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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통계 기획관리 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품질 개선
 국가통계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유사․중복통계 정비 등 국가통계 종합 기획․관리 기능 강화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국가통계 품질개선

ㅇ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장기(’13～’17) 기본계획 수립․추진(’13.10.～)
ㅇ (국가통계허브 구축전략 수립)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계적 관점에서 허브구축 전략 수립(’14.4.)
- 공공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통합․공유․연계, 서비스 다각화 등
ㅇ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국정과제 관련 법령에 대한 심층적․
종합적 평가(’13.12.) 및 시행규칙까지 평가범위 확대*(’14.1.)
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지원 및 정책효과성 제고
＊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법령 : 현행 법령 4,132개 중 2,407개(58.3%)
< 연도별 통계기반 정책기반 평가 현황 >
구
분
평가완료 건수
통계개발․개선 건수

2010년
679
30

2011년
937
43

2012년
826
36

2013년
681
30

2014년
1,603
25

ㅇ (국가통계예산 사전 검토) 통계예산의 중복여부 및 우선순위를
검토, 그 결과와 개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0년부터)
ㅇ (국가승인통계 체계적 관리) 유사‧중복통계 조정, 잘못된
관행 점검 등을 통한 국가통계의 정비․점검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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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통계조정 현황>
(’14.12.31. 기준)

연도

합계

기관지정 기관취소 작성승인 작성중지 작성변경 불승인 미공표승인

2010

301

19

1

20

42

214

3

2

2011

266

1

1

41

17

198

8

-

2012

307

7

-

61

5

225

6

3

2013

384

5

2

37

13

313

7

7

2014

387

5

6

34

15

320

4

3

ㅇ (품질진단 및 개선)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체계적 품질진단과
개선으로 국가통계 품질향상 및 정책활용 적합성 제고
< 연도별 정기통계품질진단실시 현황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품질진단종수

70

21

24

26

25

개선이행률(%)

92.4

92.9

72.0

47.3

37.5

*

* 2014년 품질진단 과정에서 개선 지원한 실적 반영, ‘15년 이행점검 시 이행률 증가 예상

 통계 전문교육 강화 및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고품질 통계 작성지원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통계인재 육성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실용성 높은 통계 연구개발로 국가통계 선진화에 기여

ㅇ (통계전문교육 강화) 통계작성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상별․분야별 통계전문교육 활성화
<연도별 통계전문교육과정 및 수료자 현황>

- 통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통계

22,890

센터건립(‘09.9.) 및 세계일류 통계
전문 교육기관 도약을 목표로
제2차(’14~’18년) 중기 통계교육원
발전방안 수립(‘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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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ㅇ (연구개발 기능강화) 미래사회에 대비한 실용성 높은 통계
연구･개발로 국가통계품질향상 및 정책수립 지원
< 연도별 통계연구과제 및 정책자료 제공 현황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연구과제 수행건수

85

83

84

87

85

▪ 정책자료 제공 및 지원건수

6

8

12

13

15

 대국민홍보 및 글로벌 통계역량 강화로 기관위상 제고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 강화로 국민들의 통계인식 및 기관신뢰도 제고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 및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통계

사회에서의 국가위상 제고

ㅇ (대국민 홍보강화)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로 국가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열악해지는 조사환경 개선
< 연도별 통계청 홍보만족도 추이현황(5점 척도) >
구

분

홍보만족도

2011

2012

2013

2014

2.97

3.13

3.18

3.20

ㅇ (글로벌 통계역량 강화) ODA사업 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체계
적인 사업추진 및 양자․다자간협력활동 개선 추진
- ‘통계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마련(’14.3) 및 ‘한국 국가
통계 발전경험 공유 및 기술지원 표준화 작업’ 수행(’14.11.)
< 최근 3년간 ODA사업 현황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규모

4국 5개사업

3국 4개사업

1국 3개사업

예산액(백만원)

723백만원

855백만원

7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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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개발․개선으로 국정과제 뒷받침
 국가통계와 국민 체감통계간의 괴리 해소를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통계 개발․개선을 통한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지원

ㅇ (국가통계 체감개선) 국가통계와 국민체감과의 차이 해소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정책 실효성 제고
-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물가통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
개편 실시(’13.12.)
- 고용․실업통계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기존 실업률을 보완
하는「고용보조지표」개발․공표(’14.11.)
- 물가․소득 통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운영 제공(’14.12.)
ㅇ

(통계개발․개선) 다양한 경제․사회통계개발․개선으로
국정과제 수행 적극적 뒷받침
- (국민대차대조표 개발) 통계청․한은 협업으로 국부(國富)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국민대차대조표(국민B/S) 개발․공표(’14.5.)
- (경제통계 고도화․세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지원하는 주요경제 통계를 고도화․세분화하여 제공
․ 국내 유일의 기업체 단위 통계인 기업생멸통계 개발(’12.12.) 및
기업생멸통계 고도화를 위한 기업프로파일링시스템 구축(’14.12.)
․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공표, 시도 소매판매액지수 개발 및
대상․업종을 세분화한 프랜차이즈 통계 공표(’14.12.)
- (재정지표 개발) 국가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국가재정 현안
진단 및 관련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재정지표 개발(’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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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삶의 질 지표 제공) 민생안정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의
성과 측정에 필요한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제공(’14.6.)
- (일․가정 양립지표 구축) 여성고용확대 정책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표를 구축하여 단일창구로 서비스 실시(’14.10.)
- (귀농인 통계) 귀농가구의 안정적 정착지원 정책에 필요한
귀농인 통계를 시군별․성별․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제공(’14.3.)
- (인구통계 개발)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단위
인구추계 확대 및 세종시를 반영한 시도별 인구추계 작성(’14.12)

 통계조사 체계적 관리로 저비용·고효율 통계조사 정착
 조사환경 변화에 대비 행정자료 활용 및 선진기법 적용으로 국민 응답부담

완화 및 조사 효율성 제고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으로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적시제공 기반 마련

ㅇ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국세청 과세자료 등 141종의 행정
자료를 입수하여 85종에 대해 DB 구축(’14년 12월 기준)
※ 통계청 생산통계 57종 중 37종 통계작성에 활용, 특히 경제통계 생산에서
사업체 행정자료 활용 비율 85.4%(’14. 기준)

<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 현황 >
입 수 (141종)
▪
▪
▪
▪

국세청자료(9종)
주민등록자료
4대 사회보험자료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자료 등

활 용 (37종 통계)
▪ 5종 신규통계(일자리, 귀농인, 기업생멸,
영리법인, 주택소유)
▪ 21종 통계 항목대체(전국사업체 등)
▪ 11종 통계검증․보완(외국인고용 등)

- 행정자료를 활용한 종합모집단 DB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14.8.)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귀농인 통계’ 개발(’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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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조사방식 확대) ’08년 가계동향조사 등 5종 최초 도입 후
지속적으로 확대(’10년 20종 8.5% → ’14년 23종 22.7%)
< 예산절감 및 응답경감 사례 >
 2010년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와 2011년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 활용
및 인터넷 조사 방식 도입으로 285억원 예산 절감과 응답부담 경감

ㅇ (농업통계 생산 선진화) 원격탐사기술 기반 경지총조사 실시
(’12년 실용화), 스마트폰 조사도우미 앱 개발로 효율성 제고

 통계생산정보시스템 정비로 신속․정확한 통계생산 지원
 통계작성기관과 민간업체가 공동 활용가능한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통계품질 제고 및 국가통계자원의 효율적 관리․활용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작성․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생산부터
자료보관까지 활용 가능한 범용 표준시스템(KSBPM*) 구축․운영
- ’14년말 243개 기관 369종의 통계작성에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 462억원의 예산절감 및 통계품질 제고
* KSBPM(Korea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 OECD의에서 정의한
통계생산 프로세스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재정의한 프로세스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및 확대 로드맵>
2011년

2012년～2013년

2014년～2019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43종 구축

시스템 고도화
131종 구축 183종 운영

활용 확산
510종 구축 및 운영

ㅇ (행정통계생산 시스템 구축) 통계작성기관이 행정자료 추출 →
분석 → 통계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14.11.)
＊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생산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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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 활용 확대로 정부 3.0 시대 구현
 국민 체감의 편리하고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은 물론 누구나 공공정보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유와 개방의
정부 3.0 구현

ㅇ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발전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 형태의 성과중심 지표 제공(’14.4.)
※ 경제, 사회, 환경의 3개 부문, 16개 영역에 143개 주요지표

ㅇ (국가통계서비스 확대 및 개선) KOSIS 수록자료 확충, 현행화 및
오류점검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통계서비스의 시의성
향상을 통한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연중)
89.0

89.0

1,774

87.4

3

ㅇ (국가통계정보 공유서비스) 국민 누구나 공공 및 민간데이터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공․민간에서 국가통계DB를 활용하여 자체 서비스(앱개발,
통계관리 등)가 가능하도록 KOSIS 공유서비스* 실시(’14.3.)
＊ KOSIS 공유서비스 이용건수 : 51천건(’14.3월) → 1,374천건(’14.12월)

- 국가통계와 공공․민간데이터를 위치기반으로 연계․분석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SGIS 오픈플랫폼 서비스 실시(’15.8월)
․ 인터랙티브맵, 통계주제도, 창업통계맵, Open API* 등
＊ SGIS Open API 이용건수 : 4,321천건(’11) → 112,072천건(’14.12월)

ㅇ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쇼핑몰 가격정보를 활용한 ｢온라인물가
지수 작성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물가정보 제공 기반 마련(’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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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비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추진방향
추진방향

주
주요
요정
정책
책 추
추진
진과
과제
제

인구주택총조사 등

부처 협업을 통한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화

통계조사의 선진화

국민 응답부담 완화를 위한 통계조사 선진화

국가통계 생산․서비스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효율적인 통계생산
통계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 서비스 확대

패러다임의 전환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 개발 및 공표

체계적인 통계개발․개선 수요 발굴

전 주기별 국가통계
정책 및 조정 강화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계생산․서비스 과정의 품질관리 고도화
국가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글로벌 통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미래사회 대비 국가통계 연구기능 강화

국가통계 역량 제고

국제 통계협력 확대를 통한 국격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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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시/행/계/획

Ⅱ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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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통계청 일반 현황
(1) 조 직
ㅇ 본

청 : 1관․5국, 4담당관․30과

ㅇ 소속기관 : 2원, 5지방청, 49사무소
ㅇ 조직도
본 청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감사담당관

운
영
지
원
과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통계정책과

창조행정담당관

통계기준과

국제협력담당관

통계조정과

기획

기획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표본과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조사기획과
인구총조사과
경제총조사과
통계대행과
행정통계과
행정자료관리과
등록센서스과

경제통계기획과

사회통계기획과

정보화기획과

산업통계과

인구동향과

통계포털운영과

산업동향과

고용통계과

조사시스템관리과

서비스업동향과

복지통계과

공간정보서비스과

물가동향과

농어업통계과

기획

기획

기획

통계정보국

기획

소득통계과

소속기관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교육기획과

연구기획실

인천, 수원,

포항, 안동,

목포, 순천,

울산, 창원,

천안, 보령,

교육운영과

조사연구실

성남, 의정부,

기획
부천, 평택,

구미, 상주,

기획
경산, 청송,

여수, 강진,

기획
해남, 보성,

진주, 통영,

기획
김해, 거창,

기획
청주, 충주,

고양, 구리,

춘천, 원주,

전주, 군산,

합천

옥천, 증평

이천, 화성

강릉, 속초,

정읍, 남원,

삼척, 영월

진안, 제주

기획

기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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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홍성,

(2) 인

원

ㅇ 정원현황(’15. 4. 6. 기준)
(단위 : 명, %)
합계 정무직
합

계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5

68

252

442

624

559

236

1

2,200

1

12

(100)

(0.05)

(0.54)

청

598

1

7

5

41

147

170

154

40

32

1

교육원

30

-

1

-

2

8

5

6

5

3

-

개발 원

43

-

1

-

3

18

16

4

-

1

-

지방관서

1,529

-

3

-

22

79

251

460

514

200

-

(구성비)
본

(0.22) (3.09) (11.45) (20.09) (28.36) (25.41) (10.73) (0.05)

ㅇ 현원현황(’15. 4. 6. 기준)
(단위 : 명, %)
합계 정무직

합

계

2,176

1

(구성비) (100.0) (0.05)
본

고위
공무원
13
(0.60)

청

593

1

8

교육원

29

-

1

개발원

43

-

1

지방청

1,511

-

3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5

68

252

442

621

534

239

1

(0.23) (3.13)
5

(11.58 (20.31) (28.54) (24.54) (10.98)

(0.04)

42

147

170

150

35

34

1

1

8

5

6

5

3

-

-

3

18

16

4

-

1

-

-

22

79

251

461

494

20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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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18

2,869

3,944

3,412

2,881

2,966

37.5

△13.5

△15.6

3.0

3,944

3412

2881

2966

1,274

1,364

1,459

1,561

3.3

7.1

7.0

7.0

154

159

163

168

2.7

3.2

2.5

3.1

2,516

1,889

1,259

1,237

69.3

△24.9

△33.4

△1.7

3,872

3,332

2,797

2,878

41.1

△13.9

△16.1

2.9

3,872

3,332

2,797

2,878

3,872

3,332

2,797

2,878

41.1

△13.9

△16.1

2.9

3,872

3,332

2,797

2,878

41.1

△13.9

△16.1

2.9

72

80

84

88

△41.9

11.1

5.0

4.8

72

80

84

88

△41.9

11.1

5.0

4.8

72

80

84

88

△41.9

11.1

5.0

4.8

72

80

84

88

△41.9

11.1

5.0

4.8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ㅇ 총계

2,869

(전년대비증가율, %)

37.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233

(전년대비증가율, %)
ㅇ 기본경비

150

(전년대비증가율, %)
ㅇ 주요사업비

1,486

(전년대비증가율, %)
□ 예산
ㅇ (총)지출

2,745

(전년대비증가율, %)
ㅇ 총계

2,745

(전년대비증가율, %)

41.1

【일반회계】
ㅇ (총)지출

2,745

(전년대비증가율, %)
ㅇ 총계

2,745

(전년대비증가율, %)
□ 기금
ㅇ (총)지출

124

(전년대비증가율, %)
ㅇ 총계

124

(전년대비증가율, %)
【국유재산관리기금】
ㅇ (총)지출

124

(전년대비증가율, %)
ㅇ 총계

124

(전년대비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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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20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주안점 및 특성
ㅇ 경제·사회 환경 등 정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계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을 반영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상의 정책추진방향과 주요정책추진과제 반영
- 2014년 정부업무평가결과,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ㅇ 통계청 성과관리전략계획(’13～’17)의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수준을 반영하고, 2015년 중점추진내용을 반영
ㅇ 창조경제 및 맞춤형 고용·복지 등 14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추진 내용 반영
□ 주요 정책환경을 반영한 기본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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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전략계획과의 연관성
ㅇ 성과관리 전략계획(’13～’17)은 통계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해 통계청 중장기 사업계획(’13～’17) 및 국가통계 개발·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여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작성
ㅇ 3대 전략목표 아래 ｢2015년 핵심전략｣을 마련하고 주요정책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20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함
ㅇ 전략계획의 연도별 세부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정책수립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 국정방향과 국정과제를 반영
ㅇ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지향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통계청은,
①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며,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각 경제주체
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을 조직의 임무로 설정하고,
②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을 비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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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의 임무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3대 전략목표, 2015년
핵심전략, 주요정책 추진과제를 제시
3대 전략목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고품질의 통계 생산․제공

통계서비스 시스템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정비로 통계 활용도를

향상시킨다

뒷받침한다

제고한다

2015년 핵심전략
❶ 인구주택총조사 등 ❷ 국가통계 생산․서비스 ❸ 전 주기별 국가통계 ❹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계조사 선진화

패러다임의 전환

정책 및 조정 강화

국가통계 역량 제고

주요정책 추진과제

부처 협업을 통한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체계적인 통계개발․

글로벌 통계인재 육성을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통계생산

개선 수요 발굴

위한 교육체계 개편

국민 응답부담 완화를

통계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생산․서비스 과정의

미래사회 대비 국가

위한 통계조사 선진화

통계 서비스 확대

품질관리 고도화

통계 연구기능 강화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국가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 통계협력 확대를

통계 개발 및 공표

제도적 기반 마련

통한 국격 향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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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통계청 임무·비전·핵심전략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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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며,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각 경제주체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Ⅱ. 고품질의 통계생산․

Ⅲ. 통계서비스 시스템

강화로 국가통계

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정비로 통계 활용도를

수준을 향상시킨다

적극적 뒷받침한다

제고한다

1. 통계기획·관리기능

1.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강화 및 국가통계

변화를 반영한 경제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품질개선으로 통계

통계 개발․개선으로

통계생산을 지원한다

생산 인프라를 강화

｢경제부흥｣ 정책을

한다

지원한다

2. 통계 전문교육 및

2.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2. 통계정보의 개방과

연구개발 내실화로

변화를 반영한 사회

공유를 통한 활용

고품질 통계작성을

통계개발․개선으로

확대로 정부 3.0

지원한다

｢국민행복｣ 정책을

시대를 구현한다

뒷받침한다

3. 대국민 홍보 및 국제

3.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통계협력 활동을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제고한다

활용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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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8

11

33

65

성과
목표

국정과제,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과제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1.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① 국가통계 거버넌스(Governance) 발전

업무 3-가

②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업무 3-다

③ 국가통계기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업무 3-다

④ 모집단을 대표하는 최적의 표본설계

업무 1-가

⑤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 강화 지원
⑥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실시

업무 3-나

⑦ 국가통계의 확대 및 승인관리 개선

업무 3-다

2.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① 통계 전문교육 강화

업무 4-가

② 실용성 높은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

업무 4-나

3. 대국민 홍보 및 국제통계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①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② 국제 통계협력 강화

업무 4-다

Ⅱ.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뒷받침한다
1.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으로 ｢경제부흥｣ 정책을
지원한다
① 경제활성화 지원통계 개선․개발

업무 2-다

② 산업구조통계 개선
③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선․개발
④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개선

업무 2-다

⑤ 소비자물가통계 개선․개발

업무 2-다

⑥ 거시경제지표의 작성 강화

업무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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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국정과제, 업무계획,

관리과제

목표

대통령 지시사항

2.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개발․개선으로 ｢국민행복｣ 정책을
뒷받침한다
① 정책 맞춤형 사회지표 작성 강화

업무 2-다

②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지원 인구통계 개선·개발

업무 2-다

③ 고용통계 개선·개발

업무 1-나, 업무 2-다

④ 가구소득 및 지출 통계의 신뢰도 제고

업무 1-나

⑤ 농어업통계 선진화

업무 2-다

3.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①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업무 1-나

② 행정통계 개선․개발 및 기반 강화
③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④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효율적 실시

업무 1-가

⑤ 경제총조사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

업무 1-가

⑥ 행정자료 활용 2015 등록센서스 실시

업무 1-가

Ⅲ.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로 통계 활용도를 제고한다
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① 정보화 인프라 강화

업무 3-나

② 효율적인 통계작성시스템 개발
2.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정부3.0 시대를 구현한다
① KOSIS 통계정보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업무 2-나

②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강화

업무 2-나

③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업무 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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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시/행/계/획

Ⅲ
Ⅲ..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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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기 본 방 향

◇ 통계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 기반 구축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계시스템을 개선․확충하고 국가통계 개발․
개선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등 국가통계
작성기관과 협조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ㅇ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계에 기반한 정책평가 체계 강화
ㅇ 다양한 국가통계 간 일관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기준 및
분류를 개발 및 개선
ㅇ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시에
개발하여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가통계
발전을 도모
◇ 통계전문교육 강화로 고품질 통계작성 능력 배양
ㅇ 통계 전문교육 강화로 통계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 통계
작성을 지원하고, 대국민 통계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계인식 제고
◇ 실용성 높은 통계연구 수행
ㅇ 수요자 중심의 통계연구 수행으로 고품질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정책자료 제공·지원으로 국가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국가통계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지지 인프라를 확대
ㅇ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통계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대하고, 국제통계 교류․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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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5

11

20

성과

관리과제

목표

성과지표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1.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① 국가통계 거버넌스(Governance) 발전
②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③ 국가통계기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④ 모집단을 대표하는 최적의 표본설계
⑤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 강화 지원
⑥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실시
⑦ 국가통계의 확대 및 승인관리 개선

￭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만족도(점)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과제 이행 노력도(%)
 국가주요지표(국정모니터링시스템) 이용건수(만건, 공통)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건)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일)
 통계분류 제․개정 누적 진척률(%)
 통계분류포털 이용건수(천건)
 표본설계 협력 노력도(건)
 표본설계 협력 만족도(점)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정도(점, 공통)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점, 공통)
 품질개선 컨설팅 평가점수(점,공통)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 향상률(%)
 통계작성기관 지정확대건수(개)
 국가통계의 사무개선 이행률(%)

2.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 통계교육 수요기관 만족도(점, 공통)
지원한다

￭ 연구결과 품질 만족도(점)
 통계전문교육 성과 달성도(점)

① 통계 전문교육 강화

 교육내용 현업적용 만족도(점, 공통)
② 실용성 높은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  연구성과 실무적용지수(%)
 정책자료 제공건수(건, 공통)

행 및 연구성과 확산

3. 대국민 홍보 및 국제통계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 ￭ 통계청 인지도(점)
위상을 제고한다

￭ 국제통계 협력증진도(점, 공통)
 통계청 홍보만족도(점, 공통)

①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통계분야 개도국 지원사업 평가 점수(점, 공통)

② 국제통계협력 강화

 국제자료제공 만족도 평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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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

성과목표Ⅰ-1

생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전략
목표

국가통계 수준 향상
통계제도 정비 및 통계생산기반 강화

성과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 개선

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통계기반 정책관리

맞춤형 품질진단 및

통계기준 및 분류

제도운영 및 종합조정

통계대행 활성화

개선․ 개발․ 활용지원

(1) 주요 내용
□ 국가 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발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가통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ㅇ 정부 3.0 등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창출
＊ 체계적인 통계개발․개선 수요 발굴(Top-down 및 Bottom-up 방식), 국가
주요지표 체계 구축, 민간부분의 국가통계역량강화 등

□ 효율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체계 강화
ㅇ 지자체 자치법규까지 평가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평가지침을
개선하는 등 내실있는 평가로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
□ 국가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기준, 분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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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기준 및 통계분류에 대한 민원처리, 대내외 분류교육, 분류
활용 홍보, 현장실태파악 등 통계작성기관 및 분류이용자 등이
통계기준·분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모집단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와 국가통계
특성에 따른 표본설계 기술협력으로 국가통계의 품질을 향상
ㅇ 모집단 변화를 고려한 표본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표본설계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표본설계 기술협력 강화
□ 국가통계 품질수준 향상으로 통계기반의 타당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의 정책신뢰도 제고
ㅇ 품질진단 및 개선사업을 통해 국가통계 전반의 품질수준 향상
및 통계이용 적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 국가통계의 작성 보급에 관한 제도의 개선으로 정부3.0 국가
통계의 확대 및 통계관리의 실효성 확보
ㅇ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생산 환경의 조성과 사무개선 등으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예산 절감,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
(2) 성과지표
실적
성과지표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만족도*(점)

목표치

’12 ’13 ’14

’15

신규

3.99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측정대상 만족도 5개 중 “통 ∑통계 생산 인프라 성과관리팀 주관
계품질진단”분야의 진단방식 강화 5개 분야 「통계청 고객
변경에 따라 목표치를 하향 외부 고객 만족도 만족도 조사」
/ 5
결과 보고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머지 4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
정하여 전체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통 계 품 질 진 단
목표치는 재정사업 성과지표와
공통지표이므로 목표치 조정이
불가함)

* 총 5개 만족도 중 통계분류, 통계품질진단 만족도 2개는 성과계획서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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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1. 성과지표의 적절성
◦ (지표설정 배경)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5대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분야를 선정
하고, 이에 대한 효과측정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측정

◦ (재정사업평가와 연계강화)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사업 평가지표와 공통*으로 지표를 사용
하고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
* 통계분류 및 통계품질진단 이용자 만족도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분야

정의

이해관계자

① 국정모니터링시스템*
(e-나라지표) 운영

․국가정책추진 시 정책 필요성 판단, 목표
설정, 평가 등 전 과정에 있어, 객관적
* 국가정책 수립, 점검 및 정책 이고 합리적인 증거로써 통계가 반드시
성과의 측정 등을 목적으로
38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필요(evidence-based policy)하고, 이를
국민, 지표관리기관
관리하는 주요지표와 이를 위해 대통령지시사항에 따라 국정모니
(정책부처
통계작성기관)
제공하는 웹기반의 통계정보 터링 시스템을 통계청에서 운영
시스템
☞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분야로 선정하여
국민과 정책부처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②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통계기획․관리기능인 통계기반 정책관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제도 운영업무에 대한 대상기관의 만족도
공무원

③ 통계분류(재정사업 성과지표와 ․통계기획․관리기능인 통계기준제도 운영을
공통)
통한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및 효과 측정 국민(통계분류 이용자),
통계작성기관
가능

④ 통계품질진단(재정사업 성과 ․국가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인프라강화 및
지표와 공통)
효과 측정 가능

⑤ 국가 통계 협력

․통계기획․관리기능인 국가통계조정 제도(통계
작성 및 변경 승인 등)를 통해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및 효과 측정 가능

- 29 -

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

2.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5개 분야 외부고객 만족도 >
구분

‘12

‘13

‘14

‘15

①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
지표) 운영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3.85

3.76

3.75

3.89

▪최근 3년간 실적이 하향 추세로, 추세치는
3.79(3년간 평균값)이나 도전적으로
0.1점(2.6% 상향) 높은 3.89*로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 중 최고치(3.85)보다 높음
②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3.88

4.22

4.19

4.24

▪최근 3년간의 실적치 중 가장 높았던
‘13년(4.22) 이상을 목표로 최근 3년간
추세치(4.1) 대비 3.4% 증가한 4.24를
목표치로 설정

* 4.1(3년간 평균) × 1.034(3.4%증가)
③ 통계분류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재정사업 성과지표와
공통)

3.79

3.71

3.73

3.73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치 설정
▪‘10년부터 민원담당 인력(4명)의 증가
없이 분류민원은 2010년 대비 2.9배
급증하는 어려운 업무여건에서 분류
만족도 제고 노력을 통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목표설정임(아래 참조)

④ 통계품질진단 이용자 만족도
(재정사업 성과지표와 공통)

3.99

4.09

4.22

4.00

▪‘15년부터는 품질진단 체계가 변경
됨에 따라 만족도가 하락*할 것
으로 판단되어, 지난 4년간 만족도
평균치(4.00)로 목표** 설정
* 통계작성기관담당자가 통계정보
보고서(100쪽 내외)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기반으로 품질진단
실시(작성기관의 작성부담 초래)
** ‘10년의 만족도는 3.92점이었으나,
’11년

진단방식

변경에 따라

3.70점으로 하락

⑤ 국가통계협력(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3.99

4.08

4.06

4.07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존재하고, 상승
후 하강국면이므로 최근 3년간의
실적치 평균값(4.04)보다 0.03점 높은
4.07로 설정

평균

3.90

3.97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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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참고 : 분류민원 처리 건수 >

‘10년
민원처리건수

‘11년

‘12년

‘13년

‘14년

3,255 건

3,696 건

4,848 건

7,095 건

9,280 건

(전년대비)

-

13.5 %

31.2 %

46.3 %

30.8 %

만족도

-

3.69

3.79

3.71

3.73

<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이용자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 기관 담당자
통계분류 이용자
통계품질진단 대상기관 담당자
국가통계 승인․변경 대상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방법

-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항목

표본수

- 국정모니터링 시스템(디자인과 구성의 적절성 등 이용만족도 5항목,
제공내용 다양성 등 내용만족도 5항목)
- 통계기반정책평가(업무협력원활정도 등 업무만족도 4항목, 직원업무
이해도 등 인적측면만족도 4항목)
- 통계분류(자료갱신 및 관리의 신속성 등 이용만족도 4항목, 정보충
문성 등 내용만족도 4항목)
- 통계품질(사업진행 적시성 등 업무관련만족도 4항목, 직원업무 이해도
등 인적측면만족도 4항목)
- 국가통계협력(통계작성승인신청 등 업무관련 만족도 4항목, 직원업무
이해도 등 인적측면만족도 4항목)
- 추후 확정

실시기관

- 외부 전문조사기관

조사시기

- 2015. 10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우리나라처럼 분산형 통계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계
작성기관간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
ㅇ 중앙부처와 다수 통계작성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부처
장관 및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위원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경유함으로써 부처 및 기관의 참여를 유도
□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과 평가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으로 중앙행정기관은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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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제도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및 평가인력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을 통해 평가인식 제고
□ 통계분류 개발·개정은 이용자의 이해관계와 분류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합의 형성이 관건
ㅇ 이해관계와 분류적용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제기준 참고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개발·
개정 추진
ㅇ 통계작성 분류 민원은 통계법에 규정한 표준분류 준수 여부 및
분류 정확도를 면밀하게 검토·회신하고, 행정기관의 준용분류에
대한 민원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회신
□ 조사환경 및 센서스 조사방법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모집단
변화를 적시 반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통계 특성에
적합한 표본설계 기술지원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국가
통계 품질향상에 기여
ㅇ 모집단의 구조변화를 적시에 반영한 표본설계 방법 및 모수 추정
방법 개선‧개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융합 가능검토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반영토록 노력
ㅇ 국가통계의 표본설계 협력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표본추출, 관리,
추정, 자문 등 협력기관별 표본설계 컨설팅으로 표본설계 거버
넌스를 실현하여 국가통계 생산 인프라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
□ 정기통계품질진단 도출 개선과제는 기본적으로 작성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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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계획에 의거 개선 추진하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작성기관 자체개선이행 곤란
ㅇ 미이행 개선과제 및 인프라 취약기관 통계의 조기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개선 컨설팅 등을 통한 품질향상 실현
□ 통계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통계작성 미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조 없이는 공공데이터 및 통계작성 현황의 파악 곤란 예상
ㅇ 품질관리 등 번거로운 통계법 상의 관리․감독 부담으로 작성
기관 지정 기피 현상 발생
ㅇ 국가통계 승인관리 필요기관에 대해 설명회 개최 및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지정 및 승인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원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
- 유관부처 등과의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정권고 및 통계의
승인화 유도 등
(4) 기타
ㅇ 통계정책관리시스템 : http://narastat.kr/pms/index.do
ㅇ 국정모니터링시스템 : http://www.index.go.kr
ㅇ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http://kssc.kostat.go.kr
ㅇ 유엔 분류 홈페이지 : http://unstats.un.org/unsd
ㅇ 유네스코 교육분류 홈페이지 : http://www.uis.unesco.org
ㅇ 세계보건기구 보건분류 : http://who.int/classifications/icd
ㅇ 품질관리과 홈페이지 : http://kostat.go.kr/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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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국가통계 거버넌스(Governance) 발전(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분산형 통계시스템내의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통계제도를
정비하고, 통계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통계 체계를 지속적
으로 발전시킬 필요
ㅇ 정부3.0 등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통계
개발․개선 수요 발굴(Top-down 및 Bottom-up 방식), 국가
주요지표 체계, 국가통계역량강화 등 새로운 전략 창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16년 국가통계발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ㅇ 제1차(’13～’17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국가통계 발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 수립․추진은 물론 분야별 신규 필요통계에 대한
개발․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통계법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2조의3 대상기관
- 통계책임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중 통계작성기관 포함)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포함)

②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ㅇ ‘13～’14년 완료한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원활히 서비스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
침해 나가고자 함
- 국가주요지표체계 완성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후속 사업
(안전지표체계구축 연구, 시스템 개선 등)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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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법령 개정 작업
ㅇ 국가통계 주요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통계사전제공 금지 등 통계결과 공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국가통계 개발․개선 수요 발굴 체계 운영
ㅇ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 확대 및
수요발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찾아가는 수요조사 실시
- 수요발굴의 대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다양화
⑤ 국가 통계 역량 강화 사업 추진
ㅇ 그간 추진한 통계 인프라 구축으로 일정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 통계작성기관은 여전히 통계 역량이 취약한 상황
ㅇ 따라서, 민간통계작성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민간부문의 통계역량을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015년 국가주요지표 체계 운영방안 수립

1월

업무3-가

2015년 국가통계역량강화 사업 계획 수립

1월

2015년 통계수요조사 추진계획 수립

3월

2015년 이용자그룹 협의체 운영방안 수립

3월

2015년 국가통계역량강화 사업 착수
2/4분기

3/4분기

4월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안전영역 필요지표 진단사업 착수
상반기 통계수요조사 실시

6월

상반기 통계수요평가위원회 개최

7월

국가통계발전 세부시행계획(안) 초안 수립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2016년 국가통계발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4/4분기

5～6월

8～9월
10～11월

이용자그룹 협의체 운영실적 점검 및 통계수요이행실적 확인

12월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안전영역 필요지표 진단사업 완료

12월

※ 통계청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연계 강화(전체 33개 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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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세부사업

정책․사업의 수혜자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통계작성지정기관
국민, 정책입안자, 연구자, 통계
작성기관

국가통계발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국민, 정책입안자, 연구자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 및 서비스 국민, 정책입안자, 연구자
통계법령 개정 작업

국민, 정책입안자, 연구자

통계작성기관, 국민

국가통계 개발․개선 수요발굴
국민, 통계작성기관
체계 운영

통계작성기관, 국민

국가통계역량 강화 사업 추진

통계산업 관련 업종 종사자

국민, 통계작성기관

□ 기대효과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은 중장기적으로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굴, 작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 국가통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ㅇ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담당자의 정책지표 활용
수준 및 국정운영방향 수립의 타당성 제고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발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변화하는 통계환경에서 시의 적절하게 통계법을 개정하여 현행
통계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분산형 통계제도 하의 국가
통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작성 및 관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5

4.5

(28.7)

(27.6)

5

4.5

국가통계정책추진(Ⅰ-1-일반재정①)
① 국가통계정책추진(1031)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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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과제 이행
노력도(%)

100 100

100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과제 5개 계획대비 이행 관련 결재 문서
모두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여부
설정

국가주요지표(국정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건수(만건)(공통)

183

192

전년대비 5% 상승하여 목표치 국정모니터링 관련 결재 문서
설정
시스템내 국가
(매월 국정모니터링
주요지표 조회
(‘14.11.21. 지표미리보기 기능을
시스템 이용 현황을
건수
도입함에 따라 실제 지표이용
보고)
건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
하고, 목표치를 전년대비 상승
으로 설정)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과제 이행 노력도

1. 지표의 적절성
ㅇ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 와의 연관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강화로 국가통계 수준 향상
⇧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 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 거버넌스(Governance) 발전
⇧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과제
국가주요지표 이용건수(35%)
이행노력도(65%)
*재정사업성과지표와 공통

ㅇ (지표선정배경) 국가통계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치를 강조한 국가
통계 인프라 강화 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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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과제선정) 부서원 업무토의 등을 통해 국가통계 거버넌스 발전을 포괄하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과제 5개를 선정
- (매년 과제의 내용이 다름) ‘13년 7개 과제 → ’14년 6개 과제 → ‘15년 5개 과제
ㅇ (세부가중치) 기본 가중치(5개 과제, 20%)를 기준으로 업무난이도, 중요도,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10%를 가감(사업추진 주체인 부서원 업무토의 기준)
[’15년도 중점 추진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과제 및 세부가중치]
과

세 부
가중치

제

① 국가통계발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ㅇ ‘제1차(’13～’17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국가통계 발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 수립․추진은 물론 분야별 신규 필요
통계에 대한 개발․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②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사업 추진
ㅇ ‘13～’14년 완료한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원활히
서비스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함
- 국가주요지표체계 완성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후속 사업(안전지표체계구축 연구, 시스템 개선
등)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

③ 통계법령 개정 작업

비 고

․‘15년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통계청 개청 후 최초 시도되는 업무로
30%
중요도와 통계작성기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본 가중치(20%)보다 높게 설정

․‘15년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예산이 수반되고, 전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별도지표가 설정
10%
되어 있으므로 기본가중치(20%)보다 낮게
설정

ㅇ 국가통계 주요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통계사전제공 금지 등 통계결과 공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5년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법개정 작업은 관계기관, 국회일정 등
10%
예측불가의 변수가 많이 때문에 기본
가중치(20%)보다 낮게 설정

④ 국가통계 개발․개선 수요발굴체계 운영

․‘15년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통계수요자, 통계작성기관 등 다수의
30%
관련 기관 조율 등이 필요함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본 가중치(20%)
보다 높게 설정

ㅇ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 확대 및 수요발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찾아
가는 수요조사 실시
- 수요발굴의 대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다양화

⑤ 국가통계역량강화사업 추진
ㅇ 그간 추진한 통계 인프라 구축으로 일정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 통계작성기관은 여전히 통계 역량이
취약한 상황
- 따라서, 민간통계작성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민간부문의 통계역량을 강화

․’14년 새로 도입된 민간통계작성기관 컨설팅
업무가 포함되어 중요도가 높으며, 예산이
20%
수반됨
․기본 가중치(20%)로 설정

〈 지표2 〉국가주요지표(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이용건수(재정사업 성과지표와 공통)

1. 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선정배경)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을 투입('15년
4.5억원)하고, 현 단계에서 효과측정에 가장 적합한 국가주요지표 이용건수를 지표로 선정

-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사업의 목표는 국가 발전 상황을 한눈에,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tool를 국민,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 등에게 제공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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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요자별 기대효과 >
고객구분

AS-IS
방대한 통계 속에서 원하는 자료의 검색과
해석 어려움

국

민

공

무 원

실제 정책 수립 시, 통계 지표 활용력
부족

정책결정자

정책의 평가 및 방향 결정 시 객관적
데이터 보다는 정성 평가와 정부 작성
지표 활용

TO-BE
필요한 지표를 한 곳에서, 해설과 함께
볼 수 있어 국정 이해도 제고
핵심 성과 지표 제시에 따라, 정책
수립 및 근거 자료 활용 등 지표 활용
수준 제고
민간 주도의 균형 있는 지표체계를
통한 종합적인 국가정책방향 진단
및 점검 가능

-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사업은 ‘13년 신규사업으로 ’14년 지표설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표설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15년 국가주요지표 활용 제고 노력(시각화
시스템 개선 등)은 지표  의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사업의 지표설정 로드맵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률

국가주요지표
이용건수

국가주요지표
이용건수

지표성격

과정지표

산출지표

산출지표

2016년～
국가주요지표
효과성 측정 지표
(예 : 만족도)
결과지표 개발 예정

◦ (재정사업평가와 연계강화)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사업 평가지표와 공통으로 지표를 사용하고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국가주요지표(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이용건수 목표치 설정근거]
구분
국가주요지표(국정모니
터링시스템)이용건수
(만건)(공통)

‘12

‘13

‘14
183

‘15
192

▪동 지표는 재정사업 성과지표와 공통지표이므로 ‘14년
사업완료 전 목표치가 설정됨(’14년 상반기)
▪‘14년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사업 결과,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이트 내 “지표 미리보기”
기능을 도입함(‘14.11.21.)에 따라 이용자의 실제
지표 조회 건수 감소가 예상*되었나,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당초 계획인 5% 상승으로
변경 없이 설정
* 기능도입 전(11.1.~20.) 1일 지표 조회 수 9,609건 ⇒
기능도입 후(12.19.~12.29.) 1일 지표 조회 수 5,608건으로 감소
(11.21.~12.14. 리뉴얼기념이벤트, 18일 당첨자발표로
기간 제외)

▪또한, 사업예산도 전년대비 10% 감액(’14년 5억원→
’15년 4.5억원)되었음에도 목표치 상승하여 설정

< 참고자료 >
“지표 미리보기” 기능 도입 전

“지표 미리보기” 기능 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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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Ⅰ-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현황) ’08년 제도 도입 이후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 양 한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내 실 있 는 평가로 통계
개발·개선 등을 유도
- 법제심사전 필수 입법절차화(’09), 법적근거를 ｢통계법 시행령｣
*

에서 ｢통계법｣으로 격상 (’12), 시행규칙까지 평가범위 확대(’14) 등
＊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 ’08~’14년간 총 6,655건 법령을 평가하여 275건의 통계
개발·개선을 권고
ㅇ (성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통계지표의 활용에도 관심이 높아짐
ㅇ (문제점) 평가 적용범위가 중앙정부 정책에 한정되어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 관리 인식은 미흡
- 국회도 통계청에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정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구
- 일부 지방자치단체(전북·경기)는 동 제도의 자체 도입을 모색
ㅇ (대응방안) 평가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평가의 내실을 도모하여 통계와 정책간 연계 강화
-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확대 검토
- 제도개선, 평가, 사후점검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상시학습조직 등의 뒷받침으로 내실 있는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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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평가범위 확대 검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하여 통계
기반정책평가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
※ 평가범위 확대 : ’14년 시행규칙 포함 → ’15년 자치법규 포함 타당성 검토

- (평가 지침 및 운영 매뉴얼 개선)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및
운영 매뉴얼의 적기 개정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전문가 자문 추진) 제도운영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개선 등에 반영하고 개별 평가에 대해 전문가 자문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 매년 1회 시행

ㅇ 내실 있는 평가로 통계와 정책 간 연계강화
- (의원입법 평가 강화)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되는 시행령등
평가 시 관련 의원입법을 별건으로 평가하여 결과 통보 및 관리 등
- (국정과제 관련 법령 심사평가 강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지속 추진
- (평가결과 사후점검의 체계적 추진)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점검 및 권고 통계지표 활용현황 점검 지속 추진
- (연구회 활동 활성화) 현안에 대한 심층적 토론 및 전문가
초청특강을 통한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지속(월 1회 이상)
※ 연구회 개최 : ’14년 23회 → ’15년 24회

- (실질평가 소요일 단축) 실질평가 소요일 단축으로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되, 전년 수준의 통계지표 활용 권고를
통해 평가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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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평가 소요일 : ’14년 5.6일 → ’15년 5.2일
※ 실질평가당 통계지표 활용권고 건수 : ’14년 5.1건 → ’15년 5.0건 이상

- (통계 개발·개선 적극 발굴)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심도
있는 평가로 통계 개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체계 확립을 지원
※ 통계 개발·개선 건수 : ’14년 28건 → ’15년 35건

ㅇ 평가의 활용성 제고
- (주요 정책동향 정보 청내 제공) 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정책
이슈를 신규통계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청내에 공유
- (행정자료 활용 통계생산 지원) 법령 제·개정으로 변경되는
행정자료와 정보시스템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연말에 관련
부서에 제공
- (주요 평가 및 활용 사례집 발간) 제도 이해 및 통계를 활용한
정책과 통계 개발·개선에 활용하도록 사례집 발간·배부 등
- (홍보와 교육 추진) 평가에 대한 인식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성과 등에 대한 홍보 및 고객 대응 교육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2015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2015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연구회 운영 계획 수립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자치법규 확대 타당성 검토 계획 수립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및 통계지표 활용권고 활용 현황 점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자치법규 확대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자치법규 시범평가 계획 수립
주요평가 사례집 발간·배부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지원
2016년 통계기반정책평가 지침(안) 마련
제도 운영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5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결과 보고
2015년 학습동아리 운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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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1월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12월
12월
12월

비 고

업무 3-다
업무 3-다
업무 3-다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정책 대상 일반 국민 및 기업 등
- 통계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은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여 정책 대상인 일반 국민과 기업 등에게 수혜를 줌
ㅇ 이해관계집단 :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 법령 제·개정을 통해 도입·변경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추진이 필요
- 따라서, 성공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능동적으로 활용
□ 기대효과
ㅇ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 긴급을 요하는 법령은 신속한 평가
추진으로 적기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타당성 높은 정책
추진에 기여
ㅇ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구비하고 활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건)

신규

35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당해연도 ∑ 통계 제 도 운 영 결 과
개발·개선 권고 보고 자료(정책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값 건수
관리 시스템에
(34건) 보다 3%증가한 35건을
근거)
목표로 설정
* 34(3년간 평균) × 1.03(3%증가)

실질평가 평균 소요
일수(일)

신규

5.2

최근 3년간 실적치 중 제일 높았던 실질평가 전체 제 도 운 영 결 과
소요일수/실질평가 보고 자료(정책
’13년(5.3일)이상을 목표로 최근 3년간 전체건수
관리 시스템에
추세치(5.7일) 대비 9%감소한 5.2일을
근거)
목표치로 설정
* 5.7(3년간 평균) × 0.91(9%단축)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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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

성과목표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관리과제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

⇧

⇧

성과지표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

ㅇ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건)
- (정책 대표성)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통계역량 제고를
통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강화하여 정책과 관련된 통계를 개발·개선토록 유도해야 함.
따라서, 동 지표는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통계관리기능 강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선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3～4월, 2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를 선정
하고, 부서 내부적으로도 지표 선정 회의 실시 및 의견 수렴(3월, 2회)
[결과지향 지표 사용 한계]
☞ 성과지표 전문가 컨설팅시 결과지향적 지표(통계 개발·개선 권고 수용률<반영률>/통계
개발·개선 실적)의 활용을 권고 받았음
→ 그러나, 통계 개발·개선 권고 수용률<반영률>은 “통계 개발·개선 권고 이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통계 개발·개선 사항을 수용<반영>”토록 하고 있어, ’12∼’14년
간 수용율<반영률이>이 100%인 현재 상태에서 성과지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
→ 통계 개발·개선 실적은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서 실제 개발·개선되기까지 평균
3～5년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당년도에 측정이 곤란하여 성과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상태에서 평가부서의 노력(평가자 통계역량 강화, 관련 부서 설득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최근 3년간 실적치(’12년: 40건, ’13년: 35건, ’14년: 28건)가 하향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값(34건) 보다 3%증가한 35건(’13년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통계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개발·개선토록 유도할 필요. 통계 개발·개선 권고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에 상당한 노력을 요함
- (명확성·구체성)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통계관리기능의 강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 (측정가능성) 정책관리 시스템에 근거한 제도운영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측정 가능
- (기한성 및 비교가능성) 매년도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로 비교
ㅇ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일)
- (정책 대표성)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는 평가자의 통계역량 제고를 통해 통계기반 정책
평가를 강화하여 통계청이 관련 부처 정책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이의
단축을 통해 “통계생산 인프라 조성을 위한 통계관리기능 강화”의 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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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선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3～4월, 2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부서 내부적으로도 지표 선정 회의 실시(3월)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 단축에 따른 품질 제고 방안]
☞ 실질평가 소요일 단축으로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되, 전년 수준의 통계지표 활용
권고를 통해 평가 품질 유지(※ 실질평가당 통계지표 활용권고 건수 : ’14년 5.1건
→ ’15년 5.0건 이상)

-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최근 3년간 실적치(’12년: 6.1일, ’13년: 5.3일, ’14년: 5.6일)가 상승 후
하강국면임을 고려하고, 최근 3년간 실적치 중 제일 높았던 ’13년(5.3일)이상을 목표로
최근 3년간 평균값(5.7일) 대비 8.8%단축한 5.2일(’13년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실질평가는 통계기반 정책이 포함된 경우 수행하게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지표 활용이나 통계 개발·개선을 권고 하는 등 업무부담이
매우 큼에도 평가 소요일수를 감축하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
- (명확성·구체성)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통계관리기능의 강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 (측정가능성) 정책관리 시스템에 근거한 제도운영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측정 가능
∘실질평가 전체 소요일수를 실질평가 전체건수로 나누어 측정
- (기한성 및 비교가능성) 매년도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로 비교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성과지표 명

’12∼’14년 실적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건)

40

35

28

34

35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일)

6.1

5.3

5.6

5.7

5.2

ㅇ 통계 개발·개선 권고 건수(건)
- 통계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개발·개선토록 유도할 필요
- ’15년은 최근 3년간 실적치 중 ’13년(35건) 수준을 목표로, 최근 3년간 평균치(34) 대비
3.0% 증가한 35건을 목표치로 설정
∘전년대비 증감율을 최근 3년간 평균치(21.4%) 보다 3.6%p 증가한 25.0%로 설정
- 통계 개발·개선 권고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매우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과거 추세치와 비교해도 공격적 목표설정임
ㅇ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일)
- 신속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질평가 소요일수 단축이 필요.
∘실질평가 평균 소요일수=(실질평가 전체 소요일수)÷(실질평가 전체 건수)
- ’15년은 최근 3년간 실적치 중 제일 낮았던 ’13년(5.3일) 이하를 목표로, 최근 3년간 추세치
(5.7일) 대비 8.8% 감소한 5.2일을 목표치로 설정
∘전년대비 증감율을 최근 3년간 추세치(1.8%) 보다 8.9%p 감소한 △7.1%로 설정
- 실질평가는 통계기반 정책이 포함된 경우 수행하게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지표 활용이나 통계 개발·개선을 권고 하는 등 업무부담이 매우 큼에도 평가 소요
일수를 매우 도전적으로 감축. 과거 추세치와 비교해도 공격적 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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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기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Ⅰ-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통계분류 개발·개정) 국가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기준, 분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개선
- UN, UNESCO, WHO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분류의 사용
권고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통계분류를 개발․개정
- 일자리창출,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등 관련분야 정책지원에
*

필요한 통계작성을 위해 특수 분류 를 제정
※ 특정 분야의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을 위하여 표준분류(산업, 직업) 중
해당 항목을 선정 또는 세분화하여 만든 분류이며, 에너지·스포츠·환경·
물류·소방 등 19종 분류 제정·운용

ㅇ (통계기준·분류 활용지원) 통계작성기관 및 분류이용자 등이
통계작성 및 이용에 통계기준·분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통계분류 개발·개정)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전문가 및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분류 개발·개정을 적극 추진
- (한국표준분류 개정) 경제·사회·보건분야 현실을 표준분류에
적시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
※ 한국표준산업분류(’15~’17) :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소분류
이상의 분류항목) 방식으로 추진하며, 개정 수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
※ 한국표준직업분류(’15~’17) : 국내 경제사회 구조변화, 외부요청 등을 반영
하여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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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3~’15) : 국제분류와 관계성 분석, 분류 세분화
수요 및 한의분류 적용 현황파악, KCD 용어DB 구축
※ 한국교육분류 영역부문(’14~’16) : 국제교육분류 개정 내용분석, 국내 교육
내용과 연계성을 고려한 분류 개정

- (보건분류 개발) 국내·외 보건분류 세분화 동향과 국내
코드의 세분화 요구 등을 반영하고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적용하여 개발
※ 한국건강분류(’11~’16) : '09～'14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건강분류
개발을 완료하고, 일반분류를 확대·지정
※ 한국의료행위분류 개발(’15~’20) : 국제의료행위분류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및 국제 의료행위분류 체계 분석

- (특수분류 개발) 정기적으로 분류수요를 파악하고, 관련기관의
요청 시 분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제·개정 추진
※ 수산업, 재난안전 등의 특수 분류를 요청기관과 협력하여 제정할 계획임

ㅇ (통계 기준·분류 활용 지원) 통계기준 및 분류에 대한 이용
기관 및 국민의 이용 편의 도모 및 활용 제고
- (통계용어·지표에 대한 인식 제고)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통계 용어 및 통계청 공표 주요통계지표, 통계작성시 사용되는
계산식,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통계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 등 제공
※ 8개 부문 73개 통계용어 및 지표를 통계청 대표홈페이지에 서비스 중

- (통계분류 활용지원) 통계기준·분류에 대한 민원처리, 대내외
분류교육, 분류홍보, 현장실태 파악 등 통계분류 활용성 제고
- (국제협력) 국제기구에 분류 관련 활동계획·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분류 제·개정 시 국내의견 제출·반영 등을 통해
분류 총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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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비 고

통계분류 활용지원계획 수립

1～2월

업무3-다

4종 분류 개발․개정계획 수립
* 한국건강분류․한국의료행위분류 개발,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1～3월

통계청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및 산업분류 개정 착수 언론보도

3월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기본계획 수립

5월

서비스산업 분류체계 고시

6월

국가통계실무지침 개정결과 보고

6월

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 고시

7월

하반기 통계분류검색대회 추진 계획 수립

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9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서 개정

11월

분류 개발․개정 추진결과 보고

12월

특수목적분류 제·개정 추진 현황 보고

12월

업무3-다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통계기준·분류는 통계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써
정부, 각종 기관 등이 정책수립․시행을 위해 통계자료를 폭
넓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 등 통계이용자에게도 수혜를 줌
- 또한, 통계작성 이외에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령
*

등에서 통계분류를 준용 함에 따라 행정기관, 일반국민 등도
수혜자임 ※ 32개 기관 133개 법령에서 통계분류를 준용
․ (경제분류)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등의 89개 법령
․ (직업분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등 16여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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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분류) 국민보건의료 및 보험 등의 기준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등 28개 법령
ㅇ (이해관계자) 통계작성 기관, 분류를 준용하는 정부․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산업․직업․교육 ․보건 관련 각종 단체․협회
등 민간기관, 분류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가 분포되어 있음
□ 기대효과
ㅇ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반영한 통계 기준·분류 개발·개정으로
통계의 일관성, 국제 비교성, 정확성을 제고
-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등 관련분야에 대한 통계작성·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책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
ㅇ 신속·정확한 통계분류 활용지원으로 통계분류 이용자의 편의
성을 도모하고, 각종 통계분류에 대한 수요자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분류서비스 향상에 기여
- 또한 통계 기준·분류에 대한 홍보, 통계 전문용어의 정비·순화
등을 통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23.7

23.1

(28.7)

(27.6)

23.7

23.1

국가통계정책추진(Ⅰ-1-일반재정①)
① 국가통계정책추진(1031)

▪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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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통계분류 제·개정 4.0
누적 추진률(%)

’13

’14

’15

11.3

21.5

55.0

신규

통 계 분 류포 털
이용건수(천건)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통계분류 제정․개정은 3～6년 ∑ 통 계 분 류 통계분류 제·개정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제·개정 누적 결과보고(공문)
6종 분류 제․개정을 연차적 진척률/6종
으로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분류별 가중치
목표 설정
부여)

15,444 통계분류포털은 ’14.7월 개설 통계분류포털 12월말 기준 서비스
하여 페이지 뷰 방식으로 산출 이용건수
이용현황 결과 (결재
가능한 ‘14.10～’15.2월(5개월) 페이지뷰방식 문서)
평균을 연간으로 환산한 이용건수
13,200천건 대비 17% 상향하여
15,444천건으로 적극적 목표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의 대표성
○ 통계기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기본방향은 통계분류 제·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분류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활용·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통계분류 제·개정절차를 준수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통계분류 제·개정 진척율 (과정의 질 평가가 중요)
○ 또한, 복잡한 추진절차를 통해 제·개정된 통계분류를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통계분류포털 이용건수
※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통해 절차와 결과를 평가받고, 이를 통해 업무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통계분류 제·개정 내용측면과 이용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에서 최종 평가

성과지표명

지표

대 표 성

종류

통계분류 제·개정

(포괄성·구체성) 국가통계기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지원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추진률(%)

통계분류 개발·개선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통계분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개정 진척률이 가장 적합함
과정 (연관성) 우수한 결과(통계분류 개발·개선)를 위해서는 충실한 과정이 필수임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부서 노력) 통계분류는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제·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산업단체 등의 이권에 유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 및 일정 준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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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지표

대 표 성

종류

기구 동향 파악 등으로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시) 천일염 생산업체 및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종 공과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이유로 천일염 생산을 광업이 아닌 어업으로 분류해 달라고 지속
요청중이나, 국제기준에 맞춰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분류 개정보다는 전력
공사의 전기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 (기재부·해수부 장관까지
보고 완료)
(측정산식 합리성)
1)

▪ 측정산식 : ∑5종 분류 의 누적 진척률/5
1) 한국건강분류 개발, 교육분류 수준부문 개정, 교육분류 영역부문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한국의료행위 분류 개발
* 분류별 가중치 미부여 이유 : 통계분류 제·개정에 있어 모든 분류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분류별 가중치 부여는 타당하지 않음
(결과 지향성) 많은 통계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기관(통계)별로 다른 기준으로
일관성·비교성 없이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에 통계 분류의 합리적
제·개정은 통계생산 및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음
(포괄성) 통계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34종의 통계분류를 검색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포털을 운영하여 통계
분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업무추진
에도 반영 가능
(연관성) 통계분류 제·개정, 개발된 내용을 통계분류포털에 등재하여 이용건수를
측정함으로써 통계분류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부서 노력도) 통계분류 이용자가 분류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 내용 변경 자료 즉시
통계분류포털
이용건수(천건)

결과

반영, 국제기구 자료 등재, 이용자 의견수렴 창구 등을 마련하여 통계분류
활용을 적극 지원
(측정산식 합리성)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44종)의 이용건수 측정
방식이 페이지뷰 방식이며, 통계분류포털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이용현황의
세부적 분석·활용을 위해 페이지뷰 방식으로 이용건수를 측정
▪측정산식 : 통계분류포털 이용건수 페이지뷰방식
(결과 지향성) 본 지표는 통계분류 이용자가 분류관련 내용을 통계분류포털을 통해
이용하는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건수에는 상담을 위해 접속하고 결과 확인을
위해 접속하는 건수도 포함되어 이용자의 검색 및 상담의 활성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 지표임
(성과지표 설정 노력) 2차에 걸친 의견수렴 및 토론회 실시
·[1차 의견수렴 결과] 기존지표유지 13건, 기타의견 2건(통계분류 개발·개선의

지표 공통

적정성, 통계분류 전자민원처리일수)
·[2차 토론회 결과]
·[결론] 산출이나 결과지표를 선정할 수도 있으나, 통계기준과 업무수행 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현재 지표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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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12∼’14년 실적

성과지표 명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통계분류 제·개정 누적 추진률(%)

4.0

11.3

21.5

-

55.0

통계분류 이용건수(천건)

-

-

-

-

15,444

< 지표1 > 통계분류 제·개정 추진률(%)
*
◦ 지표정의 : 분류개발·개정 업무는 복잡하고 많은 절차 가 필요하며 국제기구 및 외부

기관 등 외부환경 변수의 통제가 어려운 중장기(3~5개년) 업무로, 일정준수만으로 평가
되는 일반 과정지표와는 난이도에 차이가 있음
* 기초자료 수집(국제기구, 외국 등의 관련자료 수집) → 국제분류 개정(동향 파악) → 특별조사(주요 통계
자료 분석 포함) → 대내외 의견수렴(전문가자문) → 개정초안 작성 → 전문가 자문 → 분류 분석 → 개정안
작성 → 의견수렴 → 개정안 보완 →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 개정안 확정·고시 → 분류책자 발간 → 홈페이지
개정내용 보완 → 색인표 보완 →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보완 → 특수분류 보완 ⇒ 위 절차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절차만 열거한 것임

◦ 목표치 설정근거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①
한국표준직업분류개정②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부문)개정(용역)③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용역)④
한국건강분류개발(용역)⑤
한국의료행위분류개발(용역)⑥

가중치

2012

2013

2014

2015

40.0
20.0
10.0

2016

2017이후

40.0

90.0

100.0

16.0

36.0

40.0

35.0

75.0

100.0

7.0

15.0

20.0

30

70.0

100.0

100.0

3.0

7.0

10.0

10.0

35

70

100.0

100.0

100.0

15.0

-

5.3

10.5

15.0

15.0

15.0

10.0

40

60

80

90.0

100.0

100.0

4.0

6.0

8.0

9.0

10.0

10.0

-

20.0

40.0

100.0

1.0

2.0

5.0

55.0%

88.0%

100.0%

5.0
100.0%

4.0%

11.3%

21.5%

*
- 2015년에 신규로 개발,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분류 6종 등을 포함하고, 분류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추진률 목표(55.0%)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부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건강
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
※ 국제기구(UN)의 국제산업분류 개정(2008년)의 경우 2002년에 착수하여 2008년에 고시하여 6년
소요되었으며, ILO에서 국제직업분류 개정(2008년)의 경우 2003년에 착수하여 2008년에 고시하는 등
개정 착수와 고시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어 그간의 경제·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
하고자, 개정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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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류 개발·개정 가중치 부여 기준>
투입인원수

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2017

4

40.0

한국표준직업분류(개정)~2017

2

20.0

교육분류(영역부문)(개정)

1

10.0

1.5

15.0

1

10.0

0.5

5.0

10

100.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
한국건강분류(개발연구)
한국의료행위분류(개발연구)

합계

가중치 부여 기준

가중치

통계분류 제·개정

가중치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업무투
입 직원수로 부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진척률(누적진척률)

진척률(%)

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40(40)

50(90)

10(100)

․산업분류 개정 기본계획 보고 ․개정분류 실태파악 시험조사 ․개정분류 고시
․관계 부처/협회/단체 등 의견 ․개정분류 최종안 작성
․통계분류포털 게시 서비스
수렴(1차), 결과 분석, 업무협의 ․국가통계위원회(정책분과)상정 ․개정분류 통계활용 지원
․개정안(잠정안) 작성

①-1. 2015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과정별 가중치
합계

산업분류 개정 기본계획 보고

관계 부처/협회/단체 의견 수렴 등

개정안(잠정안) 작성

100

20

40

40

2015년

2016년

2017년

35(35)

40(75)

25(100)

②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진척률(누적진척률)

진척률(%)

내용

․직업분류 개정 기본계획 보고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2차)
․관계 부처/협회/단체 등 의견 ․개정안(조정안) 작성
수렴(1차), 업무협의
․개정분류 실태파악 시험조사
․개정안(잠정안) 작성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3차)
․개정분류 최종안 작성
․사회분류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통계위원회(정책분과) 상정
․개정분류 고시

②-1. 2015년도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과정별 가중치
합계
100

직업분류 개정 기본계획 보고

관계 부처/협회/단체 등 의견 수렴,
업무협의

개정안(잠정안) 작성

40

40

20

③ 한국교육분류(영역) 개정 연도별 진척률(누적진척률)
진척률(%)

내용

2014년
2015년
30(30)
40(70)
․국내외 자료 수집
․한국교육분류(영역) 개정
․교육영역 개정 준비(국제분류
추진계획 수정
번역 및 분석)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기관 및 전문가 자문
․전문기관에 의한 개정 연구용역
추진
․개정안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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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0(100)
․개정안 적용영향 평가 및
시험조사 실시
․개정안 보완‧최종안 작성
․사회분류 자문위원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상정‧심의
․개정 고시

③-1. ’15년도 한국교육분류(영역) 개정 과정별 가중치
한국교육분류(영역)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개정 추진계획 수정
및 운영

합계
100%

15

개정안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전문기관에 의한
개정 연구용역 추진

25

50

10

④ 한국질병·사인분류 개정 진척률(누적진척률)
2013년

2014년

2015년

진척률(%)

35(35)

35(70)

30(100)

내용

․국제질병분류 업데이트 내
용분석
․국제종양학분류 업데이트
내용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세분화코드 수요
파악 및 반영개선
․수록용어정비
․한의분류 적용 현황 조사 분석
․국제질병분류
업데이트 내용 분석
․DB Master 구축

․분류 개정 완료
․통계위원회 상정
․고시
․개정 교육자료 작성
․관련 기관 통보 및 홈페이지
서비스
․언론 보도(보도자료)

④-1. 2015년도 한국질병·사인분류 개정 과정별 가중치
합 계

분류 개정 완료 및 고시

개정 교육자료 작성

관련 기관 통보 및 홈페이지 서비스

100

65

20

15

⑤ 한국건강분류 개발 연도별 진척률(누적진척률)
2011년
진척률(
%)

내용

2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40)

20(60)

20(80)

10(90)

2016
10(100)

․국내외 자료수집 ․수요자 의견 ․평가도구(기준) ․지침서 초안 ․ 표 준 분 류 ․분류개발 완료
․1차 시안작성
수렴
자료수집
개발
초안(지침서 ․통계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잠정안보완 ․ICF(국제기능 ․색인표 개발
등) 필드테
상정
구성
(용어정비)
장애건강분류)
스트
․고시
․잠정안 작성 ․세세 분류개발
와 연계
․ 표 준 분 류 ․언론 보도
․평가치 개발 ․장애관련통계
잠정안 개발
(보도자료)
활용방안 연구
․ 색인 개발
및 일반분류
지정

⑤-1. ’15년도 한국건강분류 과정별 가중치
합계(%)

표준분류 초안(지침서 등)
필드테스트

표준분류 잠정안 개발

색인 개발

100

5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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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의료행위분류 개발 진척률(누적진척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진척률(%)
20(20)
20(40)
20(60)
20(80)
10(90)
10(100)
․국제의료행 ․국내의료행 ․KCD 및 KCF ․국제의료행 ․한국의료행 ․분류개발 완료
위자료 수집
위 분 류1 차
의료행위분류
위분류 최
위분류 필드 ․통계위원회상정
및 분석
번역 및 분석,
용어간 용어
종안 분석
테스트
․고시
색인 DB 마련 ․국내의료행
표준화 연구 ․한국형의료 ․ 표 준 분 류 ․언론 보도
위분류용어 ․한국형의료
․신구국제의
행위분류
잠정안 개발
(보도자료)
DB작성
료행위분류
행위분류
작성
․ 테스트 결과
초안 작성 ․지침서 개발
적용을 통한
반영 최종
내용
․통계작성에 ․일반분류지정
각 분류체계
지침서 작성
의료행위분류
문제점 도출
활용방안 연구
․한국형 의료
행위분류 개발
및 체계적
도입방안 도출

⑥-1. 2015년도 한국의료행위분류 개발 과정별 가중치

합계

국제의료행위분류 1차
번역․분석․색인DB 마련

신구 국제의료행위분류
적용을 통한 분류체계
문제점 도출

한국형 의료행위분류 개발
및 체계적 도입방안 도출

100

45

35

20

< 지표2 > 통계분류포털 이용건수 목표치

◦ 지표정의 : 통계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34종의 통계분류를 검색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포털(’14.7.1일 개설)을 운영하여 통계분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
으로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 지표임
◦ 목표치 설정근거 : 2014년~2015년 2월까지의 연이용 환산건수(13,200천건) 대비 17% 상향
(15,444천건)을 목표로 설정
(2014년 3개월 실적에 대한 연이용 환산건수는 12,180천건으로 연간 실적 반영이 미흡
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1,2월 실적도 연이용 환산건수에 포함하여 계산함)
※ 17% 상향의 의미: KOSIS 통계자료 이용건수는 전년대비 14.5% 상향,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대비 16.8%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구분

2014.10월

11월

12월

2015.1월

2월

합계

평균(A)

연이용건수로
환산(A*12)

이용건수
(천건)

1,115

1,026

904

1,039

1,416

5,501

1,100

13,200

☞ 통계분류포털 : 2014.7.1. 개설하고, 메뉴별 카운트 방식으로 이용건수를 산정하였으나, 통계청
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홈페이지의 이용건수와의 비교 등을 위해 페이지뷰 방식으로 10월부터
변경
(통계청 대표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홈페이지 이용건수 산정 방식이 페이지뷰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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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을 대표하는 최적의 표본설계(Ⅰ-1-④)
□ 추진배경(목적)
ㅇ 사회‧경제 현상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통계조사의 표본
설계 수요*에 부응하여 주어진 자원으로 최적의 표본설계 필요
※ 2015년 연간‧특별‧대행조사 표본설계 수요현황 파악(2회, ’14.11월, ’15.7월 예정)

- 모집단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고,
추정기법 개선으로 표본조사의 현실 반영도 및 정확성 제고
- 표본의 적정성 검토 및 대표도 제고를 위한 표본관리 강화
ㅇ 국가통계조사의 표본설계 거버넌스 역할 강화
- 새 정부 정책 기획, 평가(환류) 등의 기반이 되는 시의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실용지향적인 표본설계
기술협력 필요
- 대내 통계작성부서 및 대외 국가통계작성기관, 표본설계 전문
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관‧학 기술 협력체계 구축
ㅇ 모집단 변화 및 조사환경과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표본설계‧추정기법 개발, 표본설계 전문역량 강화
- 센서스 조사방법 변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융합 가능 등
모집단 변화를 반영한 표본설계 및 추정기법 연구 개발 필요
- 다목적 표본을 사용하는 통계조사의 단계적 분리, 연동표본
시스템 보완, 통합표본조사 등 응답부담 감소를 위한 표본추출
방법 개선
- 표본연구회 내실화, 실무지향 교육 실시 등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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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최적설계) 조사별 목적에 적합한 최적 표본설계 및 추정
- (표본설계) 모집단의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예산과
인력을 고려한 최적의 표본설계
- (표본오차 산출) 무응답 조정 및 모집단 변동에 따른 편향의
최소화를 위해 설계 가중치 조정, 표본오차 산출로 표본조사의
정확도․신뢰도를 모니터링
- (모수추정) 조사방법 및 표본추출방법에 적정한 효율적인 모수
추정방법을 개발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
- (표본관리) 경상조사 특성별로 표본의 변동사항을 관리‧보완하여
표본의 적정성 및 대표성을 관리
ㅇ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의 효율적인 표본설계
- (표본설계)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화를 고려한 20% 표본조사의
시도별 표본규모 산정, 표본추출
- (추정방법 검토) 관련자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으로 주요
인구통계의 추정방법 검토
ㅇ (정부3.0) 공유, 협력, 서비스: 표본설계 거버넌스
- 정부3.0 시대에 맞춰 내외부의 체계적‧실질적인 표본설계 기술
협력 체계 정비
- (공유) 국가승인통계 표본설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청내 협력) 청내 직원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업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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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간 협력) 공공기관 협업 체계 정비 및 강화로 통계품질 향상
- (민관‧관학 협력) 표본전문교수, 통계진흥원 등과 협업으로 표본
설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 (서비스) 대외 표본설계 서비스 기능 강화 추진
ㅇ (미래대비) 환경변화에 따른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마련
- (표본설계 방향 마련) 행정자료 활용증가 및 센서스 방법론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표본추출틀 구축, 추출방법 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표본설계 방법을 모색
- (내부역량 강화) 표본연구회의 내실운영, 표본추출시스템 고도화
및 표본 전문교육 체계화 등 실질적 지원으로 청내 직원의 표본
전문역량을 강화
- (외부기관 역량 강화) 통계작성기관에 적합한 전문교육 강의,
표본설계 컨설팅 등으로 외부기관의 표본설계 전문 역량 강화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추진계획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동패널 표본설계

1월

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설계

2월

2015년 표본업무 운영계획 작성

3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표본설계 기술협력

3월

2014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표본설계

5월

2015년 맞춤형 지역통계 표본실무 과정 개설

5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연간 오차 작성

5～6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표본설계

5～6월

2015년 연간‧특별‧대행조사 표본설계 변동현황 파악

7월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추정 기술협력
4/4분기

세부일정

비고

업무1-가

9～11월

2015년 모집단 대표성 관리 결과 보고

12월

2015년 표본설계 기술협력 결과 보고

12월

※ 201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국정과제, 경제혁신 등 연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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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통계기구, 외부 통계작성기관,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등 매크로‧마이크로 자료 이용자 및 국민
-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추출과 적절한 추정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에 크게 기여하므로 통계자료를 기획‧분석‧전망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도움이 됨
ㅇ (이해관계집단) 표본추출 및 추정을 의뢰하는 통계생산부서,
현장조사 지원부서, 표본조사 대상인 가구‧사업체
- (통계생산부서) 조사목적에 적합한 표본설계‧추정이 되도록
자원 확보 및 지원
- (현장조사 지원부서) 표본규모에 적합한 조사인력 채용‧교육,
조사별 표본 적정성 검토, 표본대상처 조사 및 관리
- (표본조사 대상처) 표본조사에 충실한 협조
□ 기대효과
ㅇ 통계조사 목적에 적합한 조사별 최적의 표본설계로 고품질
국가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의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
- 최적의 표본설계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에 기여하여
정책 입안‧평가‧환류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
ㅇ 외부 통계작성기관 작성통계, 지자체의 지역통계 등에 대한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으로 통계인프라 기반 조성에 기여
- 고품질 표본설계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표본조사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표본조사론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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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표본설계 및 관리로
통계품질 향상에 기여
- 행정자료를 활용한 표본추출방법 개발, 조사별 적정한 모수
추정, 주기적인 표본관리 등으로 응답부담을 감소시키고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통계결과 생산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0.5

0.5

(44.8)

(23.1)

0.5

0.5

3.3

3.9

(145.9)

(154.3)

3.3

3.9

국가통계정책추진(Ⅰ-1-일반재정①)
① 국가통계정책추진(1031)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301)
통계조사지원(Ⅱ-1-재정⑦)
② 통계조사지원(3037)

일반회계

․통계조사지원(3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15

표 본 설 계
협력 노력도
(건)

신규

19.6

표본설계협력
만족도(점)

신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평균 증가율을 ∑(구성요소실적*가중치) 표본설계기술
반영하여 5.9% 상향 설정
협력 관련문서
※ 변경된 측정산식으
로 12~14년 산출

4.07

관련 자료의 최근 3개년 ∑(내부+외부)/2
평균의 산술평균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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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
(성과관리팀 주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의 대표성

전략목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강화로 국가통계 수준 향상
⇧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
모집단을 대표하는 최적의 표본설계
⇧
표본설계 협력 만족도
표본설계 협력 노력도
(외부 표본설계 협력 지표)
(내외부 표본설계 만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
종류

대표성
- (핵심내용‧성과지표와의 포괄성‧성과자료의 명확성 및 구체성)
‧국가통계작성기관 표본조사의 최적 규모의 표본추출과 추정 컨설팅으로 각 기관의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전략목표인 ‘국가통계 수준향상’과
성과목표인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와 매우 밀접한 지표임
‧대행통계‧지역통계‧승인통계에 대한 표본설계 협업은 필수과정임
(통계정책국의 품질관리과‧통계조정과, 조사관리국의 조사기획과‧통계대행과 등의
업무수행과 매우 밀접한 지표임)
‧국가통계 품질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지표로서 매년 협력요구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경상업무 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느냐 하는 노력 지표임
- (측정산식 합리성)
‧정부부처의 대행통계‧지역통계‧승인통계 등 표본설계 기술지원‧자문 컨설팅 실적과
난이도‧업무량을 반영한 종합평가로 표본협력 평가에 합리적임

표본설계
협력
노력도(건)

결과

=∑(각 구성요소 당해연도실적×가중치)
‧대행조사: 조사별 기획, 표본설계·관리·추정 등 심층 협력 (난이도 上, 건수 적음)
지역통계: 표본설계 전문교육 실시·추출‧추정 검토 (난이도 中上, 건수‧수준 증가)
승인통계: 표본설계 검토‧자문 등 (난이도 中, 건수 많음, 수준 증가)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여
표본설계 난이도‧업무량(인력) 등을 측정하여 반영
* 가중치 산정 근거(업무량,담당인력)
‧대행조사=[추출틀구축&분석(2.5일*8시간)+표본추출&의견수렴(5일*8시간)+표본관리
(2일*8시간)+추정&오차산출(3.5일*8시간)]*담당인력(2명)=208 (0.40)
‧지역통계=[전문교육(2일*8시간*2회)+표본추출검토(2일*8시간)+추정&오차 검토(3
일*8시간)]*담당인력(2.5명)=180

(0.35)

‧승인통계=[표본설계(추정식) 검토(2.5일*8시간)+전화‧자문‧회의 등(1.5일*8시간)]
*담당인력(4명)=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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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 (핵심내용‧성과지표와의 포괄성‧성과자료의 명확성 및 구체성)
‧표본과에서 수행한 표본조사의 표본설계(협력) 전체 과정을 청내와 외부 실무자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받아 표본설계에서 미흡 또는 부족한 부문은 협력방향을
보완‧강화하고, 전문성 향상 부분을 검토하는 등 향후 표본설계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바로미터로 활용하여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의 품질을 향상하여 궁극적으로는

표본설계
협력

결과

만족도(점)

전략목표인 국가통계의 수준 향상에 기여
- (측정산식 합리성)
‧내부와 외부 표본설계 만족도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내부 만족도 + 외부 만족도) / 2
‧내부와 외부로 각각 구성된 표본설계 협력 부서(기관)를 대상으로 표본설계 협력
만족도(5점 척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과관리팀에서 평가를 진행

2.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2∼’14년 실적

성과지표명
표본설계 협력 노력도(건)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16.5

17.1

18.5

19.6

19.6

신규

-

4.07

표본설계 협력 만족도(점)

근거

< 지표1 > 표본설계 협력 노력도(건)

- (측정산식) ∑(각 구성요소 당해 연도 실적*가중치)
- (목표산출근거) 국가통계 품질지표로서 외부 협력요구가 증가하고 협력 수준도 높아
지고 있어 한정된 인원으로 단기간 증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12～’14년)의 상승추세를 반영한 연평균 증가율 5.9%를 반영하여 19.6건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대행조사(건) 지역통계(건) 승인통계(건)
*

노력도(건)

증가율

가중치

0.4

0.35

0.25

2012년

5

7

48

16.5

2013년

3

6

55

17.1

1.036

2014년

3

13

51

18.5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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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증가율)

(1.059)

* 가중치 산정 근거(업무량)
‧대행조사=[추출틀구축&분석(2.5일*8시간)+표본추출&의견수렴(5일*8시간)+표본관리(2일*8시간)+
추정&오차산출(3.5일*8시간)]*담당인력(2명)=208 (0.40) 난이도 上, 건수 적음
‧지역통계=[전문교육(2일*8시간*2회)+표본추출검토(2일*8시간)+추정&오차 검토(3일*8시간)]
*담당인력(2.5명)=180 (0.35) 난이도 中上, 건수‧수준 증가
‧승인통계=[표본설계(추정식) 검토(2.5일*8시간)+전화‧자문‧회의 등(1.5일*8시간)]
*담당인력(4명)=128 (0.25) 난이도 中, 건수 많음, 수준 증가

< 지표2 > 표본설계 협력 만족도(점)

- (측정산식) ∑(내부 만족도 + 외부 만족도)/2
- (목표산출근거) 만족도는 단기간에 증가하는 지표가 아님에도 관련자료인 ‘표본설계
만족도’와 ‘통계청 외부고객 만족도’ 각각의 3개년 평균을 산술평균한 4.07로
도전적으로 설정
(관련자료)

2012

2013

2014

3개년 평균

비고

표본설계 만족도

4.04

4.12

4.33

4.16

내부 표본설계
의뢰부서만 대상

통계청 전체
외부고객 만족도

3.96

3.99

4.00

3.98

※ 출처: 2014년 통계청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개요) 표본추출명부는 표본과에서 제공, 표본추출‧조사방법 등은 성과관리팀
에서 주관

조사대상

표본추출,
조사방법 등

․ 내부협력 부서: 표본설계 수요부서, 국가통계 표본설계 검토‧컨설팅 의뢰부서(15명)
․ 외부협력 부서: 대행통계 수요부서, 지역통계 수요부서 등 외부 협력 수요부서(15명)

성과관리팀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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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 강화 지원(Ⅰ-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통계대행은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게 필요한
고품질 통계를 적시에 개발․개선 및 작성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
- 정책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개발․개선이 어려운 통계,
즉 난이도가 높은 통계를 중심으로 통계대행을 추진하고
- 향후 위탁기관에서 조사기획, 결과 집계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기법을 전수
- 또한 올해에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국가통계를 위탁받아 신규 개발 및 개선 등을 통한 고품질
통계** 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강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시험)조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부정책 등에 필요한 국가통계를 위탁 받아 만들되, 체계적인
통계대행 절차 및 방법, 협업 등을 통해 고품질의 통계로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통계의 개선을 추진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강화 등에 필요한「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필요한「가족실태조사」, 경력
단절여성의 일자리확대정책 등에 필요한「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통계
대행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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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관련성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통계 개발을 위해
위탁기관과 조사기획단계부터 수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발 추진
․ 조사기획 및 실시, 자료처리 등 체계적인 통계대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통계 생산
* 조사기획단계(조사계획 수립, 조사항목 선정, 조사표설계, 표본설계 등)
→ 조사실시단계(조사원 교육, 현장조사 실시, 실사지도 등) → 자료처리
단계(입력․내용검토, 집계․결과분석, 결과물 제출 등)

ㅇ 통계작성 전, 작성과정 중, 작성 후 통계작성기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역량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통계대행조사 기본계획 수립(가족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2월

국가통계대행 수요조사(1차) 실시

2월

2015년도 통계대행 업무 추진계획 수립

3월

국가통계대행 조사실시(가족실태조사)

3월

국가통계대행 수요조사(2차) 실시

4월

2/4분기
국가통계대행 조사 실시(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대행조사 결과물 제출(가족실태조사)

5～6월
7월

3/4분기
통계대행조사 실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7～8월

통계대행조사 결과물 제출(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10월

국가통계대행 수요조사(3차) 실시

11월

통계대행조사 결과물 제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1월

통계대행지원협의회 개최

12월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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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건강한 가정 만들기 및 경력
단절여성의 일자리확대 정책의 대상인 다문화가족, 가족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이 제1차 수혜자임
- 아울러 해당 통계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위탁기관
(여성가족부)이 제2차 수혜자이고
- 한국의 가정 및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실태를
연구하는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등이 3차 수혜자임
ㅇ (이해관계 집단) 통계대행은 대행을 의뢰하는 위탁기관(정책
부처 등), 유관부서*, 지방청, 조사대상자(다문화가족, 일반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 등이 이해관계자임
* 통계정책과, 통계조정과, 통계심사과, 품질관리과, 표본과 등

□ 기대효과
ㅇ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고품질 통계를 적시에
작성 및 제공함으로써 통계에 기반한 정확한 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기여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다문화가족 취업 촉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지도 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예방정책, 직업훈련 및
새일센터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ㅇ 위탁기관에 통계작성기법을 전수함으로써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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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10.0

21.0

(10.0)

(21.0)

10.0

21.0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Ⅱ-1-일반재정⑥)
①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3036)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6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통계작성기법 위탁
기관 전수정도(점)
(공통)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15

75.0 78.3

78.3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가족실태조사’가
3월에 
 
실시됨에 따라 ‘조사기획    
단계’에서
위탁기관과의
(  는 통계작성기법
협의기간이 짧아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78.3으로 위탁기관 전수정도,
설정
n은 통계대행건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관련문서

*일반적 통계조사 조사기획
단계는 2～5월 까지 4개월
소요

위탁기관의 통계작성
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점)(공통)

80.8 83.8

85.8

통계대행업무가 10년차가 
 
되는 ’17년에 위탁기관의    
통계대행기법 전수에 대한
(  는 위탁기관의 통계
만족도를 90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13년은 80.8점,’14년은 83.8 만족도 점수,
점을 달성, ’15년은 85.8점을 n은 통계대행건수)
목표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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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강화로 국가통계 수준 향상
⇧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 강화 지원
⇧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정도
전수에 대한 만족도

〈 지표1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정도(점)

1. 정책 대표성
- 통계대행 이후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통계를 기획․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단계마다 위탁기관을 참여시켜 위탁기관의 통계작성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성과목표인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에 기여
* 일반적으로 통계작성단계마다 위탁기관과 통계업무 협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탁
기관의 통계 작성 역량은 증가함
2. 목표치 측정방법
’12
-

’12∼’13년 실적
’13
75.0

’15년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81.6
78.3

’14
78.3

- (측정산식)
‧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정도) =



  

 



(  는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정도, n은 통계대행건수)
<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정도(점) >
조사기획단계*
(공동기획협의
횟수)
가중치

40
․5회 이상
․4회
․3회
내용
․2회
․1회

조사원교육단계
(위탁기관의
교육 참여횟수)

현장조사단계
(위탁기관의
실사참여횟수)

자료처리단계
결과분석단계
(자료처리설명․ (결과분석설명․
협의횟수)
협의횟수)

15
15
20
10
: 40점 ․3회 이상 : 15점 ․3회이상 : 15점 ․2회 이상 : 20점 ․2회 이상 : 10점
: 10점 ․2회
: 10점 ․1회
: 35점 ․2회
: 15점 ․1회
: 5점
: 5점 ․1회
: 30점 ․1회
: 5점
: 25점
: 20점

* 조사기획단계 : 조사계획, 조사예산, 조사항목, 표본설계, 조사일정 등에 대해 위탁
기관과 공동기획협의 횟수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
- (목표산출근거)
‧ ‘가족실태조사’가 3월에 실시됨에 따라 ‘조사기획 단계’에서 위탁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짧아 목표치를 전년 실적치와 동일한 78.3점으로 설정
* 일반적 통계조사 조사기획단계는 2～5월 까지 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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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2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점)

1. 정책 대표성
- 위탁기관에 대한 통계작성기법 전수 만족도를 파악하여 통계작성기법 전수의 불만족
요인 분석 및 불만해소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과목표인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에 기여
2. 목표치 측정방법
’12∼’13년 실적
’13
80.8

’12
-

’15년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85.0
85.8

’14
83.8

- (측정산식)
‧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점) =



 

 



(  는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 n은 통계대행건수)
< 위탁기관의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점) >
평가항목

조사기획

100

30

조사표 설계 조사원교육
10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15

20

10

15

※ 통계대행조사별 점수는 통계작성 과정별 업무량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책정
* 통계작성기법 전수
-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단계에서는 위탁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통계작성기법을
전수하고,
-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원 교육 및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시켜 통계작성기법을 전수하며
-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단계에서는 자료처리 방법 및 자료처리 결과를 위탁기관에
설명함으로써 통계작성기법을 전수하고 있음
< 만족도조사 개요 >
조사대상
자료수집 방법
조사항목
평정부여
조사시기

통계대행 위탁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등 3개과)
공문
통계작성단계별(조사기획에서 결과분석까지) 만족정도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통계대행조사 최종결과물 제출이후

- (목표산출근거)
‧ 통계대행업무가 10년차가 되는 ’17년에 위탁기관의 통계대행기법 전수에 대한 만족도를
90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13년에는 80.8점, ’14년에는 83.8점을 달성
하였으며, ’15년에는 85.8점을 목표치로 설정
연도

’13

’14

’15

’16

’17

만족도

80.8

83.8

85.8

87.5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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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실시(Ⅰ-1-⑥)
□ 추진배경 (목적)
ㅇ 품질진단 및 개선사업을 통해 국가통계 전반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통계이용 적합도를 제고시켜 통계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ㅇ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밀
품질진단 실시, 자체품질진단 내실화, 통계 품질모니터링 및 품질
개선관리 등을 통해 국가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개선 실현
※ (관련근거) 통계법 제9조～11조(정기, 수시, 자체통계품질진단), 제12조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실시(국가통계 80종)
- 정책활용도가 높은 주요통계의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품질진단 및 이용활성화 확대
ㅇ 국가통계 모니터링 및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 국가통계 품질수준에 대한 상시 및 기획모니터링, 수시진단을
통해 품질 취약 요인 파악 및 품질개선 실현
ㅇ 국가통계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신규․정기․수시를 제외한
승인통계)
- 자체통계품질진단 시스템 및 매뉴얼 제공, 워크숍 등을 통한
진단기법 교육, 자체진단결과 평가 실시 등을 통해 통계작성
기관 자체적인 품질관리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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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통계 품질개선관리
- 진단도출 개선과제에 대한 통계작성기관의 개선실태 반기별 점검
- 통계작성 인프라 취약 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질개선
과제에 대해 통계청 주관의 품질개선컨설팅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기본계획 보고
‘14년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2015년도 추진계획 보고
‘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 사업자 교육
’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착수보고회 실시
‘15년 3월말 기준 품질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15년 상반기 국가통계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년 상반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진행사항 결과보고
‘15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1월
2월
3월
4월
6월
6월
7월
9월

업무3-나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지표 개발
‘15년 9월말 기준 품질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15년 국가통계 품질개선컨설팅 결과 보고
‘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보고

10월
12월
12월
12월

업무3-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진단대상 통계 이용자
- 품질관리 활동 강화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이용활성화
확대 등으로 통계품질 제고
ㅇ 이해관계자 : 진단 수탁기관 및 국가통계작성 담당자
- 진단과정에서 통계청, 진단 수탁기관, 통계작성담당자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
□ 기대효과
ㅇ 국가통계 품질수준 향상으로 통계기반의 타당성 높은 정책
수립을 통한 국민의 정책신뢰도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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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품질관리 역량 배양을 통해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품질수준 향상 기대
ㅇ 통계작성 인프라 취약통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조기 품질개선 실현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23.7

23.1

(28.7)

(27.6)

23.7

23.1

국가통계 정책추진(Ⅰ-1-일반재정①)
① 국가통계정책추진(1031)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3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품질개선 컨설팅

89.7

90.6

평가결과 품질
수준 향상률(%)

5.0%

상향한

90.6점으로 설정

(공통)
자체품질진단

최근 4년간 평균 평가점수 평균 평가점수
(86.3)대비

평 가 점수 ( 점)

신규

70.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품질개선 컨설팅



=

 Xi*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컨설팅

평가 결과(공문)

 

총건수(n)

‘14년에 품질수준이 향상된 자체품질진단 평가결 관련 결재 문서
비율(59.6%)을
참고하여 과 품질수준 향상률
상향한 = (당해년도 자체품질
65.6%이나, 국가통계의 품질 진단 평가 결과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수준이 향상된 통계수**/
전년대비

10%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교육 전년도 자체품질진단
지원 등을 통해 품질수준 평가 결과 품질수준이
향상률을 70.0%로 설정

주의, 미흡으로 평가
받은 통계수***)X100

* Xi는 컨설팅 건별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
** 전년도에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주의, 미흡을 받고 당해년도에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품질수준이 향상된 통계(작성주기가 1년 이하 통계)
*** 전년도에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주의, 미흡의 평가를 받았으며, 작성주기가 1년
이하이고, 당해년도에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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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참고자료>
〈 지표1 〉품질개선 컨설팅 평가 점수

ㅇ 통계작성기관의 품질개선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외부위원과 통계작성기관 담당자에게 평가를 받는 점수임
* 통계작성기관에서 요청한 컨설팅 품질개선 결과에 대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
할 수 있는 결과지향의 지표임
ㅇ (산출근거 참고자료) 최근 4년간(’11～’14년) 외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는 86.3점
년
도
평가점수

‘11년
78.5

‘12년
84.8

‘13년
91.9

‘14년
89.7

4개년 평균
86.3

ㅇ (목표치 설정) ’14년부터는 통계작성기관 담당자를 평가위원으로 추가(컨설팅을 직접
받은 결과의 평가 만족도를 반영)함에 따른 유사한 참고자료를 적용하여, 목표치(‘15년)는
최근 4년간 평균 평가점수(86.3점) 대비 5.0% 상향한 90.6점으로 설정
* 매년 컨설팅 대상통계가 변경되어 4년간 평균에서 목표치를 5.0% 상향은 적극적인 설정임
ㅇ (측정방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소속 중 위원회 소속 외부위원*(2명)과 통계작성기관
담당자(1명)을 선정하여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를 평가기준(5점 척도)에 따라 점수화 하여
가중산술평균 점수로 산정
(참고) 통계청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 20조(연구결과 평가) ①항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2명이며, 평가는 외부위원 전원(2명) 및 통계작성기관
담당자 1명 등 총 3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단, 과제담당관은 내부위원이므로
평가에서 제외)
①항 :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심의
위원회 외부위원 가능)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과거 평가위원수>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컨설팅 종수

6

5

5

n*

통계당 평가위원수

2

2

3

3

총 평가위원수

12

10

15

3n

* n은 컨설팅 종수이며, 평가위원수는 통계당 3명으로 총 평가위원은 3×n 명임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가중산술평균
․5점 척도: ⑤ 매우 우수 ④ 우수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5점 척도의 등간격으로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이를 점수화한 후 항목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전체 점수 도출(평가표 예시)
․평가 점수 도출 = ∑{항목별 점수X(항목별 가중치/100)}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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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 예시>
* 평점구분 : ⑤ 매우 우수 ④ 우수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평가분야
1.개선과제
이해의
충실성
(30)

2.개선방안의
적절성
(70)

평가기준

평점 (✔표시)

1-1. 품질진단의 개선과제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 (15)

⑤④③②①

1-2. 통계작성현황 분석의 충실성 (15)

⑤④③②①

2-1. 개선방향의 타당성(15)

⑤④③②①

2-2. 개선의 적절성 및 활용가능성(15)

⑤④③②①

2-3. 개선방안 도출의 타당성 (20)

⑤④③②①

2-4 실천방안의 구체적 제시 여부(20)

⑤④③②①

3.보고서 수준
3. 보고서 전반에 대한 평가
평가
주 : (

평가의견

상, 중, 하

)는 가중치

〈 지표2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 향상률

ㅇ 전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결과 주의, 미흡 평가를 받은 통계수 대비 당해연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결과 품질이 향상된 통계수의 비율임
*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평가결과 품질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통계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노력(품질모니터링, 현지지도 등)이 중요하며,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향상률”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향의 지표임

ㅇ (산출근거 참고자료) ‘13년에 처음으로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결과 주의, 미흡인 통계가 ’14년 자체품질진단
결과 품질수준이 향상된 비율은 59.6%임
‘14년

연도
‘13년 품질평가 결과 주의, 미흡 통계 수

52

‘14년 품질수준이 향상된 통계수

31
59.6

비율(%)
ㅇ (목표치 설정)

’13년 처음으로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13년에 비해 ’14년에 품질이 향상된 비율을 참고하여 전년대비
10.0% 상향한

목표는 65.6%이나, 국가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적극

적인 참여유도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품질수준 향상률을 70.0%로 적극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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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의 객관성) 각 진단대상 통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진단
문항별 가중치를 고려한 점수에 구체적인 실적자료 검증을 통한 통계별 노력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2011년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 선정)
* 자체통계품질진단 품질평가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서
ㅇ (측정방법) ‘14년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주의, 미흡으로 평가된 대상통계
수*를 기준으로 ’15년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이 상승한 통계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
* 2014년 진단결과 “주의 및 미흡”으로 평가받은 통계는 65종임. 작성주기 1년 초과 및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등을 제외한 2015년 3월 31일 기준 자체통계품질진단
“주의 및 미흡” 통계는 51종이나 유동적임. 대상통계는 2015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이 완료
되어야 최종 확정됨, 이유는 진단 중 작성중지, 승인취소,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등의
사유 발생시 자체진단 제외 가능
․작성주기가 1년 이하인 통계를 대상으로 기준(주기가 1년이상이 경우, 2015년 진단
미실시 - 통계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
․’14년 및 ’15년 모두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를 기준으로 대상통계를 선정
(2015년에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은 제외 - 통계법 제11조 2항에 근거 )
․품질수준 상승의 기준(“주의” → “보통이상”의 평가, “미흡” → “주의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 향상률 = (당해년도 자체통계품질 평가결과 품질수준이
향상된 통계수* / 전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결과 품질수준이 주의, 미흡으로 평가
받은 통계수**)X100
* 전년도에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결과 주의, 미흡을 받고 당해년도에 자체통계품질
진단을 실시하여 품질수준이 향상된 통계(작성주기가 1년이하인 통계)
** 전년도에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결과 주의, 미흡의 평가를 받았으며, 작성주기가
1년 이하이고, 당해년도에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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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의 확대 및 승인관리 개선(Ⅰ-1-⑦)
□ 추진배경(목적)
ㅇ (배경) 정부 3.0의 구현, 행정자료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관련 국가통계의 확충 필요성 증가
※ 공개 가능한 통계를 집중하고 제공하여 통계청이 정부자료를 민간과 공유
하는 허브의 역할로 정부 3.0 구현에 기여 바람(’13.4.3. 통계청 VIP 업무보고)

-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공데이터, 조사통계 등을 결합한
융·복합 통계의 생산 환경 제고 필요
- UN의 Post-2015 등 늘어나는 통계수요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통계승인 관리의 필요성 대두
ㅇ (목적) 정부3.0 국가통계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
관리의 실효성 확보
-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국가예산 절감
- 아울러 사무개선 실시* 등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
* (근거)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개선 요구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통계작성기관 확대) 통계의 작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기관* 등을 통계작성 대상기관으로 확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303개중 58개만 통계작성기관(‘14. 4월 기준)

- 미지정기관 통계의 공유․활용을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권고*하고 국가통계 승인 신청 등의 컨설팅 수행
* 근거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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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관 지정 설명회, 실태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지정기관 확대방안 마련
- 아울러, 국가통계의 관리지침*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국가
통계 승인관리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지정통계의 지정기준, e나라지표 승인지침, 1회한 통계 승인기준
** 행정자료, 빅데이터 통계 작성의 활성화, 등록/신고 통계의 도입 등

ㅇ (사무개선 이행 점검)통계조정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사무개선 요구결과의 이행여부 점검 강화
- 사후관리 점검* 등에서 나타난 사무개선 요구결과의 이행여부
* 승인사항(조건부 승인, 미공표 승인 등)의 이행, 유사․중복의 통합, 결과
공표 및 제출일정 준수 등 승인통계의 관리실태 점검

- 언론 모니터링 등에서 나타난 통계법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무개선 요구결과의 이행여부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2015년 통계법 준수관리 계획 수립

2월

통계작성기관 통계법 준수 요청

2월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지침 개선 기본계획(안) 수립

3월

국가통계작성 지정기관 확대방안 마련 추진 계획

4월

국가통계 사후관리 추진계획 수립

4월

승인 및 관리지침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발굴

4～5월

승인 및 관리지침 개선 관계기관 의견수렴

7～8월

승인지침 개선 등 제도개선 계획(안) 보고

10월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개정 계획 수립

10월

국가통계 사무개선 이행점검 결과 보고

12월

국가통계관리제도(승인 및 관리지침 개선) 추진실적 보고

12월

통계작성기관 지정확대 방안 마련 보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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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통계응답자) 신규 통계작성지정기관을 통한 유용한 통계의
발굴로 기존의 조사통계를 대체하면 통계조사가 줄어들어
기업체와 국민의 조사응답 부담 감소
․ 아울러 국가예산 절감으로 국민의 세금부담 감소 효과
- (통계이용자) 부실여부의 점검 및 사무개선 등으로 국민 및
정책입안자에게 신뢰성 높은 다양한 국가통계의 활용에 도움
- (신규작성기관) 국가통계로의 관리로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보급 가능
ㅇ 이해관계자
- (신규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통계의 승인에 따른
각종 행정적 절차(수요조사 응답, 품질관리, 변경승인 등)의
수행 부담
- (통계작성기관) 유사·중복 등 국가통계 정비에 따른 예산감액
불만 및 사무개선 이행에 따른 업무부담
- (예산관리기관) 사후관리 점검강화를 통한 부실통계 및 활용도
낮은 통계의 승인취소 등 사무개선으로 국가예산 절감
□ 기대효과
ㅇ 작성지정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정보 공유 및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의 발굴․보급에 기여
- 데이터 융합․분석 통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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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례) 로밍정보 활용의 외국인 관광객 선호지역․이동 통계(UN), SNS
미디어 정보(메시지, 사진 등) 활용의 HIV, Flu, 심장병 통계(미국)

ㅇ 통계작성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실무지침 및 관리방법의 개선
으로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 수행
ㅇ 사무개선 이행 점검 및 국가통계 정비를 강화하여 ‘통계승인
제도 실효성’이 확보됨으로써 국가통계 총괄조정 역할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통계작성기관

신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5
7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5년 목표치 : 7건=3(3년 평균 N = a(신규지정 기관) 정책관리시스템의 지표

지정확대건수

3.3) + 4건(’15년 추가)

(개)

목표치(7건)는

- b(취소기관)

산출일의 지정기관수

통계작성지정

기관의 확대방안마련을 위한 (N : ‘15년도 작성지정
실태파악의 충실한 수행, 확대 기관 지정 순증 건수)
방안 마련의 원년임을 감안하여
설정

국가통계
사무개선
이행률(%)

93.8

94.0 ‘15년의 목표치(94%)는 과거실적 n/N× 100
(93.8%)을 토대로 추세치보다
다소 상향 설정

( n : ‘15년이행완료
건수,

N:’15년도

* 이행률 목표치는 불가피 이행대상 건수)
하게 차년도로 이월될 가능성
및 전년도 실적치(93.8%)를
감안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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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의 이행여부
제출서류(표본설계,
조사방법개선용 역 ,
변경신청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강화로 국가통계 수준 향상

전략목표

⇧

성과목표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 조성

관리과제

국가통계의 확대 및 승인관리 개선

⇧
⇧

성과지표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확대 건수

국가통계의 사무개선 이행률

〈 지표1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확대 건수

1. 정책 대표성
- 국가통계 승인관리 필요기관에 대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 보고통계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법이 시행(‘13.10월)된 이후 ’14년 약 12천건의 파일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고 있음에도 ’14년의 통계작성기관 지정 순증 건수는 0건(지정 3건,
취소 3건)에 불과

- 이에 통계청은 국가통계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통계자료 보유기관을 연차적으로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통계를 생산․보급하게 하기 위함

- 융․복합 통계작성, Post-2015 등 각종 정책에 필요한 국가통계의 발굴․보급
확대와 직접 관련
* ‘15년 통계청 주요 업무계획의 ‘국가통계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3-다)과 직접 관련된
지표이며, ‘국가통계 생산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2-가) 등과도 연관됨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 ‘15년 목표치(7건)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확대방안(예산지원 등) 마련을 위한
실태파악의 충실한 수행, 확대방안 마련의 원년임을 감안하여 설정
- 지정건수 산출식 : N = a(신규지정 기관) - b(취소기관)
* N : ‘15년도 작성지정 기관 지정 순증 건수

- ‘15년 목표치 : 7건 = 3 (3년 평균 3.3) + 4건 (’15년 추가)
< 통계작성기관 지정확대 목표 >
구 분
목표건수

’15년

‘12～’14년 실적
‘12
5

‘13
5

’14
0

추세치
3

목표치
7

* 지정기관 지정 실적(개) : ‘11년 77, ‘12년 82(+ 5), ’13년 87(+ 5), ‘14년 87(+ 0)

- (예상 난관) 통계의 작성보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지정확대에 난관 발생
․ 구체적인 통계작성계획(작성기획서, 표본설계, 지침서, 조사표, 결과표 등) 등 통계법
상의 조건 미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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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 기존의 작성지정기관도 특별한 사유(예산부족 등)로 지정 취소 될 경우 증감 상쇄
(’14년 증가 0건 : 지정 3건, 취소 3건)
〈 지표2 〉국가통계의 사무개선 이행률

1. 정책 대표성
- 사무개선 이행률은 국가통계 개선사항의 기한내 이행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 이행기한은 사무개선 이행 대상 기관이 스스로 정하여 공문으로 제출한 일정임
*
- 사무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 함으로써 ‘통계의 부실’ 을 줄이고 ‘통계법
위반’을 예방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서비스 제고 효과’에 기여

* 승인, 변경승인, 품질진단 등에서 나타난 개선사항(표본설계, 조사방법, 항목조정, 중복통합 등)에
대해 해당 작성기관이 제시한 자체 이행일정을 지체․방치하지 않도록 그 이행여부를 점검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 ’15년의 목표치(94%)는 과거실적을 토대로 추세치보다 다소 상향 설정
․ 이행률 목표치는 표본예산 반영, 시험조사,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치(93.8%)보다 상향 설정

- 이행률 산출식 : n/ N × 100
․ n : ’15년이행완료 건수
․ N : ’15년도 이행대상 건수 {전년도 이월의 사무개선 이행 예정건수(12건) + α (’15년 개선요구
건수 중 당해년도 이행예정건수)}

- (이행대상 결정) 통계법상 사무개선 요구를 하면 해당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을 완료
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므로 ’15년 이행대상 건수는 11월말 경에 최종 결정됨
< 국가통계 사무개선 이행 목표 >
’15년

’13～’14년 실적

구 분
이행률

’13

’14

추세치

목표치

88.9

93.8

92.7

94.0

* ’13년부터 이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9건 중 8건 완료(88.9%), ’14년은 이행예정 32건
중 30건이 완료(93.8%)
< 전년도에서 이월된 ’15년도 이행예정 12건 내역 >
기존 요구건수 중 해당년도 이행대상
’15년 이행대상(A)
중 미완료(B)
합계(A+B)
’13년도 ’14년도 ’13년
’14년
이전 요구 요구
12건

5

4

1

2

비고
기존 요구건수 중 ‘15년 이행대상은 ‘13. ’14
년에 이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임

- (예상 난관) 사무개선의 이행은 해당기관이 당초 ’15년도에 추진예정으로 회신했
으나 이행추진 과정에서 표본예산 반영 필요, 시험조사 실시,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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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Ⅰ-2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전략
목표

국가통계 수준 향상

역량 강화 및 고품질통계 작성 지원

성과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내실화

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실용성 높은 통계연구
수행 및 정책자료 제공

통계 전문교육 강화

(1) 주요내용
□ 통계교육 훈련체계를 재설계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계전문교육
실시로 통계업무 종사자의 역량향상과 고품질 통계작성 지원
ㅇ 국제기준 통계프로세스 모델(GSBPM)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 등
통계작성 프로세스 및 수준단계별 통계전문교육 운영
ㅇ 실무와 사례 위주의 접근성 높은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으로
통계전문역량 향상
ㅇ 통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훈령․예규를 재정비하고, 전문
분야별 겸임교수 확대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통계전문
교육의 품질 제고
□ 실용성 높은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 및 미래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 통계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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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지원 연구 확대 및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방법론 연구를
중점 수행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ㅇ 미래사회 대비 통계 개발 및 국내외 연구협력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로 미래지향 통계연구 수행
(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2
통계교육수요
기관만족도
(점)(공통)

’13

’14
3.88

’15
4.02

자료수집 방법
’15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최근 3년간 만족도
통계청 고객만족도
  
실적 추세치 및 교육   
조사 결과보고서
환경 변화 등을 반영
 :개인별 응답측도
하여 ’15년 목표치 
(4.02점)를 설정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연 구 결 과
품질만족도
(점)

85.1

86.4

최근 2년간 실적치의



행자부 주관 소속
책임운영기관 고객
상승 추세치(’13～’14년   
만족도
통합조사
  :개인별 응답측도
증가율) 반영
결과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

성과목표

통계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

성과지표

통계교육 수요기관 만족도(점)
(공통)

연구결과 품질 만족도(점)

< 지표1 > 통계교육 수요기관 만족도 (공통)

1. 정책 대표성
- 시의 적절한 통계 전문교육이 고품질 통계 작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은 통계교육원의 대표적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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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교육 수료 후 직무능력 향상 효과를 측정하며,
설문조사의 특성상 교육운영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영향을 크게 주어 교육운영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무결한 통계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측정방법 : 통계교육을 이수한 후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피교육자의 부서장(또는
직상급자)을 대상으로 평가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설문 문항의 전체 평균을 사용하며, 교육생 본인이 아닌 부서장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

‧



  

 



,   :개인별 응답측도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 통계교육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개요
조사대상

- 교육과정 이수자의 소속 부서장(외부 교육생)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방법

-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항목

- 직원의 전문성 제고 등 효과측면 만족도 4항목

표본수

- 추후 확정

실시기관

- 외부 전문조사기관

실사진행일시

- 2015. 10월.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12∼’13년 실적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4.05

4.31

3.88

4.02

4.02

- (측정산식) 개인별 응답 4개 설문 평균
- (목표산출근거) 개인별 수요기관 만족도는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고, ‘14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3.88)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 통계교육 수요기관의 최근 3년간 만족도 실적 추세치 반영

‧ <참고> 통계교육 수요기관 만족도조사 설문지
최근 1년 동안 ‘통계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의 효과 측면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런 편이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
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여 5점에서 1점까지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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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런
보통
그렇다 편이다 이다

효과 측면 만족도

그렇지 전혀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문2-1. 통계교육은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

⑤

④

③

②

①

문2-2. 통계교육을 통해 해당 직원의 업무역량이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문2-3. 향후에도 소속직원의 요구시 통계교육을 보낼 의향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문2-4. 효과 측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 지표2 > 연구결과 품질 만족도

ㅇ 행자부의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의 구성지수 중 ‘품질지수’의 항목별 만족도 중
‘서비스상품 품질’ 하부요소 3개(편익성, 전문성, 혁신성)의 가중평균값
- 척도 :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고객만족도 구성지수 및 항목>
지수종류
항목

품질지수
서비스상품품질, 서비스전달품질
서비스환경품질, 사회품질

만족지수

성과지수

체감만족, 요소만족

기관성과, 사회성과

<서비스상품품질의 하부요소 및 평가항목>
요소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평가 ․연구결과가 업무/연구에 도움 ․연구자료 내용의 전문성 ․연구인력/체계적인 연구수행 체계
․연구개발 노력
항목

※ 행정자치부의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개요
ㅇ 목적 :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고객편익 증진
ㅇ 주관/시행 : 행정자치부, 전문 설문조사업체
ㅇ 대상 : 38개 소속책임운영기관
ㅇ 방법 : 설문조사업체가 ‘소속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모델(PCSI)에 의한 설문지(행자부
제공)’로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 각 기관별 고객만족도 점수산출 및 보고서 작성
(익년 1월 중)
＊ (표본수) 총 16,050명, (방법) 전화조사 + 면접조사, (질문지) 총 17문항
＊ 통계개발원 표본선정 방법 : 매년 통계개발원이 제출한 고객명단(약 300명) 중에서
전문 설문조사업체가 랜덤하게 선정(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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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통계관련 국정철학의 공유와 정책기획·분석·보고 업무를 위한
통계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즉시 활용 가능하고 수준별·
대상별로 적합한 상시교육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ㅇ 통계교육원 중기발전계획(’14~’18), ’15년 교육훈련계획을
토대로 통계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
□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부문
및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통계의 개선․개발 요구 급증
ㅇ 체계적 과제선정 절차를 통해 시급성 및 실효성이 높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선진통계기법 지속적 연구
□ 기관 규모 및 역량에 비해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한계 존재
ㅇ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수요부서와 상시
협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연구 수행
ㅇ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국내외 외부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의 활용성 및 품질 제고
(4) 기타
ㅇ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 http://sti.kostat.go.kr
ㅇ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 http://sri.kostat.go.kr
ㅇ 연구종합관리시스템 : http://10.134.65.228/sri/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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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전문교육 강화 (Ⅰ-2-①)
□ 추진배경(목적)
ㅇ 국내 유일 통계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통계관련 국정철학의 공유와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행 역량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 전문
교육 강화 필요
- VIP 업무보고(’13.4.3.),“민간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3.0 허브
역할”당부
ㅇ 신규인력 증가, 통계환경 변화 등으로 고품질의 통계 교육수요
지속증가
- 조직구조 변화, 세대교체 등으로 신규 및 전입 인력 지속 증가
- 통계품질 제고요구 및 신규 통계수요 증가에 대응할 인재 요구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
⇒ 민간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3.0 허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통계
종사자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통계 전문교육 강화 필요

□ 주요내용
ㅇ『글로벌 인재육성』통계교육 체계개편
- (교육훈련계획 최적설계)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통계실무과정 신설 등) 조직구조 변화, 세대교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신규 및 전입인력이 조기에 업무에 적응하도록 통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하고 직무 기본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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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비교연구 세미나과정 신설)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
효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별 국내외 작성사례, 국제
기준 등의 비교 연구 등 세미나 과정
- (정부 3.0 관련과정 신설)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및 이용활성화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할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행정자료 활용, 데이터시각화 등의 과정
ㅇ 통계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통계교육포털 구축사업) 통계강좌․교재․교안 등 교육자료와
방법론․국제기준․외국사례 등 참고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공유
- (사이버콘텐츠 연계․확충사업) Blended-Learning 과정의
본격 도입을 위한 사이버콘텐츠 개발(통계실무과정Ⅰ~Ⅳ 등)
및 국가통계포털활용, 현장조사인력양성, 통계DB시스템 등
콘텐츠 개발․수정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계교육원에서 유용성이 높은
「국가통계 이해․활용」등 표준교재 개발·보급
․ 이론과 최근 사례 중심의 실무 위주 교재를 제작·보급
ㅇ 교육과정의 다각적 내․외부 평가 도입
- (학습성취도평가 신규도입) 교육 실시 전･후 학습 내용에 대한
교육생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히 전달되었는지
효과성 측정
- (e-모니터단 도입․운영) 통계교육 콘텐츠 및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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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교육 협업 네트워크 확충
- (협업, 참여 및 공유 활성화) 통계교육 관련 협의체를 구축
하여 통계소양교육 확산과 수학교육 과정 내 통계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글로벌 인재육성 통계전문교육 체계개편 기본계획 수립

1월

통계교육원 e-모니터단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1월

교육과정 다각적 평가계획(안) 마련

1월

사례 비교연구 세미나과정 수요조사 및 기획

2월

통계 프로세스 전문분야별 겸임교수 확대 운용계획 보고

2월

통계교육원 행정규칙 일괄개정

3월

통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

3월

통계교육포털 구축 및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4-가

3～10월

업무4-가

10월

업무4-가

통계교육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수정

5～11월

업무4-가

2015년 교육훈련 계획 운영결과 보고

12월

2016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12월

통계교육종합시스템 및 통계교육포털 개시
4/4분기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통계교육 이수자(중앙ㆍ자치단체 공무원, 공공ㆍ민간
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 학생, 교사, 일반인
- 통계교육 이수자 : 통계작성 및 활용역량 제고
- 학생, 교사, 일반인 : 통계활용능력 향상 및 통계인식 제고
ㅇ (이해관계집단) 통계청(각 실/국/지방청), 통계작성기관(정책
부처 등), 통계교육연구학교, 개발도상국가(통계인력) 등
- 통계교육 수강신청, 수시 교육과정 개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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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정부3.0 시대에 부합한 교육서비스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계전문 교육을 통한 통계종사자 역량향상 지원
ㅇ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체제 구축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원하는 교육 수요 충족
ㅇ 정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국정과제 수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104.0

110.5

(104.0)

(110.5)

▪통계전문교육지원(304)

12.3

17.7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305)

87.9

89.0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651)

3.8

3.8

통계전문교육(Ⅰ-1-일반재정②)
① 통계전문인력 양성(10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통계전문

’15

신규

9.00

신규지표로 자체 노력에 [NPS1)+(주요 4개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의한 상승세를 반영하여 항목 만족도 평균 자료
2)
과거 2개년 실적 평균 ×2)]÷2
*교육생 대상 설문
(85.22)보다 3.0%, 최근
조사 결과
’14년(3.1%)
상향하여
*정규교육과정 중
’15년 목표치를 설정
전문교육 과정 대상
(기본, 소양, 맞춤형,
사이버 과정 등 제외)

4.26

4.28

‘14년 실적치가 거의 
통계청 고객
 
한계치에 임박한 것으로    
만족도 조사
판단 되지만 자체 노력에
※ xi:개인별 응답 보고서
의한 상승세를 반영하여
측도
‘14년
실적치
보다
0.5% 상향한 4.28점으로 (5점 척도)
‘15년 목표치를 설정
n : 총 응답자수

달성도(점)

현업적용
만족도(점)
(공통)

4.25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4

교육성과

교육내용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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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
전략목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성과목표

통계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

⇧

관리과제

통계 전문교육 강화
⇧

성과지표

통계전문교육 성과 달성도(점)

교육내용 현업적용 만족도(점)(공통)

〈 지표1 〉통계전문교육 성과 달성도(점)

1. 정책 대표성
- 교육대상자에 대한 다각적인 성과측정을 위해 통계전문 교육과정 수료 후 통계전문 교육
과정 추천지수와 주요 항목별 만족도 조사를 복합하여 구성
‧ NPS(Net Promoter Score, 순수추천지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양한 수준의 고객입장에서 통계전문교육의 종합적인 품질 및 효과를
측정하여 교육생을 고객 관점으로 보고 질적 제고를 위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NPS와 교육생 만족도 지표는 교육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를 교육생이 직접 평가하여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현실적 지표임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통계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계산

‧ [NPS1)+(주요 4개 항목 만족도 평균2)×2)]÷2
1) NPS : 통계전문 교육과정 추천지수(10점 척도)
2) 주요 4개 항목 만족도 평균(5점 척도) : 역량(소양) 증진 도움, 교과목 편성, 교육 운영 및 진행,
강의(교육내용,강사)

‧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달성도 점검

2. 목표치 측정방법 (적극적 설정 근거)
’12∼’13년 실적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신규

8.75

8.73

8.74

9.00

- (측정산식) 설문 응답의 평균 계산
- (목표산출근거) 신규지표로 자체 노력에 의한 상승세를 반영하여 과거 2개년 실적 평균치
(8.74)보다 3.0%, ‘14년 실적치보다 3.1% 상향하여 ’15년 목표치(9.00)를
설정
‧ (NPS) : ’14년 실적치(8.64)가 하향 추세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노력에 의한 상승세
3.0%를 반영하여 ’15년 목표치(8.91)를 설정
‧ (만족도 평균) : ’14년 실적치(4.41)에 자체노력에 의한 상승세 3.0%를 반영하여 ’15년
목표치(4.54)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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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통계전문 교육과정 추천지수 조사표
본 교육과정을 동료 또는 지인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교육생 선발기준, 교과목 편성 및 내용, 교육기간, 과정운영의 적정성, 시설 및 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

⑩

추천하지 않겠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③,②,① 을 택한 경우 그 사유 :

‧ <참고2>주요 4개 항목 만족도 조사표
1. 본 교육과정이 역량 또는 소양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도움됨

④ 도움됨

③ 보통

② 도움안됨

① 전혀 도움안됨

2. 본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까?
⑤ 매우 적절

④ 적절

③ 보통

② 부적절

① 매우 부적절

3. 본 교육과정의 교육 운영 및 진행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⑤ 매우 만족

④ 만족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4. 본 교육과정 중 강의부문(교육내용, 강사)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1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⑤ 매우 만족

④ 만족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4-2 강사에 대한 만족도
⑤ 매우 만족

④ 만족

〈 지표2 〉교육내용 현업적용 만족도(점) (공통)

1. 정책 대표성
- 교육받은 내용을 현업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점에서 교육원의 필수 역할
지표임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 직접 현업과 연관된 실제 사례 교육
등 꾸준한 과정 개선 노력이 필요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 (내부교육생+외부교육생)÷2
‧ 교육내용 현업적용 만족도 조사 개요
조사대상
자료수집방법
표본추출방법
조사항목
표본수
실시기관
실사진행일시

- 교육과정 수료자(통계청 내부 교육생 및 외부 교육생)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On-Line 자기기입식 조사
(내부교육생), 전화조사(외부교육생)
-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 내․외부(직무 도움 등 현업적용 만족도 4항목)
- 추후 확정
- 외부 전문조사기관
- 2015.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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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치 측정방법 (적극적 설정 근거)
’12∼’13년 실적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신규

4.25

4.26

4.27

4.28

- (측정산식) 현업적용만족도 조사의 설문 응답 평균
- (목표산출근거) ‘14년 실적치가 거의 한계치에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체 노력에
의한 상승세를 반영 ’14년 실적치(4.26점)보다 0.5% 상향(4.28점)하여 ‘15년
목표치를 설정
‧ (내부교육생) : ’12년 이후 실적치가 하향 추세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14년 실적치
4.18점에 자체노력에 의한 상승세 1.0%를 반영하여 ’15년 목표치(4.22)를
설정
‧ (외부교육생) : ’14년 4.33점이 5점 척도에서 한계치에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체
노력에 의한 상승세(0.2%)를 반영하여 ’15년 목표치(4.34)를 설정
‘13년

‘14년

‘15년(목표치)

만족도(산술평균)

4.25

4.26

4.28

(내부교육생)

4.20

4.18

4.22

(외부교육생)

4.29

4.33

4.34

‧ <참고> 교육내용 현업적용 만족도조사 설문지
2015년 ‘통계교육원에서 수료한 교육’의 현업적용 측면에 대한 만족도 문항입니다.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런 편이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여 5점에서 1점까지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그런 보통
그렇다 편이다 이다

현업 적용 만족도

그렇지 전혀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문3-1. 교육 수료 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문2-2. 교육 수료 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문2-3. 교육 수료 후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문2-4. 현업 적용 측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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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 높은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Ⅰ-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및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 개선․개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용성 높은 고객
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 필요
ㅇ 공공자료의 개방․활용,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수립 필요통계
개선․개발 등을 위한 정책지원 연구 확대 필요
ㅇ 통계작성 비용 절감 및 통계 응답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방법론 연구 및 미래사회 대비 통계
개발 필요
ㅇ 연구과제 품질관리 내실화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연구성과
확산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연구수요 발굴 시스템 강화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수행으로 실용적 맞춤형 연구체계 구축
- 통계연구 수요조사 실시,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연구결과
실무활용성 조사 실시 및 피드백 강화, 수요부서와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해 연구결과의 실무활용성 제고
ㅇ 공공자료의 개방․활용연구,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수립 필요
통계 개선․개발 등 정책지원 연구 확대
- (공공자료의 개방․활용연구) 빅데이터 활용․분석연구, 2차
자료 생산방안 연구,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기법 연구 등
⇒ ‘온라인 일일물가 작성을 위한 가중치 연구’ 등 10개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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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수행 필요통계 연구) 녹색성장통계 작성, 온실가스
통계 개선 등
⇒ ‘201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검증’ 등 8개과제 수행

- (정책수립 필요통계 개선․개발) 국민이전계정(NTA) 연구,
지역행복생활권 노동시장 특성 분석 연구 등
⇒ ‘NTA 연령재배분계정 작성 연구’ 등 15개과제 수행

ㅇ 효율적 조사방법 연구 등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방법론 연구
- (효율적 조사방법 연구) 혼합조사방법 연구, 통계조사의 추정
방법 개선 연구, 과학적인 조사표 설계방안 연구, 순환센서스
도입방안 연구 등
⇒ ‘순차적 혼합모드 시험조사’ 등 23개과제 수행

ㅇ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환경경제계정(SEEA) 개발 등 미래
사회 대비 통계 개발
⇒ ‘POST-2015 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등 12개과제 수행

ㅇ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방안 시행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연구성과 확산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일반국민, 정책부서, 연구소․학계, 통계작성기관 등을 대상
으로 고객맞춤 연구성과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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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비 고

순차적 혼합모드 시험조사 계획 수립

2월

인터넷조사표 국내외 사례 검토

3월

인총개선을 위한 통계분석 연구 기본계획 수립

3월

자료연계를 활용한 2차 자료 시범생산

4월

업무4-나

온라인 일일물가 가중치 작성방법 연구

5월

업무4-나

범경제물질플로우(EW-MFA) 작성방법 개선

6월

업무4-나

폐기물계정 작성기법 보완 및 시험작성

7월

업무4-나

확률적 자료연계의 활용가능성 검토

8월

업무4-나

병행적 혼합모드 시험조사 조사과정 자료 분석

9월

업무4-나

에너지플로우 계정 작성방법 연구

11월

업무4-나

사회조사와 인총 표본조사의 연계 및 활용

12월

업무4-나

행정자료 활용한 건설업 종사자수 분석

12월

업무4-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통계 연구 사업은 공공재로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등
- 통계청, 녹색성장 정책 추진 관련부처(녹색성장지원단 등),
국민 삶의 질과 행복 개선 정책 추진 관련부처, 정부3.0 추진
관련부처(행정자치부 등)
ㅇ (이해관계집단) 정책수립에 통계를 활용하는 모든 정부기관,
통계청 내 관련부서, 국민,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 기대효과
ㅇ 실용성 높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작성 요구에 적극적 대응
ㅇ 통계 개선 및 개발을 통해 통계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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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색성장, 삶의 질 등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부처에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12.2

11.0

(37.9)

(38.3)

▪통계기법 연구개발(311)

11.7

10.5

▪통계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661)

0.5

0.5

통계개발원(Ⅱ-2-일반재정①)
① 통계개발원(40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2

’13

연구성과 실무

’14

’15

신규

43.1

적용지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연구과제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실무 매년 수요부서 적용

상승 추세인 경우, 적용실적/∑연구과제 여부 자체 조사
2개년간 연평균 증가율 수*)×100
(14.3%)을 반영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과제를 대상
으로 측정

정책자료 제공
건수(건, 공통)

12

13

15

16

최근 4년간 실적치를 당해연도 연구자료가 관련 공문 및 제공
추세 분석한 결과 정책자료로 제공된 자료
15.2건으로
으나,

나타났 건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목표치를
16건으로 상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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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성과목표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

⇧

관리과제

실용성 높은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

성과지표

연구성과 실무적용 지수

⇧

정책자료 제공건수

〈 지표1 〉연구성과 실무적용 지수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성과목표와 결과간 인과성‧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등)
‧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를 개선․개발한 연구과제수를 측정하여,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구결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성 높은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필요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 매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전년도 하반기 수행과제 + 당해연도 상반기
수행과제) 수행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신규통계의 개발과 기존통계
개선에 활용한 실적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실무적용 여부를(전면적용, 부분적용, 적용
보류 등) 직접 조사
실무활용으로 적용

적용 여부
조사 항목

1. 전면적용

실무활용으로 미적용

2. 부분적용

3. 업무참조

4. 향후활용

5. 활용불가

< 전면적용, 부분적용 ⇨ 당해연도 적용으로 판정 >
* 적용범위별 가중치 = 전면적용x1, 부분적용x0.5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12∼’14년 실적
’12
’13
’14
28.9
33.6
37.7
- (측정산식)
‧

’15년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43.1
43.1

지난 년간 실무에 적용된 과제수
× 
지난 년간 수행과제 건수

- (목표산출근거)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로서, 2개년간 연평균 증가율(14.3%)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

’12년
28.9

실적치
’13년
33.6

’15년
’14년
37.7

추세치
*
43.1

16.3% 12.2% 14.3%
* 추세치 산식: 37.7*{(16.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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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실적
구 분

‘12년

‘13년

‘14년

연구과제 수(건수)

64

67

77

실무적용실적(점수)

18.5

22.5

29

- 전면 적용(건수)

11

16

20

- 부분 적용(건수)

15

13

18

28.9

33.6

37.7

실무적용 지수

〈 지표2 〉정책자료 제공건수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성과목표와 결과간 인과성‧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등)
‧ 우리 원에서 생산한 연구논문, 현안분석 자료 등 통계연구 결과를 정책 부서(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여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의사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실적으로서, 통계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정도를 평가
하는 지표
‧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성과 확산 결과에
대한 평가 필요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 통계개발원에서 수행한 통계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공문을 통하여 정책 부서(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된 통계연구 결과물(연구 논문, 현안
분석 자료 등)을 측정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12∼’14년 실적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12

13

15

15.2

16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연구자료가 정책자료로 제공된 건수
- (목표산출근거)
‧ 최근 4년간 실적치를 근거로 장기 추세치 분석(선형회귀 방정식 및 가중평균법
이용)을 실시한 결과,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는 15.2건
(선형회귀방정식) 및 13.3건(가중평균법)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업무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고객의 만족도 수준 향상을 위하여 ’15년 목표치를 16건으로 설정
‧ 연도별 실적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정책자료 제공건수

8

12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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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Ⅰ-3

대국민 홍보 및 국제 통계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대국민 홍보 강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
활동 강화로 기관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통계 활용도 제고
및 조사환경 개선을 통한 통계 신뢰도 제고에 기여
ㅇ 언론홍보 : 기획보도(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정책세미나 등
ㅇ 온라인홍보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확산, SNS 운영,
블로그 기자단 운영, 신규 SNS채널 개설 등
ㅇ 현장홍보 : CEO 특강, 견학프로그램운영, 현장방문 등
ㅇ 통계 활용홍보 : 통계포스터 경진대회, 통계발전컨퍼런스 등
ㅇ 홍보역량 강화 : 홍보담당자 워크숍, 홍보협의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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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계협력 강화) 국제회의 참가, 양자협력회의를 통해 각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조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통계사회
요청에 적극 부응하여 국제회의 개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사업 지원, 개도국 초청연수 등을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국격과 기관위상* 제고에 기여
*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UNESCAP 통계위원회 부의장/UNSIAP 집행이사국

ㅇ 통계 국제기준 설정 및 최신의제 형성 중심기구인 UN 및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국제회의 개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통하여 아시아권 통계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국제회의 개최와 신진 통계개도국 지원국으로서의 적극적인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기관위상 제고에 기여
* UN공조 글로벌 어젠다 국제세미나 개최,

OECD공조 아․태지역 주관적

웰빙 측정워크숍 개최

《 성과목표 추진내용 》

대국민 홍보 글로벌 통계 역량을 강화하여 기관 위상 제고

1

2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 인식 제고

국제협력 강화로 통계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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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12

통계청 인식제고도*

’13

’14

’15

신규

3.35

(점)

신규 지표로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3년간
추세치(3.32)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또는 측정방법)


(



자료출처)
1)



xi/n+

 



홍보효과조사

yi/n)/2



결과보고서

보다

1% xi : 개인별 응답측도
높은 3.35로 목표치를
(5점 척도, 인지도)
도전적으로 설정
yi : 개인별 응답측도
(5점 척도, 호감도)
n : 총 응답자수
국제 통계협력

4.62

4.62

증진도(점)(공통)



국제통계사업
(국제회의 등)
치에 달한 것으로
 
참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협력
하나 전년도 실적치를
xi : 개인별 응답측도 활동 증진도를
목표치로 설정(부문별로
평가(웹조사)
(5점 척도)
개선점을 발굴 이를 유지·

’14년 실적이 4.62로 임계

x
판단 

i

/n

개선함 으 로 써 증진 도를 n : 총 응답자수

국제협력활동

제고)

평가 결과보고

* 통계청 인식도 : 통계청에 대한 인식 정도로 통계청 인지도와 호감도의 평균 (5점 척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 지표 1 〉통계청 인식제고도
1. 정책 대표성
- (정책 대표성 및 지표 정의) 대국민 홍보활동의 최종 산출물인 통계청에 대한
인식 제고 정도로써, 통계청 인지도와

호감도를 포함한 개념임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통계청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낮은 상태에서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가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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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대한

인식 정도를 높임으로써, 기관 위상 제고 및 조사환경 개선으로 인한 정확한
통계 생산․제공으로 통계수준 향상에 기여함
2. 목표치 측정방법




 



(  x i /n +  y j /n )/2

- (측정산식)

※ xi : 인지도에 대한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yi : 호감도에 대한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 (측정방식) 설문조사에 참가한 국민들의 통계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
- (측정결과의 객관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홍보효과조사1)를
통하여 측정
- (목표산출 근거)
․센서스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제작·확산, 신규 SNS채널 개설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목표치를 3년간 추세치(3.32)보다 1% 높은

3.35로 설정

․인지도의 경우 센서스 실시연도에는 전년에 비해 급격한 상승이 없고 최근에는
정체상황이며, 호감도의 경우 등락이 혼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 인지도 및 호감도 추이〉
'09

'10

'11

'12

'13

'14

인지도

2.93

2.96

3.22

3.17

3.26

3.26

호감도

-

3.21

3.43

3.40

3.44

3.39

계

-

3.09

3.33

3.29

3.35

3.33

- (설문 문항)
문5. 귀하는 <통계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5---------------4-------------3--------------2---------1

문10. 귀하는 평소 <통계청>에 대해 얼마나 호감이 있으십니까?
매우
약간
별로 호감이
전혀 호감이
보통이다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간다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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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홍보효과조사
조사대상

- 일반국민

조사기간

- 2015. 11월 중 2주간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web조사 또는 전화조사

조사항목

- 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인식(통계 관심도/중요도/활용도, 통계청 인지도,
중요도 등), 홍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

표본추출방법

-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추출)

표본수

- 약 1,000명 내외(남녀 20대 이상)

조사기관

- 외부 전문조사기관

〈 지표 2 〉국제통계협력 증진도
1. 정책 대표성
- (정책 대표성 및 지표정의) 국제협력활동(국제회의, 양자협력회의, 초청 연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협력결과를 포괄적으로 평가받는 지표이며,
국제협력활동에 참가한 외국인에 의한 국제협력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임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다양한 국제 협력활동에 참가한 외국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국제 통계역량 강화를 통해 기관 위상을 제고하여 통계수준 향상에
기여함
2. 목표치 측정방법
- (측정산식)



 xi/n

 

※ xi: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 (측정방식) 설문조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국제 통계협력 활동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
- (측정결과의 객관성) 국제협력활동(국내에서 개최)에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가지를 web방식(외부업체 실시)으로 조사하여 측정2)
- (목표산출 근거)
․’14년 실적치는 4.62로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나, 부문별 분석을 통해
취약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며 ’15년 목표치는 전년수준인
4.62로 설정함(설문문항 중 다른 설문에 비해 평가점수가 안 좋았던 3번 문항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
* 하드웨어 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교육의
이해 및 만족도)이 다소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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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문항)
※ Please provide your response in relation to the workshop, meeting or training
that you attended in Korea
1. How would you evaluate the overall quality of the event?
(14년 결과치: 4.62/5.00)
① Excellent ② Good ③ Adequate ④ Poor ⑤ Very Poor
2. How would you evaluate the logistical operations of the event? (i.e. session
organization, Program) (14년 결과치: 4.72/5.00)
① Excellent ② Good ③ Adequate ④ Poor ⑤ Very Poor
3. Please evaluate how effective the event was in increasing your understanding of
the covered topics.
(14년 결과치: 4.46/5.00)
① Excellent ② Good ③ Adequate ④ Poor ⑤ Very Poor
4. Please evaluate the quality of the venue and facilities of the event.
(14년 결과치: 4.72/5.00)
① Excellent ② Good ③ Adequate ④ Poor ⑤ Very Poor
5. Has your impression of Statistics Korea improved as a result of the event? (14년
결과치: 4.46/5.00)
① Very improved ② Improved ③ No Change ④ Deteriorated ⑤ Very disappointed

주2) 국제통계협력 평가결과
조사대상

- 국제회의, 연수프로그램 등 국내․외 국제통계협력 활동에 참가한 외국인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조사항목

표본수

-

지식교류의 효용성, 행사 운영 평가, 한국통계청 및 국가브랜드
제고여부 등

- 약 150명 내외*
(‘14년도: 통계교육관리, 양자협력, 국제회의1, 국제회의2, 기타 초청연수 등)

조사기관

- 외부 전문조사기관

조사기간

- 2015년 10월～

* 조사과정에서 표본수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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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현장조사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됨과 동시에 주요통계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활동 확대가 필요
ㅇ 통계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및 활용도 증진, 부드럽고 친근한
기관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 속 통계
활용, 소통 메시지로써 통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 통계분야 ODA사업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많으나 경상업무 대비 우선순위 등으로 급진적 확대 및 다각화는
어려운 실정
ㅇ 우리 청이 비교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분야 개발 및 개도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의 단계별 양성
□ 양자협력 성과도출의 불확실성 존재 및 협력대상국의 증가로
대상국의 통계발전 단계별로 양자협력회의 성격을 분류 개최할
필요성
ㅇ 양자협력 대상국중 선진국(기관)과는 선진통계기법의 창구로
활용하고, 통계개도국 및 ODA 사업국은,「개도국의 통계 역량
강화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4) 기타
ㅇ 통계청 블로그 ‘통하는 세상’ : www.hikostat.kr
ㅇ 트위터 : twitter.com/#!/Kostatin
ㅇ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tatisticsKorea
ㅇ 유튜브 : www.youtube.com/users/StatisticsKorea
ㅇ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ch/hikostat
ㅇ 통계청 홈페이지 : kostat.kr/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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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국민 홍보 강화(Ⅰ-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홍보효과조사, 홍보업무 발전토론회, 외부전문가 홍보협의체
및 지방청 의견수렴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필요
* 언론과의 스킨쉽 강화, CEO 특강,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확산, 신규
SNS채널 개설, 센서스를 활용한 홍보 등

ㅇ 이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통계청 이미지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여 열악한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국가통계의 활용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언론과의 공감활동 강화) 센서스 기획보도, 기자 정책세미나,
기고․인터뷰, 방송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주요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오보 등을 사전에 방지
ㅇ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외부 특강, 견학프로그램 운영, 조사
현장방문 등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 이미지 제고
ㅇ (SNS를 활용한 온라인홍보 활성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확산함으로써 부드럽고 친근한 통계청 이미지 확산
ㅇ (통계활용홍보 활성화) 통계포스터 경진대회 및 통계발전
컨퍼런스 개최, 교사 통계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통계
관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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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변화에 대응한 홍보역량 강화) 홍보담당자 워크숍, 외부
홍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홍보담당자의 역량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2015년 홍보기본계획 보고

1월

상반기 홍보협의체 개최

1월

2015년 블로그기자단 운영계획

1월

SNS 신규채널 개설

3월

홍보담당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4월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개최

5월

통계포스터 경진대회 개최

5월

하반기 홍보협의체 개최

8월

통계의 날 기획홍보

9월

통계청 홍보효과조사 실시

11월

통계발전 컨퍼런스 개최

11월

2015 CENSUS 홍보결과 보고

12월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로 정책 수립, 사업전략 수립
및 연구 등에 통계를 활용하는 이용자그룹 및 통계청 사업부서,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직원 등에게 수혜를 줄 것임
- 이용자그룹(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
기관 등)은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져 정확한 통계 활용이 가능
- 통계청 사업부서는 신뢰성 있는 고품질 통계 생산이 용이
-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직원은 조사환경 개선으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 일차적인 수혜를 받음
ㅇ (이해관계집단) 홍보활동은 그 업무 특성상 기사를 직접 작성
하는 언론사,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는 청내 부서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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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다양한 매체(신문, 방송, SNS 등)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
함으로써 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이로 인해 현장조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통계의
신뢰도가 높아져 통계 활용도가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 발생
ㅇ 통계에 관심을 가진 정책고객들에게 고품질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계 바이러스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5.3

5.2

(23.4)

(28.2)

5.3

5.2

대내외 협력강화(Ⅰ-2-일반재정①)
① 대내외 협력강화(7031)

▪국가통계 인식제고(3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3.13 3.18 3.20

3.21

성과지표

통계청 홍보만족도*
(점)(공통)

’15 목표치 산출근거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SNS채널 강세, 영상콘텐츠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결과보고서

수요 급증, 국민들의 홍보수준 xi : 개인별 응답
눈높이 증대 등 홍보환경의 측도 (5점 척도)
급속한 변화로 홍보만족도를

n : 총 응답자수

지속적으로 높이기 힘든 상황
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향한
3.21로 도전적 으로 설정

* 통계청 홍보만족도 : 통계청 홍보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5점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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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효과조사1)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와의 연계성 >

〈 지표 〉통계청 홍보만족도

1. 정책 대표성
- (정책대표성 및 지표 정의) 통계청 홍보활동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만족
정도로써, 세부 홍보활동(언론홍보, 기획홍보, 온라인홍보 등) 접촉경험과 접촉 후
인식변화 등 항목을 조사한 후, 홍보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임
-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부드럽고 친근한 기관 이미지 제고 및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신규 SNS 채널 개설 등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함
․
․
․
․
․

언론홍보(기고․인터뷰, 방송프로그램 참여, 기자 정책세미나 등)
기획홍보(2015 인구주택총조사 등)
현장홍보(외부 특강, 견학프로그램, 현장방문등)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홍보(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확산 등)
통계 활용홍보(통계 포스터 경진대회, 통계발전 컨퍼런스 등)

2. 목표치 측정방법
- (측정산식)



 xi/n

 

※ xi :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 통계청 홍보활동에 대한 접촉경험 및 인식변화 등(설문문항 11～18번)을 조사한 후,
홍보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를 19번 항목으로 측정함
- (측정방식) 설문조사에 참가한 국민들의 홍보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 (측 정 결 과 의 객 관 성 ) 일 반 국 민 들 을 대 상 으 로 한 외 부 전 문조사 기 관의
홍보효과조사1)를 통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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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산출 근거)
․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신문의 영향력 축소, SNS채널(블로그, 트윗,
페이스북 등)의 강세, 짧고 임팩트있는 영상콘텐츠 수요 급증, 국민들의 홍보수준
눈높이 증대 등 홍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홍보 만족도를 높이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목표치를
상향한 3.21로 도전적으로 설정
․ 특히, 신규 SNS채널 개설,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동영상,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제작․확산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설문 문항)

문11. 귀하는 통계청의 주요 통계지표와 관련된 보도를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12. 귀하께서 2014년 <통계청>의 각종 홍보활동을 접해 보셨다면 다음 중 어떤 매체/경로를 통해
통계청의 홍보활동을 접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TV(뉴스/광고/프로그램 등)

(2) 라디오(뉴스/광고/프로그램 등)

(3) 신문/잡지(기사/광고 등)

(4) 인터넷(뉴스/기사/광고 등)

(5) 옥외광고(지하철/전광판)

(6) 통계청 홈페이지

(7) 통계청 간행물/책자

(8) 통계청 주최 이벤트/행사

(9) 통계청의 이메일 자료

(10) 통계청 블로그/SNS(페이스북 등)

(11) 기타___________________

(12) 접해본 적 없다▶ 문13으로

문13. 귀하는 “2014 뉴블루슈머“를 접하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14. 귀하는 인터넷의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통계청 또는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15. 귀하는 “통계의 날” 과 관련한 기사를 접하시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16. 귀하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전국 학생 통계활용대회’ 공지를 접하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17. 다음에 제시된 통계청의 홍보활동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제시
된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신 후, 우선 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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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________, 2순위________, 3순위 : ________, 4순위 : ________
(1) 블루슈머 발표
(2) 통계청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3) “통계의 날” 기념 행사
(4)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문18. 방금 보여드린 통계청 홍보동영상을 보신 후 통계청에 대한이미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3--------------2---------1

문19. 귀하는 평소 통계청의 홍보활동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5---------------4-------------3--------------2---------1

주1) 홍보효과조사
조사대상

- 일반국민

조사기간

- 2015. 11월 중 2주간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web조사 또는 전화조사

조사항목

- 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인식(통계 관심도/중요도/활용도, 통계청 인
지도, 중요도 등), 홍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

표본추출방법

표본수

조사기관

-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추출)

- 약 1,000명 내외(남녀 20대 이상)

- 외부 전문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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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계협력 강화(Ⅰ-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효율적‧체계적 통계역량강화(ODA)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속에서 우리청의 위치를 확인하여 통계
10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통계분야 개도국지원 체계화) 한국의 국가통계 발전경험 공유
및 기술지원 표준모듈을 개발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우리 청 비교우위분야 개발 및 내실화를 통한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
(‘15.2월)하고,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그간의 사업실적 및 주요성과, 보완과제, 한계점 등을 분석
하여 효율적 ODA 제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15년 중점
추진사업 설정
< 2015년 개도국 중점지원 추진 사업 >
① 스리랑카 국가통계 자료 생산 및 보급 기술 향상을 위한 통계인적역량강화 사업 추진
②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선진협력기관과 공조 하에 초청연수 실시
③ IT부문 리더로 참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가통계시스템 강화 프로젝트(KAZSTAT)의
차질 없는 추진

ㅇ (국제기구 자료제공) 우리청은 UN, OECD, ILO,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식 통계의
창구 역할을 수행
- 국제기구에서는 각국의 수집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경제,
복지, 물가, 고용 등 각종 국가 비교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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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통계자료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며,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수반되므로 모니터링
강화로 자료 오용 최소화 필요
- 국제기구 제공자료의 국제기준 기한 준수(시의성, 협조도) 및
제공 자료의 양적․질적 만족도를 통계 선진국과 비교*
* 현재 우리의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통계 개선·개발 계획에
활용을 하고자 함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015년도 양자 통계협력활동계획 수립

1월

통계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2월

선진협력기관 공조 개도국 초청연수 추진계획 수립

2월

ODA 사업대상국 사전조사 실시

3월

제46차 UN통계위원회 참가

3월

스리랑카 ODA 사업 착수보고

4월

UN 공조 글로벌 어젠다 국제세미나 기본계획 수립

4월

선진협력국 공조 개도국 초청연수 실시

6월

제12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

6월

업무4-다

UN 공조 글로벌 어젠다 국제세미나 개최

9월

업무4-다

OECD 공조 아․태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 개최

11월

업무4-다

스리랑카 완료 보고회 및 차년도 사업 실시협의

12월

업무4-다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제회의 개최 및 양자협력 등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통계선진기법 전파로 청내 직원 및 통계작성기관, 연구기관 등
주요 통계생산자 등에게 일차적으로 수혜가 되며,
- 기법 향상을 통한 고품질 통계생산은 궁극적으로 통계자료
이용자 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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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한국방문 등으로 국내 호텔업 및 관광업, 행사주관 PCO
업체,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국내항공사가 수혜를 받을 것임
- 또한 통계역량강화 교육, ICT 부문 등을 주력으로 추진 중인
ODA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ODA사업 대상국
ㅇ (이해관계자) 국제통계 협력사업은 본질적으로 외교부 및
글로벌 어젠다 관련 통계생산 및 정책부처*, 통계청내 유관
업무부서**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
- ODA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KOICA 등과도
협업필요
* 보건복지부(보건통계), 환경부(환경통계), 관세청(무역통계), 한국은행(국민계정) 등
** 경제통계기획과, 물가동향과, 지역경제통계과, 인구동향과, 농업통계과 등

□ 기대효과
ㅇ UN, OECD, 유로스탯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국제회의 개최
및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아시아권 통계허브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며, 국가위상 제고 및 국가통계 선진화에 기여
- 국제회의 개최 및 개도국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우수한 한국
통계시스템 및 통계전문가 양성 교육프레임 전수 등을 통해
국제통계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선진 통계국과의 국제협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등,
선진기법 공유하는 기회로 국가통계 역량 강화에 기여
ㅇ ODA 사업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ODA사업 협력 대상국에 접근, 영역 확대로
신진 공여국의 위상 강화
- 우리 기업의 개도국 통계IT 분야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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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15.1

20.0

(23.4)

(28.2)

▪국제통계협력강화(303)

7.9

9.9

▪개도국 통계지원(ODA)(304)

7.2

10.1

대내․외 협력강화(Ⅰ-2-일반재정①)
① 대내․외 협력강화 (70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통계분야 개도
국지원
평가점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목표치
’14

’15

신규

4.60

사업

‘14년 실적치(4.55/5.0)보다
0.05 상향한 4.60으로 설정



사업수행평가표

  





x : 평가위원
평가점수

(점)

(공통)

(5점 척도)
n : 총 평가위원 수

국제자료제공
만족도 평가(점)

신규

4.0

설문함목에서 비교 대상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국제기구를 대상
국가*를 통계 선진국으 하여 8개 국제기구
으로 한국 통계청
50여명을 대상으로
로 구체화시켜 조사함으
설문조사 실시
자료제공에 대한
로서 실적치가 낮게 나올


만족도 평가결과
거라고 예상됨에도 불구

    



전년대비 실적과 동일하
게 목표치를 설정

 





qi : 문항별 응답측도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 세계일류 통계 선진국 :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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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국가통계 수준 향상
⇧

성과목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글로벌 통계역량을 강화하여 기관위상 제고
⇧

관리과제

국제 통계협력 강화
⇧

성과지표

통계분야 개도국지원 사업 평가 점수

국제 자료제공 만족도 평가

〈 지표1 〉통계분야 개도국지원 사업 평가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ODA 사업수행업체에 의해 투입되는 기술의 종류 및 방법, 컨설팅 내용
등 주요요소에 대한 사업수행관련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
- (목표와 결과의 인과성): Project성 사업은 수혜국 여건에 따른 사업 착수시기, 분야
및 규모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나,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충실하게 되고, 개도국
지원사업이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수행되게 됨
2. 목표치 측정방법
’12∼’13년 실적
’13

’12

’14
4.55

’15년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4.60

- (성과지표의 구체성): ‘14년 실적치(’14년 신규지표)가 4.55/5.00로 나타나 임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나 이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0.05 상향한 4.60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 협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선정(참조, 통계분야 개도국지원 사업 평가 내용)
- (평가방법): 사업수행 충실성, 적절성 및 타당성, 활용성 및 개발효과성 등 평가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
* 평가위원: 외부(3명)와 내부(2명) 전문가로 선정하고, 외부 위원을 민간위원(2명)과 타기관 ODA
담당자(1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선정 방법 :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이나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측정산식):



    x: 평가위원 평가점수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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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총 평가위원수

- 통계분야 개도국지원 사업 평가 내용
항목

세부항목

가중치

업무협조도

10

과제진척도‧목표

20

1. 사업수행 달성도
충실성

평가내용
- 계약, 정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협조도
- 주요결과물의 적시 작성․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일정별 세부과제 목표 달성도
- 제안요청서 및 TOR에 명기된 사업내용 수행 완료

연구완성도

30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적절한 투입
- 시행부서 및 수원국 요청 사항 반영

2. 적절성 및 타당성

20

- 통계인력, 교육현황 등 수원국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방안 및
로드맵 제시
- 최적효과를 위한 적절한 자원 배분

3. 활용성 및 개발효과성

20

- 지속적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구축 및 구체적 운영지원 계획 제시
- 교육운영, 교재작성, 기자재 활용 등과 관련된 사후 지원방안 제시

<5점 척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1-------------2---------------3--------------4--------------5

< 지표 2 > 국제 자료제공 만족도 평가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우리청에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공식통계에 대한 제공통계의 양,
제공통계의 국제기준 준수정도, 기한 준수 협조도를 Web조사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조사

- (핵심내용): 국제과에서는 청 전체 공식통계의 창구역할을 하며, 공식 통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임(전년도에 처음 시도함),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청의 공식통계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고자 함
- (성과목표와 연계성): 우리 국가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의
국제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설문결과가 축적되면 설문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공식통계 전반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통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

- (측정산식):   



 





qi: 문항별 응답측도,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 (평가항목): 우리국가에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제공통계의 양, 제공통계의 국제기준
준수정도, 기한 준수 협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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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방법):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50여명(각 국가로부터 자료를 입수 하여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Web 조사방식에
의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평가
- (목표산출근거)
’12∼’13년 실적
’13

’15년 목표치
’14
4.0
(신규)

추세치

목표치
4.0
설문내용을 변경하여 목표치 설정

‧ 2014년도 실적치는 4.0이 나왔음, 2015년 설문내용은 우리청의 비교대상을 구체적
으로 통계선진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으로 한정하여 작성
목표치 4.0 달성은 통계선진국(캐나다, 네덜란드, 호주)과 대등한 수준이거나
더 우수한 수준으로 우리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적적으로 설정한 것임
‘14년 설문내용

‘15년 설문내용

(1). 귀 기관에 제공한 우리청의 자료제공 기한 (1). 우리청이 제공한 자료의 기한 준수율은 통계선진국에
준수정도는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비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귀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우리청의 자료 제공양에 (2). 우리청이 제공한 자료의 양적인 측면에서 통계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 기관에 제공한하는 우리청 자료의 국제작성 (3). 우리청이 제공한 자료의 국제작성기준 준수정도는
통계선진국에 비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기준 준수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4). 기타 의견이 있다면
* 통계선진국(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 (국제 자료제공 만족도 평가 개요)
1) 조사대상 : 해외 국제기구 자료담당자(UN 및 OECD, ILO, WHO 등)
2) 조사기간 : 연말
3) 조사항목 : 제공기한준수만족도, 제공자료양적만족도, 제공자료질적만족도 등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web조사
5) 조사기관 : 외부전문기관
- 조사항목
1. How satisfied are you with our data submission compared to other statist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meeting submission deadlines?
1. Very Satisfied 2. Satisfied 3. Neutral/Not Sure 4. Dissatisfied 5. Very Dissatisfied
2. How satisfied are you with our data submission compared to other statist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overall quantitative data?
1. Very Satisfied 2. Satisfied 3. Neutral/Not Sure 4. Dissatisfied 5. Very Dissatisfied
3. How satisfied are you with our data submission compared to other statist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overall qualitative data?
1. Very Satisfied 2. Satisfied 3. Neutral/Not Sure 4. Dissatisfied 5. Very Dissatisfied
4. If you have any other comments, please indicate them here
* Statistically advanced countries (Canada, Netherland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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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Ⅱ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뒷받침한다

기 본 방 향

◇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 개발․개선 및 국민체감도에 맞는 통계지표 구현
ㅇ 정부․기업․일반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 경제
통계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제공
ㅇ 경제․인구․고용․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
사회변화 측정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통계지표 생산․제공
ㅇ 통계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표 개발 및 기존 통계의
지속적 개선 추진
◇ 행정자료 활용, 전자조사 확대 등 통계생산기법의 선진화로 국가
예산절감 및 국민 응답부담 경감
ㅇ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조사 방식 활성화
및 원격탐사기술 적용 등을 통한 통계조사의 효율성 제고
ㅇ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으로 통계조사 환경악화를 극복하고 저비용․
고효율 국가통계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ㅇ 인구주택․농림어업․경제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에 등록센서스
도입, IT기술 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조사항목 개발․
개선 등 차질 없는 준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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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3
성과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4
관리과제

관리과제
17

관리과제 성과지표
35
성과지표

Ⅱ.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뒷받침한다
1.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 경제통계 개발․개선 요구 이행률(%, 공통)
개발․개선으로 ｢경제부흥｣정책을 지원한다
기업체 통계 활용 제고도(%)
① 경제활성화 지원통계 개선․개발
경기종합지수 통계품질 제고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항목 대체율(%)
② 산업구조통계 개선
산업구조통계 자동 내검률(%)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결과 이용자 만족도(점)
③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선․개발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통계 품질진단 평가 점수(점)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진척률(%)
④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개선
서비스업동향통계 활용도(천건)
기준년 개편 추진 수행률(%)
⑤ 소비자물가통계 개선․개발
물가지수이해홈페이지 개선 만족도(점)
세종시 GRDP 분리 추계방법 개발결과의 품질평가도(점)
⑥ 거시경제지표의 작성 강화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결과의 품질평가도(점)
2.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 사회․농어업통계 개발․개선 요구 이행률(%, 공통)
개발․개선으로 ｢국민행복｣ 정책을 뒷받침한다
사회조사 결과 활용도(천건)
① 정책 맞춤형 사회지표 작성 강화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만족도(점)
②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지원 인구통계 개선· 인구․가구 추계방법 개선․개발 적정도(점)
시군구 인구추계시스템 개발․보급 만족도(점)
개발
고용통계 이용자 만족도(점)
③ 고용통계 개선·개발
고용통계 활용도(건)
소득통계 대표성 제고(%)
④ 가구소득 및 지출 통계의 신뢰도 제고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점)
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점)
⑤ 농어업통계 선진화
원격탐사기술 경지총조사 활용 타당도(%)
3.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 행정자료 활용률(%, 공통)
￭ 총조사결과 누적 이용건수(건, 공통)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통계조사 검증 오류율(%)
①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지역통계지원 만족도(점)
행정통계 활용 향상률(%)
② 행정통계 개선․개발 및 기반 강화
행정통계 외부 전문가 만족도(점)
행정자료 DB 구축 누적 건수(건, 공통)
③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경제통계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비율(%, 공통)
④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효율적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인터넷 조사율(%, 공통)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인지도(%)
실시
경제총조사 개선사항 적정도(점)
⑤ 경제총조사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
시범예행조사 인터넷 조사율(%, 공통)
행정자료의 등록센서스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진척률(%)
⑥ 행정자료 활용 2015 등록센서스 실시
등록센서스 가구-주택 연계 완전성(미연계 가구수)(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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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1

전략
목표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
개선으로 「경제부흥」 정책을 지원한다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경제부흥」정책 지원

성과

시의성 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

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경제부흥」정책 뒷받침
주요통계 확충

현실설명력 제고를
위한 지표의 개선

(1) 주요 내용
□ 경제․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신규통계를 개발하는 한편 이용자
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통계 생산을 위해 기존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개발
ㅇ 정책부처,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인, 학자, 국민 등 이용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규 통계 개발
□ 통계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
ㅇ 물가 등 국가통계의 국민체감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현실
반영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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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15

경제통계 개발․ 100

100

100

100

통계

수요조사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결과 [(∑개발반영×0.6+∑개선 매년

통계수요

2)

개선요구 이행률
1)

(%)(공통)

반영가능 건수 100%를 반영 ×0.4)/(∑개발수요 평가위원회 점검
모두 반영하도록 적극적 ×0.6+∑ 개선수요×0.4)]×100 결과 집계
으로 목표 설정

* ’14년 국가통계 개발․
개선 계획 수요에 대한
통계청 해당통계 반영
여부 측정

주1) 수요조사 결과 중 경제통계국 대상 개선 요구 반영률을 계산
주2) 반영 가능건수 : 요구사항 중 원칙적으로 반영 불가한 것 제외(통계수요평가위원회
에서 통계수요의 적정성 판단)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

성과목표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으로 ｢경제부흥｣정책 지원
⇧

성과지표

경제통계 개발・개선 요구 이행률

< 지표 > 경제통계 개발․개선 요구 이행률(공통)

1. 성과지표의 정의, 정책 대표성, 부합성, 포괄성 등
- 동 성과지표는 국가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 경제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통계유용성을 제고하고
시의 적절한 경제 통계 개발․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부응한 고품질 통계를 작성․제공하는
것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전략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 또한, 통계이용의 편리성 및 제공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해 경제통계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통계국의 가장 중요한 성과목표라 할 수 있음
‧ 내외부 전문가회의, 이용자협의체 등을 통해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통계지표, 조사항목 등을
개선․개발하여 경제통계의 현실반영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행정자료 활용 등 통계작성 방법 개선, 부처간 협업 활성화, 통계작성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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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통계를 개발하고 국정과제 수행 지원 등 정책맞춤형 통계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통계정책과”에서 「‘15년 국가통계개선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통계 개선․개발 수요를 통보하고,
「국가통계개선개발 시행계획」에서 경제통계국 각 부서의 수행과제(내용)를 확정하므로 공식적
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수요과제가 결정됨
- 이용자 요구에 따른 시의성 있는 경제통계를 작성․제공하는 것을 측정하는 결과지표로서 1년간의 추진
실적에 대해 측정가능하고, 정책목표 및 관리과제와 인과성이 큰 지표임

2.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방법
- (측정산식) ’1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수요에 대한 통계청 해당통계 반영여부 측정
= [(∑개발반영×0.6+∑개선반영×0.4)/(∑개발수요×0.6+∑개선수요×0.4)]×100
* 수요조사 결과 중 경제통계국 대상 개선 요구 반영건수는 통계수요평가위원회에서 통계수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정
* 이행결과는 개발․개선 과제의 이행여부를 관련공문(메모 포함)과 결과보고 등으로 확인하고 총괄
부서(통계정책과)의 결과보고 문서 등으로 최종결과 확인
* 지표내 가중치 산출근거 : 개발의 경우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통계작성방법을 연구하는 등 개선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60%)과 개선(40%)의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측정산식 설정

- 목표치 : 100%
- (목표산출근거) 통계 수요조사 결과 반영 가능 건수100%를 모두 반영하도록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개선개발 요구 및 주요 추진사항>
경제통계
개발・개선 요구

유형

기업생멸
행정통계

개선

◦ ’15. 1～3월 : 기업생멸행정통계 이용자 의견 수렴(전문가 등)
◦ ’15. 3월 : 기업생멸행정통계 품질고도화 기본 계획 수립
◦ ’15. 12월 : ’14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공표

개발

◦ ’15. 4～5월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실행계획 수립
◦ ’15. 7월 : 외부전문가 회의
◦ ’15. 12월 :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결과 보고

개발

◦
◦
◦
◦

개선

◦ ’15. 3월 : 소비자물가 개편 대비 2015년 실행계획 수립
◦ ’15. 9～11월 : 가중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가계특별조사 실시
◦ ’15. 12월 : 가계특별조사 결과분석

품질고도화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
지수
시군구 GRDP
개발・개선 지원
소비자물가
가중치 개편

2015년 주요 추진 사항

’15. 2월: 2012년 시군구 GRDP 공동추계 실시
’15. 5월: 제1차 시군구 GRDP 추계실무자 집합교육 실시
’15. 9월: 제2차 시군구 GRDP 추계실무자 집합교육 및 워크숍 실시
수시 실시: 맞춤형 방문교육

* ’15년 주요 개선내용은 「2015년 국가통계개선 개발 시행계획」에서 제시되었음
('13년 국가통계개선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중장기(’13~’17) 과제 중 추진 중인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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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통계수요가 발생
함에 따라 통계 개발․개선에 능동적 대응 필요
ㅇ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경제, 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필요성 증대
- 新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제통계 개발 필요
ㅇ 한정된 통계 인력․예산으로 인해 통계수요의 능동적 대응에
한계 존재
- 부족한 인력․예산을 고려 정책부서 등 통계수요자 의견수렴,
통계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통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통계 선정
□ 급변하는 경제․사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적기 제공 필요
ㅇ 고품질 통계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통계 개선 필요성 증대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집계 단위의 세분화, 조사항목의 다양화
등을 통해 활용성 높은 통계를 작성․제공
- 기존통계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표 개선
(4) 기타
ㅇ OECD 경기선행지수(CLI) 홈페이지 :

http://www.oecd.org/std/leading-indicators

ㅇ 미 컨퍼런스보드 경기종합지수 홈페이지 : http://www.conference-board.org/data/bci.cfm
ㅇ 미 센서스국 계절조정 홈페이지 :

https://www.census.gov/srd/www/x13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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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활동조사 홈페이지 :

http://www.kostat.go.kr/survey/business

ㅇ 경제통계통합조사 인터넷조사시스템 :

http://survey.ecensus.go.kr

ㅇ OECD 기업생멸통계 홈페이지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DBS_BD1#

ㅇ 유럽통계처 기업생멸통계 홈페이지 :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

ㅇ 미국센서스 기업생멸통계 홈페이지 :

http://www.census.gov/ces/dataproducts/bds

ㅇ 경제통계통합조사 인터넷조사 시스템 : http://survey.ecensus.go.kr
ㅇ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 :

http://kostat.go.kr/survey/mm)

ㅇ 도소매업 및 서비스조사 홈페이지 :

http://kostat.go.kr/survey/saler

ㅇ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

http://kostat.go.kr/survey/special

ㅇ 기업활동조사 홈페이지 :

http://kostat.go.kr/survey/business

ㅇ 운수업조사 홈페이지 :

http://kostat.go.kr/survey/transport

ㅇ 건설업조사 홈페이지 :

http://www.kostat.go.kr/survey/cs

ㅇ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인터넷조사시스템 : http://mi.survey.go.kr
ㅇ 유엔 광공업생산지수 매뉴얼(IRIIP 2010) :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0/BG-IndustrialStats.pdf
ㅇ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lsa.or.kr

ㅇ 소비자물가지수 이해 홈페이지 :

http://kostat.go.kr/cpi

ㅇ UN 국민계정 관련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default.asp

ㅇ OECD 국민계정 관련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

ㅇ 유럽통계처 UN 국민계정 관련 홈페이지 :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
European_system_of_national_and_regional_accounts_-_ESA_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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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경제활성화 지원통계 개선․개발(Ⅱ-1-①)
□ 추진배경 (목적)Ⅱ-2-②
ㅇ 경제통계 이용자의 요구 및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통계의 개선․개발 필요
ㅇ 신규로 개발한 기업생멸행정통계 품질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의 기반 마련
- 고용을 창출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라는 국정
과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정책 맞춤형 통계생산을 위한 기업생멸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능 고도화
- 기업활동조사 정착(’14년 기준 10차 조사)에 따라 기존 작성
통계의 정확성 제고, 정책 및 연구자료로서의 활용성 향상
․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제고
․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설정과 조사 결과의
시계열 분석 등으로 자료의 활용성 강화
ㅇ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및 세계경제와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 해석이 어려운 상황
- 정확한 경기진단을 위해 경기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계절조정
(Seasonal Adjustment: SA)을 통한 경제통계의 품질제고는 필수
적인 사항
-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각 시도에서는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CI)
작성 시도가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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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경기종합지수 작성기관에 우리청의 작성경험 및
노하우 지원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업체 단위 통계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생멸
행정통계의 품질 고도화 및 기업활동조사의 정확성 제고 추진
- 우리나라 기업활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생멸행정
통계의 품질 고도화 실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자료 정비 및 다양한 지표 작성․
업종세분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추진
- 기업활동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련 행정자료 활용 확대 및 이용자 수요 반영
․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수출입 자료를 입수하여 항목대체
및 내검에 활용하는 등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 통계조사에 활용
․ 선진 에디팅 기법(Banff 프로그램, 캐나다)을 도입 및 적용
하여 정확성 높은 조사결과 산출
ㅇ 경제통계 계절조정계열의 품질진단 및 시도경기종합지수 작성
기술 지원 등을 통한 경기종합지수 등 경제통계의 품질 제고
- 계절조정 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청내 경제동향 통계의 계절
조정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진단계획을 수립
․ 개별 통계별 계절조정 모형 진단과 계절조정 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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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조정 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계절조정 담당자의 계절조정 및 경기분석 능력을 제고
- 지역경기종합지수 개편/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에 수시로
지원하고, 담당자 통계작성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과 최근의 경기
동향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기업생멸행정통계 및 기업활동조사 전문가, 이용자 의견수렴

1～3월

기업생멸행정통계 및 ’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기본 계획수립

3월

2015년 계절조정통계 품질진단 계획 수립

3월

2015년 계절조정 학습동아리 수행계획 수립

4월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

5월

비 고

2/4분기

’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실시 및 실사지도

6～7월

2015년 지역 경기종합지수 발전 워크숍 개최

6～7월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9～10월

기업활동조사 자료처리계획 수립 및 자료내검 실시

7～10월

’14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및 기업활동조사 공표

11～12월

3/4분기

4/4분기

2015년 계절조정 품질진단 결과보고

11월

자영업통계 작성(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기업체 통계 활용도 제고
- (수혜자) 기업체 통계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부처 및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 경제
분석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인, 학자, 국민 등 통계수요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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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집단) 기업체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 제공기관
(국세청, 특허청 등), 세분화 기업통계 생산을 요구하는 기관 등
ㅇ 경기종합지수 통계품질 제고
- (수혜자)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절조정, 경제시계열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지역발전연구원, 통계청
내 주요 월간동향 작성기관(부서), 경기종합지수 및 월간 경제
통계 이용자(경제정책당국, 기업, 연구소,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경제통계를 주로 이용하는 기획재정부, 국토
교통부 등 주요 정책부서와 한국은행, 17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지역발전연구원, 통계청 내 주요 월간동향 작성부서 외 다수
□ 기대효과
ㅇ 기업체 단위의 통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및
조사자료의 활용성 제고 가능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를 통하여 세분화된 기업
생멸 행정통계 생산 등 이용자 수요에 적극 부응
- 기업활동조사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보다 정확한 국내 기업경영 현황 파악 가능
ㅇ 경제통계의 품질제고로 좀더 정도 높은 통계를 국민 등 수요자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기 흐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함
ㅇ 지역 경기종합지수 통계품질과 담당자 통계작성 역량 제고로
지역 통계 확충과 발전에 기여
- 통계청의 전문지식을 시도 등에 제공함으로써 통계청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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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95.9

116.7

(95.9)

(116.7)

▪경제구조통계 작성(301)

91.6

107.0

▪경제동향 작성(302)

4.3

9.7

경제통계 작성(Ⅱ-1-일반재정①)
① 경제통계 작성(30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기업체 통계

’13

’14

’15

신규

100

활용 제고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기업체 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①기업체 통계이용자 관련문서 및
측정하기 위한 복합지표로, 확대 노력건수×0.7)+ 메모보고
기업생멸행정통계 및 기업 (②원자료

제공건수

활동조사의 이용자 확대 노력 ×0.3)}
건수(70%)와 기업활동조사의
원자료 제공건수(30%) 측정을
통한 최종 100% 달성을 목표
치로 설정
통계품질 제고도

경기종합지수 통계품질 제고 ∑{(①SA통계 품질진단율 관련문서 및
노력을 지수화하고 최종 ×0.6)+(②지역CI기술 메모보고

(%)

100%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지원만족도×0.4)}

경기종합지수

100

100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지표1 〉기업체 통계 활용 제고도

1. 지표 정의 및 정책대표성
ㅇ 기업체 통계의 활용성 제고는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통계의 제공과 함께
통계의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기업체 통계 이용자 확대 노력 건수” 및
“원자료 제공건수”를 측정방법으로 설정하였음
- 기업생멸행정통계는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국정과제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
되는 통계로, 기업체 통계 이용자 확대 노력 건수로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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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통계로, ‘경제활성화 지원 통계
개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조사의 정확성과 함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건수 및 원자료 제공건수로 측정할 수 있음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① 성과지표 설정 사유 :
ㅇ 관리과제인 ‘경제활성화 지원 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기업체
통계(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활동조사)이용자 확대 노력건수와 원자료 제공건수를 복합지표로 선정
ㅇ 기업생멸통계는 품질고도화 추진과 업종 세분화 등 통계이용자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통계
이용 확대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ㅇ 기업활동조사에서는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및 수출입 자료를 입수하여 항목대체 및 내검에 활용,
선진에디팅기법(Banff 프로그램, 캐나다)을 도입 및 적용, 행정자료 활용 확대, 조사항목 개선
추진 등으로 정확성 제고를 통한 통계 이용자 확대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
② 구성지표별 가중치 산출방법 : 업무 비중, 업무의 중요도, 노력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
ㅇ 기업체통계 이용자 확대 노력 건수(70%)는 기업생멸행정통계와 기업활동조사 2개의 기업
통계 모두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표이며
ㅇ 원자료 제공건수(30%)는 통계이용자의 기업통계 원자료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이며, 통계법 제24조 ④항 행정자료의 재제공 금지 규정에 따라 기업생멸행정통계의 원자료는
제공할 수 없고 기업활동조사의 원자료만 제공가능하여 전체 비중 30%로 선정하였음
구분

기업체 통계이용자 확대 노력건수

가중치

원자료 제공건수

70.0

30.0

③ 측정방식
ㅇ 기업체 통계이용자 확대 노력건수(가중치: 70.0)
- 측정방법 : 목표 건수를 설정하여 건별 달성여부 확인
* 기업체통계 이용자 확대 노력도 건수의 선정은 정책부처, 전문가, 통계이용자 등 외부기관 등과의
직접적인 확대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성과로 선정하였음. 예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유관기관 간 협업, 통계지표확대, 기관간 협업을 통한 공동 통계생산 등이 있음

- 목표치 : 100%(전년대비 20%증가)
* 이용자 확대 노력 건수는 외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성과이므로 최근 2년
추세치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20%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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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3년

’14년

’15년 목표치

3건

5건

6건

기업체통계 이용자 확대 노력건수
*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육성프로그램 정책 자료제공, 중소기업청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정책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생태계 분석 지원,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적용한 업종
세분화 실시 등

ㅇ 원자료 제공 건수(가중치: 30.0)
- 측정방법 :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위해서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기업활동조사의
원자료(MDSS)의 연간 제공 건수
- 목표치 : 100%(전년대비 16.4% 증가)

*

’12년 이후 최근 3년간의 실적치 증가율에 고려한 추세치는 16.1%이며 이를 고려하여
16.4%로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구분

원자료 제공 건수

’12년

’13년

’14년

’15년 목표치

118

139

159

185

〈 지표2 〉경기종합지수 품질 제고도

1. 지표 정의 및 정책대표성
ㅇ 경기종합지수의 품질 제고는 정확한 경기분석을 위한 계절조정(SA)의 적절성 여부와 지역
경기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경기종합지수(CI)의 정확한 작성과 분석에 있으므로, “SA통계
품질진단율”과 “지역 CI 기술지원 만족도”로 측정
-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경기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경제
동향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비경기적요인(계절요인) 제거에 대한 품질진단이 필요하므로
경제동향 통계에 대한 계절조정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정을 권고
- 또한 지역경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우리청의 CI 작성 및 분석 노하우를 지역 CI 작성
담당자에게 전수함으로써 지역 경기종합지수의 통계품질 제고에 기여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① 성과지표 설정 사유 : 경기종합지수 통계품질 제고도 측정 지표로 “SA통계 품질진단율” 및
“지역CI 기술지원 만족도”를 복합지표로 선정
ㅇ SA통계의 품질진단 완료는 관리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통계의 개선과 직결되는 지표임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통계인 지역경기종합지수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통계작성 담당자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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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지표별 가중치 산출방법 : 업무별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일정 등을 감안하여 배정
ㅇ 계절조정 통계의 품질진단은 통계학적인 전문지식과 함께 274개 개별 통계의 특성에 맞는
모형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지역 경기종합지수(CI) 기술지원업무보다 업무량이 많음
- 그러나, 계절조정통계 품질진단율은 과정지표이므로 업무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60%만
배정하고, 전년 지역경기종합지수 기술지원만족도는 4.62로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목표: 4.64)이나 이를 40% 반영함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의지를 반영하였음
구성지표명

①SA통계 품질진단율

②지역CI 기술지원 만족도

가중치(합100)

60

40

주요내용

청내 SA통계 모형진단 및 품질평가

작성기법 교육 및 개발/개선 지원

③ 측정방식
ㅇ SA통계 품질진단율(가중치 60%)
- 측정방법: 계절조정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진단 작업의 각 연도별 달성률을 측정
- 측정산식=(진단이행 종수/당해 연도 진단대상 종수)×100
- 목 표 치: 100.0%(환산점수 60)
․총대상 813개 계열(광공업동향 7종(640개), 서비스업동향 3종(115개), 고용동향 1종(58개))
구분

전체

’14년 목표

’15년 목표

진단대상

813계열

539계열

274계열

목표 달성률

-

100.0%

100.0%

ㅇ 지역CI 기술지원 만족도(가중치 40%)
- 측정방법 : 통계청의 기술지원 노력에 대해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 측정산식= (만족도조사 결과/목표만족도)×100
- 목 표 치: 100.0%(목표환산점수 40점)
‘14년 만족도조사 결과

‘15년 목표만족도

(달성도)

4.62

4.64

(100.0%)

․’14년도 만족도 4.62는 통계청 외부이용자 고객만족도 최근 4년 평균 3.9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15년도 목표치를 전년대비 0.02p 상승한 4.64로 정한 것은 매우 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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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통계 개선 (Ⅱ-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이용자의 요구와 경제, 사회 환경변화 반영
- 기업의 비밀보호 의식 확산, 신규 및 세분화 통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응답부담 가중 등 조사환경 변화와 외부에서
행정자료 활용기반 통계작성 요구 증대
-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업실적, 연간급여액의 조사항목은 사업체 단위 조사가
어려워 본사차원 조사 확대 요구
- 연간 경제통계와 SNA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 통계이용자 관점에서 조사개념, 조사항목 등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여 정합성 제고
ㅇ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고품질의 통계생산 및 제공
- 우리 현실에 맞는 경제통계 데이터 에디팅 방법 개발을 통해
자료처리 업무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침 마련 필요
- 건설업조사의 140만건의 자료에 대한 공사종류(64개) 및 발주자
분류(88개)에 대한 정확성 향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항목 대체 확대
- 법인, 복식기장, 간편장부 대상 사업체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항목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지속적으로 추진
- 1기업 다사업체의 사업실적 항목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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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업통계 조사방법 개선
- (1기업 다사업체) 본사를 통한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일괄
조사로 현장조사 부실을 방지하고 조사 정확성 향상
※ 조사대상 : (’14) 지사점 20개 이상 법인 → (’15) 지사점 10개 이상 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위기관을 통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일괄 조사
ㅇ 산업구조통계 조사개념 일치화 및 표준화
- (광업제조업조사) SNA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사항목 추가
-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 조사표를 업종특성에 맞게 세분화
(J 출판‧영상‧방송, Q 보건‧사회복지 별도 분리)하고 업종별
특성 반영한 조사항목 추가
※ 국정과제(17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경제혁신 3개년 과제(48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53 콘텐츠산업 활성화) 추진의 기초자료

- (운수업조사) 운수업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조사표 통합(6종 → 1종) 및 조사항목 정비(미공표 항목
삭제, 조사항목 표준화 등)
ㅇ 체계적인 자료처리 및 내검실시로 자료 정확성 제고
- 선별/자동 에디팅 기법 확대 적용
․ 조사단위의 수정 효과를 사전에 계산하고 순위화하여 선택적
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오류 레코드는 자동탐색 및 처리
※ 산업구조통계 자동내검률 : (’14) 40.7% → (’15) 50.9%

- (건설업조사) 공사종류 분류, 발주자 분류에 대한 사례사전
DB 확충을 통하여 코딩률을 향상시키고, 오류코딩 자료를
검토·보완하여 통계 정확성 제고
※ 건설업조사 자동코딩률 : (’14) 48.5% → (’15)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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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건설업 자동코딩 확대 및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1월

연간단위 경제통계조사 조사개념 일치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2월

운수업조사 조사항목 개선방안 수립

2월

서비스업조사 조사표 및 조사항목 개선방안 수립

3월

경제통계에디팅 학습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3월

서비스업조사 조사방법 개선방안 수립

3월

경제통계에디팅 고도화 실시 계획 수립

4월

서비스업조사 조사방법 개선결과 보고

8월

건설업조사 공종 및 발주자 자동코딩 시스템 적용 결과 보고

9월

산업구조통계 조사개념 일치 및 표준화 결과 보고

11월

경제통계에디팅 추진결과 보고

12월

행정자료 활용결과 보고

12월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통계이용자)
- 통계자료 이용자(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 서비스업조사에서 업종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 통계 생산
으로 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 선진 에디팅 기법 확대 적용 및 건설업통계 자동코딩시스템
개선으로 자료 정확도 제고
ㅇ 이해관계집단
- (조사자료 이용자) 다양한 통계를 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제한적으로 수용
- (조사대상처) 기업의 비밀보호 확산으로 인한 응답불응과 신규
통계의 지속적 증가로 응답부담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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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산업구조통계) 경제통계 자료처리의 과학화로 경제성, 정확성
및 시의성 확보
ㅇ (건설업조사) 자동코딩시스템을 통한 자동분류로 통계의
일관성 및 정확도 제고
ㅇ (서비스업부문조사) 행정자료 활용 및 1기업 다사업체 조사
방법 개선으로 조사담당자 및 응답자의 업무부담 경감
ㅇ (운수업조사) 조사표 통합 및 조사항목 정비로 현장조사 부담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산업구조통계 개선․개발(Ⅱ-1-②)
① 경제통계작성(3031)

일반회계

▪ 경제구조통계작성(301)

50

51

(96)

(117)

50

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행정자료를 활용한 20.0 24.1 31.7

40.1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 (∑대체사업체수× 보고문서
이므로 2개년 연평균 증감률인 대체항목수/∑조사
26.0%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 대상 사업체수×조사
치를 26.5% 상향시킨 40.1%로 항목수) ×100
적극적 설정

52.7

신규지표로서 자체평가계획상의 (4개조사 자동내검 보고문서
적극적 설정 판단 기준의 예시 사업체 비율)*0.75+
(전년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 (건설업조사 공종 및
전년대비 10% 상승)보다 23.4% 발주자 분류 자동
상향시킨 52.7%로 적극적 목표 코딩률)*0.25
설정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조사항목 대체율1)
(%)

산업구조통계 자동
2)
내검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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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항목 대체율(%)
○ 대상조사 :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 산업구조통계 자동내검률(%)
○ 대상조사
- 자동내검(4종) :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 자동코딩(1종) : 건설업조사
○ 자동내검률 개념 : 사업체(기업체) 조사결과에 대해 기존에 내검요원이 검토하는 방식
에서 시스템을 개발‧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비율
- 자동내검률 : 업종별 주요 변수의 내검규칙을 설정하여 내검규칙 위배 업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처리하는 비율을 말함. 조사단위의 수정효과를 사전에 계산하고 순위화하여 선택적
으로 자료를 수내검을 실시하고, 이후 자료는 자동탐색 및 처리
- 자동코딩률 : 공종 및 발주자분류 자동코딩시스템을 개발‧활용하여 자동으로 코딩함으로써
내용검토 업무량이 감소되는 비율을 말함. 자동코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사전 DB확충
및 오류사례 수정 보완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자동코딩을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자료(140만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내용검토 수행 가능
○ 측정산식 비중 근거
- 조사별 사업체수(기업체수) 비중을 근거로 산정
업체수(천개)
259
194*
65

합계
자동내검률(4종 조사)
자동코딩률(건설업조사)

비중(%)
100
75
25

* 조사별 사업체(기업체)수 : 도소매업조사․서비스업조사(169천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18천개),
운수업조사(7천개)

○ 목표치(52.7%) 산출 근거
- (자동내검률 목표치)*0.75+(자동코딩률 목표치)*0.25
․ (50.9%*0.75)+(58.2%*0.25) = 52.725%
합계
자동내검률(4종 조사)
자동코딩률(건설업조사)

‘14 실적
42.7%
40.7%*
48.5%

증가율
23.4%
25.1%
20.0%

‘15 목표치
52.7
50.9
58.2

비

고

75%
25%

* ’14년의 3종조사(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자동내검률임

○ 적극적 목표 설정
- (자동내검률) 전년도 자동내검률 40.7%를 기준으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적극적 설정 판단
기준의 예시(전년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 전년대비 10% 상승)보다 대폭 상향(25.1%)
시킨 50.9%로 적극적 설정
- (자동코딩률) 전년도 자동코딩율 48.5%를 기준으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적극적 설정 판단
기준의 예시(전년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 전년대비 10% 상승)보다 대폭 상향(20.0%)
시킨 58.2%로 적극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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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의 적절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뒷받침

⇧
성과목표

이용자의 요구와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으로 「경제부흥」정책을 지원

⇧
관리과제

산업구조통계 개선

〈 지표1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항목 대체율(%)

- 지표정의 : 조사항목별로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대체함으로써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 정책 대표성
․(전략목표) 조사환경 악화에 따라 불응 및 불성실 답변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인세
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대체함으로써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에 기여
하고, 이러한 정확한 통계제공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향상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기반이 되어
전략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
․(성과목표) 기업의 비밀보호 의식 확산, 신규통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응답부담 가중
등 조사환경 변화와 외부기관에서 행정자료 활용 기반 통계작성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한
지표로 성과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
-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조사자료와 행정자료간 비교를 통해 대체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등 부서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필요
- 명확성,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산업구조통계 각 조사항목별로 행정자료를 대체한 실적을 집계하여 측정
* 이전에는 사업체별로 대체율을 파악하여 1개 항목이라도 대체하였으면 사업체 전체가
대체한 것으로 집계되어 불합리했음
- 기한성
․서비스업부문조사 자료처리 완료 후 12월 중 행정자료 활용한 항목대체율 결과 보고

〈 지표2 〉산업구조통계 자동내검률(%)

- 지표정의 : 산업구조통계(5종)에 대한 자동 내검 및 코딩으로 자료의 정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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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대표성
․(전략목표) 산업구조통계 대규모 조사자료(259천개 업체)에 대한 자동내검 및 코딩으로
자료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고품질의 통계가 생산되고, 국정과제 추진시 기초자료 등
으로 적극 활용됨으로 전략목표에 크게 부합되는 지표임
․(성과목표) 선진 에디팅 기법(Banff)과 타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업분류 자동코딩시스템을
내검시스템에 접목시켜 자료처리업무를 개선하였으므로 성과목표에 크게 부합되는 지표임
-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자동내검률 : 자동내검 대상사업체(기업체)의 연계율을 높이려는 부서의 노력과 역량이
필요
․자동코딩률 : 자동코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례사전 DB 확충 및 오류코딩 자료
검토 보완 등 부서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필요
- 명확성,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자동내검 및 자동코딩을 통한 자료처리비율를 파악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 제고 정도 파악
- 기한성
․건설업조사는 9월, 기타 4종 조사는 12월에 적용 결과 보고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가. 목표치 설정근거
〈 지표1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항목 대체율(%)

-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추세이므로 2개년 연평균 증감률인 26.0%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치를
26.5% 상향시킨 40.1%로 적극적 목표치 설정
〈 지표2 〉산업구조통계 자동내검률(%)

- 자체평가계획상의 적극적 설정 판단기준의 예시(전년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 전년대비 10%
상승)보다 대폭 상향(23.4%)시킨 52.7%로 적극적 목표치 설정
나. 측정방법
〈 지표1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항목 대체율(%)

- 측정방법 : 행정자료 활용 대체 항목수/전체 조사항목수
〈 지표2 〉산업구조통계 자동내검률(%)

- 측정방법 : (자동내검률*0.75)+(자동코딩률*0.25)
․자동내검률 : 자동내검 사업체(기업체)수/전체사업체(기업체)수
․자동코딩률 : (공종분류 자동코딩률+발주자분류자동코딩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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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활동동향통계 개선․개발(Ⅱ-1-③)
□ 추진배경(목적)
ㅇ 최근 경제 환경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활동동향
통계의 품질을 제고시키고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
통계에 대한 개선작업과 신규 통계 개발을 추진할 필요
ㅇ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 최근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재고지표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재고율
통계의 품질제고 필요성 대두
◇ (대내) 경제통계 정합성 제고 T/F 운영(’14년) 및 실행과제 추진(’15년)
- 경제통계의 정합성을 높여 통계 신뢰성을 제고하고 통계 이용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14.4.1., 경제통계 정합성 제고방안)
◇ (대외) 정책부서, 언론의 재고지표 활용 경기진단 및 세부분석 증가
- “최근 제조업 재고․출하 동향과 시사점”(’15.2.1., 기획재정부)
- “최근 재고율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지적…”(’14.12.2., 금통위 의사록)
-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고, 심상치 않다(’14.7.14., 이투데이)
- 재고율 5년만에 최악… 기업 “땡처리도 못해”(’14.4.5., 한국경제)

- 현행 재고율 통계는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만 작성․제공되고
있어, 통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세부 업종별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선할 필요
ㅇ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FTA 추진 등으로 인한 수입
증대예상에 따라, 국내에 공급되는 제품 동향을 국내생산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까지 포함하여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개발 필요성 대두
- 현행통계는 국내생산과 수입간 분류체계가 달라, 국내에 공급
되는 제품이 국산․수입 중 어느 쪽에 의해 어느 정도 조달
되는지 파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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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분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KSIC체계)의 내수출하 자료로,
수입분은 관세청 무역통계(HSK체계) 수입자료로, 양자가 별개로 집계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 재고율 통계의 포괄범위․작성
산식 등 작성방법 개선, 개선(안)별 통계 시산 및 분석 등을
통해 통계 작성 및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
작성방법
개선

작성 대상 품목 검토 등
포괄범위 관련 사항
제조업 단위, 품목별 재고율 총합 등
작성산식 관련 사항

통계 시산
및 분석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

개선(안)별 통계 작성 및 결과 비교,
관련 지표와의 분석 등

- (기초자료 수집) 해외 주요국의 재고율 통계 작성 현황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비교․분석
- (작성방법 개선) 포괄범위* 및 작성산식** 등 재고율 통계의 작성
방법을 검토․연구하고 개선(안)을 도출
* 재고 없는 품목, 계절성 높은 품목, 재투입량이 많은 품목 등
** 제조업 단위의 재고율, 품목별 재고율 총합 방식 등

- (통계 시산 및 분석) 도출된 개선(안)에 따른 재고율 통계 작성
및 결과를 비교하고, 관련 지표와의 분석 등을 통하여 통계 작성
및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
- 금년 중 통계 개선 완료를 목표로 기초자료 수집, 작성방법 개선,
전문가 의견수렴, 통계시산 및 결과분석,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
ㅇ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국내생산품 및 수입품의
공급동향을 매월 파악할 수 있는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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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념)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내수출하 자료와 이에 대응하는
관세청 무역통계의 수입 자료를 합산하여 지수화한 월간 통계
〈제조업 제품의 「출하」동향 및 「공급」동향〉

⇨ 수출용 출하

◇제조업제품 출하지수(기공표중)

◇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개발추진) ⇨

내수용 출하
내수용 출하

수입

- 예산과 인력을 수반하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이 없이, 기존의
데이터를 융합(조사통계+행정자료)하여 새로운 가공통계를 창출*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내수출하’ 자료와 관세청 무역통계 ‘수입’
자료를 품목별로 합산하여 전체 공급동향지수를 산출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산출 체계〉
통계청

관세청

품목별 내수출하
(조사통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별 수입
(행정자료; 무역통계)

〈품목별 연계․합산〉


신규 통계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내수출하+수입)

- ’13년부터 추진해 온 동 개발사업은 금년에 개발완료를 목표로
개발 통계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금년에 수행
* 품목연계 고도화 정책연구용역 수행, 매월 지수 시산, 지수산출시스템 구축,
지수 작성방법 관련 추가 검토 및 시산, 전문가 의견수렴, 통계품질진단평가
사전수행, 통계개발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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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2014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환류 추진
- (지적받은 사항) 모니터링이 주로 일상업무 추진과정에 발견
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정기적인 과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조업 생산속보지수 작성 시 지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조사 자료의 응답률을 향상시킬 필요

- (환류계획)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과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수립 이후의 상황변화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추진
※ 생산속보지수 응답률 향상을 위해 입력시스템 개선, 홍보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노력 강구 및 응답률 향상 결과 보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추진계획
(공급동향지수 개발) 품목연계 고도화 정책연구용역 계획(안) 수립

2월

(공급동향지수 개발)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매월 시산 착수

3월

(재고율 통계 개선) 국내외 제조업 재고통계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월1)

(공급동향지수 개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실행계획 수립

4～5월

(재고율 통계 개선) 통계 개선을 위한 환경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

4～5월

(재고율 통계 개선)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 계획(안) 수립
(재고율 통계 개선) 재고율 통계 작성방법 개선 및 통계 시산․분석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비 고

5월
6～9월

(공급동향지수 개발) 외부전문가 회의

7월

(공급동향지수 개발) 자체 품질진단 실시

9월

(재고율 통계 개선) 외부 전문가 회의

10월

(재고율 통계 개선)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 결과 보고

12월

(공급동향지수 개발)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결과 보고

12월

1) 산업활동동향통계의 연간보정 및 계절조정 업무 수행(매년 1～2월)으로 '15. 3월부터
과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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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연차별 추진 계획 〉
2013년
(개발 착수 단계)

2014년
(기반 구축 단계)

2015년
(정확성 제고 단계)

2016년
(통계 공표 단계)

․개발 계획 수립

․품목연계 정확성 제고 ․품목연계 고도화

․통계 안정화

․품목연계 기초작업

․추진상황 국통위 보고 ․통계품질 사전진단

․통계 공표

․통계 작성(안) 마련

․통계 개발 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경제정책당국,
한국은행, 경제연구기관(KDI 등), 협회, 기업, 학계, 일반국민 등
산업활동동향 통계 이용자 전체
ㅇ (이해관계집단) 기획재정부, 관세청․한국은행 등 기초통계
작성기관
□ 기대효과
ㅇ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 제조업 재고율 통계의 품질 및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경기진단시 보다 상세한 제조업 경기
동향 파악 가능 및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
ㅇ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수입점유비 등 국산품과
수입품간 연관분석이 가능해지고, 수입까지 포함한 국내공급
추이를 매월 파악함으로써, 제품수급․물가관리 정책 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경제통계 작성(Ⅱ-1-일반재정①)
① 경제통계작성(3031)
▪경제동향작성(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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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0.1

0.8

(95.9)

(116.7)

0.1

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15

신규 4.16 통계 개선결과의 이용자 만족도에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결과 이용자 만족도

대한

기존

실적자료가

없어,

(점)

2014년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의



1/2(1.27%)을 반영하여 상향 설정*



문서
 :

산업동향통계 이용자 만족도(4.11)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의

결재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개인별 응답척도
(5점척도)

:

총 응답자수

* 만족도지표의 경우, 추세치의
1/2만 반영(임계치를 고려한 정
성적 판단)
제조업제품

신규 90.0 국가통계

공급동향

품질관리

매뉴얼 품질진단 평가점수 =

지수 통계 품질진단 평가

「진단점수 구분 및 품질수준

점수(점)

체계」의 5개 수준 중 최상위





 




  × 점수

    



수준인 ‘우수(90점 이상)’로 설정

 :

지표별 가중치

* 신규 개발하는 통계임에도 불구

:

평가지표 수

:

평가자

하고,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수준체계 중 최상위등급과 동일
하게 설정한 것은 매우 도전적인

결재
문서

수(극단

값평가자 제외)

목표 설정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성과목표

시의성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

관리과제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선․개발

⇧

⇧

⇧

성과지표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결과
이용자 만족도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통계
품질진단 평가점수

〈 지표1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결과 이용자 만족도

1. 성과지표 개요
◦ 지표 정의 :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평가한
전반적인 만족도(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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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개요
- 평가시기 : 2015년도 연말
- 평가주체 : 기획재정담당관실(성과관리팀)에서 주관하여 실시(객관성․신뢰성 확보)
- 외부이용자 인원 : 20명(성과관리팀이 산업동향과가 제공한 pool 중 임의로 20명 선정)
- 결과 보고서의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
구성항목

내용

∙개선의 필요성

․개선 통계의 중요성 등

∙작성 방법의 적정성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 정도
․적절한 방법 선정을 위한 노력도 등

∙통계 작성결과의 타당성

․통계결과의 정확성 정도
․관련통계와의 일관성 정도 등

∙통계의 활용성

․개선 통계의 유용성 및 향후 활용 가능성
․향후 추진방향 제시 등

◦ 성과지표의 특성
- (대표성․명확성) 기존 통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된 통계에 대해 고객
(이용자)가 얼마나 만족하는가이므로, 동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높음. 동 지표는 또한 통계 개선
업무의 전영역(개발 필요성, 작성방법의 적정성, 작성결과의 타당성, 통계 활용성)의 결과에 대
하여 통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므로 포괄성과 구체성이 매우 높은 지표임
- (결과지향성) 통계 개선결과의 이용자 만족도는 최종 수요자의 만족정도를 직접 측정하므로 국민
체감형 결과지향적 지표이며,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이 매우 높음
- (측정산식의 합리성) 통계 개선결과에 대하여 성과관리팀이 주관하여 외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므로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임
※ 부서 성과지표의 선정을 위해 부서내부회의(3회), 부서원전체 의견수렴(1회)을 실시 후, 성과관리
내부TF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보완 및 성과지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표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확보
2. 목표치 설정 근거
◦ 통계 개선결과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기존 실적자료가 없어, 2014년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의
산업동향통계 이용자 만족도(4.11)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2.53%)의 1/2(1.27%)을 반영하여
*

상향 설정

* 만족도지표의 경우, 추세치의 1/2만 반영(임계치를 고려한 정성적 판단)

-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의 산업동향통계 이용자 만족도
2012년

2013년

2014년

’12～’14년 평균증가율(=추세치)의 1/2

3.91

3.95

4.11


 








-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결과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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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기존통계의 작성방법을 신규로 개선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1970년 이후 안정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산업동향 통계의 이용자 만족도
보다 높게 설정한 것은 매우 도전적임
〈 지표2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통계 품질진단 평가점수

1. 성과지표 개요
◦ 지표 정의
*

- 외부 평가단이 개발통계의 품질을 국가통계 품질관리매뉴얼(가공통계용 통계품질지표) 에 따라
**

평가 후 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 한 점수(100점 만점 환산)
*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매뉴얼(정기통계품질진단)의 가공통계용 통계품질지표 36개(산업동향과가 제공)
중 해당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신규개발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에 적합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
** 지표별 가중치는 품질관리과의 가공통계용 통계품질지표 가중치 사용(산업동향과가 제공)

- 5명의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극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
* 상자그림에서의 극단값 판별기준인 (Q1-1.5×IQR, Q3+1.5×IQR) 범위를 벗어나는 값
(여기서, Q1: 일사분위수, Q3: 삼사분위수, IQR: Q3-Q1)

〈참고〉작성절차별 통계품질지표수 및 가중치(요약)
통계품질지표
구 분(작성절차별)
지표수

가중치(지표별 가중치를 합산)

1. 통계작성기획

5개

15.1

2. 가공통계설계

5개

17.9

3. 자료수집

5개

16.6

4. 자료입력 및 처리

3개

11.4

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5개

15.1

6. 문서화및 자료제공

9개

14.9

7. 사후관리

4개

9.0

36개

100.0

합 계

※ 평가지표(통계품질지표) 목록 및 지표별 가중치 자료는 분량이 많아 미수록

- 성과지표 선정 의의
․정부승인통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품질진단 방법을 신규로 개발하는 통계에 사전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 고품질의 통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개발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평가 개요
- 평가시기 : 2015년도 연말
- 평가주체 : 기획재정담당관실(성과관리팀)에서 주관하여 실시(객관성․신뢰성 확보)
- 평가위원 선정 : 산업동향과가 제공한 15명의 외부전문가 pool 중 성과관리팀이 임의로 5명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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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수를 5명으로 제한한 이유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 통계 품질진단 평가업무는 표본설계 등 특정영역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작성기획 등 작성 全영역(7개 작성절차, 36개 통계품질지표, 180여개 세부품질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방대하고 심층적인 업무로서, 관련분야 전문가만이 정확성 높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일반 통계
이용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수를 5명으로 제한하였음. 참고로, 품질
관리과에서는 통상 통계당 1명 또는 3명의 외부전문가가 품질진단 업무 수행 중임.

- 평가관련 유의사항
․‘해당없음’으로 판정되는 ‘통계품질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작성절차’내에 있는 나머지 지표
가중치의 합이 해당 작성절차의 당초 가중치와 같아지도록 나머지 지표의 가중치들을 조정
※ 각 ‘통계품질지표’내 ‘세부품질요소’가 ‘해당없음’인 경우도 동일한 원리로 조정
(나머지 세부품질요소 점수의 합이 해당 지표의 당초 점수와 같아지도록 조정)
동 가중치 조정 방법은 품질관리과가 수행하고 있는 방식임
- 평가관련 자료 제공
․산업동향과는 평가위원 pool, 평가에 필요한 자료(매뉴얼, 지표, 가중치 등), 평가자가
판단을 하기 위한 개발통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성과관리팀에 제공
◦ 성과지표의 특성
- (대표성․명확성) 신규 통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통계의 품질 수준이므로,
동 성과지표는 개발업무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포괄성이 매우 높은 지표임. 또한 동 성과지표는
36개 지표별로 180여개의 세부품질요소에 대해 평가하므로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임.
- (결과지향성) 개발 통계의 품질이 높을수록(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통계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정도가 높아지므로, 동 지표는 국민체감형 결과지향적 지표이며, 목표와 결과간 인과관계가 높음
- (측정산식의 합리성) 측정 산식․방법이「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의 내용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명확함
※ 부서 성과지표의 선정을 위해 부서내부회의(3회), 부서원전체 의견수렴(1회)을 실시 후, 성과관리
내부TF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보완 및 성과지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표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확보
2. 목표치 설정 근거
◦ 201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진단점수 구분 및 품질수준 체계」의 5개 수준 중
최상위 수준인 ‘우수(90점 이상)’로 설정
〈 진단점수 구분 및 품질수준 체계 〉
진단점수

90점 이상

80～90점

70～80점

60～70점

60점 미만

품질수준

우수

양호

보통

주의

미흡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제조업제품 공급동향지수는 작성방법 문제, 품목연계의 어려움, 산출
결과에 대한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은 신규 개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동
통계의 품질수준을 이미 공표하면서 다년간의 품질향상과정을 완료한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수준체계 중 최상위등급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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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개선(Ⅱ-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최근 글로벌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외 역직구(수출) 및 직구(수입) 통계 작성 및 서비스 필요
- 온라인쇼핑을 통한 수출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 수요에
적시 제공을 위해 해외 역직구 및 직구 동향 통계 필요
- 내수시장 활성화, 유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역직구 및
직구 상품에 대한 통계 이용자의 관심 증가 및 세분화 요구
◈ 역직구(수출) 규모 및 직구(수입) 현황에 대한 여러 자료의 언론 보도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 필요
◈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현황을 제공중이나 연간 자료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작성(미승인 통계)
◈ 해외 온라인 역직구 및 직구 통계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용어, 기초자료 수집, 작
성방법 등에 대한 지침 부재

ㅇ 유통 및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업동향통계의
제공으로 통계 활용도 극대화 필요
- 최근 통계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대형마트 세분화 요구
- 지역발전 정책의 효율적 뒷받침 및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통계 수요 증가
◈ 소매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면세점․아울렛(‘10년
(20.3%) → ’14년(30.0%))의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
규제 등으로 할인점은 부진
◈ 현재 소비동향 및 서비스업동향 지수는 전국단위 기준으로 작성․공표됨에 따라
지역별로 시의성 있는 지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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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해외 역직구(수출) 및 직구(수입) 통계 개발
- 정책부처 및 온라인쇼핑 수출업계 등에서 시의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작성․제공
- 통계 작성 기초 자료

① 해외 역직구 통계 :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 수출액,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 수출액
② 직구 통계 : 수입 통관 신고 자료
- 통계 작성 단위

① 10~20개 상품군별 역직구 및 직구 거래액
② 수출․수입 국가(지역)별 역직구 및 직구 금액
ㅇ 대형마트 통계 세분화 공표
- 대형마트를 대형할인점 및 기타대형마트로 구분
․ (대형할인점) 포괄범위는 3대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기타 대형할인점(코스트코, 농협 하나로클럽,
메가마트 등)
․ (기타대형마트) 면세점 및 아울렛
ㅇ 시도 서비스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개발 공표
- 시도별 서비스업생산동향 및 소매판매동향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별 기초자료 제공
- 공표 범위
․ (시도 소매판매) 16개 시도․업태별, 경상․불변지수 및 동기비
․ (시도 서비스업) 16개 시도․13개 대분류별, 경상․불변지수 및 동기비
- 공표주기 : 분기(KOSIS 게재 및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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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 제공
-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비교 가능한
자료로 발굴․제공
ㅇ 월별 소비통계와 국민계정 민간소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판매지수 개발
- 서비스판매지수 분류 재검토, 시스템 개발, 지수 분석 및 보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계획(안) 수립

1월

업무2-다

대형마트 세분화 통계 제공

3월

국가통계위원회 상정(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계획, 시도별
소매 판매액 지수 개발 결과)

3월

온라인쇼핑 수출․수입 통계 세부 개발 계획(안) 수립

4월

업무2-다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개발․공표 계획 수립

5월

업무2-다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 작성 계획 수립

5월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결과 보고

8월

서비스판매지수 개발 결과 보고

9월

온라인쇼핑 수출․수입 통계 전문가 회의 실시

9월

업무2-다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결과 보고

11월

업무2-다

행정자료 제공기관 업무협의

11월

온라인쇼핑 수출․수입 통계 공표

12월

업무2-다

업무2-다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정책 부처, 한국
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연구기관, 협회, 기업, 일반 국민
등 서비스업동향통계 수요자 전체
ㅇ (이해관계집단) 행정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환경
공단 등), 주요 정책 부처 및 부서(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지역발전 연구원, 학계 및 언론 등
- 153 -

□ 기대효과
ㅇ 온라인쇼핑을 통한 수출․수입 통계를 작성․제공하여 현
(現)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의 신속한 지원
ㅇ 지역의 서비스업 경기동향과 관련한 세부지표를 제공함으로
정확한 지역 정책수립 가능
ㅇ 대형마트 통계에 대한 구분 작성으로 유통 구조변화 반영
및 통계이용자 수요에 부응
ㅇ 최근 소매시장에서의 상품 등 유통형태 변화를 파악하여 유
통산업 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경제통계 작성(Ⅱ-1-일반재정①)
① 경제통계작성(3031)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4.3
(95.6)
4.3

9.7
(116.7)
9.7

▪ 경제동향작성(3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12

해외 역직구

’13

목표치
’14

’15

측정산식
’15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신규 100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후 결과
개발후 공표를 목표로 설정
공표 여부

및 직구 통계
개발 진척률(%)
서비스업동향
*

통계 활용도(천건)

목표치가 ‘11년～14년은 상승
274 추세이나 이용건수가 임계치에
신규
다다른 외부환경 특성을 고려
하여 ’15년 목표치를 ‘14년 실적
271천건대비 1.0% 상향하여
274천건으로 목표치를 설정

* 성과계획서상 경제통계이용건수관련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음(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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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관련문서( 메모보고
포함) 및 공표자료

∑서비스업동향 KOSIS
이용실적
통계 이용건수 (관련 보고문서)
(서비스업동향
조사 + 온 라 인
쇼핑동향조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
시의성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
⇧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개선
⇧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진척률
서비스업동향통계 활용도

〈 지표1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진척률

○ 성과지표 특성
- 최근의 급격한 유통시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통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포함된 지표임
<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과정별 가중치 >
합계

개발계획
수
립

전문가
회의(2회)

시험조사 및
항목선정

세부개발
계획수립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결과공표

100

15

5

10

20

30

20

- 통계 개발과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문서 및 공표자료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개발 완료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업임
○ 목표치 설정 근거
- 역직구 통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를 직접 조사해야 해야 하고 금년도에 완료
해야 할 신규 통계로 별도의 홍보 및 예산, 인력의 지원 없이 열악한 조사환경을
극복해야함
- 또한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는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
- 역직구(수출) 규모 및 직구(수입) 현황에 대한 여러 추정 자료의 언론 보도로 인한
혼란을 막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통계 개발 지표임
▪ 전자상거래 수입현황(관세청)과 온라인쇼핑 수출․수입통계(통계청)와의 차이
발표주기

작성분야

작성주기

기초자료

관세청

수시

수입

연간

통관신고자료

통계청

월(분기)

수출/수입

월간

수출 : 조사, 수입: 통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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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2 〉서비스업동향통계 활용도

○ 성과지표 특성
- 2015년 서비스업동향통계의 추진목표는 서비스업동향통계의 활용 극대화에 있는
만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이고 명확한 지표로 다양한 노력과 역량이 포함
된 지표임
○ 목표치 설정 근거
-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발표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4년보다 1.0% 상향
하여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도 목표치는 매우 부단(不斷)한 통계
활용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임
< 서비스업동향통계 이용건수 및 목표 >
< 단위 : 천건 >

서비스업동향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합계

2012년

153

105

158

2013년

188

74

262

2014년

191

80

271

2015년

193

8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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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통계 개선․개발(Ⅱ-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의 경제정책 및 통화정책,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수혜금,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 등에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신뢰성 제고
-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기준년도 개편 추진
ㅇ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차이 해소 방안 추진
-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공식통계와의 차이에 대한 일반
인의 이해 향상을 위한 소비자물가 전용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소비자의 트랜드가 좀 더 빠르게 반영되는 온라인 시장
가격을 활용한 시의성 있는 물가 보조지표 개발 필요
ㅇ 소비자물가조사 현장에 부합하는 모바일 조사 장비 교체를
통해 현장조사의 정확성,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최신의 전산기술 및 모바일장비를 도입․보급하여 소비자물가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추진
- 2015년 기준가격 확보를 위한 추가도시 및 추가예상품목 조사 실시
- 2010년 이후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추가 및 낮은 품목
제외 등 조사품목 개선
- 157 -

- 외식 등 분류의 세부적인 품목별 지출액 파악을 위한 가계
특별조사, 물가지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수계산식 개선 검토
2015년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조사지역 선정
▪추가예상품목 선정

▪대표품목 조정 (추가, 탈락, 세분/통합)
▪가중치 자료수집을 위한 가계특별조사
▪지수계산식 검토 (기하평균산식 등 도입)

2016년
▪대표품목 확정
▪가중치 개편
▪신지수 공표

ㅇ 소비자물가 전용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소비자물가 전용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14.12.31)이후 국내외 관련
동영상 및 시각적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동영상
개발 추진
- 소비자물가 전용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온라인물가지수 개발
- 품목별 가격 및 지수 시계열 검토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품목을 선별
- 수집되는 품목 중 가공식품, 기타공업제품 위주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물가지수 공개 검토
ㅇ 모바일 조사 장비 교체 추진
- 소비자물가조사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 및 본청 중앙조사 담당
직원에게 최신의 모바일 조사장비 도입 추진
<소비자물가조사 현장조사 전산장비 도입 연혁>
‣2002년 : (1차) CAPI조사를 위한 개인휴대용단말기(PDA) 도입
‣2005년 : (2차) 개인휴대용단말기(PDA) 도입
‣2010년 : (3차) 휴대용미니컴퓨터(넷북) 도입
‣2015년 : (4차) 태블릿(Tablet)기기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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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에 중요한 편의성과 휴대성을 고려하고, 보안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바일 장비 교체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소비자물가조사 모바일 조사장비 교체 기본 계획(안) 수립

2월

‘15년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위한 ’15년 실행계획 수립

3월

온라인 생활용품 물가지수 개발 계획 수립

3월

소비자물가조사 모바일 조사장비 관련 지방청 의견수렴

6월

소비자물가이해 홈페이지 개선 계획 수립

6월

가중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가계 특별조사 실시

8월

소비자물가조사 신규 모바일 조사장비 지방청 보급

8월

최하위 집계단위 기하평균 계산식 도입 검토

9월

온라인 생활용품 물가지수 관련 내부 관계자 회의

10월

소비자물가이해 홈페이지 신규 컨텐츠 서비스 실시

11월

‘15년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1차 선정

12월

온라인 생활용품 물가지수 개발 결과보고

12월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정부, 기업 및 전 국민
-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수립과 민간 계약관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신뢰성 제고는
정부 및

기업의 올바른 경제적 선택을 유도하여 그 효과가

전 국민에게 파급됨
ㅇ 이해관계자 : 정부, 기업 및 전 국민
-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지표로서
활용되며,
-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연금 상승률 등과 연계되어 정부
및 기업의 지출액과 전 국민의 임금 및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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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최근의 소비지출구조에 맞게 변경하여
소비자물가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하고, 지수작성 및 조사방법
개선 추진을 통해 물가통계의 정확성 제고
ㅇ 물가지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와의 차이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경제통계 작성(Ⅱ-1-일반재정①)
① 경제통계작성(3031)

’14

일반회계

’15

95.9

116.7

(95.9)

(116.7)

91.6

107.0

4.3

9.7

▪ 경제구조통계작성(301)
▪ 경제동향작성(3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기준년 개편 추진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15

100

100

수행률(%)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수계산식 검토, 가중치 ∑추진업무별 수행률

관련 보고 문서

산출 기초자료 수집 등
지수개편기초작업 실행

물가지수이해
홈페이지 개선
만족도(점)

신규

4.30

‘14년

구축당시

외부 물가이해

이용자 만족도 4.1 대비 방문자를

홈페이지 물가이해

홈페

대상으로 이지 개선 내용

5% 향상한 4.3을 목표 주요 개선 컨텐츠에 만족도 점수
치로 설정

- 160 -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

성과목표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
개선으로 「경제부흥」 정책지원
⇧

소비자물가통계 개선․개발

관리과제

⇧

성과지표

기준년 개편 추진 수행률

물가이해 홈페이지 개선 만족도

〈 지표1 〉기준년 개편 추진 수행률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성과목표와 결과간 인과성‧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등)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추진 과정>
연도
수행률
(누적)

내용

2014
30%
(30%)
◦ 지수개편 준비
- 기본계획 수립
- 조사도시 및 권역 조정
- 국가통계위원회 안건 상정
- 추가예상품목 선정

2015
30%
(60%)
◦지수개편 실행
- 기하평균 계산식 도입(10%)
- 가계 특별조사 실시(10%)
- 대표품목 1차 선정(5%)
- 세종시 물가지수 작성(5%)

2016
40%
(100%)
◦ 지수개편 마무리
- 대표품목및가중치확정(10%)
- ‘15년 기준가격 결정(10%)
- 신지수 작성(10%)
- 신구지수 접속(5%)
- 신지수 공표(5%)

‧소비자물가 개편은 경제 및 통화 정책수립․평가, 사회보장수혜금 등 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반영도를 제고한 물가통계 생산 추진함으로써 전략
목표에 크게 부합하는 핵심적인 지표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치자금법 등 38개 법령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편 추진율은 상위 성과
목표와 인과성이 높은 지표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3년간(’14~16년) 추진하는 개편작성 수행은 절차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며, 단계별 추진
과정을 목표로 하여 달성정도를 보고문서로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임
‧특히 개편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업무 추진 단계별 과정지표로 설정할
수 밖에 없음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 0.1% 변동도 중요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성 제고와 고품질 물가통계 작성을 위해
지수개편의 주요사항인 대표품목 개선과 가중치 개편 외 계산식 개선 및 세종시
추가 등에 따른 지역대표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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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년 개편 추진과정 중 중간년도에 해당하는 금년 추진 업무는 방법론 정립 및 기초
자료 확보, 지역대표도 제고와 관련된 핵심업무로서 내년의 개편 마무리를 위해 시의성
있게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①기하평균 계산식 도입검토
↓
방법론 정립

②가계특별조사 실시
③대표품목 1차 선정
↓
↓
가중치 기초자료 확보 대표품목 개선

④세종시 물가지수작성
↓
지역대표도 제고

〈 지표2 〉물가이해 홈페이지 개선 만족도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성과목표와 결과 간 인과성‧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등)
‧물가이해 홈페이지는 소비자물가통계에 대한 이해, 체감물가와 공식물가 차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여 ‘14년 말에 서비스 실시하였음
‧시범 서비스 기간(‘14년 11월)에 이용자 의견 수렴 결과 동영상 등 신규 컨텐츠에
대한 개발 요구를 수용, 유용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15년내 서비스할 계획임
‧이에 대해 홈페이지 방문객으로부터 개선 만족도를 평가받고 지속적 개선을 실시
함으로써 소비자물가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와 인과성이
높은 지표라 할 수 있음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15년 신규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이후 물가이해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선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구성하여 5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신규 컨텐츠 서비스(10월 예정)
이후 홈페이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너를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11월 예정)
‧물가이해 홈페이지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체감물가 이해 증진 등 물가통계 개선 결과 측정을
위한 합리적 지표임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12∼’13년 실적
’13
-

’12
-

’14
4.1

’15년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4.3

- (측정산식)
‧ 물가이해 홈페이지 개선 만족도 관련 주요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 점수 평균 계산






 ⋅







  만족도 점수 첨자   만족도 문항수   응답자수

‧ 물가이해 홈페이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물가동향과에서 별도 실시
- (목표산출근거)
‧ ‘14년 물가이해 홈페이지 구축 후 시범운영 기간 중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통계청 외부 만족도 4.1 대비 5% 향상시킨 4.3을 목표치로 설정
‧ ‘14년 시범 서비스 기간 중 높은 만족도(4.1) 이후 5% 상향은 적극적 목표치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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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지표의 작성 강화(Ⅱ-1-⑥)
□ 추진배경 (목적)
ㅇ 지역소득통계 개편·이행 및 국민B/S 공동개발을 통해 두 통계의
정도 및 국제비교성 제고를 도모한 데 이어, 통계의 추가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 수행으로 통계의 완결성 및 이용자 적합성 제고
- (지역소득통계) 세종시(2012.7월 출범)가 시도 단위 지역소득
추계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 행정구역과 통계 편제단위 간
불일치 발생
- (국민B/S) 경제활동계정의 편제대상에서 토지 등 비생산자산이
제외됨에 따라 잠재GDP 추정 및 산업별 생산성 분석 등
국가자산통계의 활용상 제약 상존
⇒ 행정구역 개편결과 반영 및 경제활동계정 편제범위 확장을
위한 신규지표(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 등 통계내용 확충을
통해 지표의 완결성 및 이용자 적합성 제고 도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소득통계) 세종시의 분리 편제를 위한 추계방법 조기
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세종시 지역계정(생산·분배·지출)의 정상 추계가 관련 기초
자료가 완비되는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적 기초자료 발굴 및 추정기법 개발 등을 통해 조기
추계 시도
※ 현행 가용 기초자료 및 가능 추계범위 검토 후 대안적 기초자료 발굴 및
이에 기초한 추정기법 개발 등을 통하여 세종시 지역계정의 조기 추계 및
추계범위 확대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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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 B/S)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을 통해 현재 고정자산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계정을 토지자산까지 확장
함으로써 통계의 활용성 및 계정의 완전성 제고
- 본원생산요소의 하나인 토지자산의 경제활동별 추계를 통하여
산업별 요소투입 추정 및 생산성 분석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선행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모범사례 지향
※ 실사에 의한 추계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비효율적인바, 경제총조사 등
다양한 관련 기초자료 활용 및 배분기준 마련 등을 통한 하향추계방안
마련 필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지역소득) 세종시 GRDP 분리 추계 관련 유관기관 회의
(국민B/S)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계획 수립
(국민B/S)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 관련 공동작성기관 회의
(지역소득) 세종시 GRDP 분리 추계 기본계획 수립
(지역소득) 분리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추계방안 도출
(국민B/S) 기초자료 입수,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
(지역소득) 분리 추계 1차 시산,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B/S) 유관기관·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추계방안 도출
(국민B/S) 1차 시산, 검토 및 유관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소득) 분리 추계 2차 시산, 수정·보완 및 최종 보고
(국민B/S) 2차 시산, 검토 및 유관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B/S) 시산결과 수정·보완 및 최종 보고

세부일정
3월
2월
3월
4월
4～6월
5～6월
9월
7월
8～9월
11～12월
10～11월
11월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지자체 GRDP 추계실무자) 세종시 분리 추계를 통해 충남
및 충북 지역의 시군구 단위 GRDP의 정도 제고 도모 가능
- (세종시 정책담당자) 세종시 GRDP 추계를 통해 세종시의
경제규모 및 생산구조 파악과 함께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
기반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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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국민B/S 담당자) 계정 확장효과 및 국제적 모범
사례 역할과 함께 두 기관의 지식 공유 및 협업 등을 통해
통계작성 역량 제고 도모 기대
- (통계이용자) 행정구역 개편결과 반영 및 세부계정 확장을
통한 통계내용 확충 및 완결성 제고 등으로 통계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기대
ㅇ 이해관계자
- (지자체 GRDP 추계실무자) 세종시 분리 추계에 따른 충남 및
충북지역 등의 시계열 변화에 따라 그 요인 분석 및 통계신뢰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필요
- (충청권 지자체 정책담당자) 세종시 출범의 경제적 영향 등
충청경제권(대전, 충북, 충남 및 세종) 관련 새로운 정책분석
및 통계수요에 대한 준비 필요
- (한국은행 국민B/S 담당자) 계정 확장에 따라 두 기관 간의
추가적 업무부담 조정 및 새로운 역할분담체계 수립 필요
□ 기대효과
ㅇ (세종시 분리 추계) 세종시 분리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지역
소득통계의 완결성 조기 확보 가능
- 세종시 조기 분리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가공·조정 및
추계기법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통계 작성역량 강화 기대
ㅇ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 국민B/S의 경제활동계정 확장을
통해 산업별 요소투입 추정 및 생산성 분석 등 통계의 활용성
및 이용자 적합성 강화 가능
- 선행사례 부재 속에서 선제적 방법론 수립 및 시산·보완 등을
통해 국민계정 분야의 국제적 선진사례 구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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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자료수집 방법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15

신규

3.90

세종시 GRDP 분리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개발과정 및 추진결과에 대한 [∑(각

지표점수 과제 추진 관련

추계방법 개발결과의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가중치)/∑(지표별 공문, 메모보고,

품질평가도(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가중치)]/n

부속

작성

전문가

n: 평가위원 수

※ 추세값 적용이 불가함에

* 각 구성지표의

따라 과거사례를 참고하여
목표치

측정산식

*

설정(유사지표 의

문서

및

평가결

과

및

평가표는 아래

목표값 평균값(’14년: 3.83)

참조

보다 0.07 상향 설정)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결과의

신규

3.90

품질

개발과정 및 추진결과에 대한 [∑(각

지표점수 과제 추진 관련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가중치)/∑(지표 공문, 메모보고,

평가도(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별 가중치)]/n

부속

작성

전문가 평가결과

n: 평가위원 수

※ 추세값 적용이 불가함에

문서

* 각 구성지표의

따라 세종시 GRDP 분리

측정산식

추계 개선과제 사례를 참조

평가표는 아래

하여 목표치 설정

및

참조

※ 5점 척도 측정산식의 목표값 적용 사례(2014년 성과관리시행계획)

통계분류 이용자 만족도(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69

3.79

3.71

3.79

4.24

4.27

3.26

3.26

교육내용 현업적용 만족도(점, 공통)
통계청 인지도

3.22

3.17

3.40

국제자료제공성과도 평가
정책고객 서비스 만족도

4.03

4.06

4.09

3.83

통계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통계종합간행물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 균

4.12

3.83

4.05

4.08

4.14

3.69

3.77

3.8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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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 세종시 GRDP 분리 추계방법 개발결과의 품질평가도

○ 성과지표 측정산식: 평가위원들(10인 이상*)의 평가점수(5점 척도) 평균
< 전문가 평가: 평가 지표 및 가중값 >
평가지표

개발
과정
(4 0 )

개발
내용
(4 0 )

개발
성과
(2 0 )

내용

가중치

개발의 필요성

· 개발 통계의 중요성 등

10

계획수립의 적정성

· 관련 기초자료 현황 사전조사 및 분석
· 환경요인 및 이해관계자 분석 등

15

환경변화 대응성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도
·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 충실도 등

15

추계방법의 적정성

· 통계 작성방법의 타당성 정도
· 각종 기초자료 및 행정자료 이용 정도 등

20

개발결과의 타당성

· 관련 지표와의 정합성 정도
· 산출지표와 개발취지와의 부합성 등

20

목표 달성도

· 계획대비 달성도(추진일정) 등

10

통계의 활용성

· 향후 활용 가능성
· 향후 추진방향 제시 등

10

* 지자체 시군구 단위 GRDP 추계실무자, 한은 지역경제 담당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유관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

○ 측정산식 구성지표: 평가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개발 추진과정, 추진내용 및 추진
성과 등 개발업무 전반에 걸쳐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 (개발과정) 계획 수립, 개발업무 추진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및
이해관계자 분석 등에 기초한 사업추진의 충실성 평가
- (개발내용) 기초자료 확보 및 추계방법 정제방안 모색 등 개발과정에서의 추계
결과 정도 제고 노력 평가
- (개발성과) 일정추진의 적정성, 개발결과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에 기초하여
사업추진의 무결성 및 개발결과의 목표 부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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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2 > 산업별 토지자산통계 개발결과의 품질평가도

○ 성과지표 측정산식: 평가위원들(5인 이상*)의 평가점수(5점 척도) 평균
< 전문가 평가: 평가 지표 및 가중값 >
평가지표

개발
과정
(4 0 )

개발
내용
(4 0 )

개발
성과
(2 0 )

내용

가중치

개발의 필요성

· 개발 통계의 중요성 등

10

계획수립의 적정성

· 관련 기초자료 현황 사전조사 및 분석
· 환경요인 및 이해관계자 분석 등

15

환경변화 대응성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도

15

추계방법의 적정성

· 통계 작성방법의 타당성 정도
· 각종 기초자료 및 행정자료 이용 정도 등

20

개발결과의 타당성

· 관련 지표와의 정합성 정도
· 산출지표와 개발취지와의 부합성 등

20

목표 달성도

· 계획대비 달성도(추진일정) 등

10

통계의 활용성

· 향후 활용 가능성
· 향후 추진방향 제시 등

10

* 국민B/S 작성 세부분야별 전문가 제약으로 인해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한국은행,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 측정산식 구성지표: 평가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개발 추진과정, 추진내용 및
추진성과 등 개발업무 전반에 걸쳐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 (개발과정) 계획 수립, 개발업무 추진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및
이해관계자 분석 등에 기초한 사업추진의 충실성 평가
- (개발내용) 기초자료 확보 및 추계방법 정제방안 모색 등 개발과정에서의 추계
결과 정도 제고 노력 평가
- (개발성과) 일정추진의 적정성, 개발결과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에 기초하여
사업추진의 무결성 및 개발결과의 목표 부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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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2

전략
목표

이용자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개발․개선으로
국민행복 정책을 뒷받침한다.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국민행복」정책 뒷받침

성과

시의성 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

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국민행복」정책 뒷받침
주 요 통 계 확 충

현실설명력 제고를
위한 지표의 개선

(1) 주요 내용
□ 사회환경 변화 및 통계 이용자 요구 등 통계수요와 정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고용․복지 통계 개선
ㅇ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통계를 개선․개발
ㅇ 정책부처, 연구기관, 학자, 국민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각종 통계지표를 개선함으로써 현실반영도 제고
□ 인구, 고용, 소득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정확도 및 시의성
제고로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
ㅇ 등록센서스 전환 등 기초자료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비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
ㅇ 사회분야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체감차이를 개선
ㅇ 전자조사방식 활성화와 행정자료 활용 등 조사기법의 다양화로
조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사자료의 정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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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4

’15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규 100

100

성과지표
’12
사회․농어업통계

’13

통계

수요조사 [(∑개발반영×0.6+∑개선반영 매년 통계수요

개발․개선 요구

결과 반영 가능 건수 × 0 . 4 ) / ( ∑ 개발 수 요 × 0 . 6 + ∑ 조사 평가위원회

이행률

100%를 모두 반영 개선수요×0.4)]×100

(%, 공통)

하도록

적극적 *’15년

으로 목표설정

점검결과 집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수

요에 대한 통계청 해당통계 반영
여부 측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

성과목표

이용자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개발․개선으로 국민행복 정책을 뒷받침
⇧

성과지표

사회․농어업통계 개발․개선 요구 이행률

< 지표 > 사회․농어업통계 개발․개선 요구 이행률(공통)

1.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부합성, 포괄성 등
- 동 성과지표는 시의 적절한 사회․농어업 통계 개발․개선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측정하여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부응한 고품질 통계를 작성․제공하는 것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전략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 또한, 고용, 인구, 복지, 농어업 등 사회변화를 종합적으로 작성․제공하는 것은 사회통계국의
가장 중요한 성과목표라 할 수 있음
‧ 내외부 전문가회의, 이용자협의체 등을 통해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통계지표, 조사항목 등을
개선․개발하여 사회․농어업통계의 현실반영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행정자료 활용, 등록센서스 실시 등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에 따라 부처간 협업 활성화, 통계작성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세분화된 통계를 개발하고 국정과제 수행 지원 등 정책맞춤형 통계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통계정책과”에서 「국가통계개선개발 계획」을 통해 사회․농어업통계 개선․개발 수요를
통보하고, 「국가통계개선개발 시행계획」에서 사회통계국 각 부서의 수행과제(내용)를 확정하므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수요과제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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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요구에 따른 시의성 있는 사회․농어업통계를 작성․제공하는 것을 측정하는 결과지표로서
1년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측정가능하고, 정책목표 및 관리과제와 인과성이 큰 지표임

2.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방법
- (측정산식) ’1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수요에 대한 통계청 해당통계 반영여부 측정
= [(∑개발반영×0.6+∑개선반영×0.4)/(∑개발수요×0.6+∑개선수요×0.4)]×100
* 수요조사 결과 중 사회통계국 대상 개선 요구 반영건수는 통계수요평가위원회에서 통계수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정
** 이행결과는 개발․개선 과제의 이행여부를 관련공문(메모 포함)과 결과보고 등으로 확인하고
총괄부서(통계정책과)의 결과보고 문서 등으로 최종결과 확인
※ 통계정책국 「국가통계개선개발 시행계획」등 통계수요 반영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

- 목표치 : 100%
- (목표산출근거) 통계 수요조사 결과 반영 가능 건수100%를 모두 반영하도록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개선개발 요구 및 주요 개선 내용>
사회농어업통계
개발 개선 요구

생활시간방법론

장래인구․가구추계
방법론

유형

개선

개선

2015년 주요 개선 내용
◦
◦
◦
◦
◦

’15.
’15.
’15.
’15.
’15.

1～3월 : 2014년 생활시간조사 내용검토
4～6월 :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분석 및 공표
7월 : 여성관련 정책맞춤형 통계작성 및 공표
9월 : 고령자관련 정책맞춤형 통계작성 및 공표
9월 : 2014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발간

◦ ’15. 1～6월 : 시군구 인구추계 통합패키지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완성
◦ ’15. 6～7월: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그램 지자체 보급 및 시도담당자 교육
◦ ’15. 8～12월: 시군구 인구추계 시범지역 기술지원 및 추계산출
◦ ’15. 1～12월 :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 추계 신뢰성 확보 방법 개선 개발
◦ ’15. 1～12월 :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 추계 다양성 확보 방법 개선 개발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 차이 해소
방안
고용보조지표

개선

◦ ’15. 2월～11월 : 시험조사 실시
◦ ’15.11월～12월 : 시험조사 실시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15.12월 : ‘16년 예비조사 실시 준비

개선

◦ 2015. 1월～6월 : 국세자료 추가자료(이지․배당) 입수 협의 및 DB구축
◦ 2015. 1월～12월 : 국세자료 분석 및 활용 매뉴얼 작성 추진

개선

◦ ’14.11월부터 매월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축적 및
월별 특성 분석

* ’15년 주요 개선내용은 「2015년 국가통계개선 개발 시행계획」에서 제시되었음
('13년 국가통계개선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중장기(’13~’17) 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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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관

점

외부환경 요인

시사점

정치적 환경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 요구 증가
․국정과제와 연계된 통계지표 생산
․국가통계 신뢰성 강화 필요
․정책부처, 이용자 등의 통계수요
주기적 모니터링
․정책부처, 이용자 요구 다양화
․정부3.0으로 인한 외부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통계생산 및 서비스 개선
네트워크 형성

경제적 환경

․소득분배 악화 및 경제적 불안 지속
․예산 감축 및 집행효율화 기조 유지

사회․문화적
환경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가구 증가 등 ․통계의 현실설명력 제고를 위해
인구구조변화
각종 지표를 개선
․인구구조변화 및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 ․행정자료 활용, 모바일 기기 활용
변화 가속
등 통계작성 체계의 선진화
․조사불응률 증가 등 조사환경 악화

기술적 환경

․정보(IT)기술의 발달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 확산

․선진 조사방법 도입 등 통계작성
효율화 추진

․통계수요 파악 및 통계조사에
정보기술(IT) 활용

□ 갈등요인 분석
이해관계자

통계수요자

갈등요인

시사점

․국정과제와 연계된 통계지표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 요구
생산 및 개선
․국민체감 통계 개선 등 국정과제 성과
․정책부처, 이용자 등의 통계수요
도출 요구
주기적 모니터링
․기관간 협업 활성화에 따른 정책 이슈
․관점 차이 해소 및 의견수렴을
등 관점 차이 발생
위해 전문가회의 활용

․부처
통계
통계작성 기관
․신규
체계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사․중복 ․기관간 협업 활성화로 협력
네트워크 형성
협의 어려움
지표 개발․개선에 관련 통계 협조 ․통계법, 통계조정제도 등 제도적
장치 적극 활용
미흡

응답자

․행정자료 활용 등 선진기법 활용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 등으로 응답불응
으로 환경변화 적극 대응
증가
․적극적 홍보를 통해 불응에 대한
․통계조사 증가에 따른 응답부담 가중
선제적 대응

지방청

․신규 통계 등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방청과 통계조사 홍보, 답례품
등 조사환경 개선 노력 협력
피로감 누적
․응답불응 증가에 따른 현장조사 대체 ․행정자료 활용 등 조사자 및
등 선진 조사기법 도입 요구
응답자 부담경감 대책 지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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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 전략
ㅇ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통계지표 개선
- 인구․고용․소득 등 주요 통계지표 개선 및 보조지표 개발 노력
- 집계단위 세분화, 조사항목 다양화를 통해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
ㅇ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신규통계 개발 및 개선
- 정책부처, 이용자 등 통계수요자의 요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전문가회의, 이용자협의체, 통계지표 관련 TF 운영
ㅇ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계작성체계의 효율화
- 행정자료 활용 및 유사중복 최소화를 통한 응답부담 최소화
ㅇ 청내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

- 정부3.0, 국회, 예산 등 국정운영 변화 모니터링하고 통계
정책 및 현장조사 체계와 연계하여 상황변화 대응
- 응답불응, 답례품 관리 등 현장조사 관리 효율화 추진
(4) 기타
ㅇ
ㅇ
ㅇ
ㅇ
ㅇ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외국인고용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이해 홈페이지

:
:
:
:
:

http://kostat.go.kr/survey/society
http://kostat.go.kr/survey/lifestyle
http://kostat.go.kr/survey/flfs
http://kostat.go.kr/survey/hopas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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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정책 맞춤형 사회지표 작성 강화(Ⅱ-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사회조사)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주요 사회지표를
작성 및 제공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역지표 요구 등 이용자 수요 반영 필요
- 해외사례 및 정책활용 사례 등을 검토하여 조사체계, 조사항목
등을 개선하여 사회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향상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요구 자료와 행정
연구원 등 정책개발 수요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수집․활용
※ 2015년 조사부문 :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ㅇ (생활시간조사) 국민들의 생활 패턴변화에 관한 총체적인 생활
방식을 파악․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및 국민행복 정책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분류 변화 등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자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고용, 복지, 소득분배 등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의 정책대상별 심층자료 요구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회조사) 사회적 환경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맞춰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표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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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신규항목을 개발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의 삭제 및 문구(용어) 조정 등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부문 항목 보완 등

- 세종시 표본확대를 통해 사회지표 공표범위를 확대(16개→17개 시도)
ㅇ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 활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절 및 기상(기온, 강수량, 풍속 등), 돌봄(고령자, 10세 미만 등),
분거가구 등 다양한 사회이슈별 분석자료 제공
- 심층적인 분석 및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전문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책맞춤형*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 정책맞춤형 분석자료 : 여성 및 고령자, 일·가정양립, 삶의 질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015년 사회조사 세종시 표본설계 의뢰

비 고

1～3월

2015년 사회조사 시험조사 실시

2월

2015년 사회조사 종합실시계획 수립

3월

생활시간조사 관련 부처 및 전문가 회의 개최

3월

1/4분기

2015년 사회조사 본조사 실시

5～6월

2/4분기
생활시간조사 결과보고(분석 및 공표)

6월

2015년 사회조사 조사자료 내용검토 및 분석

7～10월

생활시간조사 정책맞춤형 통계작성 및 공표(여성, 고령자)

7월, 9월

생활시간조사 학술연구용역 실시

8～11월

3/4분기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발간

9월

2015년 사회조사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11～12월

생활시간조사 연구결과 활용 국제세미나 개최

11～12월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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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2-다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회조사
- (수혜자) 청소년, 여성, 고령자 및 일반시민과 이들의 생활
방식,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기관
- (이해관계집단)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여성정책
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15년 조사부문* 관련 통계
지표를 생산하는 정부부처 등이 이해관계자임
* 2015년 조사부문 :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ㅇ 생활시간조사
- (수혜자) 사회변화에 따라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고용,
복지, 소득분배의 정책대상자인 고령자, 여성, 청소년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주체인 정부기관이 주요 수혜자임
- (이해관계집단) 일․가정양립 등 고용복지정책과 삶의 질,
이동 및 교통 정책, 국민계정(SNA) 등을 통해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정부기관 및 UN, OECD, ILO 등 국제기구
□ 기대효과
ㅇ 사회구조 변화 및 관심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표 제공
ㅇ 삶의 질, 일․가정 양립, 여성 및 고령자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정책수립 및 정책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항목 개선, 결과활용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자료
생산 및 정보제공 등 통계활용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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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111.5

113.3

(137.4)

(137.4)

111.5

113.3

사회‧농어업통계 작성(Ⅱ-2-일반재정①)
① 사회‧농어업통계작성(3032)

▪사회통계작성(3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사회조사 결과

’12 ’13

목표치
’14

’15

신규

208

신규

3.7

활용도(천건)
생활시간조사
이용자만족도(점)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전주기 결과 중에서
업무용
통계 DB
당해년도 이용
최고점(’09년 189천건) 건수
시스템 내 KOSIS
대비 10% 상향 설정
이용실적
신규지표의 만족도 설정 
이용자 만족도조사
xi/총응답자수
결과 활용
기준(3.50) 대비 5.7%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상향 설정

* xi:개인별 응답측도
(5점 척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간 연계성>

〈 지표1 〉사회조사 결과 활용도

1. 성과지표의 포괄성, 전략목표와 부합성, 정책대표성 등
- 동 성과지표는 정책수요 및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업, 행정자료
활용 등을 통해 사회지표를 시의성 있게 작성․제공함으로써 각 정책부처의 국정과제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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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개발․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도(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임
- 따라서, 각종 국정기조 및 경제․사회관련 다양한 통계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행복”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를 생산․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부합하는
지표이고 대표성을 갖는 지표임
- 또한, 우리과의 업무특성과 “사회변화 측정” 이라는 주요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사회통계기획과 업무 : 행정(예산, 기획, 성과),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 작성․공표된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활용도를 측정하여 반영하는 결과지표임
* 일반국민과 언론,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사회조사 결과 활용
건수를 측정하여 평가(통계정보국 관련부서의 결과문서로 객관성 입증)
2. 목표치 설정 및 측정방식
◦ (가중치 설정 사유)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의 담당인원, 통계활용도, 소요 예산 규모를
비교하여 각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50:50으로 동일비중으로 설정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 담당인원은 4명으로 동일하고, 여성, 청소년, 고령자 등 고용, 복지,
소득분배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점에서 통계활용도가 유사
․소요 예산 규모도 5년 평균 사회조사 460백만원, 생활시간조사 440백만원으로 유사
◦ 사회조사 활용도
-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이용자)의 활용도를 KOSIS 이용건수를 활용하여 측정
* 계산식 = ∑당해년도 이용건수(월별 KOSIS 이용건수를 누계)
- 목표치 : 208천건
-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 증가로 ’12년 이후 이용자수가 증가
이에 따라 평균증가율과 연도별 증감 비교를 통해 추세치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홀수년 : (’09) 189천건 → (’11) 171천건 → (’13) 178천건, 전년대비, 4.1% 증가
* 3년 평균증가율 : ▵3.0% / 3년 평균 : 179천건
* 조사부문별로 격년조사(’15년 조사부문)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따라서, 년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3년 평균증가율이 ▵3.0%로 선형추세선이 하향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증가(’12년 이후 지속 증가)와 일가정․양립정책 등 정책
수요 증가를 고려하고, 목표치의 도전적 설정을 위해 최고점이었던 ’09년) 대비 10%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
* 비교자료 : 3년 평균증가율(▵3.0%) 반영 => 173천건, 전년대비 증가율(4.1%) 반영 => 185천건,
3년 평균반영 => 179천건, 최고점 자료(’09) 반영 => 189천건
=> 비교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인 최고점 자료(’09년)의 10%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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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

연도별

’09

’11

이용자수
189
(천건)

171

’13

178

’15

208

195
190

189

185
180
175

178
171

170
165
160
'09
사회조사

* 최고점(’09년) 대비 10% 상향
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 189+189*0.1=207.9

'11

'13
선형 (사회조사)

<’09~’13년>
- 추세선 하향 -

<’09~’15년, ’15년 목표 반영 후>
- 추세선 상승 -

〈 지표2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만족도

1. 성과지표의 포괄성, 전략목표와 부합성, 정책대표성 등
- 동 성과지표는 국민들의 관심영역 변화와 노동시간 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 등에
관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정책대상 및 사회이슈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 통계작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맞춤형 통계개발․개선을 통한 국정과제 수행 지원”이라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부합되는 지표이고 성과지표로서의 정책대표성을 가짐
- 동 관리과제는 사회변화 측정이라는 정책이슈를 반영하는 지표로 2015년 통계청 정부3.0 정책맞춤형
서비스의 주요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임
- 또한, 사회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과의 업무특성과 “사회변화 측정” 이라는 주요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고 국민, 정부기관 등 생활시간조사
맞춤형 정책이슈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결과 지표임
* 언론,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평가
(성과관리팀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므로 객관성을 확보)
2. 목표치의 설정 근거 및 측정방식
ㅇ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만족도
-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측정하여 반영
- 이용자 그룹(전문가, 학회, 관련 부처 등)을 대상(약 30명)으로 만족도 조사
․내용만족도(통계정보 충분성, 제공내용 다양성, 통계자료 정확성), 이용만족도(공표시기
적절성, 공표시기준수성, 이용방법편의성, 구성의 적절성 등)
․통계청 성과관리팀 주관 외부기관(위탁)을 통해 만족도조사(5점 척도)


․계산식 :

x

i

/ 총응답자수 (*

xi : 개인별 응답측도, 5점 척도)

 

- 목표치 3.70

( * 신규지표의 만족도 설정 기준(3.50) 대비 5.7% 상향 설정)

․신규 지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정(4.0, 환산 75점)과 보통(3.0, 환산 50점) 수준에서 목표(3.50,
환산 63점)를 설정하나,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목표(3.50)이상으로 도전적 설정
☞ 다양한 수요발굴과 여성, 고령자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통계자료 생산․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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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지원 인구통계 개선·개발(Ⅱ-2-②)
□ 추진배경(목적)
ㅇ (정책수요) 저출산·고령사회 1·2차 기본계획(‘06~’15)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중장기 전략마련을 지원하는 설명력 높은 인구·
가구 전망요구 증가
☞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위기 대응 골든타임“ 국민체감형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지시(‘15.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VIP)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에는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 필요
☞ 맞춤형 고용복지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자료 지원
․ 다문화 가족 적응지원 강화(국정과제 51),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62), 여성청년고용 활성화(65, 66) 등
ㅇ (자료환경 변화) 2015년에는 인구 및 가구추계의 기반인
인구주택총조사가 90년 만에 행정자료 기반인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 2016년부터 실시할 인구·가구추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자료 변경에 따른 통계방법론 변경 등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
ㅇ (지역수요) 저출산·고령화 진행정도는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중장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별 미래의 인구규모 및
구조에 관한 통계생산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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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구추계는 전국 및 시도 단위 작성 중으로, 시군구
인구추계에 대한 수요 증가
☞ 대부분 지자체 자체추계의 경우, 개발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과다계상으로 비효율적 예산운영 * 각시도 2020년 추계인구
합은 통계청 추계인구보다 5백만명이 많음
☞ 사회통합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자료 지원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105),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균형발전(106), 지역경제활력제고(107)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추계 방법 개선·개발
- (주요내용) 2015년에는 등록센서스가 실시됨에 따라 기초자료
변경에 따른 추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년 축적되는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추계생산 방안 마련
- (계획수립) 정확한 인구 변동 및 수요 진단을 위해 학계, 정책
수립부처,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뢰성 및 예측력 확보 방안) 기초자료 변경에 따른 추계의
신뢰성 및 예측력을 향상할 수 있는 추계방법을 개발
· 시계열 안정성 확보: 기존 총조사기반의 인구추계시계열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 인구변동요인 추계방법 개선: 장기추계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단기추계의 예측력 향상을 위해 출산력, 사망력, 국제인구이동
모형 검토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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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및 시의성 확보 방안) 매년 축적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양성 및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계방법 개발
․ 혼인상태 인구추계방법 개선: 만혼·비혼 및 이혼·사별기간
증가 등 혼인상태 다변화를 반영하는 혼인상태별 미래
인구를 생산하는 방법 개선
․ 내․외국인 분리 추계방법 개발: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 진행에 대비해 외국인 인구에 대한 미래의 규모
및 구조 파악을 위한 추계방법 개발
․ 가구추계 동적모형 개발: 가구구성의 동적변화를 반영하여
특성별 가구추계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추계모형을 개발
․ 월별 인구 작성 방법 개발: 매년 확정되는 등록센서스
인구를 기초로 월별(잠정)인구를 작성하는 방법 검토 및 개발
< 등록센서스 기반의 인구․가구 추계 방법 개발 연차별 과제추진계획 >
1960 ～ 2010년 기준추계

2015년
(자료전환대비 기반구축 단계)

2016～2017년
(적용단계)

기초자료

인구주택총조사

· 기초자료 변경관련 신뢰성 확보

등록센서스

인구추계

· 성·연령별 인구 추계

추계방법 개발

인구추계 전국편 (‘16년)

· 다양성 및 시의성 확보 추계방법
가구추계

· 정적모형에 의한
가구주 성·연령별,
가구유형, 가구원수별
추계

개발
· 동적변동 반영 추계방법 개발
· 평가 및 환류방안 마련

인구추계 시도편(‘17년)
가구추계 전국 및
시도편(‘17년)

ㅇ 지역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한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보급
- (주요내용) 2014년에 신규로 설계한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
그램을 고도화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맞춤형 교육,
시범지역 선정 및 기술지원으로 시군구 단위의 인구추계
통계 생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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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세분화된 지역별 인구변동 및 수요진단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프로그램 보완 및 최적화)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도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며, 시각적 기능개선
등을 거쳐 최적화
- (프로그램 보급) 기초자료 관리, 시나리오 실행, 결과공표 등
추계단계별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친화형 프로그램을 지자
체에 보급
- (맞춤형 교육)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구추계 이론, 추계
모형, 추계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맞춤형 교육 실시
- (홍보 실시) 추계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에 대해 언론 등에
홍보 실시로 저변 확대
- (시범지역 운영, 기술지원 및 추계결과 산출) 시군구 인구
추계 조기정착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일부시도를 시범지역
으로 운영하고 기술지원을 수시로 실시하여 추계결과를 산출,
또한 기술지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 및 환류 강화
<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연차별 과제추진계획 >
구분

추진내용

계

-

2014년
(개발도입단계)

2015년
(최적화 및 실행 단계)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관련 의견수렴 등 사
전검토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및 보급계획
수립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계획 수립
․추계 방법설정, 프로
그램 1차 개발

개발목표
(시군구수)

229

2016～2017년
(확산 및 완료단계)

․시군 구 인 구 추 계 프 로 그 램
최적화 및 개발완료
․프로그램 및 매뉴얼 보급
․맞춤형 교육실시
․시범 지 역 추 계 실행 실무지원

개발 확산·지원 및
시행완료

46

183(’16년 93, 17년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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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년도 평가결과 등의 환류) ’14년 평가시 개선이 요구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모니터링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및 지자체 담당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웹베이스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
그램에 의견수렴란을 설치하는 등 정기, 수시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환류)
․ 인구·가구추계 방법 개선·개발은 전문가 협의체에서 계획
수립의 타당성, 개선·개발 내용의 적정성, 차기 추계에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 실시
․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은 협의체를 통해 파악된 계획수립의
타당성,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교육 구성내용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결과, 시연회·교육·기술지원시의 수시
모니터링 결과 및 추계프로그램 의견란에 제시된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추계프로그램 개선 및 기술지원시 환류
< ‘15년도 과제 추진계획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개발 및 보급 계획 수립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 추계방법 개선·개발 계획수립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추계의 시계열 검토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그램 보완 및 기능개선
시군구 인구추계 프로그램 보급
시군구 인구추계 지자체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월별(잠정)인구 작성방법 개발
인구변동요인 추계방법 개선
내·외국인 추계방법 개발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방법 및 동적 추계모형을 이용한
가구추계방법 개선
시군구 인구추계 시범지역 운영 및 기술지원
인구·가구 추계 방법 개선·개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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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2월
3월
6월
6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1월
11월
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추계 방법 개선·개발
- (수혜자) 재정, 연금, 복지, 보건, 주택, 고용, 산업제반의 정책
부처, 민간기업 및 관련 연구소 등
․ 인구, 재정 등 추계기법 및 추계자료를 활용하는 대내외
전문가, 일반국민 등 인구·가구추계 이용자 전체
- (이해관계집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
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기관 등
ㅇ 지역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한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보급
- (수혜자)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지역발전
연구기관, 국회 예산정책처 등
․ 지역별 인구, 재정 등 추계기법 및 추계자료를 활용하는
대내외 전문가, 일반국민 등 지역 인구추계 이용자 전체
- (이해관계집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재정, 인구,
사회, 경제 등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추계 방법 개선·개발
- (근거기반 국가 중장기 전략 지원) 미래사회의 주요 예측
변수인 인구·가구 추계의 설명력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해 장기
재정전망, 국민연금계획, 주택수급계획 등 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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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효과 측정자료 제공)
저출산·고령화 대책,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전략수립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효과 측정자료
제공 기반 마련
- (국정과제 이행의 확고한 기반 마련) 예측력 높은 인구 규모
및 구조 통계와 다양한 항목 추계 생산체계 구축으로 고용
활성화, 주거지원 등 국민행복 국정과제 실현의 확고한 이행
기반 마련
- (신뢰받는 정부 구현) 기초자료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비로,
사회,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큰 인구·가구
추계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관련통계 작성 및 연구활성화 지원) 다양한 분야의 통계
및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인구추계자료의 생산기반을 확장함
으로써 통계 작성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한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및 보급
- (지역균형발전 추진 동력 확보) 229개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
추계 개발 및 보급으로 지방분권 강화,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장기 주택·재정·교육·
복지계획 수립에 기여
- (예산절감) 시군구 인구추계를 상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추계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추계 시
소요되는 예산을 전적으로 절감*
＊ 연간 약 115억 예산절감 예상(시군구당 연구용역 5천만원*2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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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재정지출 근거 제공)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군구
단위 인구추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교육 및 복지 등
합리적 재정 지출 지원
- (협업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인구
추계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및 유능한 정부 구현
- (관련통계 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시군구 단위 사회,
경제, 복지 등 관련통계 및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인구추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GRDP 등 지역통계 작성, 관련 사업수요
예측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인구·가구 추계
방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4

’15

신규

3.7

개선·개

각 추진과제가 광범위한 자료 및
통계모형 검토 등 전문성과 노력을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관련문서 및 메모
보고

요하는 개선·개발 과제(신규  : 전문가 적정도 평가

발 적정도(점)

점수

지표)로, 신규지표 적정성 평가

기준(3.5)보다 5.71% 상향한  : 외부전문가 수
3.7로 도전적으로 설정
시군구 인구추계
시스템

개발·

보급 만족도(점)

신규

3.7

시군구 인구추계 시스템 개발·
보급의 적극적 추진 노력을



   

 

통한 활용 확산을 위해 전문가  : 만족도 평가점수
및 지자체 관계자의 만족  : 전문가 및 지자체
도를 지표로 설정하고(신규
지표), 신규지표 적정성 평가
기준(3.5)보다 5.71% 상향한
3.7로 적극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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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수

관련문서 및 메모
보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간 연계성 >
비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
↑

전략

고품질의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으로 국정과제 수행 지원
↑

성과목표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개발·개선으로 국민행복 정책 실현
↑

관리과제

성과지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지원 인구통계 개선·개발
↑

↑

인구·가구추계 방법 개선·개발 적정도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확산 및 만족도

〈 지표1 〉인구·가구 추계 개선·개발 적정도

1. 지표의 정책대표성, 인과성, 측정가능성 등
○ (지표정의 및 정책대표성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수요와 등록센서스 도입에 따른 자료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책수립 및 환류의 핵심변수인 인구·가구 전망의 신뢰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추계방법 개선개발 과제의 외부전문가 적정도 평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책
대표성이 있고, 상위 성과목표 “이용자 요구 및 환경변화 반영 통계 개발·개선”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음.
○ (인과성) “이용자 요구 및 환경변화 반영 통계 개발·개선” 목표를 위해 인구·가구 전망의 신뢰성 및
예측력을 제고하고, 다양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 및 신규 통계모형 검토와 적합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 강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성과목표와의 인과성이 있음.
○ (측정가능성 등) 계획시 구체화된 평가항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가점수 지표로 측정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부서(성과관리팀)에 의해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 (측정산식) 인구·가구 추계방법 개선·개발 추진에 대한 적정도 평가점수
○ (외부전문가 평가)
- 측정방법: 본 과제에 대한 평가는 추계방법에 대한 전문적 이해 및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외부공개가 제한된 내부 검토단계이므로 연초에 협의 및 환류를 위해 학계, 정책수립기관,
활용기관으로 구성한 전문가협의체(10명 이상)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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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진행: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팀에서 평가 진행
- 평가항목 및 가중치: 각 항목의 난이도 및 파급효과에 따라 가중치 배정

가중치

계

개선․개발
필요성

개선·개발 과제
선정 적정성

개선·개발 과정
충실성

개선·개발 내용
타당성

향후
활용가능성

100

15

15

20

30

20

- 목 표 치: 3.7
․ 등록센서스 전환을 대비하여 신규로 실행하는 과제로 일반적인 신규지표의 적정성
평가기준(3.5)보다 5.71% 상향한 3.7로 도전적으로 설정
․ 각 추진과제가 광범위한 자료 및 모형검토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구 추계의 예측력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
- 평가점수: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 항목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
< 인구가구 추계방법 개선·개발 업무 >
개선·개발 과제
․ 인구변동요인(출산력, 사망력, 이동력) 추계방법 개선
․혼인상태 인구 추계방법 개선
․내·외국인 분리 추계방법 개발
․가구추계동적모형 개발
․ 월별(잠정)인구 작성방법 개발

주요 내용
국내외 사례 검토, 기초자료 분석, 모형적합도 검토 및
개선방법 도출
혼인·이혼 확률 추계방법 및 혼인상태별 사망확률
추계방법 개선
외국인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가정설정 방법 개발 및
결과시산
주요동적모형들에 의한 추계시산 및 가구유형별 가구추계
동적모형 개발
해외사례연구, 기초자료 분석, 월별(잠정)인구 작성 방안
도출

< 지표2 〉시군구 인구추계 시스템 개발·보급 만족도

1. 지표의 정책대표성, 인과성, 측정가능성 등
ㅇ (지표정의 및 정책대표성 등) 지역별 저출산고령화의 차별적 진행 환경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정책 및 연구의 핵심변수인 지역 미래인구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책대표성이 있음. 또한 상위성과목표
“이용자 요구 및 환경변화 반영 통계 개발·개선”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음.
ㅇ (인과성 등) 고품질의 지역 통계 생산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전체적인 과제 추진
체계 및 세부 추진내용(프로그램·교육·기술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난이도가
높고 상위성과목표와의 인과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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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가능성 등) 구체화된 평가항목에 대한 지정된 평가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이 높음. 독립적인 부서(성과관리팀)에 의해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측정산식) 시군구 인구추계 시스템 개발·보급 추진에 대한 만족도 평가점수
ㅇ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 평가단: 지자체 실무자 및 전문가(20명)으로 구성
· 시군구 인구추계를 담당하는 지자체 실무자(16명), 전산 시스템 전문가(2명, 내․외부), 인구추계 외부전문가(2명)
- 평가진행: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팀에서 평가 진행
- 측정산식= 만족도조사 결과
- 목 표 치: 3.7
․‘14년에 1차 설계한 프로그램을 ’15년에 고도화하여 신규 보급하는 과제이므로 신규지표
적정성 평가기준(3.5)에 비해 5.71% 상향한 3.7로 도전적으로 설정
- 평가내용 및 가중치 : 각 항목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배정하고, 평가위원별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평가

평가 항목 및 내용

계

가중치

구
*
분

100

추진체계
(방향 및 일정 등)

20

프로그램
기초자료
관리

추계
결과산출

매뉴얼

10

20

10

시범지역 실무자

100

평가

시범지역 외
지자체 실무자

80

평가

전문가

60

평가

-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





- 각 위원별 점수( ) = 


·  : 각 위원,  :  평가항목 가중치,  :  위원별  항목 점수
- 최고 및 최저 평가위원 점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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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범지역
기술지원

20

20

-

-

 고용통계 개선·개발(Ⅱ-2-③)
□ 추진배경(목적)
ㅇ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 등을
지원·평가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세부통계 생산* 요구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14.10.15)」추진과제에 포함

ㅇ 부가조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부처
에서 보다 세분화된 지표* 작성 요구
＊ 농림어업을 제외한 비임금근로 통계, 베이비붐 세대 및 청년의 창업현황,
자영업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등
* 항목 추가 요구건수(반영건수)

2011
10건(3건)

2012
8건(2건)

2013
11건(8건)

2014
15건(9건)

ㅇ ‘12년 개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조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고용조사 추진 도모
ㅇ 외국인력 정책에 필요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으로
통계의 이용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개선) 시간제근로통계 세분화, 자영
업자 관련 신규 항목 추가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이용 활성화
- 부가조사 개선방안 수립
․ 협의체 운영, 통계 수요조사 정례화 등 청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조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개선 방안 마련
․ 자영업자통계 관련 창업현황 외 업종전환 현황 등을 신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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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수요조사 실시
․ 관계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용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 지방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부가조사 협의체 회의 실시
․ 차년도 실시할 부가조사 개발·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 실시
-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한 통계 제공 확대
․ 시간제근로 통계 세분화 등 다양한 통계지표를 추가 제공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계 활용도 제고
ㅇ (외국인고용조사 개선) 유학생 조사방법 개선, 맞춤형 외국
인고용통계 업무과정 교육 실시를 통한 통계 역량 제고,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시흥시)에 대한 외국인고용통계의 첫
생산․제공 등 이용 활성화 추진
- (조사방법 개선) 유학생은 주소․연락처 등이 자주 변경되
므로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한 유학생에 대한 정보* 보완 후
조사 실시
＊ 주소, 연락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대학별 담당부서 등

․ 자기기입식 응답자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신규작성 제공
․ 조사 실시 전 관련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활용도 제고) 이슈 분석자료 작성, 메일링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외국인고용통계의 이용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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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기준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외국인고용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첫 활용도 제고
․ 외국인의 동향 보고, 논의되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동향파악
및 의견제시, 관련 통계 수요 파악 등을 위해 외국인정책
위원회에 정부위원(당연직)으로 통계청장 포함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경활 부가) 조사항목 관련 의견수렴 및 조사항목 확정안 보고

3월

(외국인 고용) 유학생 조사방법 개선방안 수립

3월

(외국인 고용) 시흥시 외국인고용통계 작성계획 수립

3월

(외국인 고용) 종합실시계획 수립

4월

(경활 부가) 시간제(근로) 통계 세분화 공표

5월

(외국인 고용) 현장조사 실시

5월

(경활 부가)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8월

(외국인 고용) 이슈 분석자료 작성

8월

(외국인 고용) 외국인통계업무과정 맞춤형 교육 실시

9월

(외국인 고용) 2015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공표

10월

(경활 부가) 국가통계포털(KOSIS) 제공 통계 확대 및 통계수요조사 실시

11월

(경활 부가) 부가조사 협의체 회의 실시 및 ’16년 부가조사 개발·개선(안) 수립

12월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개선
- (수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청년층(15~29세), 고령자
(55~79세) 등 조사대상층이 주 수혜자
- (이해관계자) 부가조사 작성과 활용 측면에서 내·외부 구분
․ 신규 수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지방청, 표본과, 관련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통계정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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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받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통계를 활용하는 각종 연구기관 등이 주 이해관계자
ㅇ 외국인고용조사 개선
- (수혜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 등
- (이해관계자) 외국인고용조사 작성과 활용 측면에서 내·외부 구분
․ 신규 수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지방청, 표본과, 관련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등 통계정보국 관련 과
․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받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통계를 활용하여 연구분석 하는 연구기관 등이 주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ㅇ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통계
제공으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한 적시 통계 생산 및 정책
부서에의 자료제공으로 정책적 효과 측정 등 정책 활용도 제고
ㅇ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의 조사항목 개편, 공표자료 확대 등을
통해 통계 활용도 제고 및 관련 정책 지원
ㅇ 외국인고용조사 방법 개선으로 조사부담 경감 및 통계생산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ㅇ 외국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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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111.5

113.3

(151.1)

(137.4)

111.5

113.3

사회농어업통계 작성(Ⅱ-1-일반재정②)
① 사회농어업통계작성(3032)

▪ 사회통계작성(3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고용통계 이용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신규

만족도(점)

’15
3.80 신규지표로서

과거

실적치는 이용자 만족도 결과

없으나, 경활조사의 만족도조사의 = (경활부가 x 0.6) +
3개년 평균치(3.77) 보다 상회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결재문서
(또는 메모보고)

(외국인고용 x 0.4)


하는 3.80으로 목표설정
- 경활 부가조사*와 외국인고용

=



   × 







조사

이용자만족도

동일하게

모두

설정

   ×





 :



개인별 응답척도

(5점척도)

고용통계 활용도

신규 67,072 - 경활 부가조사 활용도:

(건)

활용도

KOSIS 이용실적

’14년 KOSIS 이용실적대비 = (경활부가 x 0.6) +
10% 상향 설정
- 외국인고용조사 활용도:

(외국인고용 x 0.4)


=



   × 



‘13년～‘14년 전년대비증가율





(28%)보다 5%p 더 상향한
33%로 설정



   ×







: 이용건수

* 경활 부가조사는 4종 3회 조사(경상조사, 비정규직, 청년층, 자영업자 등이 조사대상
으로 사회적 관심 지대), 외국인고용조사는 연1회 조사(연간조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6:4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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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

성과목표

시의성 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
⇧

관리과제

고용통계 개선․개발
⇧

성과지표

고용통계 이용자만족도

고용통계 활용도

① 지표정의 : (고용통계 이용자만족도)경활 부가조사와 외국인고용조사 이용자만족도조사
결과, (고용통계 활용도)경활 부가조사와 외국인고용조사 KOSIS 이용실적
② 정책대표성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외국고용조사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이용자에게
만족도 평가를 받고, 국가통계포털(KOSIS)의 동 부문 이용건수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외국고용조사 활용도 측정
③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 고용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의 요구 반영 및
이용자의 통계이용의 편리성 제공, 제공내용의 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상위 성과지표(이용자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개발․개선)와의
인과성이 큰 지표
④ 성과지표의 명확성, 구체성 : 고용통계 개선․개발 사항에 대한 관련 부처 이용자의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관리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의 이용건수를 기준으로 통계 활용도 측정
⑤ 측정가능성 : (고용통계 이용자만족도)성과관리팀에 이용자만족도 조사의뢰, (고용통계
활용도)통계정보국으로부터 매월 집계되는 KOSIS 접속자의 이용건수를 제공받아
활용도 측정
⑥ 기한성, 비교가능성 :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제공에 대한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추진 실적에 대해 연내에 효과 측정이 가능하고, 만족도조사 및 KOSIS
이용실적은 타조사와 간접적으로 비교 가능

2.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 지표1 〉고용통계 이용자만족도
① 경활 부가조사 이용자 만족도 : 60%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부가조사 개선사항
등에 대해 성과관리팀에 의뢰하여 만족도조사 실시
- 신규지표로 설정된 만족도 조사로 3.77을 목표치로 설정
*고용통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12년(3.92), ’13년(3.74), ‘14년(3.65)의 평균 3.77을 상회
하는 3.80으로 설정

② 외국인 고용조사 이용자 만족도 : 40%
- 외국인고용조사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관리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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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위의 통계 외에 ‘15년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시흥시 지역통계 및 분석보고서를
제공
* 발표시점 :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10월), 시흥시 외국인고용조사 및 분석보고서 발간(11월)
- 신규지표로 설정된 만족도 조사로 3.77을 목표치로 설정
*고용통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12년(3.92), ’13년(3.74), ‘14년(3.65)의 평균 3.77을 상회
하는 3.80으로 설정
〈 지표2 〉고용통계 활용도

① 경활 부가조사 활용도 : 60%
- 전년 실적치 대비 1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 ‘12년 11월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 제공, ’13년 11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신규 제공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14년부터 4종(근로형태별, 청년층, 고령층,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모두를 포괄함. 이에 목표치를 ’14년 실적대비 10% 상향 설정
* 발표시점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5월, 11월), 청년층·고령층 부가조사(7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11월)
실적
’12

활용도

-

’13

-

목표치
’14

’15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5년 목표치는 ∑당해 연도 부가조사
85,600 94,160 전년실적치에서 (4종) 이용건수
10% 상향 적용

(1월∼11월)

KOSIS
이용실적

② 외국인고용조사 활용도 : 40%
- ‘13년～‘14년 증가율(28%) 적용, 목표치를 ‘14년 실적대비 33%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 전국 단위의 통계 외에 ‘15년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시흥시 지역통계를 추가 제공
하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13년～‘14년 증가율(28%)보다 5%p 더 상향한 33%로 설정
실적
’12

활용도

-

’13

목표치
’14

’15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5년 목표치는
전년 실적치에서
∑당해 연도 외국인
‘13년～‘14년 증가
KOSIS
고용조사 이용건수
15,580 19,880 26,440
율(28%)보다 5%p
이용실적
(1월∼11월)
더 상향한 33%로
설정

* 2012년은 11월부터 제공하였으므로 실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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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및 지출 통계의 신뢰도 제고(2-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외부수요) 소득 분배* 및 가구의 소비** 영역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가계동향조사의 고소득 누락 등
대표성 논란 지속, 이에 근원적 대응 필요
* 2013, 2014 국정감사 지적(소득통계 개선) 및 국제적으로 피케티 논쟁, 국
내적으로 김낙년 교수 등 문제제기
** 기재부 등 정책당국은 가구의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추진중이며, 언론은 소득분위별 품목별 소비추이 분석 등 설명 필요

ㅇ (내부환경) 청 내부적으로는 조사환경변화에 따른 가구조사의
응답 및 조사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
강화, 조사 효율화 등이 중요과제로 대두
※ 2020 중장기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전략(‘14.4.)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보완)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설계 및 고소득층 응답부담 완화를 위한 조사개편 검토
- (연동패널 적정성 확보) 모집단 변화를 반영한 패널설계 및
조사 실시, 신규패널 진입가구를 포함하여 응답률을 관리하고
패널연동에 의한 (대표성 등) 영향 분석
- (시험조사) 고소득 및 농어가 포함조사 가능성, 조사기간별
효과, 별도 표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시험조사 실시
ㅇ (정확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 활용 기반 마련) 행정자료 등
외부자료 활용에 필요한 연계 및 분석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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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기반) 외부자료와 연계를 위해 등록기반 생년월일 및
가구원별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추가조사 실시
- (자료입수 및 분석기반) 소득지출 통계 등 외부자료 검토 및
추가자료 입수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시험조사 실시 계획 수립

1월

연동패널 조사 종합실시계획 수립

2월

소득통계 개선방안 수립

3월

가계동향 시험조사 실시

3월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을 위한 기관 협의

4월

연동패널조사 실시

4월

패널조사 적정 유지율 확보

6월

시험조사 중간상황 검토 보고

6월

연동패널 영향 분석

9월

3개월 및 6개월 조사 완료

9월

행정자료 활용 매뉴얼 작성

9월

연동패널 포함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12월

시험조사 완료 및 결과안 검토 보고

12월

행정자료 분석 검토 보고

12월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 조사

12월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책부처, 한국은행, 금융
감독원 등 유관기관, 학계 및 일반 국민 등
ㅇ (이해관계집단) 자료보유 행정부처 등 관련 기관, 지방청․사무소,
현장조사 담당자 및 표본가구
□ 기대효과
ㅇ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동패널 도입, 실시 및 가계동향
조사 고소득층 등 응답부담 완화를 위한 조사재설계를 통해
소득 및 지출 통계 대표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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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행정 및 민간자료의 수집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조사자료
와의 비교성 강화, 정확성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일반회계

111.5

113.3

(137.4)

(137.4)

111.5

113.3

사회‧농어업통계 작성(Ⅱ-1-일반재정②)
① 사회‧농어업통계작성(3032)

▪사회통계작성(3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자료수집 방법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15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소득통계
대표성 제고
(%)

신규 100.0 ① 패널조사 유지율





- 동일한 가구를 계속 조사함에   

  ×  ×(0.5)

결재문서 또는
메모보고

따라 이탈이 높게 발생함에도 타 *  : 목표 유지(응답)률
패널에 비해 2.5% 높게 82.8.%로
 : 실제 유지(응답)률
설정
*    : 패널조사
② 가계동향 시험조사 응답률
   : 가계동향시험조사
- 응답률 추세가 하락함에도 3년
평균에 비해 1.1%p 높게 80%로
설정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
(점)

신규 3.93 ①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 조사
- 최근 3년 추세선 보다 1%



  

 

높은 3.93점으로 목표치 설정   : 전문가 만족도 5개
문항 산술평균

 : 외부 전문가수

※ 가중치는 참여인원(업무량),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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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또는



메모보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소득통계 대표성 제고 : 가중치 65%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및 성과목표와 연계성 등) 소득․지출통계 신뢰도 제고의 당면 과제는 증대하는 불응
관리를 통한 모집단 대표성 제고이며, 특정 집단의 표본이탈 등 편향방지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의 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지표로서 목표와의 연계성 및 인과성이 높은 지표임
* 가금복은 횡단면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연동패널로 전환, 가계동향 시험조사는 응답부담 감소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시험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6년 병행조사, ‘17년 적용 추진을 위해 결과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

- (성과지표 명확․구체성) 연동패널 도입에 따라 신규진입표본을 포함한 응답(유지)률과 가계동향
시험조사의 측정방법별 응답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한 지표임
- (측정․비교가능성) 조사실시 이후 산식에 따라 측정가능하며, 수치로 도출되어 비교가능한 지표임
* 시험조사 완료 및 결과안 보고시 유지율 보고 예정

2. 목표치 측정방법
* (지표 측정산식) 패널조사 실제유지율/목표유지율×100×0.5+가계동향시험조사 실제응답률/목표응답률×100×0.5
* (구성 지표의 가중치) 두 조사의 업무량, 중요도 등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가중치로 측정
① 패널조사 4차 유지율(목표 82.8%, 가중치 50%)

- (측정산식) 유지율 = 응답가구(기존패널+신규패널) / 대상가구×(기존패널+신규패널)
* 신규패널은 부적격가구, 부재, 빈집, 확인불가 등은 제외

- (목표산출근거) 주요 패널조사 유지율에 비해 2.5%이상 높은 유지율로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 신규패널을 포함한 목표치로서 비교대상 패널조사가 지속패널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목표설정치임
<주요국 패널조사 유지율(%)>
노동패널
(한국/’98)
87.6
80.9
77.3

조사명
2차 유지율
3차 유지율
4차 유지율

재정패널
(한국/’08)
89.0
84.3
81.9

복지패널
(한국/’06)
92.1
86.7
83.9

BHPS
(영국/’91)
87.7
81.5
78.5

HILDA
(호주/’01)
86.8
81.8
78.5

평균
88.6
83.0
80.3

② 가계동향 시험조사 응답률(목표 80.0%, 가중치 50%)
- (측정산식) 응답률 = 응답가구/대상가구×100
- (목표산출근거) 가계동향조사는 불응률이 매우 높은 통계로 최근 가계동향조사 응답률 추세가 하락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평균 78.9%에 비해 1.1%p 높은 응답률 80.0%를 목표로 정함
* 기존조사에 비해 고소득층 조사구 등 신규표본가구 대상, 경험이 적은 임시조사원 조사 등 차이가 있어
난이도가 높으나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가계동향조사 응답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0.4

79.8

79.5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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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2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 : 가중치 35%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및 성과목표와 연계성 등) 가구소득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연동패널 도입, 가계동향 시험조사 등 개선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
하는 지표이므로 상위 성과목표인 맞춤형 통계 개선과 연계성이 큰 지표임
- (성과지표 명확․구체성) 외부 전문가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세부문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임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세부항목별로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측정가능토록 하고 독립적인 부서
(성과관리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 만족도 측정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2. 목표치 측정방법
- (측정방법)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연동패널 도입 효과 및 가계동향 시험조사 주요내용
‧ 조사대상 : ’15년 MDSS 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 20명
‧ 조사방법 : 성과관리팀에 만족도 평가 의뢰
‧ 조사항목(5문항) : 개선 이해도 및 추진과정 적정성에 대해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한
산술 평균점수
평가 분야
개선 이해도(2문항)

추진과정 적정성(3문항)

세부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① 개선의 필요성

⑤-④-③-②-①

② 개선 방안 타당성

⑤-④-③-②-①

③ 개선 과정 적절성

⑤-④-③-②-①

④ 개선 내용의 충실성

⑤-④-③-②-①

⑤ 향후 활용 가능성

⑤-④-③-②-①

* ⑤ 매우우수, ④ 우수 ③ 보통 ② 미흡 ① 매우 미흡


- (측정산식) 전문가 만족도 5개 문항 산술평균의 합 / 외부 전문가수 (

   )

 



- (목표산출근거) 복지통계 고객 만족도는 최근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소득통계에 대한 체감과 차이에 대한 논란에 따라 만족도 점수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나,
※ 복지통계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 4.01(’12) → 3.88(’13) → 3.89(’14년)

‧ 그럼에도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의 목표치를 복지통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초로 최근
3년 추세선에 따른 점수(3.81점)보다 높은 수준인 전년대비 1% 향상된 3.93점으로 적극적으로
설정

‧ ‘1% 향상’은 3년 추세선에 의한 3.81점(전년대비 -2.1%), 전년 고객만족도 증가율(0.26%) 등과
비교해 도전적인 목표치임
(※ 체감논란 이전인 3년전 최고치인 4.01을 포함한 3년간 평균치 : 3.9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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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통계 선진화(Ⅱ-2-➄)
□ 추진배경
ㅇ 대외적으로 UN FAO와 세계은행 등이 주도하는 「농업 및
농촌통계 개선을 위한 글로벌 전략」추진 및 FTA 체결
(EU, 미국, 중국 등) 확대로 농어업 통계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확대 등에 따른 농어민
소득보전 등 통계 개발‧개선 수요 증가 등

ㅇ 대내적으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환경은 갈수록 악화 추세
- (농어업 구조변화) 전통적인 농축어산물 생산 방식을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간 융복합화(6차 산업화)로 구조 변화 모색
※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을 위해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중

- (조사환경 악화) 사생활 보호, 가축전염병(AI‧구제역, 해상
기름유출 등으로 현장조사 및 대면조사 환경 악화
ㅇ 이에 따라 농어업 환경변화 및 통계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답사 위주 고비용․저효율의 통계생산방식 극복 시급
- 농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조사, 가축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
조사 등 대부분의 농업통계가 현장방문‧실측에 기반 조사
※ 농어업통계 특성상 조사대상처가 산간지역, 섬지역 등에 산재

ㅇ 이를 위해 원격탐사기술을 활용한 농업통계 생산방식의 패러
다임 전환 및 농어업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발‧개선을 추진
- 2012년 아리랑-3호(0.7m급 고해상도), 2013년 5호(1m급, 전천후
레이더위성)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위성영상 활용 환경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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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경지총조사) 2014~15년 RS/GIS 기반 경지총조사의 성공적 마무리
- 위성영상 판독 팀의 경지판독, 경지 정보 취득 및 조사구 설정
- 판독정확도 검증 현장조사
- 면적표본 재설계 및 신구 표본 시험조사(2단계)
- 경지총조사 평가 및 신표본 안정성 최종 검토
ㅇ (가축동향조사) 소 이력제 자료 활용을 통한 신뢰성 있는 가축
통계 작성 추진
- 소이력제와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축동향조사 개선 방안 모색
- 기존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표본설계와 소이력제 기반의
표본 설계의 차이 및 개선안 검토
- 가축동향조사와 소 이력제 자료의 차이 원인 분석
ㅇ (농작물생산량) 물가민감 작물 생산량조사 신규조사 및 조사
도우미 앱 개발을 통한 비표본오차 최소화
- 고랭지 배추․무 등 물가민감 작물에 대한 신규조사 실시를
통한 정책 밀착형 통계 제공
- 쌀 예상량 추정 모형 개선
※ 다양한 설명변수에 대한 모의 실험 및 최적의 모형 구축

- 비표본오차 축소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작물
분류용 조사도우미 앱 개발
ㅇ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의 개선사항을
선제적 발굴․반영을 통한 조사의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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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 사항 도출
- 축산물 생산비 조사의 다양한 현장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전파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정확성 제고
ㅇ (산지쌀값조사) 표본규모 조정 및 추정방법 개선을 통한 통계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표본규모 조정) 전수 층 사업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본규모 조정
- (추정방법 개선) 현행 단순평균 추정방법을 유통물량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추정방법으로 개선
ㅇ (어업생산량조사) 수협․조사대상처의 이해 제고 및 조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현장조사 사례집 발간
- 「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도감」시스템 구축
․ 현장에서 어구어법별 어종 확인으로 조사의 정확성 제고
- 현장조사 사례집 발간
․ 어구어법 및 인‧허가 상의 어종 분류 착오 사례 등 수록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농어업통계 관련 현장조사 모니터링 계획(안) 계획 작성
3월
2014～2015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재설계' 전북 신구 표본 병
3월
행조사 계획 보고
물가민감 작물 생산조사(시범) 실시 계획 (고랭지 배추․무 신규 추가)
4월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개선을 위한 T/F회의
4월
신구표본 병행조사 2회 작물 재배면적조사 실시
5월
근해어업의 어구․어법별 어류도감 시스템 구축
7월
상반기 농어업통계 모니터링 결과 보고
8월
쌀 예상 생산량조사 추정모형 개선
8월
2015년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재설계 중간보고
9월
어업통계 현장조사 사례집 발간
11월
산지쌀값조사 추정방법 결과 보고
12월
2015년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재설계 최종보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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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 수혜자
-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진흥청, 축산진흥원, 농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지방자치단체(농정관련 부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협회), 각종 농축산물 협회, 농어업 관련 학회
※ (정책형성 및 갈등구조)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정책 집행기관은 농업통계
결과를 각종 농산물 수급 및 안정, 각종 지원금 결정 등과 관련, 시의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통계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들은 이에 대립되어 이해관계 형성(물가 민감 품목에 대한 수급계획
수립 및 할당관세 적용, AI 및 구제역 관리를 위한 방역 및 지원금 결정,
소 축종 생산비에 의한 우유가격 결정 등)

ㅇ 이해관계자
- 농림수산식품부/농어업인 및 단체, 낙농진흥회(한국양돈협회,
가축협회 등),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기획
재정부, 해양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지방
자치단체, 각종 농축산물 협회 등
※ (갈등관리)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 지불 등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게 신뢰도 높은 선진화된 통계자료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통계기반 의사결정(재배면적, 생산량 조절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통계 및 정책 불신에서 비롯되는 정책집행기관
과의 갈등요인을 최소화

□ 기대효과
ㅇ 경지총조사에 국내 위성영상 기반 원격탐사기술 적용을 통해
농업면적(생산량)조사의 과학화ㆍ효율화 선도
- (통계정확성) 목․보측(目․步測)의 현장조사에서 위성영상을
통한 면적측량 전환으로 비표본 오차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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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효율성) 3S(RS,GIS,GP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
방법의 현대화로 시간, 인력, 비용 절감
※ 기존 : 33억원 ⇒ 11억원(14년-6억, ’15년-5억), 22억원(2개년) 절감효과
※ 인력 : 현장실측 조사 폐지에 따른 연 31.6명 인력 감축 효과

- (농정지원) 노후화된 경지모집단 정보 갱신을 통해 정확한 농업
면적 및 생산량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농정수립․평가 뒷받침
ㅇ 농작물생산조사 관련 정책 밀착형 통계자료 생산 및 현장
조사의 비표본오차 축소롤 통계 정확성 향상
- (물가민감 품목)현재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행정조사*로 작황이
파악되어 정확한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한계
※ 농식품부 실시, 또한 행정보고계통을 통해 기초자료가 수집·집계되어 익년도
초에 전국 및 지역별 생산량자료가 생산

․ 이에 따라, 고랭지 배추‧무 생산량조사를 실수확기 현장조사로
전환함으로써 물가민감 작황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 제고
- (조사도우미 앱) 다양한 작물에 대한 분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여, 통계작성 과정의
정확성 향상
ㅇ 가축동향조사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소이력제 자료 대체를 위한 이론적 기반 강화
- (표본설계 연구) 기존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표본설계와
소이력제 기반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구 연계방안 등 검토
- (정부3.0 부응) 정부 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ㅇ ‘근해어업의 어구어법 도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장조사의
편의 및 정확성 제고
- 어구어법, 어종명 등 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현장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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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사회ㆍ농어업통계작성(3032)
▪농어업통계작성(305)

’14

’15

22.2
(151.1)
22.2

24.1
(137.4)
2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

목표치

’12 ’13 ’14

’15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5 목표치 산출근거

신규 3.77 ① 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외부) ①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외부) 결 재 문 서
또는

② 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내부)





․농어업통계개선 만족도에 대한     ,  :개인별 응답 메모보고



기존 실적자료가 없음
측도(5점 척도)
․2014년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의
농어업통계 이용자 만족도 ② 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내부)

(4.11)를 근거로 작성

(점)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여     ,  :개인별



설정(‘13년 ↑, ’14년 ↓)
측도(5점 척도)

응답

최종
농어업통계개선 만족도=
①×(0.5)+②×(0.5)
원격탐사기술
경지총조사
활용 타당도
(%)

100

100 ①전문가
(0.5)

의견

반영 충실도 ①전문가 의견 반영 충실도




결재문서
또는


②RS/GIS 기반 경지총조사
메모보고
 
  ,  :개인별 반영비율
위성영상판독 정확도(0.5)

구간 점수(반영률 :95%이상
→100점, 90%이상 → 98점,
80% → 95점, 80%미만
→ 80점)

②RS/GIS 기반 경지총조사
위성영상판독 정확도
-카파계수 정확률 구간 점수
(90% 이상 → 100점, 85%
이상 → 95점, 80%이상 →
90점, 80%미만 → 80점)
최종
원격탐사기술 경지총조사
활용 타당도(%)
(①×0.5)+(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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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고품질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
시의성 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
⇧
농어업통계 선진화
⇧
①농어업통계 개선만족도
②원격탐사기술 경지총조사 활용 타당도

〈 지표1 〉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

1. 지표의 정책대표성, 인과성, 측정가능성 등
- 농어업통계 개선 수립 과정 부터 결과 및 효과를 전반적으로 평가(물가민감 작물 신규조사, 산지
쌀값조사 추정방법 개선, 비표본오차 축소를 위한 앱 및 도감 발간 등)한다는 과제로 정책
대표성이 있고, 전략목표(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에 크게 부합
하는 지표임
- 시의성 있는 농정정책 수립을 위한 물가민감 작물 신규조사, 정확한 쌀 직불금 지급의 기초
자료인 산지쌀값조사 추정 방법 개선, 정확한 농축산물생산비 작성을 위한 조사항목 개선 등
시의성 및 정확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상위 성과목표(시의성
있는 맞춤형 통계 개발·개선)와의 연계가 큰 지표
-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및 통게작성 과정의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평가점수로서 측정 가능한 결과지표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농어업통계 개선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내부·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최종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임
ㅇ 목표치 산출근거(외부이용자 : 농식품부, 연구기관·학계, 항우연등, 내부기관 : 5개 지방청)
- 대상통계 : 농작물생산량, 어업생산동향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산지쌀값조사
- 평가대상자 : 2015년 이용자 그룹 및 5개 지방청 당 농어업통계 담당 팀장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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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외부기관

3.92

3.95

3.83

내부기관

3.56

3.67

3.69

실적

3.74

3.81

3.76

2015년 목표치

3.77

☞ 2013년 상승(3.74→3.81), 2014년 하락(3.81→3.76)함에 따라 3년 평균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3.77 = (3.74 + 3.81 + 3.76) / 3 )
- 신규 지표임에 통계청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목표치 3.77를 설정
〈 지표2 〉원격탐사기술 경지총조사 활용타당도

1. 지표의 정책대표성, 인과성, 측정가능성 등
- 원격탐사 기술 기반 경지총조사는 통계생산방식의 과학화를 통해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고품질의 통계생산 제공으로 국정과제 지원이라는 전략 목표에 부응할
뿐 아니라 나아가 농업면적통계 → 작물생산량조사에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동 ‘경지총조사
활용 타당도’ 지표는 정책 대표성이 있음
- 2014～2015년 경지총조사가 향후 농업면적조사 및 작물생산량조사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
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확한 모집단 구축이 관건이므로 지표의 인과성이 있음
- 위성영상 판족 정확도는 카파계수로 산출이 됨으로 직접 측정이 가능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충실도 또한 전문가 의견 대비 반영 건수로 직접 평가 가능함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위성영상판독 정확도 목표설정 근거 설명
- 경지면적조사의 경우 위성영상판독 기준은 논/밭/비경지로 간소하여 그동안 95%의 높은 정확도를
목표로 하였음. 경지총조사는 농업생산통계 모집단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층화변수의
확보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위성영상을 통해 취득해야함. 논/밭/시설논/시설밭/과수/기타로
보다 세분화한 기준으로 위성영상 판독이 이뤄질 예정이며 통계청 자체시험조사 결과
판독정확도 80%～90%였음을 고려하여 90%의 판독정확도를 목표로 설정함
ㅇ 전문가의견 반영 충실도
- 목표치 설정 근거 : 평가항목별 전문가 개선의견 이행실적 건수를 등급 결정 목표치로 설정
* 평가위원 규모는 공간정보 최고 전문가 그룹(항우연 연구원, 교수 등) 4인으로 구성
* 평가항목 대분류 범위 안에서 개선의견 2건 이상을 제시하며, 평가방법은 최초보고회 때 개선의견
제시 후 다음 보고회 때 이행여부를 전문가가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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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기초 자료수집, 영상판독 등 평가분야
조사구 설정 등 기술평가 분야
내용검수 등 기술평가 분야
품질관리 등 기타 사업관리 분야

평가방법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를 통하여
종합평가

- 전문가 의견 반영 충실도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행률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이하

점 수
100점
98점
95점
80점

< 전문가 개선의견 이행실적건수 반여 등급결정표 >
목표치1)
8건(4인)

의견 반영(이행) 건수
7
6
우수
보통

8
탁월

5
미흡

1) 최근 3년간 원격탐사(경지면적, 북한 등) 분야 전문가 1인당 개선의견 건수는 평균 2건

- 전문가 의견수렴에 대한 반영 충실도 평가는 연말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견
제시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반영 충실도를 평가 받음
<전문가 최종평가표 (예시)>
No

전문가
의견

1)

평 균
이행률

1

95%이상

2

90%이상

95%이상
100점

중간점검 의견(이행률)
90%이상
80%이상
98점
95점

80%이하
80점

1) 향후 ’14년 전문가 회의 추진 시 제기된 의견 내용을 토대로 이행률 평가

ㅇ RS/GIS 기반 경지총조사 위성영상판독 정확도
- 목표치 설정근거
․추정치 정확성의 핵심요소인 영상 판독결과 정확률 90% 이상(100점)을 목표로 설정
․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이론에 입각하여 0.8이상이면 우수한 편임
정확률(카파계수)
90% 이상(0.9이상)
85%～89%(0.85～0.89)
80%～84%(0.8～0.84)
80% 미만(0.8미만)

점 수
100점
95점
90점
80점

* Kappa Coefficients가 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이론에 입각하여 0.8이상 이면 우수한 편임

ㅇ 위성영상판독 정확도 목표설정 근거 보충설명
- 경지총조사는 농업생산통계 모집단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층화변수의 확보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위성영상을 통해 취득해야함
- 논/밭/시설논/시설밭/과수/기타로 보다 세분화한 기준으로 위성영상 판독이 이뤄질 예정
- 통계청 자체시험조사 결과 판독정확도 80%～90%였음을 고려하여 90%의 판독 정확도를
목표로 설정함

- 211 -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Ⅱ-3

전략
목표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뒷받침
통계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

성과
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행정자료 적극적 활용

대규모 통계조사
체계적 관리

(1) 주요 내용
□ (통계조사방식 선진화)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전자조사
방식 활성화와 원격탐사기술 적용 등 통계조사의 효율성 제고
ㅇ 사생활 보호의식의 확산, 1인․맞벌이가구 증가 등 조사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SNS, 스마트 기기 등 전자
조사방식 확대
ㅇ 위성영상 판독을 통해 경지면적을 파악하고, 벼 재배면적 및
주요 농작물 생산량도 원격탐사기술을 단계적으로 활용 추진
□ (지역통계 확충) 본청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청에서 컨설팅 수행
ㅇ 지자체의 지역통계 현황 및 통계인프라 진단, 지역통계 수요
파악 및 지역특화통계 발굴, 지역통계 발전계획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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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생산 확대
ㅇ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통계조사 환경 악화와 고비용 추세를
극복하여 국가통계 시스템 선진화
ㅇ 정부3.0 시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개발
ㅇ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기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
-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 맞춤형 신규통계개발·개선 및 조사
통계에 항목대체·검증·보완용으로 활용
□ 대규모 통계조사의 체계적 관리로 저비용․고효율 통계조사 정착
ㅇ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거한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성공적 추진
-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수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표본
항목은 현장조사(20%) 실시
- (농림어업총조사) 독자적인 가구명부 작성,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인터넷조사 도입 등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조사 실시
ㅇ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
- 행정자료 활용 확대, 본사조사 개선, 정부센서스 도입 검토 및
시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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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행정자료 활용률 (%)
(공통)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4

’15

64.9

67.8 최근 3년간(’12년～’13년)의 활 용 통 계 수 * / 통 계 청 결과 보고문서
또는 메모보고
실적치가 하락 후 상승의 작성통계수
등락을 보이지만 상승기

*통계청 작성 통계중
(’13년～’14년)의 증가율(4.5%)을 항 목 대 체 ( 신 규 행 정
반영하여 ’15년 목표치 설정 통계 포함), 검증․
보완에 활용한 통계수
총조사결과 누적 이용 240.9 346.8 464.9 610.7 실적 변화 양상이 규칙적인 조사결과 발표 후 당해 관련 공문
건수(만건)(공통)*
것으로 판단하여 추세분석식에 연도까지 누적 이용건수를 (통계DB자료)
의하여 목표치 설정

전주기와 비교

*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3개 조사 이용건수임(성과계획서 공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행정자료 활용율
<지표정의 및 정책 대표성>
◦「정부 3.0」시대를 맞아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가통계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이라는 성과목표를 대표하고 있음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 최근 3년간(‘12년～’14년) 실적치가 하락 후 상승의 등락을 보이지만 상승기 증가율(‘13~’14)을 반영하여
’14년 실적치보다 4.5% 상향하여 ‘15년도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간 행정자료 활용 실적 >
통계종수
활용종수
활용률

‘12년
56
36
64.3

‘13년
58
36
62.1

‘14년
57
37
64.9

◦ 2015년 목표치 도출 : 목표치 = 64.9 × (64.9/62.1) ≒ 67.8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 행정자료 활용률의 증가는 통계조사 항목에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와 연계되어 있음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행정자료 활용건수는 연말에 실시하는 행정자료활용 현황조사에 근거하고 통계청 작성통계는 통계
조정과에서 집계하는 연말기준 통계청이 작성하는 승인 통계종수에 근거
<측정가능성 및 기한성>
◦ 사업실시 기간(1년) 내에 행정자료 활용률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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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2 〉총조사 결과 누적 이용건수
<지표정의 및 정책 대표성>
◦ 국가기본통계인 총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경제) 결과에 대한 활용 정도를 전주기 이용실적과 비교하여
대규모 통계조사의 체계적인 관리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써,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이
라는 성과목표를 대표하고 있음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1) 총조사 결과 누적 이용건수
연
누적 건수
(만건)
연
누적 건수
(만건)

도
인구주택
농림어업
도
인구주택
농림어업
경
제

2006
88.2
83.4
4.8

2007
170.2
158.9
11.3

2008
267.5
249.6
17.9

2009
355.0
330.1
24.9

2010
414.9
384.0
30.9

2011
99.6
91.5
8.1
-

2012
244.4
212.7
21.3
10.4

2013
373.4
319.3
33.0
21.1

2014
515.9
439.5
45.0
31.4

2015
610.7
518.4
52.5
39.8

(2)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누적 이용 건수
◦ 자료제공 방법의 다양화(CD, 보고서, 인터넷, MDSS 등)로 조사결과 이용 건수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조사 자료 분석 방법 홍보 등을 실시하여 KOSIS 수록자료 및 1960～2010년 인구센서스
1% 개별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주기(2010년) 대비 35.0% 상향된 목표치 설정
(연도별 조사결과 누적 이용건수)
(단위 : 만건)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06년
83.4
2011년
91.5

2007년
158.9
2012년
212.7

2008년
249.6
2013년
319.3

2009년
330.1
2014년
438.4

2010년
384.0
2015년
518.4

* ’08년 이후 이용건수 산정방식 변경(페이지 뷰 방식, 구 집계방식의 44% 수준으로 산출)
(3) 경제총조사결과 누적 이용 건수
◦ 경제총조사(5년주기)는 2010년 기준으로 2011년에 처음 실시하여 2012년 공표(차기는 2015년 기준
으로 2016년 조사 실시예정)
- 따라서 성과지표 경제총조사 결과 누적이용 건수에 대한 목표치 설정에 대한 비교대상이 없음에
따라 이와 유사한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15년도 목표치를 설정
- ‘14년도 실적치는 ’13년도 실적치(210,635건)에 서비스업총조사 전년대비 증가율(31.3%)에서 17.6%p
증가한 313,669(건)으로 나타남
- ’15년도 목표치는 ‘14년도 실적치(313,669건)에 서비스업총조사 전년대비 증가율(16.9%)에서 10%p
증가된 398,046(건)을 목표로 설정
(경제총조사 결과의 이용 건수)
(단위 : 만건)
2012년
10.4*

경제총조사 누적이용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

서비스업총조사 누적이용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2007년
79.5

2013년
21.1
(202.8)
2008년
14.7
(184.7)

2014년
31.3
(148.9)
2009년
19.3
(131.3)

2015년
39.8
(126.9)
2010년
22.5
(116.9)

* 제1회 경제총조사 결과가 2012.4.27. 공표되어 약 8개월분만 산정됨으로써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202.8%) 나타났으나
12개월 기간으로 추산할 때 그렇지 못함(약 182.2% 예상)
**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 주기(0, 5자연도 기준) 조사로서 경제총조사로 통합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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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누적 이용건수
◦ 자료제공 방법의 다양화(CD, 보고서, 인터넷, MDSS 등)로 조사결과 이용 건수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총과 연계한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 자료 이용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주기(2010년) 대비 70.0% 상향된 적극적 목표치 설정
(농림어업총조사 연도별 조사결과 이용건수)
(단위:만건)
연
건
연
건

도
수 (만건)
도
수 (만건)

2006
4.8
2011
8.1

2007
11.3
2012
21.3

2008
17.9
2013
33.0

2009
24.9
2014
45.0

2010
30.9
2015
52.5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 총조사 결과에 대한 이용건수 증가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한 통계생산 결과로써 결과적으로 「통계
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와 연계되어 있음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자료제공은 CD, 보고서, 인터넷, MDSS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매년 통계자료
DB(KOSIS) 이용건수(페이지 뷰 방식) 측정으로 단일화
<측정가능성 및 기한성>
◦ 사업실시 기간(1년) 내에 누적 이용건수 측정 가능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통계조사의 응답거부, 부재가구 증가 등으로 면접조사 위주의
대규모 통계조사 환경은 점차 악화되는 현실임
ㅇ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실시하고, 표본부문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현장조사가 과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조사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터넷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조사방법 검토는 물론 표본조사 가구에 대한 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대국민 홍보방안 검토 등이 필요
□ 정책수요 증가에 따른 통계조사 증가로 사업체의 응답부담이
점차 늘어나 응답거부, 불성실 응답 등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절감 요구도 증대되고 있음
ㅇ 조사인력 인건비 상승과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특성항목,
기존의 연간조사로는 포괄할 수 없는 융합산업의 출현 등으로
조사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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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개선 및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조사를
효율화하여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 축소․폐지로 대규모 총조사 시
조직․인력 동원 등 현장조사 관리에 어려움 상존
ㅇ 자치단체의 통계조직 축소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는 통계
담당자가 없거나 역할이 미비하여 총조사 시험조사에 애로점이 많음
⇒ 총조사 시험조사 실시 일정 등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율하는 등 조사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관리자를 채용․운영하는 방안 등 검토
□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보호 요구,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자료 확보의 어려움
ㅇ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함에 따라 정보보호 요구가 심화
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자료 확보가 어려움
⇒ 행정자료를 활용한 법률 제정준비 및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유출 원천차단방법 검토
□ 기회요인
ㅇ 스마트폰, SNS 등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IT 발전에 따라
다양한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응답자 편의 제공 가능
ㅇ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 생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위협요인
ㅇ 개인 및 기업의 정보 노출을 거부하는 경향 증대, 새로운 통계
수요 증가로 응답거부 및 응답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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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자료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 요구,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에 소극적인 자세
□ 강점요인
ㅇ IT기술을 이용하여 ’08년부터 24종의 통계조사에 전자조사를
도입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국가통계전문가 보유
ㅇ ’09년부터 행정자료 DB구축 및 ’12년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한
신규통계 개발 경험 보유
□ 약점요인
ㅇ 조사거부 등으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방문횟수 증가, 전화
독촉 등 설득과정에서 조사업무량 증가로 통계생산 및 관리
비용 증가
※ (경제통계기획과 설문조사 결과-’11.9월) 불응업체 설득을 위한 재방문
(평균 7～8회) 고려 시, 실제 조사부담은 당초 표본규모의 약 3배 수준

ㅇ 통계자원의 배분, 활용, 공유 등의 추진에 필요한 중앙통계기관
으로서의 역할과 권한 미약
(4) 기타
ㅇ 인구주택총조사 : http://www.census.go.kr,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ㅇ 농림어업총조사 : http://www.affcensus.go.kr,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ㅇ 경제총조사 : http://ecensus.go.kr, 경제총조사보고서
ㅇ 행정통계 : http://www.kostat.go.kr, 임금근로일자리통계, 귀농
귀촌인 통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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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Ⅱ-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 다양한 사회 환경 변화에 균형적․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확성과 시의성을 갖춘 신뢰받는 통계
생산 및 통계조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통계조사 검증, 조사지침서 표준화, 파라데이터 수집․분석․활용,
현장조사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조사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및 체계적 관리로 현장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응답자 맞춤형 조사방법 확대, 조사답례품 지급 합리화, 현장
조사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통한 조사환경 개선으로 응답자
만족도 제고 및 통계조사의 효율성 제고
ㅇ (지역통계 활성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초가 되는 지역통계 수요가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통계인프라가 취약한 지자체의 통계작성 역량 강화 및 지역
통계 서비스 강화 등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
ㅇ (신뢰성 확보) 통계조사 검증의 효율적 추진으로 조사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상시 현장조사 모니터링으로 조사 품질관리 및 현장조사
업무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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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확성 제고) 다각적인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방안 추진으로
조사의 정확성 제고
- 현장조사 통합관리를 위한 조사과정자료 수집․분석, 현장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ㅇ (효율성 제고) 응답자 편의 증진 및 통계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
ㅇ (조사환경개선) 현장조사 직원의 사기진작 및 통계조사관
(비공무원)의 처우개선 추진으로 조사업무 능률 향상 도모
- 우수 조사직원의 문화․안보탐방, 통계조사관의 명절휴가비,
호봉제실시 등 처우개선 추진
ㅇ (응답자 만족도 제고) 조사답례품의 합리적 운영 및 투명성
확보로 응답자 만족도 제고
- 응답자 선호도를 고려한 조사답례품 지급형태의 다양화 및
사전안내, 관리시스템 안정화, 지급관리 실태점검 등
《지역통계 활성화》
ㅇ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
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지자체 상설협의체 구성․운영(’14)
- 지역특화통계 확충에 필요한 표본설계 등 기술지원, 통계
개발지원 및 지역통계대행
※ ’05년부터 ’14년까지 기술지원 395건, 개발지원 153건, 생산대행 159건 실시

<통계청 기술지원 및 생산대행 현황>
(’14.12.31.기준)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기술지원 395
2
22
56
67
40
30
37
52
42
47
개발지원 153
2
22
39
25
12
2
11
18
9
13
생산대행 159
12
25
24
16
18
19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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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역량강화)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계교육 과정 운영
- 교육 실시기관 : 통계교육원,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 ’14년 14,785명 이수

ㅇ (컨설팅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환경을 진단하여 지역통계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는 통계컨설팅 확대(광역→기초단체) 실시
- 지역통계 활성화를 통한 통계기반 지역정책 추진 지원
- 지역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 통계 발굴 및 제안
<연도별 지역통계 컨설팅 내역>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획

광역

충남

제주․부산․강원

서울

전북, 경기

광주

기초

단양

가평․인제․상주 용인․경주․곡성 서울 서대문구
거창․남해․충주 순창․거창․아산 과천․춘천․영주
담양
강릉․여수․익산 강진․진안․임실
합천․산청․영동
청양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15년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 추진계획 수립

2월

지역통계 중장기 발전전략(기본계획) 수립

2월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 계획 수립

3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중기(2016년 ~ 2020년) 계획 확정

3월

2015년 조사과정자료(Paradata) 수집 및 활용 개선방안 수립

3월

‘15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실시

4월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

5월

지역통계 컨설팅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4월

컨설팅 대상기관 간부진 및 팀장 대상 인터뷰 실시

8월

'15년 현장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대회

10월

컨설팅 전문가 협의(개선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11월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 결과분석 및 보고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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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업무1-나

업무1-나

업무1-나

업무1-나

업무1-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국민‧기업‧정부(통계이용자), 통계조사응답자, 지자체
- 정확성과 시의성을 갖춘 신뢰받는 통계생산 및 제공으로 국가 ‧
지역‧기업 발전에 기여
ㅇ (이해관계집단) 본청 각 실/국, 지방청 및 사무소, 현장 조사
직원, 통계조사 응답자, 지자체
- 본청 각국, 지방청․사무소 : 각 통계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현장조사직원) 조사직원의 업무부담 감소, 사기진작, 처우
개선 및 응답자와의 갈등해소
- (통계응답자) 조사 응답률 제고
- (지방자치단체) 지역통계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 기대효과
ㅇ 효율적인 통계조사 검증으로 조사 직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조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ㅇ 조사의 규격화․표준화 등 체계적인 현장조사의 통합 관리를
통해 비표본오차 최소화 유도
ㅇ 응답자 맞춤형 조사방법 다양화로 응답자의 편의증진 도모
및 조사효율성 제고
ㅇ 지역통계 활성화 및 통계기반 지역정책 추진 지원
ㅇ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ㅇ 지자체의 통계인식 제고 및 지역통계 활성화 유도
ㅇ 지방청의 통계역량 제고 및 지역네트워크 내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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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일반회계

15,855

15,433

(15,855)

(15,433)

15,855

15,433

통계조사지원(Ⅱ-1-일반재정⑦)
① 통계조사지원(3037)
▪통계조사지원(309)

일반회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목표
치

실적
성과지표

통계조사검증
오류율(%)

지역통계지원
만족도(점)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2 ’13 ’14

’15

1.4 2.4 0.7

0.67 결정계수 R 값이 0.5 미만이므로 ∑ 오류대상처수 통계조사 검증결과
실적 변화 양상이 불규칙적인 것
/ 검증완료대상처 수 (공문)
으로 판단하여 베타함수식에 의한
목표치 설정

2

신규 4.05 신규지표로써 과거 실적이 존재 지역통계기술지원
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업무인 만족도×0.36
“현장조사지원” 업무의 만족지수를 +
차용하여 목표치 추정
지역통계컨설팅
2
(결정계수 R 값이 0.5 이상이므로 만족도×0.64
실적 변화 양상이 규칙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세분석식에 의한 목 ※가중치산출
표치 설정)
AHP기법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통계조사검증 오류율

◦(지표 정의 및 정책 대표성)
통계조사 검증을 통하여 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성과목표인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이며, 통계조사별로 측정된 통계조사별 오류율
축소는 전략목표인 “고품질 통계생산”과 연계되어 있음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통계조사 검증결과 오류율 축소는 결과적으로 각 통계조사의 신뢰도 상승을 의미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모니터링요원이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통해 통계조사별
점검 매뉴얼(질문지)에 따라 실제조사 및 방문여부 등에 대해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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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가능성, 기한성)
- 조사대상처를 대상으로 전화 검증방식을 통하여 오류 측정 가능
- 사업실시 기간(1년)내에 검증 완료 가능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 목표치 산정 방법 : ‘실적치 추세분석’과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산정 방법별 비교 (아래 박스 참고)
< 실적치 추세분석 >
2
2
- R = 0.2 < 0.5, 결정계수 R 값이 0.5 미만이므로 실적 변화 양상이 불규칙적인 것으로 판단
하여 베타함수식에 의한 목표치 선정방식을 적용
- 베타함수식 = {최하위실적+최상위실적+전년도실적×(기간-2)} ÷ 기간=1.267
- 표준편차 =


최상위실적 최하위실적

기간



= 0.567

- 목표치 계산 : Negative 지표임으로 도전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편차의 105%를 감하여 설정
베타함수식(1.267) - 표준편차(0.567*1.05) = 0.67
< 3개년 실적치 평균 >
- 목표치 계산 = (1.4 + 2.4 + 0.7) / 3 = 1.5
< 목표치 비교 >
- 실적치 추세분석(0.67) > 3개년 평균치(1.5)
* Negative 지표임으로 ‘실적치 추세분석’ 방법이 보다 더 도전적 임

- 목표치 설정 : Negative 지표임으로 도전성 제고를 위하여 실적치 추세 분석을 이용한
목표치에 표준편차의 105%를 감하여 0.67로 설정
<통계조사 검증 범위>
- 경상조사(12종 / 6,134개 대상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서비스),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가계동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축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농가
판매및구입가격조사, 산지쌀값조사
- 연간조사( 4종 / 4,184개 대상처) : 농어업법인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 지표2〉 지역통계지원 만족도

◦(지표 정의 및 정책 대표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 작성역량을 배양하여 지방자치 정책에 필요한 통계작성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표로써, 지역통계 작성의 실질적인 주체인 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통계 활성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함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성과지표의 수혜자인 지자체 통계담당 공무원의 지역통계지원(통계작성 기술지원 및
컨설팅) 만족도 향상으로 지역통계 작성 활성화 유도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지역통계 활성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업무인 지역통계 기술지원(통게작성 기법 등)과
지방자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컨설팅(지역특화통계 개발) 업무로 나누어 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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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가능성, 기한성)
-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
- 사업실시 기간(1년)내에 만족도 측정 가능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 실적치 추세분석 : R2=0.84 > 0.5
- 결정계수 R2 값이 0.5 이상이므로 실적 변화 양상이 규칙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세
분석식에 의한 목표치 선정방식을 적용하되, 선형함수식과 로그함수식 및 다항추세분석식 중
결정계수가 보다 큰 함수식 채택
※ 로그함수식의 R2(0.719) < 선형함수식의 R2(0.842) < 다항추세분석식 R2(1.0)
※ 신규지표로써 과거 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업무인 “현장조사지원”
업무의 만족지수를 차용하여 목표치 추정
지역통계 지원 만족지수
4.06
4.05
4.04
4.03
4.02
4.01
4
3.99
3.98
3.97
3.96

y = ‐0.03x 2 + 0.08x + 4
R? = 1
만족지수(Y)
다항식
(만족지수(Y))
0

1

2

3

4

◦ 다항추세분석식 적용 : -0.03(x2) + 0.08(x) + 4 ≒ 3.84
< 5% 증가치 ≒ 0.192 >
◦ 목표치 계산 : 도전성 확보를 위하여 5% 증가치를 상회하는 목표값 설정 ≒ 4.032
◦ 2015년 목표치 설정 : 4.05
<지표 측정>
- 조사대상：광역(17개) 및 기초자치단체(226개) 지역통계 담당공무원 약 480여명
- 조사방법：표본조사
- 조사규모：목표표본수 100표본
- 조사항목：지역통계 컨설팅 기법 이해도, 지역통계 컨설팅 결과 활용성, 지역통계작성기법 전수의
적절성, 지자체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절성
- 조사주체：통계청 성과관리팀

<가중치 설정>
-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기법 사용
(지표별 중요도 및 난이도의 정도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AHP 적용 결과 : 지역통계컨설팅(0.64), 지역통계기술지원(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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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계 개선․개발 및 기반강화(Ⅱ-3-②)
□ 추진배경(목적)
ㅇ 현장조사 환경 악화로 통계조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조사항목
증가로 개인과 기업은 응답부담 가중 및 조사비용 증가 추세
❙ 가계동향조사 불응률(%)
❙ 기업대상 통계(종)
❙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억원)

: (’07) 17.2 → (’13) 20.2
: (’00) 334 → (’12) 649
: (’10) 1,808→ (’15) 2,712(추정)

ㅇ 행정자료를 이용한 국가통계 생산 및 기반강화가 필요하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
* 덴마크와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는 센서스에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 계획
《정책맞춤형 행정통계 개선․개발 추진》
ㅇ 이용자 요구 반영 및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 개발한
「귀농인통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의 개선 추진
- (귀농인통계 개선) 시군구별 작성 항목 추가 확대*
* 기존 시도별로 작성한 귀농전 거주지역별 귀농가구수와 전입 가구원수를
시군구별로 세분하여 작성

-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개선) 주택소유자 기준외에 주택 기준의
세부 소유 현황 항목 추가(예; 주택소유자의 타지역 거주현황 등)
ㅇ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에
필요한 「신혼부부통계」, 「귀촌인통계」의 개발 가능성 등
검토(개발 가능 시 ‘16년 개발 완료를 목표)
- (신혼부부통계) 신혼부부의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특성* 및
주택 소유․임차 현황** 등 개발 가능성․타당성 등 검토
* 연령, 맞벌이 여부, 종사하는 산업분야 등
** 단독 및 공동소유, 남․여별, 거주지역별, 주택종류별, 평균면적, 평균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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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인통계) 귀촌인의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특성* 및
거주실태, 직업 보유현황 등 개발 가능성․타당성 등 검토
* 귀촌인 규모(성별, 연령별, 지역별), 귀촌인의 직업 및 귀촌사유 등

《선진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통계 생산 기반강화》
ㅇ (중기 행정자료활용 전략수립) 기존 행정자료 이용의 한계점 및
성과를 평가하여 활용 강화를 위한 중기(’16～’20) 발전 전략 수립
- 청․내외 관계자 대상의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후 ‘16년부터 본격 추진
ㅇ (행정통계 품질지침 개발) 현행 품질진단은 전통적인 조사
통계 위주로 되어있어 행정통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
- 품질관리과 등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품질지침 시안 마련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내 확정 추진(‘16년에 시험 적용)
ㅇ (일자리통계등록부 구축) 정책맞춤형 고용·노동통계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자료*를 경제활동 단위로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구축
- ‘15년에는 기 입수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이 일
하고 있는 기업체 등에 관한 자료를 DB로 신규 구축
* 행정자료 17종(사회보험, 과세자료, 주민등록자료 등) 및 활용 가능한 민간
자료 (통신사, 취업포탈 등)
** 도입단계(입수된 행정자료 활용, 2015년도 추진) → 도약단계(등록센서스
결과, 신규 입수 행정자료, 2016년도 추진) → 고도화단계(민간자료까지
확대 활용, 2017년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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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귀농인통계’ 작성 계획 수립

3월

‘귀농인통계’ 공표 및 개선 완료 보고

3월

중기 행정자료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3월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작성계획 수립

4월

중기 행정자료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T/F 회의

비 고

4월～6월

행정통계 품질지침 개발 추진 계획서 작성

4월

일자리통계등록부 구축 계획 수립

7월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개선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 처리

10월

’14년 기준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개선 결과 보고

12월

신규 행정통계 개발 최종 검토 보고

12월

중기 행정자료 활용 전략 수립 확정 보고

12월

행정통계 품질지침서 최종안 작성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귀농인통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의 개선은 관련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정부부처,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이
정책의 수립·평가, 연구·분석 등에 활용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 국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수혜부처 및 관련정책>
통계명칭

부처명

관련정책(사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소유자수의 증감 여부 등 사후
적인 정책효과 분석 시 활용

․주택소유통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귀농․귀촌인통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귀촌인 지원정책
지자체

ㅇ (이해관계집단) 신규통계 개선 및 개발 결과, 이를 이용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정부기관과 피감기관 등이 이해관계
구분

수혜자

이해관계자

․개인별주택소유통계
․귀농․귀촌인통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부처, 연구기관 및 학계

다주택소유자, 귀농 귀촌 이주 및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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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비용절감 및 응답경감) 국가통계 생산에 현장조사 대신에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생산 비용 절감
ㅇ (정부 3.0추진 등 정책효과 제고) 정부 3.0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통계 생산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 및
정책의 효과성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ㅇ (선진통계시스템 구축) 행정자료 활용 중기(2016~2020)전략
수립, 행정통계 품질지침 개발, 일자리통계 등록부 구축을
통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선진화된 통계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계의 적시 서비스 제공 기반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경제통계 작성(Ⅱ-1-일반재정①)
① 경제통계작성(3031)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91.6
(95.9)
91.6

107.0
(116.7)
107.0

▪경제구조통계 작성(3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행정통계 활용
향상률(%)

’12 ’13 ’14
신규

목표치
’15
20.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5 목표치 산출근거

‘14년 대비 20% 상향 ‘14년도 대비 ’15년 행정
설정 (통계청 작성 통계 3종*의 이용 향상률
통계의 KOSIS 전체 (3종 행정통계의 ‘14년
이용건수 2개년 연평균 대비 ’15년 KOSIS 이용
증가율 12.5% 보다 향상률(%)
7.5%p 높게 목표치 ′년 이용건수 년 이용건수
 
설정)
년 이용건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통계청 KOSIS 홈페
이지(‘업무용통계
DB 시스 템 ’ 의
KOSIS 이용실적)



 

×  

* 귀농인통계,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 임금근로일자리통계
행정통계 외부
전문가 만족도
(점)

신규

3.7

최초 작성하는 신규 
전문가 그룹 대상의
지표이므로 3.5점(70점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보다 5.7% 증가된  는 개인별 응답측도,
3.7점을 목표치로 설정  은 총 응답자 수
(5점 척도, 외부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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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정의) 행정통계 활용 향상률은 통계청 KOSIS의 ‘14년 대비 ‘15년 이용실적 비율이며 행정
통계 이용자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통계청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치
ㅇ (정책대표성) 행정통계 개선 및 기반강화를 통한 정책맞춤형 고품질 통계의 생산․제공
으로 정부 3.0 구현, 서민 주거안정 추진,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와 인과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 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뒷받침
⇧

성과목표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 제고

관리과제

행정통계 개선 및 기반강화

⇧

⇧

성과지표

행정통계 활용 향상률

행정통계 이용자 만족도

ㅇ (명확성 및 구체성) 행정통계 3종의 통계청 KOSIS 이용실적과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결과지
향적인 지표로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ㅇ (측정가능성) KOSIS의 행정통계 3종 이용실적은 ‘업무용 통계 DB시스템’상의 KOSIS 이용실적을
조회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고,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로 측정 가능
ㅇ (기한성) KOSIS 이용실적은 수시 또는 일정시점에 측정가능하며, 통계청 만족도 조사도 일정
시점 조사후 공표함으로 기한성이 있음
ㅇ (비교가능성) KOSIS 이용실적은 국가승인통계 모두 상호간 비교 가능하며 만족도 조사 또한
각 부처별, 과별 비교 가능함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설명
< 지표1 > 행정통계 활용 향상률(%)

ㅇ 일자리통계 1,539/6개월=257건, 주택소유통계 2,742/8개월=343건, 귀농인통계(‘14년) 20,881건
ㅇ 2014년도 연간으로 환산: 일자리(3,084건)+주택(4,116건)+귀농인(20,881건)=28,081건
* (환산) 일자리; 257건×12개월=3,084건, 주택; 343건×12개월=4,116건, 귀농인; 20,881건. 합계;28,081건

ㅇ 2014년 대비 20% 상향 : (33,697건=28,081건×1.20)
* 통계청 전체 KOSIS 이용건수 2개년 연평균 증가율 12.5% 보다 7.5%p 높게 목표치 설정
<통계청 전체 KOSIS 이용건수 및 증가율>
구분
KOSIS 이용건수(건)
연평균 증가율(%)

‘12년
6,205,053
-

‘13년
6,647,487
7.1

‘14년
7,824,942건
17.8

‘15년 추세치
8,799,147
12.45

< 지표2 > 행정통계 이용자 만족도(점수)

ㅇ 최초 작성하는 신규지표이므로 3.5점(70점/100점)보다 5.7% 증가된 3.7점을 목표치로 설정
ㅇ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연구소 전문가 및 교수 등 20여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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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Ⅱ-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공유와 협업의 정부 3.0 과제 추진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
하여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맞춤형 통계를 생산할 필요성 증대
ㅇ 행정자료는 통계자료와 용어·개념 등에 차이가 있어 적절 활용이
곤란하므로 표준화와 오류점검, 통계모집단과 연계 등을 통해
신규통계생산 및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동법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제공)
․통계법시행령 제39조에서는 통계법 제2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제114조),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행정자료기반의 통계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계조사의 항목 및 조사대체, 신규통계생산에 활용
- (DB구축 개선) 입수한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경제부문 연간조사의 사업실적 항목대체 지원 추진
․ 과세자료 사업실적 통합 테이블 구축·제공
․ 활용기반 확대를 위한 행정자료 간 연계, 행정자료와 조사
자료 간 연계
· 산업분류코딩, 주소일치화 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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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서비스 강화,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의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품질점검 결과 중요내용(매출액오류, 항목
누락 등)은 DB에 추가하는 등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
자료의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정보화
기획과와 합동으로 추진
ㅇ 통계모집단 및 행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통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 (등록모집단 전환 추진) 사업체부문 등록모집단으로 체계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종사자수 및 산업분류 활용도를 제고
하고 사업체고유번호 정비
- (등록기반 DB 시범구축) 경제부문 행정자료의 기본명부인
사업자등록자료의 누락·오류 사업자를 시계열·정합성 분석
하여 대체·보완하는 등록기반DB를 시범구축
- (종합모집단 DB 시범구축) 종합모집단 ISP수립결과에 근거
하여 종합모집단 DB 시범구축을 통해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사회·경제 융합형 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에 필요한 기본틀 구축
ㅇ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개선으로 정책맞춤형 제고
- (행정통계 개선)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추가 지표 개발을 검토하여 정부정책 수립자료의 활용성 제고
- (이용자 맞춤형 자료 제공) 영리법인 기업체통계 공표 후
통계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지표 확대하여 기업체의
구조변화 및 경영활동을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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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계획 수립

3월

경지 및 가구모집단 정비 결과보고

1～3월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DB구축 계획 수립

5월

경제 및 농림어업 행정자료 39종 입수

6월

과세자료 사업실적 통합 테이블 구축

9월

경제 및 농림어업 행정자료 14종 입수

9월

행정자료 DB구축 결과 보고

12월

사업체기업체 모집단 DB구축 결과 보고

12월

1/4분기

영리법인기업체통계 개선계획 수립

1월

2/4분기

개선관련 기초자료 분석

5월

3/4분기

분석결과에 대한 내외부 의견수렴 및 반영검토

7월

4/4분기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결과 공표

1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통계(자료)이용자, 통계조사 응답자, 현장조사 직원
- (자료이용자) 간소화된 절차와 개선된 시스템으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향상
- (통계이용자) 정책부서 등 통계수요자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통계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됨
- (통계조사 응답자, 현장조사 직원) 행정자료를 통계조사 항목
대체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응답부담과 조사원의
업무부담 경감
ㅇ 이해관계집단 : 행정자료 보유기관, 통계생산기관, 현장조사 직원
- (행정자료 보유기관) 행정자료 제공여부 및 제공범위를 협의
- (통계생산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생산시 유사통계
생산기관과 생산방안 협의가 필요(유사․중복 방지)
- (현장조사 직원) 현장조사에 행정자료가 활용됨에 따라 업무량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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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통계조사의 항목․조사 대체로 통계생산 예산을 점감*하고
일반국민과 기업의 응답부담을 경감
＊ (예산 절감 사례) ‘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할 때 현장조사 예산을 절반수준으로 절감(절감효과:
약 1,400억원 이상 추정)

ㅇ 신규사업체․가구에 대한 모집단 명부를 시의성 있게 보완하고,
조사결과 자료의 내용검토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산통계의
정확성을 제고
ㅇ 신규통계 생산에 행정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통계수요를 충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29.4
(29.4)
29.4

38.6
(38.6)
38.6

행정자료통합관리(Ⅱ-1-정보화①)
① 행정자료통합관리(3038)
▪행정자료통합관리(정보화)(3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행정자료 DB구축 39
누적 건수(건)

43

48

53

(공통)
경제통계 조사에 73.3 81.3 84.8
행정자료 활용한
사업체비율 (%)
(공통)

88.4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최근 2년인 13년 실적치 및 당해 연도 ∑통계 결과보고서
14년 실적치의 증가율 반영 목적으로 구축한 누적
하여 ‘14년 실적치보다 10.4% 행정자료 건수
상향하여 53건으로 설정
13년 실적(81.3%)대비 ‘14년
실적(84.8%) 증가율이 4.3%p
이므로 추세치 증감율을
반영하여 ’15년도 목표치
88.4%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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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행정자료 결과보고서
활용 사업체수/∑경제
통계 연간조사 중 조사
완료 사업체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정의) 행정자료DB구축 누적 건수는 ‘13년,’14년 실적치 증가율 및 ‘14년 실적치보다 10.4%
상향하여 반영, 경제통계조사에 행정자료 활용한 사업체비율은 ’13년 실적대비 ‘14년 실적 증가율
추세치 증감율
ㅇ (정책대표성) 행정자료기반의 통계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계
조사의 항목 및 조사대체, 신규통계생산에 활용 및 통계모집단 및 행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통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와 인과성>
전략목표

고품질의 통계 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뒷받침
⇧

성과목표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 제고
⇧

관리과제

행정통계 개선개발 및 기반강화
⇧

성과지표

행정자료 DB구축 누적 건수

경제통계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비율

ㅇ (명확성 및 구체성) 행정자료의 활용은 각종 통계조사의 항목 또는 조사자체를 대체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
ㅇ (측정가능성) 행정자료DB구축 누적 건수는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측정, 경제통계
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업체비율은 사업체조사등 7개 연간조사에서 조사완료사업체
수에서 행정자료활용사업체수 비율로서 측정 가능
ㅇ (기한성) 행정자료DB구축은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를 입수,
입수 후 오류점검, 통계적 변환작업, 기존자료와 연계등 입수시점에서 측정가능하며, 경제통계
연간조사에서 활용차원에서 기한성이 있음
ㅇ (비교가능성) 입수한 행정자료의 활용여건이 마련된 경제통계연간조사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
등 행정자료를 경제통계조사에 비교(항목대체 또는 내용검토)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설명
< 지표1 > 행정자료DB구축 누적 건수

ㅇ 증가율 : 전년 실적 대비 ‘13년 4건(10.3%), ’14년 5건(11.6%) 의 증가율
ㅇ 추세치 산식 : 48× [(10.3+11.6)/2]
< 지표2 > 경제통계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비율

ㅇ ‘13년도 : 81.3, ’14년도 : 84.8, ‘15년도 : 88.4
* ‘13년 실적(81.3%) 대비 ’14년 실적(84.8%) 증가율이 104.3%이므로 추세치 증감률(4.3%)을 반영하여
‘15년도 목표치 88.4% 설정
* 행정자료 활용의 기초가 되는 연계율이 ‘13년 83.0%인 점과 ’14년 84.8%인 점을 반영하여
최대 목표치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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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효율적 실시(Ⅱ-3-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새로운 패러다임의 2015년 총조사 도입 및 실시
-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주택의 특성을 5년 단위
(0자, 5자년도)로 파악하여 노동력 수급계획, 보건·복지정책,
주택수급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규모 조사로서
막대한 인력·예산이 소요됨
⇒ 조사방법 개선 및 농림어업총조사와 연계 등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 총조사 실시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방안 및 법적근거 》
❙ 전수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 표본항목은 현장조사(20%) 실시
❙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 통계법 제5의3(총조사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총조사의 범위․방법)
․인구총조사(제10101호), 주택총조사(제10102호), 농림어업총조사(제10141호)
❙ 인구주택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4호), 농림어업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4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15년 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 ’14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부문별 시행계획(종합
시행계획) 확정
- 실시기관인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실시
ㅇ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본조사 준비
- 조사구 설정, 인력동원 및 교육계획, 홍보 등 부문별 세부시행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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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동원(조사요원 채용), 교육, 사이버 교육자재 개발, 조사
표류 및 용품류 제작, 홍보 등 실시
ㅇ 본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
- 본조사 실시, 조사표 ICR 입력
※ 2015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조사시스템, 실시본부, 홍보,
용품, 조사원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공유․연계하여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비 고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

3월

업무1-가

2015 농림어업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

3월

업무1-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본부 구성

3월

업무1-가

201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홍보 세부시행계획 수립

5월

업무1-가

201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침 확정․보고

5월

201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6월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가구 선정

8월

업무1-가

2015 인구주택총조사 부문별 실시계획 수립

9월

업무1-가

2015 농림어업총조사 세부실시계획 수립

9월

업무1-가

2016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대상 가구명부 확정

11월

업무1-가

2015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 실시

11월

업무1-가

2015 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 실시

12월

업무1-가

〈’15년 이후 연차별 과제추진 계획〉
연도

추진계획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본조사 실시

2016년

자료처리,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공표

2017년～

비 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처리, 표본부문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관,
일반국민 등에 국가주요정책 수립 및 연구․평가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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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및 지방 정부) 국토교통부(주택정책),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계획), 보건복지부(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에 활용
- (통계작성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보험료율), 한국은행,
고용노동부(노동인력수급계획) 등에서 표본추출틀 및 다른
통계작성에 활용
- (대학 및 연구기관)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유형 및
변동분석 등 경제·사회현상 분석·연구
- 기타 읍면동 이하 소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제공
ㅇ (이해관계집단) 조사대상인 모든 가구, 조사 실시기관인 지방
자치단체, 조사결과 이용 기관 및 개인이 이해관계집단임
- (조사대상가구) 조사대상인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의
편리성, 응답부담 경감방안 마련 등 조사방법 개선과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
하는 지자체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총조사 수행
- (이용자) 자료 이용기관 및 개인에게는 자료이용의 편의성
제고 등 서비스 개선
□ 기대효과
ㅇ (저비용․고효율 총조사 실시) 등록센서스 도입 및 총조사
준비과정에서 추진방법 개선 및 업무효율화 도모 방안 마련
으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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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뒷받침)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정책
계획수립, 연구 및 평가 등 각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가 및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
ㅇ (국가기본 통계조사)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 및 가공
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어 통계활용성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인구주택총조사 (Ⅱ-1-재정④)
① 인구주택총조사(3034)
▪인구주택총조사(307)
농림어업총조사 (Ⅱ-1-재정⑤)
① 농림어업총조사(3035-308)
▪농림어업총조사(308)

’14

’15

264 (264) 1,061 (1,061)
264
1,061
13 (13)
13

207 (207)
20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성과지표

인구주택 및 농림
어업 총조사 인터넷
조사율(%)(공통)

’15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측정산식

신규 25.7 (인총) 최근 3차례 지역조사의 실적 (인터넷 조사가구/ 결과보고서
치 25.4%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의 조사대상가구)*100 관련문서
20%를 상향한 30.5%를 목표로 설정
(농총) ‘13년 세종시 특별 센서스의
인터넷조사율 10.9%와 AI, 구제역 등
돌발상황 시 응답자 편의 제공과
2015년 총조사에 처음으로 인터넷
조사를 도입한 점을 감안하여
11.4%로 목표치로 설정
(인총 3,866천가구×30.5% + 농총 1,300
천가구×11.4%)/5,166천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인지도(%)

신규 29.4 2015년 처음으로 등록센서스를 도입 (총조사 조사후 홍보결과보고서
함에 따라 “왜 나만” 이라는 조사 인지도 - 조사전
비협조와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인 지 도 ) / 조 사 전
2010년 전수조사 시와 동일하게 인지도
29.4%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설정
* (환경변화) 2010년 전수조사→
2015년 20% 표본조사
* (홍보예산) 2010년 126억원→
2015년 95억원(31억원, △24.3%)
* 인지도 목표치 임계치는 97%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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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인터넷조사율

1. 성과지표의 적절성
○ (지표정의 및 정책대표성) 인터넷 조사율 지표는 2015년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와
국민 중심의 효율적 조사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과제의 중점 추진사항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인터넷조사를 통해 조사요원 인건비 절감과 응답자의
조사편의 제고 등 조사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므로 목표와 결과간 연계가
큰 지표임
○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 인터넷으로 조사완료된
가구를 집계하여 측정하므로 지표 측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이 가능함
: (인터넷조사 완료가구/조사대상가구)×100
○ (기한성 및 비교가능성)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2015년도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타 조사와 비교할 수 있음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설명
○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율)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조사이므로 목표치는
2012년에서 2014년도에 걸쳐 지역별로 실시된 시험 및 시범예행 조사의 인터넷
조사율 및 조사 난이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 최근 3차례 지역조사의 실적치
평균의 20%를 상향한 30.5%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세종시 특별센서스(개발 및 도농복합), 3차 시험조사(수도권 및 농촌지역), 시범예행
조사(광역시 및 중소도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율 (%)>
실 적 치
2012년
1차 시험조사
11.9

2013년
세종시 특별센서스
26.9

2014년
3차 시험조사
12.7

2014년
시범예행조사
36.6

최근 3개년 평균
25.4

○ (농림어업총조사 인터넷조사율)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인터넷조사는
“조사항목의 복잡성, 농어촌의 고령화, 낮은 PC 보유율과 인터넷이용률*”등을 고려,
참여율 확대보다는 젊은 경영층, 축산농가, 지역조사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한 응답자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 그럼에도 불구 ‘13년 실시한 세종시 특별 센서스의
인터넷조사율 10.9%보다 5%이상 상향한 11.4%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2013년 농어민 PC 보유율(%) : 64.5%(전체국민 80.6%)
2013년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 42.2%(전체국민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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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2>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인지도 제고

1. 성과지표의 적절성
○ (지표정의 및 정책대표성) 총조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15. 6월)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 홍보 실시 후(’15.12월)에 총조사 인지도를 비교하여 총조사
수행에 끼친 역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총조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로 국민의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총조사 인지도 제고
지표는 효율적인 총조사 실시라는 관리과제의 중점 추진사항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홍보 실시 전․후(’15. 6월, ’15.12월)에 홍보대행사를
통해 각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조사 인지도를 집계하여 측정하므로 지표
측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이 가능함
○ (기한성 및 비교가능성)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음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설명
○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인지도) 맞벌이, 1인 및 고령 가구 증가 등 조사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2015년 처음으로 도입한 등록센서스와 20% 현장조사로
인해 표본가구의“왜 나만”이라는 부정적인 조사 비협조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29.4%인지도 제고를 목표치로 설정(29.4% 인지도
제고 또는 조사후 인지도 97.0%(임계치)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설정)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전 인지도 74.8% → 조사후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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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총조사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Ⅱ-3-⑤)
□ 추진배경
ㅇ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경영실태
등의 구조를 동일시점에 동일기준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
※ 2003년 경제총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1년 최초 실시한 이래 내․
외부 이용자로부터 개선, 개발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
☞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 및 제17조(제10171호), 경제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210호)

ㅇ 2015년에는 경제총조사 추진체계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최종
점검하는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14년도는 고효율 고품질 통계조사를 위한 경제총조사
개선을 위해 조사항목, 본사일괄조사, 행정자료 활용 분야
등에 대해 시험조사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시험조사(1회), 전문가 실무협의회(4회), 정책연구용역(1건), 개발원 협업(3건),
경제총조사 연구회(10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환류 추진

ㅇ 2015년도는 현장조사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예행
조사를 거쳐 적용하고 평가함으로써 2016년 본조사를 대비한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할 예정
< 2014년 > 제2차 시험조사
조사방법 및 체계 개선

< 2015년 > 시범예행조사
현장조사 중심의 개선

① 조사항목 및 조사표 개발

① 현장조사 관리 개선

② 산업분류 조사항목 개선

② 080 콜센터 운영 개선

③ 행정자료 활용

③ 경제총조사 홍보 개선

④ 본사조사 개선(조사항목 및 범위)

④ 본사일괄조사 개선(본조사 사전실시)

⑤ 공공부문조사 개선

⑤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개발

기본방향 수립

종합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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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본조사
경제총조사 실시
․종합시행계획,

홍보계

획에 따른 본조사 시행
․자료처리, 공표계획에
따른 자료처리 및 공표

본조사 실시

ㅇ 시범예행조사를 통한 현장조사 중심의 개선사항 추진
- (현장조사 관리) 조사원 인력동원, 조사원 교육, 조사명부
구축, 조사표 디자인 등에 대해 개선
- (080 콜센터 운영) 경제총조사와 관련된 각종 질의 답변과
응답자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조사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 (경제총조사 홍보) 경제총조사 실시 및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
에게 인지도를 제고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
- (본사일괄조사 개선) 조사대상, 조사방법, 명부구축 등 본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 도출과 실행방향 제시
-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개발) 정보화 사업 환경변화와 특히 행정
자료 활용기반의 특성을 내포한 원활한 현장조사 수행을 지원
《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개선을 위한 업무수행과정 》
의견수렴 및
경제총조사 연구회
시범예행조사
중간평가
업무협의
전문가평가
▶
▶
▶
▶
▶
자료수집 (1~6월)
(매월개최)
(서울, 부산)
(조사관리자)
(관련부서 등)
(전문가)

☞

경제총조사 전문가회의를 통해 점검과 평가를 동시 수행
(구성: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서강대, 한국은행 등 8명, 연 2회 개최)

ㅇ 인터넷조사 확대를 위한 응답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인터넷 조사시스템 구축) 사업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신속히 입력 가능하게 사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하여 구축
※ 방화벽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본사일괄조사, 단독사업체 등 차별화 구축
*

- (참여확대) 사업체 정보노출을 기피하는 사업체 에 대해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
* 교육, 공공행정, 광업 등 사업분야와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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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강화) 인터넷조사 참여 안내문 발송과 대기업, 본사, 공공
기관 등 조사원의 접근이 어려운 사업체를 중심으로 홍보 강화
- (자동내검 기능) 자동내검 기능을 탑재하여 입력자료의
정확성을 제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세부일정

경제총조사 연구회 계획(안) 보고

1월

경제총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1월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대상지역 선정

2월

경제총조사 기본계획 수립

4월

경제총조사 조사항목(안) 확정

5월

경제총조사 추진관련 정부기관 협의체 구성 및 협의

6월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개선사항 적용) 실시
3/4분기

4/4분기

6월～7월

비 고

업무 1-가

업무 1-가

경제총조사 홍보컨설팅 계획 수립

8월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개선사항에 대한 중간 평가

8월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개선사항 보고와 평가

12월

경제등록센서스 수립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계획 수립

12월

업무 1-가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 보고

12월

업무 1-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가주요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제공받는 기획재
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직접 가공
통계를 작성하거나 표본설계를 하는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통계작성기관
- 경제·사회 분야 문제를 분석·연구하는 연구자, 경영전략,
마케팅 및 컨설팅 업무 등에 통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
- 244 -

ㅇ 이해관계자
- 조사에 응하여 사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대상 400만개
사업체 및 응답자
- 실제로 조사원 채용하여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시도 등 지자체
- 조사결과와 상호 정합성을 비교하는 연간조사 및 동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제통계작성 부처 및 담당자
□ 기대효과
ㅇ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의 구조를 동일시점,
동일기준으로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전산업 총량 파악에 기여
ㅇ 산업구조통계를 활용하는 국민계정(GDP), 산업연관표 및 지역
생산계정(GRDP) 등 국가기본통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
- 각종 통계의 모집단 제공, 산업구조 변화 파악 및 경제정책
연구․분석․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ㅇ 통계정보 개방 확대 및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통계자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창조정부 3.0 구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8.8

23.8

(8.8)

(23.8)

8.8

23.8

경체총조사 (Ⅱ-1-일반재정②)
① 경제총조사(3033)

▪경제총조사(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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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경제총조사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n

조사 관리자

목표치

신규

’15
3.8

경제총조사

5개

개선부문*은

개선사항 적정도

2016년 경제총조사를 위한 것

(점)

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나
시범예행조사 후 ① 조사관리 +
자(49명)의

평가(8월)를

거쳐

∑ x i / n ,×0.4
i= 1




  ,×0.6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

결과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반영하고 x는 조사관리자
② 이를 다시 산업별 전문가(8명)의 y는 전문가,
평가(12월)를 받아야 하는 어려
n은 총 응답자수
움이 있지만 목표치를 3.8점으로
(5점척도)
도전적으로 설정함
시범 예행 조사

신규

6.0

인터넷조사율은 전주기(2010년) ( 인터넷조사사업체/ 결과보고서

인터넷 조사율

시범예행조사 0.23%, 다른 연간 조사대상사업체)×100

(%)(공통)

경제조사 0～4.7%로 미진하지만
인터넷 조사 대상자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고

이점을

인터넷조사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자
6.0%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

* 5개 개선부문 : 현장조사 관리, 080 콜센터 운영, 경제총조사 홍보, 본사일괄조사,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개선

<성과지표 개요 및 측정방법>

< 지표 1 > 경제총조사 개선사항 적정도

⃞ 평가지표의 정의 등
*
ㅇ (지표정의) 2016년 경제총조사 준비를 위해 2014년도는 조사방법 및 체계 에 대해 개선하여

검증하였고 2015년은 현장조사 중심의 개선**분야를 검증
* 조사항목, 산업분류 항목, 행정자료 활용, 본사일괄조사(조사항목, 범위), 공공부문 조사

** 현장조사 관리, 080 콜센터 운영, 경제총조사 홍보, 본사일괄조사(기업활동조사와 병행),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 “개선사항 적정도”는 조사관리자(49명, 8월)와 전문가(20명, 12월)를 통해 평가하는 지표
ㅇ (정책대표성) 현장조사 중심의 개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개선사항 적정도”는 2016년 경제
총조사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표로써 대표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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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성과목표(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규모 통계조사 체계적
관리분야”를 뒷받침하며 그 결과를 2016년 경제총조사에 직접적으로 반영
ㅇ (기타) “개선사항 적정도”는 평가 목표 등이 명확하며, 조사관리자와 전문가의 측정이 가능하며,
2015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

⃞ 개선사항 적정도 평가
ㅇ 조사관리자 평가(2015. 8월)
- 주관: 시범예행조사 지역 지방자치단체(서울 구로구, 부산 사상구)
- 평가자 및 평가시기: 조사관리자(시범예행조사 수행자) 약 49명 내외
- 평가내용: 개선부문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와 개선요청 사항(가중치 40%)
- 평가부문: ① 현장조사 관리, ② 080 콜센터 운영, ③ 경제총조사 홍보, ④ 본사일괄조사, ⑤ 경제총
조사 통합시스템
ㅇ 전문가 평가(2015. 12월)
- 주관: 성과관리팀
- 평가위원: 성과관리팀이 선정한 평가위원 20명 내외
- 평가내용: 5점 척도 평가(가중치 60%)

① 개선요청 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였는가?

② 분석한 사항을 ③ 반영한 내용에 ④반영하지

못한 ⑤ 개선요청 사항

실행가능하도록 반영 다른 문제점이 있지 사항은 합리적이고 반영정도의 종합적인
하였는가?

않은가?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경제총조사 기여도는?

⃞ 경제총조사 개선사항 적정도의 도전성
ㅇ 평가부분에 해당하는 개선사항은 2016년 경제총조사 준비를 위한 것으로써 완벽하지 않은 상태임
ㅇ 평가자인 조사관리자 49명은 조사원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연간통계조사 경험이 많아 매년
개선된 연간통계 현장조사체계를 경험한 자로서, 완벽하지 않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체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을 것임
ㅇ 또한 외부전문가 선정을 성과관리팀의 주관하에 둠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지향함
ㅇ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개선사항을 현장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리자와 외부전문가에게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목표점수는 약 3.5정도로 예상하나 “경제총조사 개선사항 적정도”를 3.8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 지표 2 >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율

⃞ 평가지표의 정의 등
ㅇ (지표정의) 시범예행조사에서 인터넷 조사율(인터넷조사사업체/조사대상사업체)×100)을 파악
- 인터넷 조사율은 응답자의 편이를 지향하고 응답자 친화적이며 안정적인 인터넷조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동시에 조사원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사업체 증가로 조사원의 면접조사가 어려운 형편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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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대표성) 2016년 경제총조사에서 인터넷 조사율을 제고하여 응답부담 감소 및 효율적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의도하는 지표로써 시범예행조사의 인터넷 조사율은 대표성을 가짐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성과목표(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규모 통계조사 체계적
관리분야”를 뒷받침하며 그 결과를 2016년 경제총조사에 직접적으로 반영
ㅇ (기타) “인터넷 조사율”은 평가 목표 등이 명확하며, 측정이 가능하고, 2015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
⃞ 성과지표의 도전성

ㅇ 전주기 2010년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0.23%로 본조사 7.4%에 비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시범예행조사 예산 등의 한계로
- 본조사와 같이 약 4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중파 방송, 언론 PR, On-Line 광고 등의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품추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등의 효과로 인터넷 조사율(47.9%)이
높았으나 경제총조사에서는 봉사활동확인서 등을 발급하기 어려움
ㅇ 2015년 시범예행조사에서도 전주기 홍보예산(9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총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 다른 연간 경제통계조사 중 인터넷 조사율이 가장 높은 운수업조사(4.7%)와

전주기 시범

예행조사(0.23%)에 비해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율을 6%로 더 높이 상향 설정함은
- 인터넷 조사 대상자(교육, 공공행정, 광업 등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터넷조사의
이점을 홍보하여 예산 및 응답부담을 절감하기 위함

<전주기 시범예행조사 인터넷조사율(%) 비교>
2006년
서비스업총조
사

구분

*

차기(2016) 경제총조사

전주기(2011) 경제총조사
2010년
시범예행조사

2011년
경제총조사

2015년
시범예행조사

2016년
경제총조사

대상사업체(개)

2,287,389

106,258

3,159,464

55,000(예상)

3,677,000(예상)

인턴넷조사
참여율(%)

0.08%

0.23%

7.4%

6.0%

9.0%

* 대상사업체는 개인운수업(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를 제외
< 연간 경제통계조사의 인터넷조사율과 경제총조사 인터넷조사율 목표>

인터넷
조사율

광제조업
(2014년)

운수업
(2014년)

기업활동
(2014년)

도소매업
(2014년)

서비스업
(2014년)

전국사업체
(2014년)

경제총조사
(2015년 목표)

0.3%

4.7%

3.9%

0.2%

0.5%

0.003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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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 활용 2015 등록센서스 실시(Ⅱ-3-⑥)
□ 추진배경
ㅇ (조사환경 악화)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응답자
면접이 어렵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식이 높아져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가 증가
※ 1인 가구 추이 : (’95) 12.7% → (’00) 15.5% → (’05) 20.0% → (’10) 23.9%
※ 총조사불응률 추이 : (’05) 0.4% → (’10) 1.7% → (’13 세종시 특별센서스) 6.9%

ㅇ (정책수요 증대) 총조사 결과와 행정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일 가정
양립 등 정책에 필요한 정보(육아휴직 사용률 등) 요구 증대
-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조사항목은 20%표본조사를 실시
하여 제공 / 등록센서스 결과는 매년 제공
⇒ 11개 기관 21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효율성 및 결과 활용성 제고
ㅇ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록센서스 방식도입은 “정부 3.0 가치
실현”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이 우수하여 재정개혁추진과제
(‘14.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3.0 30대 브랜드과제(’14.8.,
행자부)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과제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 3(총조사의 실시), 제17조(지정통계), 인구주택
총조사 규칙(기재부령),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 2(사법
기관등의 자료제공)

ㅇ 등록센서스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추진계획
등록센서스 도입방안 검토
등록센서스 세부추진계획 수립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 DB시범 구축
인구ㆍ주택 관련 행정자료 간 연계분석
행정자료 기반 2010년 센서스 결과표 작성
2015년 등록센서스 제공항목과 방법론 결정
2011～2013년 기준 등록센서스 시범생산
등록센서스 실시(2015.11.1.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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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등록센서스 홍보) 2015 등록센서스 방식도입에 대한 일반국민,
행정자료 제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정책
홍보 실시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전시회 참여, 언론사 기고, 방송 등을
통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록센서스 설명회 실시, 등록센서스 협의체 운영으로 소통과
- 행정자료 제공기관
협업의 장 마련

- 일반국민

-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책홍보 및 자문가 의견수렴

- 지자체

지자체 통계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등록센서스의 성공
적인 도입과 행정자료 품질제고를 위한 협업 분위기 조성

- 지방청 대상

지방청별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

ㅇ 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
-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인구·가구·주택 품질제고
＊ 등록센서스 미연계 가구-주택 분석 및 최소화
- 2014년 기준 등록센서스 시범생산 완료
- 2010~2014년 등록센서스 시산결과에 대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항목별 세부분석
- 2015년 기준 행정자료 이용 등록센서스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2015년 등록센서스 홍보계획 수립

2월

2015년 등록센서스 지방청 설명회 계획 수립
2015년 등록센서스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

3월

등록센서스 추진 전문가 회의

5월

2015년 기준 행정자료 입수계획 수립

5월

등록센서스 업무 설명회 실시

6월

2014년 기준 등록센서스 인구·가구·주택DB 작성

7월

2014년 기준 등록센서스 시범생산

8월

등록센서스 협의체 회의 실시

9월

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행정자료 21종 제공 협조 요청)

10월

2014년 기준 등록센서스 인구·가구·주택 세부 분석

10월

등록센서스 가구-주택 연계 결과 보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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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대상)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80% 국민의 총조사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20% 국민만 표본
추출하여 현장조사 실시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인구ㆍ주택통계를 효율적
으로 생산하여 제공
ㅇ 이해관계집단
- 행정자료 제공(행정차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
․ 행정자료 공유와 활용에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관계 형성 필요
- 인구주택총조사 준비(인구총조사과, 표본과, 공간정보서비스과)
․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 현장조사 개선, 조사구 설정 등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
으로 추진되어야 함
- 행정자료 활용기반 조성(행정자료관리과, 조사시스템관리과)
․ 행정자료의 입수, DB구축, 표준화, 통계활용 업무 협력 필요
- 기타 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
․ 생산방식 전환에 따른 자료이용자의 혼란 최소화 필요
□ 기대효과
ㅇ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을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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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추정되는 예산(2,712억원)대비 1,455억원 비용절감 효과
ㅇ 80%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효과(전 국민 → 20% 국민만 조사 참여)
ㅇ 매년 전국 인구,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전수자료 제공에 기여
ㅇ 매년 최신의 표본추출틀 정보제공으로 시의성 유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인구주택총조사(Ⅱ-1-일반재정④)
① 인구주택총조사(3034)

일반회계

▪인구주택총조사(307)

263.6

1,061

(263.6)

(1,061)

263.6

1,0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성과지표

행정자료의

’15 목표치 산출근거

등록 49

61

73

90

센서스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2015
새로운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도별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주요일정별 결과문서 및

행정자료 실적을 누적률로 계산 메모보고
기반의 등록센서스 실시를 하여 산정

진척률

(%)

변화,

2015년 목표로 설정

등록센서스 가구-

46

주택 연계 완전성

41

Negative 지표로서 전년도 등록센서스가구-주택 결과문서 및
실적대비 10.9% 하향 설정 미연계 가구 수

메모보고

( 만가 구 ) ( 미 연계
가구 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지표정의, 정책대표성 등
성과지표 명
행정자료의 등록센서스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진척률(%)

정책 대표성 등
2008년 등록센서스 추진계획 수립부터 2016년 결과공표까지 주요 추진
과정을 지표화한 것으로 등록센서스 추진업무 전반을 구체적으로 포괄하며,
과정별 지표내용 변경없이 다년간 활용, 지표의 일관성을 확보. 특히, 2015
등록센서스 실시를 계량화하여 2015년 업무 전반을 대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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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센서스 가구-주택
연계 완전성(만가구)
(미연계가구수)

등록센서스 통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간 미연계 자료 최소화가 필수적임

등록센서스 가구-

◦ 2015년 처음 실시되는 행정자료 활용 등록센서스 개발실시는 타 과제와 비교하여
과거 유사 업무사례가 없어 관련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매우 도전적임
- 특히, 외국의 등록센서스 도입 준비기간이 최소 13년에서 47년까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총 준비기간 8년의 등록센서스 실시는 관련 업무추진계획 자체가 정책을 대표함
[ 주요국의 등록센서스 준비기간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대만

이스라엘

최초 행정자료
(인구등록부)
구축년도

1968

1969

1964

1967

1992

1993

1995

등록센서스
실시년도

1981

1990

2011

2011

2011

2010

2008

준비 기간

13

21

47

44

19

17

13

- 또한, 등록센서스 방식도입의 본 과제는 “정부 3.0 가치 실현” 및 “예산절감
효과”등이 우수하여 재정개혁추진과제(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3.0 브랜드과제
(행정자치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제임
2.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설명
< 지표1 > 행정자료의 등록센서스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진척률

ㅇ「2015 등록센서스」추진에 필요한 주요 추진과정을 계량화하여 제시
ㅇ 진척률 목표치는 2008～2016년도에 추진할 전체 310개 추진과제에서 2015년 추진할
단위과제 수(53개, 17%)를 누적하여 산출
’08
9
2
2

과제수
비율(%)
누적(%)

’09
15
5
7

’10
42
14
21

’11
42
14
35

’12
42
14
49

’13
38
12
61

’14
38
12
73

’15
53
17
90

’16
31
10
100

합계
310
100

ㅇ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 진척률 과정별 가중치

등록센서스 행정자료 제공기관 등록센서스 추진 등록센서스
합계
①
②
③
홍보 계획수립
협의체 운영
전문가 회의 공감대 확산
100

10

15

20

20

행정자료
입수계획수립

등록센서스
인구,가구, 주택
DB 및 결과표
작성

10

20

① 행정자료 제공기관 협의체 운영
- 협의체 구성 : 행정자료 제공관련 11개 기관 18개 부서
- 협의체 운영 : 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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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행 사항 : 행정자료 공유․협력 및 자료 제공요청 등에 관한 사항
논의
② 등록센서스 추진 전문가 회의
- 참석대상 : 인구․통계 전문가 및 통계청 퇴직 인구전문가
- 회

의 : 5월 실시

- 주요내용 : 등록센서스 추진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
③ 등록센서스 공감대 확산
- 찾아가는 지방청·소 대상 등록센서스 설명회(3월～7월)
- 방송프로그램 기획방영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4월~5월)
- 행정자료 제공기관 대상 설명회(6월)
ㅇ 등록센서스 2008～2016년도 과정별 가중치
2008년(2%)

2009년(7%)

2010년(21%)

계

기본계획
수립

행정자료
기반
세부추진
전수
계획수립
항목(안)
선정

2010총조사 행정자료
행정 시범예행조 기반의
자료 사자료와
센서스
확보 행정자료
DB시범
구축
비교분석

100

2%

합

4%

2012년(49%)

등록
센서스
기법확정

8%

1%

4%

2013년(61%)

5%

2011년(35%)

5%

2014년(73%)

등록
2010년기준
센서스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
방식
종합계획
항목확정
시범생산
결과표작성
전환
수립
공표
6%

8%

4%

4%

8%

행정자료간
연계분석

행정
자료
품질
제고

행정자
료기반
센서스
시스템
고도화

5%

5%

4%

2015년(90%) 2016년(100%)

등록
센서스
실시

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17%

5%

5%

< 지표 2 > 등록센서스 가구-주택연계 완전성(미연계가구수)

◦ 등록센서스 통계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등록센서스 가구-주택 미연계* 가구수의 최소화가 중요,
* 발생원인 : 등록센서스 가구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반, 등록센서스 주택은 주택공시 가격
자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두 자료 간 불일치 발생

◦ 목표치 설정근거 : 2014년 기준 등록센서스 시범생산(2015년 실시)시 주민등록부, 거주
이력, 2014년 실시한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금년 미연계 가구 목표를
전년실적보다 10.9% 하향한(negative 지표) 41만가구로 적극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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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Ⅲ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로 통계 활용도를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국가통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관리를 위한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 나라통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범용기능 확대와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 생산․관리 인프라 확립
◦ 정부3.0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계적
관점에서 전략 수립
◦ 통계조사환경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맞춰 통계작성시스템을 개발
하고, 행정자료 DB구축과 분석시스템 개발로 행정자료 활용 강화
◦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보화 인프라 강화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최신 통계정보 확충, 수요자의 통계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개방․공유 서비스
◦ 분산되어 있는 국가통계 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DB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실시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확충 및 서비스 개선으로 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 공간통계정보(SGIS)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계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국민과 민간의 통계이용과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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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5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 통계작성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나라통계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공통)
① 정보화 인프라 강화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수(점)

② 효율적인 통계작성시스템 개발

Ⅲ-2.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정부3.0 시대를 구현한다

① KOSIS 통계정보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통계작성시스템 개선․개발 지수(%)
- 행정자료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통계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 KOSIS 통계자료 이용건수(만건, 공통)
- KOSIS 통계자료 수록률(%)

- MD 서비스 제공건수 및 통합DB
②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강화

구축률(%)
- 통계종합․기획간행물 온라인 이용
건수(건)

③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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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건수(천건,공통)
- 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건)

성과목표 Ⅲ-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통계
작성을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나라통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범용기능 확대 및 이용 편리성 강화
ㅇ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으로 통계
품질 제고, 통계생산 및 서비스체계 개선
ㅇ 표준화된 통계프로세스 활용으로 부처간 및 민․관 협업체계
강화, 국가통계정보 공유 인프라 확립
□ 통계청 정보보안 활동 강화
ㅇ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교육 등 보안활동을 강화
하여 보안사고 예방
□ 통계조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계작성시스템 개발
ㅇ 환경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통계조사시스템 개발
ㅇ 행정자료 DB구축과 분석시스템 개발로 행정자료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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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3.90

3.97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통계작성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2개 부문(나라통계시스템, n
통계청 고객만족도
,
x
/
n
∑
i
통계청 통계작성시스템) 이용자 i = 1
조사 보고서
만족도 각각의 추세치(3.86,
4.05)의 평균인 3.96점보다 x 는 개인별 응답측도,
0.01점 상향한 3.97점을 n 는 총 응답자수
’15년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만족도조사, 전문
설정
조사기관에 의뢰,
5점 척도, 내외부고객)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정의) 통계작성시스템 이용자 만족도는 2개 부문 만족도(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통계
작성기관 이용자 만족도, 통계작성시스템에 대한 실사과 및 지방청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산술평균임
ㅇ (정책 대표성)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부승인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을
정비, 개선, 운영하는 업무로 정책적 대표성을 지짐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통계청의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통계조사시스템과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생산을 돕는 나라통계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 작성에 기여하게 됨. 통계청 통계조사시스템 이용자와 나라
통계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는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의 정비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지표로 인과성을 지님
ㅇ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이용자 만족도는 외부
리서치기관에 의해 측정한 결과로 명확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등을 지님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이용자 만족도는 2개 부문 만족도(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통계작성기관 이용자 만족도,
통계작성시스템에 대한 실사과 및 지방청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산술평균
<통계작성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부문
나라통계시스템
통계작성시스템
평 균

2012

2013

2014

추세치

2015년
목표치

3.86
4.06
3.96

3.94
3.99
3.97

3.77
4.02
3.90

3.86
4.05
3.96

3.97

* 나라통계시스템 : 상승 후 하강 국면으로 3개년 만족도의 평균인 3.86점이 추세치
통계작성시스템 : 하강 후 상승 국면으로 상승 국면의 증가율을 반영한 4.05점이 추세치
따라서 추세치의 평균인 3.96점보다 0.01점 상향한 3.97점으로 2015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 나라통계시스템과 통계청 통계작성시스템 간의 가중치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1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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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범용 통계생산시스템인 나라통계시스템의 이용 확산에 따라
조사별 특화기능 개발 및 기능 고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지원 요구 증가
ㅇ 통계작성기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기관별 지원담당자 지정운영 등 업무지원체계 강화
ㅇ 실무자 협의회, 개발 보고회, 설명회, 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이용자 중심의 교육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지원
ㅇ 시스템 공동 활용기능 개발 및 고도화, 편의기능 확충 등 적시
통계생산 지원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금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및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내부유출 등에
따른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으로 보안의식은 높으나,
기관내부의 보안활동 강화 등으로 업무불편에 따른 직원 불만 고조
ㅇ 외부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을 우리청 환경요소와 비교분석하여
정보보안 중요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집중 기간을
피한 보안점검 실시 등 직원들의 업무불편 최소화 모색
□ 최신 IT 기술발달과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조사
환경에 부응하는 통계작성시스템 개발 수요 증대
ㅇ 이용자(실사과, 지방청)와 상호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최신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및 연구를 강화
□ 1인 및 맞벌이가구 증가 등 통계조사환경 악화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항목 대체, 검증 및 통계생산 체계 구축 필요
ㅇ 등록센서스․경제․농림어업 부문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에 맞게
DB로 구축,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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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중기(2011～2015) 행정자료 활용 전략
ㅇ 신규통계 개발 및 항목대체 등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체계적
입수 및 DB 구축
ㅇ 행정자료 활용 증가에 따른 자료 보안 강화를 위한 원격분석
시스템 운영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ㅇ 나라통계포털 : http://www.narastat.go.kr
ㅇ 시스템 로드맵
- 1단계(2011)

: 나라통계시스템 인프라 구축

- 2단계(2012～2013)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확대 및 고도화
- 3단계(2014～2019) : 나라통계시스템 최적화 및 해외수출
2011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43종 구축

2012년～2013년
시스템 고도화
131종 구축 183종 운영

2014년～2019년
활용 확산
510종 구축 및 운영

ㅇ 시스템 개발
업무

통계생산
시스템

통계정책
관리 및
협업포털

2011년

2012년

2013년

통계설계관리
자료수집관리
자료처리관리
자료이관관리
자료출력기능

CATI 시스템지원
통계설계관리 기능추가
모바일조사 기능
자료수집관리 기능추가
원시자료(Micro)
자료처리관리 기능추가
물품관리 기능
자료관리관리 기능추가
자료분석 및 집계기능추가 표본추출 기능추가
off-라인통계조사 지원
명부관리 기능추가
조사원,표본추출 관리
off-라인기능추가
모집단관리, KOSIS 연계관리

통계수요관리
통계조정관리
품질관리
심사관리

통계정책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기능
홍보동영상 제작
통계기준시스템 연계
(메타데이터 확대포함)
통계용어 표준화

통계메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표준화관리기능

2014년
원자료(Raw)이관/분석
자료처리 특화기능
타 시스템 연계지원
경제ㆍ사회 특화
모집단 통합관리
통합조사 관리기능

2015～16년
경제통계 고도화
사회통계 고도화
플랫폼 고도화
DB 정제기능
시스템 모듈화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 협업포털 개편
해외수출 인프라
홍보용 조사홈페이지 해외수출용 인프라 구축 수출
및 컨설팅
모니터링 기능추가
설문조사 기능
(메타데이터 확대 포함) (메타데이터 확대 포함) 메타데이터 관리
통계용어 표준화 추가 통계용어 표준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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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정보화 인프라 강화(Ⅲ-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의 분산형 통계체계 하에서 국가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통계품질 제고와 통계생산 표준 프로세스를 활용한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 추구
-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통계기획에서 생산․분석․
서비스․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통계
작성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통계시스템인 나라통계
시스템 고도화와 활용확산 추진
- (나라통계시스템 이용자만족도 제고) 나라통계시스템의 공동
활용 기능과 사용자 편의기능 확대 개발 및 맞춤형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ㅇ 사이버 침해 시도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외부 사고사례와 같이
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14.1.) 및 공공아이핀(I-PIN) 해킹 부정발급(‘15.2.)

- (정보보안 관리 강화 필요) 통계서비스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의 보안수준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나라통계시스템 확대 구축 및 운영지원
- (안정적 운영) 244개 기관 369종 통계에 대한 1:1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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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개선․보완 요구사항 적시처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시 대상기관 업무협의 등 통계조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협업체계 강화) 자료수집 방식 개선을 통한 민․관 협업체계
강화 및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기관 이용 활성화
․ 조사표 이용 편의성 강화 및 속도개선을 위한 기능 확대
․ 민․관 발전토론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TFT 운영을 통해
나라통계시스템 운영활성화
- (48종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등 48종 국가통계 구축 확대
․ 조사표, 명부, 내검, 집계표 설계 및 DB구축 등 시스템 구성
- (기능개발 및 고도화) 범용기능 확대, 자료처리 기능 강화,
표본추출시스템 고도화 등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 농업모집단 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동활용기능 개발 및 고도화
․ 경제부문 조사별 기능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이용만족도 제고) 편의기능 확대개발 및 찾아가는 교육 제공 등
적시 통계생산 운영지원
․ 교육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형 교육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강화
․ 기본통계 작성기관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ㅇ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보완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 통계청 사이버보안관제 시스템을 국가 및 재정경제 사이버안전
센터와 연계․공조하여 사이버침해 시도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
- 지방청의 통신회선을 재구축하여 통신 품질 제고 및 보안성 강화
- 통계청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 및 제거
- 본청, 소속기관 정보보안 지도점검 및 보안업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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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월

업무3-나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5년 나라통계시스템 교육운영계획 수립

3～4월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시스템 도입 사업계획 수립

3월

2015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5단계 TFT 개최

4월

2015년 상반기 통계작성기관 설명회 개최

5월

지방통신망 일제 개선사업 계획 수립

6월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관 발전토론회 개최

7월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교육(보고통계)

9월

본청 전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9월

2016년 나라통계시스템 위탁운영․유지관리 사업 계획 수립

11월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5단계․위탁운영․유지관리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12월

본청·소속기관 정보보안 지도점검

12월

업무3-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나라통계시스템
- (수혜자) 통계작성기관(통계생산․관리체계 효율화 및 통계품질
향상), 국민(통계정보의 신속․정확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이해관계자) 통계작성기관(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업관계 유지)
ㅇ 정보보안 관리 강화
- (수혜자) 국민(통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 (이해관계집단) 국가정보원(정보보안지침 및 추진계획 협의),
행정자치부(웹 취약점 진단 협의), 내부 부서(조치방안 협의)
□ 기대효과
ㅇ 기관 간 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통계생산 시의성․정확성 확보
및 저비용․고효율의 국가통계생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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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계적인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로 통계품질 강화
ㅇ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활용한 열악한 통계작성기관 통계생산
업무지원으로 국가통계 생산성 향상
ㅇ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통계청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 안전
확보에 기여함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 점검·교육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통계정보화(Ⅲ-1-정보화①)
① 통계정보화(2032)
▪정보시스템관리(303)
▪나라통계시스템 구축(305)

회계구분1」

’14

’15

일반회계

93.8
」
(170.3)
44.3
49.5

106.1
(216.8)
44.7
6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나 라 통 계 시스 템
이용자 만족도(점)
(공통)

’13

’14

’15

신규

3.88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상승 후 하강 국면으로 최근
n
x i / n,
∑
3년간 실적치 평균인 3.86점이
i= 1
‘15년 추세치이며, ’14년 실적치
3.77점보다 0.11점 상향한 x 는개인별응답측도,
3.88점을 ’15년 목표치로 도전적 는 총응답자수
n
으로 설정

정보보안 관리실태 90.72 88.54 87.35 88.90 최근 3년간의 실적치가 하강 국가정보원의
평가 점수(점)
국면으로, 최근 3년간 실적치의
「정보보안 관리
평균 88.87점에 0.03% 상향하여
실태평가」점수
목표치를 설정함
※순위상승(1～4위)한
경우 점수와 상관
없이 목표치 달성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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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통계청 고객만
족도 조사 보
고서

국 가 정 보원의
기관평가 결과
통보 문서(12월
말)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지표1 > 나라통계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정의) 나라통계시스템 실제 사용자인 외부 통계작성기관 담당자가 느끼는 통계청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ㅇ (정책 대표성)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계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통계 품질을 제고하고, 통계자료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여 성과목표에 기여함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생산을 지원
하는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 정도는 통계 생산 측면의 정보화 인프라 강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 인과성을 지님
ㅇ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이용자 만족도는 외부
리서치기관에 의해 측정한 결과로 명확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등을 지님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14년까지 ’나라통계시스템 통계구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구축률이 70%를 상회
하여 안정적 운영 및 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과지표를 ’이용자만족도‘로 변경함
ㅇ ‘1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나라통계시스템 이용기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15년도 목표치는 3개년 평균인 3.86점보다 0.5% 상향한 3.88점으로
적극적으로 설정
<나라통계시스템 통계작성기관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 설정 근거>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구분
나라통계시스템

2012
3.86

2013
3.94

2014
3.77

평균
3.86*

2015년
목표치
3.88

* 상승 후 하강 국면으로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인 3.86점이 ‘15년 추세치이며, 추세치보다 0.5% 상향
(’14년도 실적 3.77점보다 0.11점 상향)한 3.88점을 ’15년 목표치로 도전적으로 설정
** 2014년 만족도 결과를 항목별로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노력함으로써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함
[2014년 나라통계시스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및 개선방향 검토]

통계생산방식의 선진화 기여
통계생산/자료관리 효율성
통계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전반적 만족도
담당직원의 높은 업무 이해도
문의/요구 적극 대처
업무관계자와 수평적 파트너쉽 형성

2013
3.88
3.75
4.00
3.82
4.06
4.13
4.04

만족도
2014
3.79
3.53
3.64
3.67
3.86
4.10
3.78

증감
△0.09
△0.22
△0.36
△0.15
△0.20
△0.03
△0.26

전반적 만족도

4.03

3.93

△0.10

질문항목
업무
측면

인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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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 및 개선방향
○ 시스템에 대한 불만
- 시스템이 어렵다
- 복잡하다, 간소화 필요
- 시스템이 느림, 불안정
- 입력 양식 개선 필요
- 입력 어려움
⇒ 입력방법 단순화 등
시스템 기능 개선
○ 홍보 필요
⇒ 교육 등 홍보 강화
○ 담당자와 통화 어려움
⇒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지표2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수

1.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정의) 외부평가기관(국가정보원)에서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ㅇ (정책 대표성) 정보 보안 관리를 통하여 우리청의 보안 측면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을 높여
이용자의 서비스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음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 교육 등 정보보안 관리 활동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정보보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인과성을 지님
ㅇ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정보보안 기관평가 점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업무 활동을 6개분야, 16개 지표, 81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한 측정결과로,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지님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 정보보안 6개 분야 2+개 지표의 81개 평가항목으로 측정
* 정보보안 정책(18항목), 정보자산 보안관리(16항목), 인적보안(17항목), 사이버 위기관리
(10항목), 전자정보 보안(10항목), 정보시스템 보안(20항목)
ㅇ 정보보안 기관평가 점수 및 목표치
- 평가별 최근 3년간(‘12년~’14년)의 실적치의 평균점수(88.87점) 보다 0.03% 상향한 88.90점을
’15년 목표치로 설정
평가결과 점수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연도별 기관평가 점수
‘12년

‘13년

’14년

평균

’15년
목표치

90.72
(6위)

88.54
(4위)

87.35
(5위)

88.87

88.90

* ’14년도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3개 기관 중 통계청 5위 달성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목표치 달성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최근 3년간 평가결과
․2012년 : 90.72점으로 44개 중앙부처 중 6위
․2013년 : 88.54점으로 42개 중앙부처 중 4위
․2014년 : 87.35점으로 43개 중앙부처 중 5위
- 2015년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 시의 필수 고려사항
․계속적으로 국가정보원 평가결과가 전반적 하향 추세
․목표 점수는 88.90으로 설정하였으나, 순위상승(1～4위)한 경우 점수와 상관 없이 목표치 달성
으로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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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통계작성시스템 개발(III-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사회구조 변화, 정부정책 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최신
기술을 이용한 통계조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작성시스템 적기개발) 다양한 요구와 조사환경 변화를 반영
하여 조사일정을 만족하는 통계작성시스템의 적기 개발* 필요
＊ 통계작성시스템 적기 개발 : 요청받은 완료희망일 기준

ㅇ 열악한 조사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통계생산을 위해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시스템 개발 요구 증가
- (행정자료 활용체계 확대) 행정자료 DB 최신화, 활용시스템
개발 등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생산체계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한 조사관리시스템 적기 개발
- (조사일정 및 요구사항 반영) 조사 변동사항과 이용자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일정에 맞추어 업무시스템 개발
․ 총조사 시스템 개발(인총, 농총, 경총),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가계동향 시험조사 시스템 개발 등
- (이용편의성 강화) 다양한 업무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의견수렴 확립과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ㅇ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통계생산시스템 개발
- (빅데이터 활용) 물가자료, 통신사 자료 등 빅데이터를 통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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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일일물가시스템, 일일 이동인구분석시스템 등
- (모바일 등 최신기술 활용) 모바일 웹기반 사교육비조사시스템
기능 개선 및 농업생산시스템 웹방식 전환 등
ㅇ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대
- (운영) 지역별고용조사 등 9종 조사의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 (병행) 어류양식동향조사 등 13종 조사 나라통계시스템 병행운영 지원
- (개발) 농업면적조사 등 12종 조사의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지원
ㅇ 행정자료 DB 및 통합시스템 구축
- 최신 자료 수록 및 새로운 통계생산에 필요한 신규 행정자료 확충
- 집단시설 명부 관리 개발 등 행정자료통합시스템 확대 개발
- 대량자료 활용을 위한 행정자료 원격분석시스템 확충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행정자료 DB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1월

2015년 통계조사시스템 개발·개선 기본계획 수립

2월

가계동향 시험조사시스템 등 16종 개선․개발

3월

행정자료 DB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4월

행정자료 원격분석시스템 서버 증설

6월

소비자물가시스템 등 18종 개선․개발

6월

행정자료 DB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중간(설계) 감리

8월

행정자료 DB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중간보고회 개최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시스템 등 20종 개선․개발

9월

행정자료 DB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최종감리

11월

행정자료 DB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최종보고회 개최

12월

전국사업체조사시스템 등 17종 개선․개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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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통계조사시스템 개발
- (수혜자)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지방청, 지자체
․ 통계조사시스템을 조사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개발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통계생산
- (이해관계집단)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행정자치부
ㅇ 행정자료 DB구축 및 통합시스템 개발
- (수혜자)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통계개발원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조사항목 대체․검증, 신규통계
개발로 저비용 고효율 조사 실시
- (이해관계집단) 국세청,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자료제공기관
□ 기대효과
ㅇ 최신 정보기술 변화와 조사환경 변화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
하여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ㅇ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통계조사시스템 선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통계정보화(III-1-정보화①)
① 통계정보화(2032)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302)
▪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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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14

’15

일반회계

74.4

81.7

(170.3)
30.1
44.3

(209.8)
37.1
4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통계작성시스템

’12

’13

목표치
’14

23.0 28.9 36.9

개선․개발 지수(%)

행정자료시스템

신규

’15

’15 목표치 산출근거

40.0 최초 지수의 160%를 초과하여
3년간의 추이는 의미가 없어서
최초지수의 174%인 40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3.5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년간 통계작성 분기별 통계작성시스템
시스템 개선․ 개선․개발 실적보고
개발건수 ×업무량 (내부결재문서)
난이도 가중치
/ 개발자 수

행정자료시스템(3종)의 평균 만족도 조사결과 통계청 고객만족도
만족도 평가를 종합하여
조사 보고서
= ∑ xi / n
목표치 산출
* x는 개인별 응답
측도 (5점척도)
n은총응답자수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 통계작성시스템 개선․개발 지수

1.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정의) 통계청은 통계청 작성통계(58종)의 전산처리를 위해 48종의 통계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조사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개발하고 있음. 통계작성시스템 개선․개발의 업무량 난이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개선․
개발 정도를 지수화하여 평가함
ㅇ (정책 대표성) 본 지표는 통계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모든 요구사항을 전체 통계작성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시스템과 개발담당 직원 전체가 개선‧개발한 실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통계작성시스템 개발』의 성과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지표임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48종 통계조사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개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인과성을 지님
ㅇ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전체 48종 통계작성시스템
대상으로 전체 조사시스템관리과 전체 개발 담당자가 연간 개선‧개발한 건수를 합산하고
개발 난이도 가중치까지 반영하는 등 명확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등을 지님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최초 지수의 160%를 초과하여 3년간의 추이는 의미가 없어서 최초지수의 174%인
40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12년을 최초지수로 할 때 ’14년 160%를 초과하였으며, ’15년에는 최초 지수 대비 174%로
목표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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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지수

‘12

‘13

‘14

‘15

23.0

28.9

36.9

40.0

160.4

173.9

증가율(%)

ㅇ 통계작성시스템 개선․개발의 업무량 난이도 가중치[프로그램 개발 공수기준]
구 분

업무량 난이도 가중치

신규조사, 조사표 전면개편 및 지수개편, 모바일 앱 등 시스템 신규(재)개발

6점

조사표 변경, 업무개편 등으로 입력․내검․집계 등 전체 시스템 개선․개발

3점

성능개선,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하여 기능추가, 메뉴개편 등 시스템 일부개선

1점

※ 개발자 수 : 통계작성시스템의 개발․개선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행정자료DB구축, 빅데이터 운영 및 서무요원 제외)
< 지표2 > 행정자료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지표정의) 외부기관의 다양한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신규통계 개발, 조사항목 대체 등 통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행정자료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ㅇ (정책 대표성) 본 지표는 개발과정, 구축과정, 시험과정, 관리과정 등 모든 진행과정을 거처
완성된 행정자료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로 『효율적인 통계작성
시스템 개발』의 성과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지표임
ㅇ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시스템 구축 계획과 이용자 서비스의 환류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통계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인과성을 지님
ㅇ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만족지수 산출과정을 거쳐 부문별 만족지수,
항목 만족도, 항목별 중요도 산출을 통해 최종 종합만족지수가 결정되므로, 명확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등을 지님
2. 목표치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식
ㅇ 행정자료시스템(3종)의 평균 만족도 평가를 종합하여 목표치 산출
- 신규지표로 3.5로 설정
ㅇ 행정자료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행정자료시스템을 이용하는 내부 전직원 100명 내외(기타직 제외)
- 조사항목
․(시스템구축 측면) 시스템 요구내용의 적시 반영, 요구부서의 개선요구 대응 적극성,
업무 효율성 증진과 전반적인 만족도
․(시스템운영 측면) 알기 쉬운 화면 구성, 시스템 이용 편리성,
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양호성과 전반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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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Ⅲ-2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정부3.0
시대를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통계청 대민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공유 및 개선 추진
ㅇ KOSIS 및 SGIS에 대한 개방, 공유 추진 및 이용자 의견수렴,
UI/기능개선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계정보의 활용확대로 연계
ㅇ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위한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정적인 개방․공유 확대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정부3.0 통계정보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시대를 구현한다
(관리과제)
KOSIS 통계정보 확충 및 이용활성화(Ⅲ-2-①)
(관리과제)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강화(Ⅲ-2-②)
(관리과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Ⅲ-2-③)

KOSIS 통계자료 이용건수(만 건)
KOSIS 통계자료 수록률(%)
MD 서비스 제공건수 및 통합DB 구축률(점)
통계종합․기획간행물 온라인 이용건수(건)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건수(천 건)
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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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통계정보서비스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4

’15

3.81

3.85 등락을 거듭하는 지표로, 3 ∑(KOSIS

이용자 만족도(점)
(공통)*

이용자 만 족 도 조 사 결

개년 평균치에 0.03점 상 만족도 + SGIS 이용 과보고서
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자 만족도) /2

(성과관리팀)

* KOSIS 이용자 만족도 + SGIS 이용자 만족도 (공통지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1. 성과지표 대표성
-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각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개선, 기능개발 노력의 결과에 대해
이용자가 만족도를 평가
-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으로, 각 서비스별로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비중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가중치 부여의 실익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2. 목표치 설정근거
- 대민서비스의 이용건수는 단위가 달라 일률 적용할 수 없어 만족도조사 결과를 지표로
설정
* ’14년 KOSIS 이용건수 17,736천 건, SGIS 이용건수 2,053천 건

- 최근 3년간의 만족도조사 결과는 0.08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15년 목표치는 이 3개년 평균
치에 0.03를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

<통계청 대외서비스(2종 )의 최근 3년간 만족도 및 목표치>
이용자 만족도(2012~2014)
2012

2013

2014

3개년 평균

2015년
목표치

KOSIS

3.90

4.01

3.89

3.93

3.97

SGIS

3.69

3.74

3.72

3.71

3.73

평균

3.79

3.87

3.81

3.82

3.85

구분

[외부 이용자 대상 고객만족도조사 설문 내용]
구

분

국가통계포털
(KOSIS)
이용자 만족도

질문항목

자료
이용부문

자료
내용부문

질문내용

부문 체감 만족도

통계 자료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다양한 통계자료
이용 편리성

여러 기관의 자료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업데이트 및 관리 신속성

주요 통계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 등 관리가 잘되고 있다

디자인과 구성의 적절성

통계 자료 이용 화면 디자인과 구성이 적절하다

다양한 주제별 자료 제공

다양한 주제별/기관별 이슈별로 자료를 제공해 편리하다.

부문 체감 만족도

통계 자료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통계정보 충분성

통계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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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부문
통 계 지 리정 보
서비 스 ( S G I S )
이용자 만족도
자료
내용부문

제공내용 다양성

통계 자료가 제공하는 내용이 다양하다

통계자료 정확성

통계 자료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다

부문 체감 만족도

통계 자료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융합된 서비스의 통계
이해 도움 정도

지도와 통계가 융합되어 통계 이해에 도움이 된다.

화면 디자인 및 구성의 적절성

통계 자료 이용 화면 디자인과 구성이 적절하다

이용의 편리성

통계 자료의 이용 방법이 편리하다

부문 체감 만족도

통계 자료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통계정보 충분성

통계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다

소지역 단위 통계 자료 상
세한 내용성

읍면동보다 작은 소지역 단위 자료 등 자료가 상세하다

제공내용 다양성

통계 자료가 제공하는 내용이 다양하다

통계자료 정확성

통계 자료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다

* 통계청 홈페이지는 통계정보의 제공보다는 청 전체에 대한 홍보 성격이 강하며, 마이크로
데이터서비스는 주 이용자층이 전문가로 한정되어 제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ㅇ (KOSIS) 국가통계서비스 통합 및 적시성 있는 자료제공을 요구
받고 있으나, 통계 작성기관들의 통계인프라(인력, 예산)와 관심
부족으로 통계자료 관리에 소극적임
- 특히 시군구 통계의 경우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
부족, 잦은 담당자의 교체, 자치단체장의 관심부족 등으로 통계
자료의 적기 수록에 어려움이 있음
ㅇ (SGIS) 기업,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공간통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음
- 2015년은 오픈플랫폼 서비스 초기단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가 시급하고, 우리 청 자체적으로 수요자에게 실질적
활용체계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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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요자가 개별 자료를 직접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개인
정보보호 등 현실적인 애로가 있음
ㅇ (MDSS) 통계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는 반면,
통계자료 이용자는 자료제공범위 확대, 다양화․세분화된 고
품질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요구가 커지는 추세임
□ 갈등관리계획
ㅇ (KOSIS) 통계작성기관의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갈등요인을
최신자료 입력지원 강화, 교육․컨설팅 등 통계청의 통계DB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ㅇ (SGI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
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 추진
- 지자체 등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하고 활용
사례로 제공함으로써 이용활성화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등 심의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센서스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이용자가
직접 연계․분석․활용하도록 서비스
ㅇ (MDSS) 이용자들의 자료 제공 요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업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질 높은 자료제공 확대 추진
(4) 기타
ㅇ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포털 : http://sgis.kostat.go.kr/
ㅇ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포털(‘15.11오픈예정) : http://md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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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개념도/업무 흐름도
ㅇ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 흐름도

ㅇ SGIS 오픈플랫폼 목표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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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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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KOSIS 통계정보 확충 및 이용활성화(Ⅲ-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통계서비스 통합 및 적시성 있는 자료 제공 요구
- 통계법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제27조(통계의
공표) 및 제28조(통계의 보급)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KOSIS 수록 자료를 확충하고 적시성
있게 제공
ㅇ 정부3.0 시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대한 대내외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가통계 공유 및 활성화 방안 요구
ㅇ 지속적인 개선․개발 추진을 통한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강화 및 이용저변 확대
- 시각화 콘텐츠 강화, 통계청 4대 대국민 서비스(KOSIS,
SGIS, MDSS, e-나라지표) 이용자통합관리 및 KOSIS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 참여형 홍보 전략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KOSIS 수록 자료 확대
-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KOSIS에 수록․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대
※ KOSIS 수록률 확대 : (‘13) 59.2% → (’14) 75.3% → (’15) 85% → (‘16) 90% 이상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198개 기관 231종 시군구
통계를 KOSIS 연계․수록하여 ‘15년 수록률을 8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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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통계 이외는 통계작성기관과 협력․지원하여 KOSIS 수록
ㅇ KOSIS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활성화 추진
- 통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콘텐츠 개발
․ 기획 시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한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여
양방향 시각화 콘텐츠 ‘통계속의 자화상’ 재개발
․ 일반인에게 어려운 기존 ‘G20 통계상황판’을 재미있고 이해
하기 쉽게 ‘세계 속의 한국(가칭)’으로 재개발
- 통계청 대민서비스 간 이용자 통합관리체계 구축
․ 내․외부 협업체계 구성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 각 시스템 별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통합이용 약관 마련
ㅇ 서비스 개선 및 홍보를 통한 통계정보 이용 활성화
- KOSIS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국민 맞춤형 교육 추진
․ 크라우드소싱 등을 활용한 국가승인통계 활용 공모전 개최
․ KOSIS를 활용한 교과과정 연계 청소년 통계 교육
․ ‘찾아가는 KOSIS 활용교육’ 확대 및 통계보물찾기 등 이벤트 실시
ㅇ KOSIS 공유서비스(OpenAPI) 활성화
- KOSIS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외부정보와 융․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 활성화 지원
- KOSIS 공유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한 국민 체감형 활용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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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5년 KOSIS 개선사업 계획 수립
KOSIS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모니터단 운영계획 수립
통계청 4대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 통합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최신통계자료 입력지원계획 수립
통계청 4대 대국민 서비스이용자 통합관리체계 통합 이용약관 마련
KOSIS 홍보를 위한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동영상 공모전 실시
통계청 대민서비스 이용자 통합관리체계 서비스 개시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동영상 공모 결과 심사 및 발표
시각화콘텐츠 개선․개편 완료 및 서비스 개시
KOSIS 공유서비스 활용 우수사례 발굴
최신 통계자료 입력지원 결과보고
복합통계표 기능개선 KOSIS 서비스 개시
’15년도 시군구통계 KOSIS 연계수록 결과 보고

1월
2월
3월
4월
6월
6월
7월
9월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업무2-나

업무2-나

업무2-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연구원, 정책입안자) 분산형
통계생산 환경에서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KOSIS를 통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 받음
- (기업 등) 개방된 국가통계통합DB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ㅇ 이해관계집단
- (통계작성기관) 930여 종 국가승인통계자료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하여 390여 개 통계 작성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관계 필요
□ 기대효과
ㅇ KOSIS 통계자료 확충으로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집중․공유
함으로써 통계활용도 제고
ㅇ 시각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성 강화 및 이용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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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SIS 공유서비스 개설로 개방된 국가통계통합DB를 활용한
자유로운 앱 개발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일반회계

30.1

37.1

(170.3)

(209.8)

30.1

37.1

통계정보화(Ⅲ-1-정보화①)
① 통계정보화(2032)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302)

일반회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측정산식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KOSIS 통계자료

’15

(또는
측정방법)

1,774 2,031 ’09～’14년까지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증감률 ∑KOSIS통계DB 관련결재문서

14.5%를 ’14년 실적에 적용하여 이용건수+KOSIS모

이용건수(만건)(공통)

(DB저장로그, 12월말
산출. 상세는 <목표치 설정근거 바 일 이 용 건 수 현황보고)

및 참고자료> 참조

+ KOSIS통계지표
및 통계자료 Open
API호출건수

KOSIS 통계자료

신규

85.0 시군구통계 수록계획에 의거 ∑KOSIS 수록통계 관련결재문서
연차확대 중이며, ‘15년 시군구통 종수 / 전체 승인통 (12월말 현황보고)

수록률(%)

계수록계획 목표치 적용. 시 계종수 × 100
군구 이외 통계는 통계작성기
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수
록 예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 지표1 >

KOSIS통계자료 이용건수

1. 성과지표 대표성
- KOSIS 이용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과제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임. 또한 DB 저장로그에 의한 통계자료 이용건수 파악으로 객관적인 정량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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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치 설정근거
- ’09～’14년까지의 평균증감률 14.5%를 ’14년 실적에 적용하여 ’15년 목표치 설정
(17,736,155건 × 114.5% = 20,307,897건)
․ ’13년 말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14. 3월 정식 서비스 시작한 KOSIS 공유서비스(OpenAPI)로
인하여 타 기관에서도 KOSIS 통계자료를 활용한 웹 및 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 KOSIS 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의 증가가 KOSIS 서비스의 직접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KOSIS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용노동통계서비스(고용노동부), 북한정보
포털(통일부) 등의 경우, 직접적인 KOSIS 활용으로 집계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KOSIS 공유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사례>

고용노동통계서비스

북한통계포털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KOSIS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KOSIS 홍보 동영상 공모, 이벤트 실시, 찾아가는 KOSIS 활용교육 확대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 KOSIS 모니터단 운영, 홈페이지 개선의견 수렴 등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에 참여
하도록 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향
<연도별 KOSIS 통계자료 이용 실적>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용건수(건)

8,539,904

8,370,496

9,455,809

10,837,147

13,121,817

17,736,155

증감률(%)

5.42

-1.98

12.97

14.61

21.08

KOSIS통계표

8,539,904

8,370,496

9,455,809

10,726,720

12,621,796

KOSIS모바일

-

-

-

110,427

403,280

476,786

Open API

-

-

-

-

96,741

1,374,250

전체

세부

※ ’09～’14년간 KOSIS통계자료 연평균 증가율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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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15,885,119

< 지표2 > KOSIS 통계자료 수록률

1. 성과지표 대표성
- KOSIS 통계자료의 수록률을 높임으로써 KOSIS 통계정보 확충이라는 과제 목표에 대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2. 목표치 설정근거
- 계산식 : KOSIS 수록 통계종수 ÷ 전체 승인통계 종수 × 100
- 승인통계의 KOSIS 수록 현황
․ ’14.12월 말 기준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의 승인통계(계속통계)는 934종이나 미공표 통계
26종(미공표 25종 및 미공표 승인을 받은 통계 1종)을 제외한 경우는 908종임
< ’14.12월 말 기준 KOSIS 수록 현황 >
’14년 12월 말
구분

KOSIS 수록

승인통계
종수(A)

기관 수(개)

*

통계종수(종)*
수록률(%, B/A×100)

’15년 12월 말

전체(B)

KOSIS 수록
전체(B)

시군구

시군구

389

244

112

340

96

934

703

119

815

112

-

75.3

-

85.0**

-

* 정확한 기관 수 및 통계종수는 ‘15년 12월 말까지의 통계승인 현황에 따라 달라지며,
KOSIS 수록률에는 시군구통계와 그 외의 승인통계를 포함
** 85.0%는 ‘15년도 목표치로, 통계종수 및 수록자료 수의 변동가능성이 있어 목표 달성에
중요한 변수가 됨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시군구 통계를 ‘14년부터 연차적으로 수록하고, 신규 승인통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록 추진
구 분
통계종수 (종)
비고

’14년 실적

’15년 계획
119

’16년 계획
112

80

’11~’12년도 나라통계시스템 ’13년도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14년도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활용 구축 분
구축 분
구축 분

- 시군구 통계 이외의 통계자료는 통계작성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입력 독려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록, 서비스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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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강화(Ⅲ-2-②)
□ 추진배경
ㅇ 범정부 차원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실현
ㅇ 국내외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종합․기획간행물*
발간 및 KOSIS 수록․제공 등을 통해 통계자료 이용 활성화
＊ 통계종합간행물(5종) : 한국통계(월보, 연감), 국제통계(월보, 연감), 북한통계
＊ 통계기획간행물(신규2종) : 어린이통계동화, 통계로 본 대한민국 광복 70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활동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이용 편의를 위한 MDSS 모니터링 운영 및
통계자료 이용센터 점검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통계기초자료 제공범위 확대를 위한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 72종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서비스
＊ ’14～’16년간 108개 기관 224종의 국가통계 통합DB 구축

ㅇ 통계종합간행물(5종) 정기 발간 및 통계기획간행물(2종) 신규 발간
- 인구, 산업, 노동 물가 등 경제․사회현상 이해에 기본이 되는
국내외․북한 통계종합간행물(연감․월보)을 발간․배포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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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 기반의 통계동화 발간 및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변화상을 통계로 제공 대국민 통계이해도 향상
ㅇ 북한․국제통계 수집․제공 및 신규서비스 확대
- 남북한교류 등 북한통계(330개), 국가별 인구․노동 등 국제
통계(644개) 자료수집․갱신 및 신규서비스* 확대
＊ (북한) 북한예산․수입지출, 북한의 장마당 통계 등 북한통계 신규서비스
＊ (국제) World Bank 기후환경통계, WTO 무역통계 등 국제통계 신규서비스

- 북한통계 이용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북한의 인구 등
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 추가서비스 및 북한사회 현상간의
관계파악을 위한 북한통계 분류체계 신규서비스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2015년 통계기초자료(MD)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2월

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 서비스 계획 수립

3월

통계기초자료 이용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 계획수립

4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대상 데이터 이관

6월

국제통계연감 발간계획(안) 수립 및 신규서비스

6월

「통계로 본 대한민국 광복 70년」간행물발간․서비스

8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모델 개편(안) 공청회 개최

9월

통계기초자료 이용자 맞춤형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9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오픈

10월

업무 2-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편

연중

업무 2-나

MD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보고

12월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발간계획 수립 및 발간․온라인 서비스

12월

업무 4-다

업무 2-나

업무 2-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정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 정책부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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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집단) 국내 통계작성기관 및 UN,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 기대효과
ㅇ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및 대국민 통계서비스 품질 제고
ㅇ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통합 서비스 구축을 통해 마이크로데
이터 관리 효율화 및 정보 보안 유지
ㅇ 통계종합․기획간행물 발간자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 분석 이용자 편의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통계자료관리(Ⅲ-1-일반재정①)
① 통계자료관리(2031)

일반회계

․자료발간 및 관리(301)

일반회계

5.5
(5.5)
5.5

8.7
(8.7)
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MD 서비스 제공
건수 및 통합DB
구축 백분율(%)

’12

’13

목표치
’14

’15

신규

98

’15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기존 통계청 자체생산 40 ∑(A*0.4+B*0.6)
- 연간 이 용 실적
종의 MD서비스(이용건 A:(연간제공건수/연 결과보고서
수)와
통계작성기관의 간목 표 건 수 )*100 - 통 합시스 템 DB
MD서비스를 위한 MD
구축결과 보고서
통합서비스시스템 인프 B:(연간구축종수/연간 및 관련문서
라구축(DB구축율)에 대해 구축목표종수)*100
업무비중을
합산 적용

통 계 종합․ 기 획
간행물
온라인
이용건수(건)*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고려하여

신규 56,099 과거 4개년(‘09~’12) 실적치 ∑연간 이용건수
연평균증감률 10.9%감안,
‘14년실적치보다 11% 상
향한 56,099건으로 설정

* 2013년 8월부터 온라인간행물 이용실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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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통계DB시
스템 내 ‘KOSIS
이용실적(온라인
간행물)’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성과지표 대표성 등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로 통계활용도 제고
⇧

성과목표

통계정보의 개방과 공유
⇧

관리과제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강화
⇧

성과지표

MD서비스 제공건수 및 통합DB구축
백분율

통계종합․기획간행물 온라인
이용건수

<정책대표성, 구체성, 목표결과간 인과성>
- MD서비스 제공건수는 통계이용자의 연구, 정책지원 등 고품질의 서비스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직접지표이며, 통합DB구축율은 정부 3.0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개방․공유를 통한 이용 활성화의
기반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과제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 지표임
- 간행물 온라인서비스 이용건수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수집․편집한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 서비스
이용척도로 통계정보 개방과 공유 목표에 부합한 지표이며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의 활용정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측정가능, 기한성, 비교가능성 등>
- MD서비스 제공건수는 이용자와 제공건수를 월, 분기, 연간 측정과 비교가 가능하며,

내부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상의 평가로 측정산식이 합리적임, 통합DB구축율은 ‘15년
한해동안 타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품질정비를 거쳐 구축 종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산식은 연간구축종수/연간구축목표종수*100으로 연간 MD통합시스템 구축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 간행물 온라인서비스 이용건수는 이용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월, 분기,
연단위 측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비교 가능한 지표임

2. 목표치 설정근거
< 지표1 > MD서비스 제공 건수 및 통합DB 구축 백분율

○ 산식 = ∑(A* 0 .4 + B*0.6)
․ A : <MD서비스 제공 건수> (연간제공건수/연간제공목 표 건 수 )*100
․ B : <통합 DB구축> (연간구축종수/연간구축목표종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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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연간제공 목표건수 : 9,150
구 분

’11

’12

’13

’14

’15

제공건수(건)

5,412

5,940

6,594

8,244

9,150

9.7

11.0

25.0

11.0

전년대비 증가율(%)

- 전년대비 11% 증가율 적용
MD자료제공은 일반 대다수 국민보다 전문성을 갖고있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 연구소, 학교 등에 한정
되어 이용건수는 이미 적정 임계수준에 오른상태로 전년대비 11%는 도전적 목표치임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은 15.2%이지만 전년도(‘14년) 증가율(25%)이 평균증가율을 1.6배 상회
하는 이상치*로 제외하고, 목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11년～‘13년 3년 평균증가율(10.3%)에
0.7%를 상향하여 전년대비 11%증가한 9,150건을 ’15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13년 대비
38.7%의 증가율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이상치) 대학교, 연구원등 그동안 누적된 마이크로데이터 교육수요를 ‘14년도에 일시 반영함에 따른 실적치의
일시적인 증가이며 ‘14년 교육실적은 서울대 등 27개 기관 1,254명으로 전년(422명)대비 3배 증가하였음
올해는 교육수요가 상당부문 해소되어 교육용 데이터 이용실적이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2010년 자료의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5년 MD통합서비스DB 구축 목표건수 : 72종
구 분

’14년

’15년

’16년

당해 구축수(종)

31종

72종

121종

누적 구축수(종)

31종

103종

224종

누적 구축률(%)*

13.8

45.9

100

* 당해 연도 누적구축 종수 / 전체 구축 가능 승인 통계수

※통합DB 구축 대상 224종 선정
○ 2012년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위한 ISP 추진 시, 2011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통합대상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
- ’11.10.1.일 기준 총 374개 기관 국가승인통계 796종 중 보고․가공통계를 제외한 조사
통계 303종

중에서 기관별 마이크로데이터 보유 및 제공현황, 나라통계시스템 이용 및

제공의사현황 등을 고려 통합대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24종을 구축대상으로 선정
< 지표2 > 통계종합․기획간행물 온라인 이용건수

○ ‘15년 통계종합․기획간행물 온라인이용 목표건수 : 56,099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이용건수*

1,928천건

2,242천건

2,370천건

2,630천건

-

50,540건

56,099건

전년대비 증가율(%)

-

16.3

5.7

11.0

-

-

11.0

- 전년대비 11% 증가율 적용
‘15년 목표치는 전년(’14년) 실적대비 11% 증가율을 적용하여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
* 2013년 8월이후 이용건수 집계방식 변경으로 ‘09～’12년 실적치는 전체 온라인 간행물(약
100여종)의 페이지/1건 집계방식 수치이며 ‘14년이후는 통계종합․기획간행물(9종)의 온라인
간행물별 이용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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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Ⅲ-2-③)
□ 추진배경
ㅇ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정부3.0) 및 창조
경제 지원을 위한 통계청의 역할 강조
-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와 통계
정보를 융합한 공간통계정보의 서비스 강화 필요
▪ (VIP 업무지시, ’13.4.3.) “통계청이 공공과 민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3.0의 허브가
되어야 함”
▪ (국회 기재위 예산안 심사보고, 2012년) “통계청은 SGIS 오픈플랫폼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및 공공에서의 통계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

ㅇ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통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현 서비스로는 한계
ㅇ 이용편의성 개선, 시의성 있는 공간DB 확충 등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협업․홍보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전분석 및 의견수렴체계 운영
- (사전분석)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및 개선의견 분석
- (의견수렴) 상황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수렴체계 마련
․ SGIS 오픈플랫폼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내․외부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SGIS 모니터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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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지리정보(SGIS) 오픈플랫폼 구축
- (서비스) 활용콘텐츠 기획․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확대
․ 이용자 참여기반의 플랫폼 활용 콘텐츠 기획‧개발
․ 인터랙티브맵 자료확충, 통계주제도 추가 등 포털서비스 기능 강화
․ 공간통계검색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포털 및 Open API 개발 등
- (관리운영)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플랫폼 운영시스템 개발
․ 공간객체번호 등을 활용한 주소DB 갱신 기능 개발
․ 기능별 이용권한, 분석정보 등 관리시스템 개발
․ 공간매칭, 자료집계 등 분석시스템 고도화
- (협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범과제 발굴 및 개발
․ 지자체 등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 발굴
․ 시범과제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개발추진
- (플랫폼DB) 자료간 연계․분석․활용이 용이한 플랫폼DB 구축
․ 인구․가구․사업체* 센서스자료 DB(2000 ~ 2013년)
＊ 사업체 개별위치, 사업체명, 종사자 수 등 속성정보 수록(약 330만개)

․ 주택실거래가 등 외부자료 수집 및 최신자료 수록
ㅇ 인구․가구․사업체 센서스 공간DB* 구축
- ’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공간DB
- ’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공간DB
＊ 조사구경계, 집계구 등 통계경계, 행정경계, 개별 속성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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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지리정보(SGIS) 개선 및 이용활성화
- 신규 컨텐츠 개발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 추가
- 최신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재개발 및 이용편의성 개선
- 일반국민, 전문가 등 이용자에 맞춰 다양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부일정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사 지도구축 사업착수

1월

2015년 SGIS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월

2015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운영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3월

SGIS 모니터단 운영 개시

4월

2015년 SGIS 오픈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5월

SGIS 내부이용자 설문조사

5월

SGIS 오픈플랫폼 1단계 대국민 서비스 개시

8월

SGIS 오픈플랫폼 구축 사업 중간보고

9월

SGIS 외부이용자 설문조사

11월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사 지도구축사업 완료보고

12월

2015년 SGIS 오픈플랫폼 구축사업 완료보고

12월

SGIS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완료보고

12월

비 고

업무2-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공간통계자료와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직접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SGIS 홈페이지와 스마
트폰 등을 통하여 소지역통계 등 서비스 이용
- (정부 및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서
행정구역 경계, 집계구 자료 등을 활용
- (지자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도시계획 등 지자체별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자료 및 서비스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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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및 연구기관) 논문작성, 프로젝트 및 연구활동에 활용
- (민간업체) 공간통계자료, Open API, 개발툴 등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자체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통계작성기관) 모집단 관리, 표본추출 관리 등에 활용
ㅇ 이해관계자
-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심의, 국토엑스포 등)
- 행정자치부(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 국토지리정보원(전국 수치지형도)
- ㈜NHN, ㈜다음 등 민간 포털서비스 업체(참조용 지도)
- 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데이터포털, 국가DB 구축지원 등)
- 미래창조과학부(국가정보화시행계획 심의, 국가DB 구축 등)
□ 기대효과
ㅇ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자료와 센서스자료를 연계․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개개인의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지원
ㅇ 공간통계정보 공유서비스 및 개발도구 제공으로 이용자의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개발노력 및 비용 절감
ㅇ 이용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구축으로
민․관, 개인의 참여를 통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ㅇ 민관협업을 통한 플랫폼 활용사례 제공으로 서비스 활성화
ㅇ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정보의 활용 가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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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일반

46.4

66.6

(170.3)

(209.8)

46.4

66.6

통계정보화(Ⅲ-1-정보화③)
① 통계정보화(2032)
▪S-GIS DB 구축(3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5 목표치 산출근거
’12

’13

’14

통계지리정보서비스 1,507 1,810 2,053
이용건수(천건, 공통)

’15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98 최근 3년간(‘12년～’14년) SGIS서비스 이용 12월말 기준 서
평균증가율를 반영하여 건수(페이지뷰) 비스 이용현황
결과보고서
‘14년 이용건수(2,053,338건)
(결재문서)
보다
16.8%
상향한
2,398,299건으로 적극적
목표치 설정

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건)

신규

1,106 최근 3년간(‘12～’14) 실적 공간통계DB
치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 자료제공건수
43.4%가 적극적 추세치이나,

공간통계자료DB
자료제공현황 결
과보고서

1.6%를 추가 최종 목표증가율
45%를 반영한 1,106건으로
최대한 적극적이고 도전
적으로 ‘15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참고자료 >
<정책목표(전략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전략목표

통계서비스시스템 정비로 통계활용도를 제고한다
⇧

성과목표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정부3.0시대를 구현한다
⇧

관리과제

통계지리정보 이용활성화
⇧

성과지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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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건)

< 지표 1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건수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성과목표와 결과간 인과성‧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등)
‧ (지표정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이용건수는 공간DB 구축, 공유서비스 개발, 이용 편의 개선,
홍보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로서 홈페이지, 콘텐츠의 이용건수를 통해서 활용도를
측정하는 포괄적 지표
‧ (인과성) 이용건수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개선노력과 공간통계의 개방과
공유의 확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과목표인 정부3.0을 구현 및 전략목표인 통계활용도를 제고와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
‧ (명확성, 구체성) 서비스 이용활성화의 정도를 가장 명확한 이용자 이용건수로 측정하고, 또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 (가능성) 시스템을 통해 이용건수를 매월 관리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이용자 누적현황을 보고
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음
‧ (합리성)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 대한 이용현황을 관리하고, 이용건수를 통해 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나타내는 가장 합리적인 지표임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ㅇ 최근 3년간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이용건수(단위 : 건, %)
’12∼’14년 실적

’15년 목표치

’12

’13

’14

추세치

목표치

1,507,388

1,809,721

2,053,338

2,398,299

2,398,299

- (측정산식)
‧ SGIS서비스 콘텐츠별 연간 이용건수(페이지뷰)의 합
- (목표산출근거)
‧ 적극적 목표치 설정기준인 최근 3년간(‘12년 ～’14년) 평균증가율 16.8%를 반영하여 2015년 목표치는
2,398,299건으로 목표치 설정
‧ 2014년 10월 홈페이지 개편시 콘텐츠별 이동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여 이용건수가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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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2 > 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

1. 정책 대표성
- (지표정의, 핵심내용‧성과목표와의 연계성‧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등)
‧ (지표정의) 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는 인총, 농총, 전국사업체 등 통계청 센서스 자료에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구축하고, 이용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실적이며, 공간통계DB 구축은
조사단계, 자료수집, DB 수정 및 검수, 서비스용 DB 구축 등의 업무전반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료제공 건수는 이를 포괄하는 지표임
‧ (인과성) 센서스 공간통계DB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개개인의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서비스로 성과목표인 정부3.0을 지원하고
전략목표인 통계활용도와 매우 부합하는 지표임
‧ (명확성, 구체성) 자료제공건수는 자료신청기관, 활용목적 등 이용자 자료신청부터 제공실적까지
정보를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
- (측정산식 가능성․합리성)
‧ (가능성) 시스템을 통해 제공현환을 매월 관리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이용자 누적현황을 보고
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음
‧ (합리성) 자료제공 건수는 센서스 자료를 공공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교, 일반국민 등 이용자가
직접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 건수로 활용도를 측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지표임
2. 목표치 측정방법(적극적 설정 근거)
ㅇ 최근 3년간 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
’12∼’14년 실적

’15년 목표치

’12

’13

’14

393

431

763

추세치

목표치

1,094
1,106
(적극적 목표기준인 3년간 (추세치 43.4%에 1.6%를
평균증가율 43.4% 적용)
추가한 45% 적용

- (측정산식)
‧ 공간통계DB 연간 자료제공 건수
- (목표산출근거)
‧ 최근 3년간(‘12～’14) 실적치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 43.4%가 적극적 추세치이나, 1.6%를 추가
최종 목표증가율 45%를 반영한 1,106건으로 최대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15년 목표치 설정
‧ 자료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은 통계 및 공간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관련 장비, S/W 등
개발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이용자층이 두텁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방문자 교육, 홍보 등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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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시/행/계/획

Ⅳ
Ⅳ..

환류 등 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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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추진배경
ㅇ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반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
-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등 점검 필요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ㅇ 점검내용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15.6.30, 12.31기준)
- 부진사유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반기별 이행
점검 실시

ㅇ 점검절차 : 자체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후 e-IPSES 등록
ㅇ 점검기한 : ’15.7월말까지(상반기), ’16.1월말(하반기)
＊ 하반기 자체점검은 자체평가로 갈음

ㅇ 점검방법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의 ‘성과관리-자체점검’
메뉴에 자체점검 결과 등록
점 검 주 체

점검주기

점검사항

성 과 관 리 팀

수시

BSC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모니터링

자체평가위원회

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추진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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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조직 및 운영체계
1단계
평가보고서
➪
작성
평가
지원팀

2단계
보고서
정리

3단계
➪

성과
관리팀

4단계

정책형성
➪
과정 평가

과제별
평가

지표
평가단

평가
위원

5단계
➪

분과별
평가

6단계
➪

분과
위원회

7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
심사
확정
종합평가
TF

자체평가
위원회

2. 평가결과 환류체계
성과보상
인사

조직

예산

정책피드백

▪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정 반영

▪ 조치계획 수립․시행

▪ 승진, 포상, 성과급 등 반영
▪ 기능 조정

▪ 정원조정․조직개편
▪ 중기인력운영계획 반영

▪ 전문연구회 운영

▪ 관서경비 차등지원
▪ 성과관리계획 보완

▪ 세출예산편성 반영

평가결과 환류 강화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인사분야 환류
ㅇ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반영체계 및 반영방법
- (반영체계) 평가결과를 ｢한․대․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
하여 관리
- (반영방법) 조직 및 개인단위 ｢BSC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정부
업무평가점수를 반영
- 자체평가결과 우수 관리과제 담당자 BSC가점 부여
＊ 최우수과제 담당자(2명 이내) : 1점 이내, 우수과제 담당자(과제당 2명)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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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직급별 반영비율(2015년 기준)
성과평가
직위
(직급)

조직성과
국평가 과평가 정평

직무
수행
개인 성과 능력
성과 기여도 평가

총점

가감점

종합
조정
(청차장)

국장, 원장

35

-

35

-

5

25

100

과장급

14

28

28

-

5

25

100

-0.23～+1.5

±1

복수직 4급

-

10

10

75

5

-

100

-1～+3

±1

5급

-

10

10

75

5

-

100

-1～+3

-

6급 이하

-

10

10

80

-

-

100

-1～+3

-

±1

1) 정부업무평가 과제가 적은 국(기조관, 교육원)은 국평가 56, 정평 14 반영
2) * 정부업무평가 과제가 없는 과는 정평을 제외한 과평가만 56 반영
* 과장급의 상위(국) 부서 점수(14)는 활동관점만 반영하고, 직속부서장은 과평가점수를
70 반영
3) 평가기간 중에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 직급(직위)으로 평가

ㅇ 자체 성과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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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분야 환류
ㅇ 평가결과 상위 그룹에 대해서는 기능․인력보강, 직급상향조정,
소요정원 요구 등을 반영
ㅇ 평가결과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조정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ㅇ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 예산분야 환류
ㅇ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사업구조조정 대상에 포함
하여 사업규모 축소, 중단 등 유도
ㅇ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은 인센티브 예산을 우선 지원
□ 정책개선 환류
ㅇ 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은 개선계획을 차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
＊ 미흡·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반기별 이행 관리

ㅇ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효과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성과를 극대화
- (각 부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추진
- (성과관리팀) 대표적인 성공․실패사례를 발굴하여 조직 내 전파
＊ 평가 후 의견수렴 결과,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학습교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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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관리 계획
□ 추진목적
ㅇ 조직 내 소통 활성화, 창조역량 강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창조행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
ㅇ 신규 프로그램 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좋은 일터,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체계

□ 2015년 추진계획
< 조직 내 소통 활성화 >
ㅇ 청장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 (추진목적) 청장님과 일반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
- (실시계획) 청장님과 6급 이하 직원 간 1시간 내외의 자유로운
질문 답변 및 대화의 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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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MA(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진목적) 간부직원-일반직원 간 소통 활성화
- (실시계획) 간부직원 1명 대상으로 질문-답변
․UBIS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직원이 익명으로 질문을
등록하면,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취합하여 질문을 정리*
＊답변해야 할 질문 수는 접수된 총 질문 수에 따라 조정 예정

․정리된 질문을 간부직원께 전달 후 답변이 완료되면 업무
게시판에 게시
ㅇ 우리 과 소개하기
- (추진목적) 우리 청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직원 간 관심 제고
- (실시계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소개·직원 소개 글 작성 후
정리된 내용을 UBIS 게시판에 게시
ㅇ 창조행정활동 사진전 개최
- (추진목적) 직원 간 관심 제고 및 창조행정 프로그램 홍보
- (실시계획) 행사 진행 중 사진 등 창조행정 프로그램의 사진을
수집하여 연말 온라인(UBIS) 및 오프라인(13층 도서관 등) 전시
ㅇ 칸막이 없애기 행사
- (실시계획) 20개 부서 10개 팀 선정 예정
․팀별 행사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행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행사 운영 내실화
․팀선정, 행사계획 가이드라인 등 행사 실시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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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직원 대상 워크숍
- (추진목적) 신규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및 조직 적응력 강화
- (실시계획) 우리 청 근무경력 3년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론 등을 포함한 워크숍 실시
- (일정) 9월~10월 중 실시
․참석대상, 기간 등 워크숍 운영에 대한 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 창조역량 강화
ㅇ ‘그 사람처럼 일하고 싶다’ 수기 공모전
- (추진목적) 직원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례 발굴·확산
- (실시계획) 우리 청 전·현직 공무원의 본받고 싶은 업무수행능력,
업무태도, 대인관계 등 본받고 싶은 이유를 포함하여 소개
․수기 작성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세부 작성 가이드라인, 포상규모 등을 포함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ㅇ 강의와 함께 하는 Break Time
- (추진목적) 다양한 분야의 강의 소개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실시계획) TED, 늘배움 등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를
선별하여 점심시간(12:30～13:00)에 상영
- (실시주기) 매월 실시
ㅇ 대전청사 아카데미
- (실시계획)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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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프로세스 개선 >
ㅇ 지식행정 활성화
- 범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청 자체계획 수립
- 2015년을 지식 축적 기간으로 설정하여, 지침서·조사표·보고서·
시행계획 등 필수 지식의 지식창고 등록 의무화 추진
ㅇ 제안제도 운영
- 범정부 제안제도 활성화 지침에 따라 우리 청 자체계획 수립
-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와 관련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ㅇ 행정제도 개선
- 기관자율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전파
- 타부처 관련 개선과제 발굴·개선(행자부 주관으로 부처합동 추진)
< 창조행정활동 우수자 (부서·기관) 포상 >
ㅇ 직원들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창조행정활동 우수자(부서·기관) 포상 계획
(단위: 천원)
합계

23,100

지식
행정

2,100

연구
모임

3,400

제안활성화 포상

행정
제도
개선

제안
수시
포상

제안
특별
공모전

자체
우수
제안

기관

부서

개인

1,700

2,600

6,200

750

1,800

7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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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3,450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현장의견 반영체계
ㅇ 통계정책, 경제․사회부문 통계생산, KOSIS 등 각종 자료제공
시스템 개발․개선, 통계정보 서비스 등 통계청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체계 마련

 기획-집행(수행)-환류 각 단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의견
*

수렴 방법 을 적용하여 소통을 강화, 생생한 현장의견 반영
* 관련기관 업무협의, 통계이용자․전문가그룹 협의체 및 간담회, 일반
국민과의 소통(개선 의견 등) 및 만족도 조사 등

☞ 국가통계 작성기관 통계역량강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고품질
통계생산, 수요자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시스템 개발․개선
활동에 의견수렴 내용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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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강화로 국가통계 수준향상
ㅇ 자문회의, 워크숍, 연구회, e-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 인프라 및 기관위상 강화에 활용
대상 정책

의견수렴 방식
▪FGI(포커스그룹면접) : 전문이용자 대상
▪자문회의, 간담회, 협의체 : 유관기관
(학회), 통계작성기관, 내부직원 등

결과활용 방안

▪통계공유, 활용을 위한
통계관리 개선사항 도출

1.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에 반영
▪교육실시: 작성기관 담당자 대상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국가통계 발전에 관한
▪연구회, 학습동아리 운영: 통계기반
통계생산 인프라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평가제도 연구회 등
▪통계기반정책 평가 및
▪현장방문 및 업무설명회
통계품질진단 내실화
▪만족도 조사 : 내외부 고객 대상
▪자문회의, 간담회, 협의체 : 자문위원,
교육원 강사

▪통계교육원 전문교육 계획
2.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워크숍, 심포지엄: 국가통계방법론 등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작성 ▪설문조사 : 교육참여자 등
▪정책수요에 맞는 실용적
지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 통계작성기관 등 연구수행 및 신규 연구
주제 발굴
▪e-모니터링 : 삶의질 지표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자문회의, 간담회 : 홍보담당자, 자료
▪현장의견 수렴한 홍보
제공담당자
계획 수립
▪워크숍 : 홍보 업무발전, 국제 인터
▪오보나 부정적 정보에
3. 대국민 홍보 및 국제통계 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적극 대응(해명자료 온라인
협력활동 강화로 기관위상 ▪연구회, 학습동아리 운영: 세계통계
등록 및 보도자료 배포
제고
동향연구회
등)
▪설문조사: 대국민, 자료제공담당자 등
▪ODA 기술지원 및 국제
▪e-모니터링 : 언론모니터링, 통계청 기구 자료제공 내실화
블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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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Ⅱ] 고품질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 적극적 뒷받침
ㅇ 업무관련자와의 협업체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의견
수렴결과를 경제사회부문 통계생산 품질향상에 활용
대상 정책

의견수렴 방식

결과활용 방안

▪의견수렴:지자체, 관련부처 담당자,
자료이용자, 교수, 연구자
▪자문회의, 간담회, 협의체:유관기관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에
(협회), 통계작성기관, 내부직원 T/F
활용
1.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를 ▪세미나 및 포럼 : 경제통계발전문가 ▪경제현상 등 상황변화 추이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 초청 등
모니터링 및 신규 통계생산
으로 ｢경제부흥｣ 정책 지원 ▪교육실시:지자체 및 협회 등 업무 요구에 대응
관련자 대상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업무 추진 협업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통계생산 품질개선
타당성 검증)
▪연구회, 학습동아리:SNA(국민계정) 등
▪현장방문 및 업무설명회
▪의견수렴:지방청, 관련부처 담당자,
자료이용자, 교수, 연구자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에
▪자문회의, 간담회, 협의체:유관기관 활용
(협회), 통계작성기관, 내부직원 T/F ▪조사환경 및 사회문화 변화
▪세미나 및 포럼 : 조사주제관련 추이에 따른 신규조사 개발
2.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를 외부전문가 초청 등
및 항목개선 아이디어 반영
반영한 사회통계개발․개선
▪교육실시: 지방청 조사관 대상
(시의성 있는 항목 개발 기
으로 ｢국민행복｣ 정책뒷받침
획 보도 등 정책지원)
▪현장방문 의견조사: 조사현장 참여
▪연구회 운영:인구가구추계연구회 등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업무 추진 협업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통계생산 품질개선
타당성 검증)
▪e-모니터링: 업무프로그램, 홈페
이지 개선의견 수렴
▪의견수렴:지자체, 지방청, 관련부처
담당자, 자료이용자, 교수, 연구자
▪자문회의, 간담회, 협의체:유관기관
(학회), 통계작성기관, 내부직원 등
▪교육실시:작성기관 담당자 대상
3.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 ▪연구회 운영:경제총조사 연구회,
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행정자료 이용 통합연구회 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
▪현장방문 및 작성기관/권역별 업무
설명회
▪만족도 조사 : 내외부 고객 대상
▪현지확인점검 및 자료검증 평가
▪온라인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대국민 총조사 인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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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
▪지역통계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자료 제공 등 행정자료
활용 통계 개선개발 업무에
반영
▪행정자료통합관리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 [전략Ⅲ]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로 통계 활용도 제고
ㅇ 현장방문, 설문조사,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통계서비스 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활용
대상 정책

의견수렴 방식

결과활용 방안

▪의견수렴 : 지자체, 관련부처 담당자,
자료이용자, 기술전문가 등
▪현장방문 및 업무협의 : 지자체,

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 정비로
신속․정확한 통계생산 지원

지방청, 관련부처 담당자 등 시스템 ▪각종시스템 개선 개발 사항
운영구축 대상
조기 파악 및 보완 대책 마련
▪간담회, 협의체 : 내외부 연구기술 ▪작성기관 등에 필요한 기술
자문 T/F
지원 및 교육으로 통계생산
▪교육실시: 작성기관 업무설명회
지원
▪토론회 : 민․관 발전 토론회
▪만족도 조사 : 내외부 통계작성
시스템 이용자

▪의견수렴: 전문가, 내부 시스템 이용자
및 일반국민
▪간담회, 협의체 : 통계포털 실무
협의회
2. 통계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활용 확대로 정부 3.0
시대 구현

▪워크숍 :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 내외부
고객 대상

▪대국민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
▪자료제공 개선사항 차년도

▪현지확인점검 및 자료검증 평가
▪설문조사 : 정부 3.0 국민디자인
모니터단 운영
▪온라인 모니터링 : KOSIS 모니터단
운영

- 310 -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성/과/관/리/시/행/계/획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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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성과지표
전략
목표

구분

지표성격

소계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지표

성과목표

8

11

0
(%)

0
(%)

0
(%)

11
(100%)

5
(45.5%)

관리과제

33

65

0
(%)

5
(7.7%)

7
(10.8%)

53
(81.5%)

37
(56.9%)

3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또는 측정산식)

’15년

지표 종류

목표치 정량화 성격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1.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 ① 통계생산 인프라
으로 통계생산 인프라를

강화 만족도(점)

강화한다

통계 생산 인프라 강화 5개
분야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3.99

정성

결과

4.02

정성

결과

86.4

정성

결과

3.35

정성

결과

결과 / 5


① 통계교육 수요기관

  


 

만족도 (점) (공통) ※ xi :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2.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

n : 총 응답자수

개발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


작성을 지원 한다
② 연구결과 품질
만족도(점)

  


 

※ xi :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3. 대국민 홍보 및 국제
통계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① 통계청 인식제고도(점)

(





 



 xi/n+  xj/n)/2

※xi,xj : 개인별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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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과목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또는 측정산식)

’15년

지표 종류

목표치 정량화 성격



② 국제 통계협력

x i / n

 

증진도(점) (공통) ※ xi :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4.62

정성

결과

n : 총 응답자수
Ⅱ.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뒷받침한다

1.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으로 ｢경제
부흥｣ 정책을 지원한다

① 경제통계 개발․개선 [(∑개발반영×0.6+∑개선반영
요구 이행률(%)

×0.4)/(∑개발수요×0.6+∑개선

100

정량 결과

(공통)

수요×0.4)]×100

100

정량

결과

67.8

정량

결과

이용 건 수 ( 만 건 ) 까지 누적 이용건수를 전주 610.7

정량

결과

3.97

정성

결과

3.84

정성

결과

2.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① 사회․농어업통계 [(∑개발반영×0.6+∑개선반영
개발․개선으로 ｢국민

개발․개선요구이행률 ×0.4)/(∑개발수요×0.6+∑개선

행복｣ 정책을

(%) (공통)

뒷받침

수요×0.4)]×100

한다
활용통계수*÷통계청 작성통계수
① 행정자료 활용률 * 통계청 작성 통계중 항목대체
3.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 (공통)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신규행정통계 포함), 검증․보완
에 활용한 통계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② 총조사결과 누적 조사결과 발표 후 당해 연도
(공통)

기와 비교

Ⅲ.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로 통계 활용도를 제고한다

n

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정비 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 x i / n,
i=1
① 통계작성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x 는 개인별 응답측도,
n 는 총 응답자수
(만족도조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5점 척도, 내외부고객)

2. 개방과 공유를 통한 ① 통계정보서비스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이용자 만족도(점)

정부3.0 시대를 구현한다

(공통)

∑(KOSIS 이용자 만족도 +
SGIS 이용자 만족도) / 2

- 314 -

비고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1.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①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과제 이행 계획대비 이행여부

100

정량

과정

192

정량

결과

35

정량

결과

5.2

정량

산출

55.0

정량

과정

15,444

정량

결과

19.6

정량

결과

4.07

정성

결과

78.3

정성

결과

노력도(%)
① 국가통계 거버넌스
(Governance) 발전

② 국가주요지표
(국정모니터링 국정모니터링시스템내
시스템) 이용건 국가주요지표 조회건수
수 (만건) (공통)
① 통계 개발·개선 당해연도 ∑ 통계 개발·
권고 건수(건)

개선 권고 건수

②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
② 실질평가 평균 실질평가 전체 소요일수
소요일수(일)

① 통계분류 제·개정
누적 추진률(%)
③ 국가통계기준의 개발

/ 실질평가 전체건수

∑통계분류 제·개정
누적 진척률 / 6종
(분류별 가중치 부여)

개선 및 활용지원
② 통계분류포털 통계분류포털

이용

이용건수(천건) 건수 (페이지뷰방식)

① 표본설계 협력
④ 모집단을 대표하는

노력도(건)

∑(구성요소실적*가중치)
※ 변경된 측정산식으로
12～14년 산출

최적의 표본설계
② 표본설계 협력
만족도(점)

∑(내부+외부)/2



⑤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 강화
지원

① 통계작성기법

 

 



위탁기관 전수 (   는 통계작성기법
정도(점) (공통) 위탁기관 전수정도,
n은 통계대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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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② 위탁기관의 통계

 

 



작성기법 전수에 (   는

위탁기관의

대한 만족도(점) 통계작성기법 전수에
(공통)

85.8

정성

결과

90.6

정량

결과

70.0

정량

결과

7

정량

산출

94.0

정량

결과

9.00

정성

결과

4.28

정성

결과

대한 만족도 점수,
n은 통계대행건수)

① 품질개선 컨설팅 평균 평가점수

평가점수(점)
=
Xi/총컨설팅건수(n)
 
(공통)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 향상률 =

⑥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실시

( 당해년도 자체품질진단
②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이
평가결과 품질 향상된 통계수/
수준 향상률(%) 전년도 자체품질진단
평가결과 품질수준이
주의, 미흡으로 평가
받은 통계수)× 100
① 통계작성기관
지정확대건수
(개)

⑦ 국가통계의 확대 및
승인관리 개선

N = α(신규지정 기관)
- β(취소기관)
(N : ’15년도 작성지정
기관 지정 순증 건수)
n/ N × 100

② 국가통계 사무 ( n : ’ 1 5 년 이 행 완 료
개선 이행률(%) 건수, N : ’15년도이행
대상 건수)
2.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 한다
① 통계전문 교육 [NPS1) + (주요 4개항목
성과달성도(점)

만족도 평균) × 2)] ÷ 2


① 통계 전문교육 강화

② 교육내용 현업

  

 



적용 만족도(점) ※ xi : 개인별 응답측도
(공통)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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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연구과제
① 연구성과 실무
② 실용성 높은 고객관

적용지수(%)

실적/ ∑연구과제수*)×100
* 지난 1년간 수행한

43.1

정량

결과

16

정량

결과

3.21

정성

결과

4.60

정성

결과

4.0

정성

결과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점의 맞춤형 통계연

측정

구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

실무적용

② 정책자료 제공 당해연도 연구자료가
건수(건) (공통)

정책자료로 제공된 건수

3. 대국민 홍보 및 국제통계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① 통계 청 홍 보
①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만족도 (점)

※xi : 개인별 응답측도

(공통)

(5점 척도) n : 총 응답
자수


① 통계분야 개도국
지원 사업 평가
점수(점) (공통)

  





x: 평가위원2) 평가점수
(5점 척도)
n : 총 평가위원 수

② 국제 통계협력 강화





    


② 국제자료제공
만족도 평가(점)



 





qi : 문항별 응답측도
(5점 척도)
n : 총 응답자수

Ⅱ.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뒷받침한다
1.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으로 ｢경제부흥｣ 정책을 지원한다

① 기업체 통계 활용
제고도(%)
① 경제활성화 지원 통계
개선․개발
② 경기종합지수 통계
품질 제고도(%)

① 행정자료를 활용한
② 산업구조통계 개선

조사항목 대체율
(%)

∑{(①기업체 통계이용자
확대 노력건수×0.7)+(②

100

정량

결과

100

정성

결과

40.1

정량

결과

원자료 제공건수×0.3)}
∑{(①SA통계 품질진단율
×0.6) +(②지역CI 기술지원
만족도×0.4)}
(∑대체사업체수×대체
항목수/∑조사대상 사업
체수×전체조사항목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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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4개조사 자동내검 사업체
② 산업구조통계 자동 비율)×0.75+(건설업조사
내검률(%)

공종 및 발주자 분류

52.7

정량

산출

4.16

정성

결과

90.0

정성

결과

100

정량

과정

274

정량

결과

100

정량

과정

4.30

정성

결과

3.90

정성

결과

3.90

정성

결과

자동코딩률)×0.25
외부 이용자 만족도조사
① 제조업 재고율
통계 개선결과
이용자 만족도



결과 =





: 개인별 응답척도(5



점척도)

(점)

 : 총 응답자수
품질진단 평가점수 =

③ 산업활동동향통계
개선․개발

  

② 제조업 제품 공급
동향지수

통계

품질진단 평가
점수(점)





 



: 지표별 가중치





  × 점수

    



:

평가지표 수

:

평가자수(극단값평
가자제외)

①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개발후 결과 공표 여부
④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개선

진척률(%)
② 서비스업동향통계
활용도(천건)

∑서비스업동향통계
(서비스업동향조사, 온라인
쇼핑동향조사)이용건수

① 기준년 개편 추진 추진업무별 제시된 기준에
수행률(%)
⑤ 소비자물가통계 개선․
개발

② 물가지수이해
홈페이지 개선
만족도(점)

따른 수행률
물가이해 홈페이지 방문
자를 대상으로

주요

개선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각 지표점수×가중치)/

① 세종시 GRDP ∑(지표별 가중치)]/n
분리 추계방법 n: 평가위원 수
개발결과의 품 * 각 구성지표의 측정
질평가도(점)

산식 및 평가표는 아래
참조

⑥ 거시경제지표의 작성
강화

[∑(각
② 산업별 토지자산
통계 개발결과의
품질평가도(점)

지표점수×가중

치)/∑(지표별 가중치)]/n
n: 평가위원 수
* 각 구성지표의 측정
산식 및 평가표는 아
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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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비고

2.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개발․개선으로 ｢국민행복｣ 정책을 뒷받침한다
① 사회조사 결과
활용도(천건)
① 정책 맞춤형 사회지
표 작성 강화

∑당해년도 이용건수

208

정량

결과

3.7

정성

결과

3.7

정성

결과

3.7

정성

결과

3.80

정성

결과

67,072

정량

결과

100.0

정량

결과



②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만족도
(점)

  




: 개인별 응답척도(5점
척도)
 : 총 응답자수




① 인구·가구 추계

   

 

방법 개선·개발  : 전문가 적정도 평가
적정도(점)

점수

 : 외부전문가 수
②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인구통계 개선·



   

개발
② 시군구 인구추계

 

시스템 개발·보급  : 만족도 평가점수
만족도(점)

 :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① 경활 부가조사 이용자
① 고용통계 이용자
만족도(점)

만족도
② 외국인고용조사
이용자만족도
(① x 0.6) + (② x 0.4)

③ 고용통계 개선․개발
① 경활 부가조사
② 고용통계 활용도
(건)

KOSIS 이용실적
②외국인고용조사
KOSIS 이용실적
(① x 0.6) + (② x 0.4)
①  ×  ×(0.5)+

④ 가구소득 및 지출 통 ① 소득통계 대표성 ②  ×  ×(0.5)
계의 신뢰도 제고

제고(%)

*  : 목표 유지(응답)률

 : 실제 유지(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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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② 소득통계 개선
만족도(점)

  


 

  : 전문가 만족도 5개
문항 산술평균
 : 외부 전문가수

3.93

정성

결과

3.77

정성

결과

100

정량

산출

① 농어업통계 개선만족도
① 농어업통계 개선
만족도(점)

(외부) × 0.5 + ② 농
어업통계 개선 만족
도(내부)× 0.5
①전문가의견 반영 충실도

⑤ 농어업통계 선진화
② 원격탐사기술

× 0.5 + ②RS/GIS

경지총조사 활용

기반

경지총조사

타당도(%)

위성영상판독 정확도
× 0.5

3.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① 통계조사 검증
오류율(%)

∑오류대상처수 / 검증
완료 대상처 수

0.67

정성

결과

4.05

정성

결과

20.0

정량

결과

3.7

정성

결과

①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② 지역통계지원
만족도(점)

지역통계기술지원 만족
지수× 0.36 + 지역통계
컨설팅만족지수× 0.64
’14년도 대비 ’15년 행정
통계 3종*의 이용 향상률
(3종 행정통계의 ‘14년
대비 ’15년 KOSIS 이용

① 행정통계 활용
향상률(%)

향상률(%)
′년









 이용건수 년 이용건수




년

 이용건수


×  

② 행정통계 개선·개발

* 귀농인통계, 개인별

및 기반 강화

주택소유통계, 임금근로
일자리통계

② 행정통계 외부
전문가 만족도
(점)

‘15년도 만족도 점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하여 조사한 5점척도의
내외부 고객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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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① 행정자료 DB 당해 연도 ∑통계 목적
구축 누적 건수 으로 구축한 누적 행정
③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건) (공통)

사업체비율(%)

연간조사 중 조사완료

(공통)

사업체수

어업총조사인터넷
조사율(%) (공통)
②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인지도(%)

(인터넷 조사가구/조사
대상가구)×100

88.4

정량

결과

25.7

정량

결과

29.4

정성

결과

3.8

정성

결과

6.0

정량

결과

90

정량

과정

41

정량

산출

3.88

정성

결과

88.90

정성

결과

(총조사 조사후 인지도
- 조사전 인지도)/조사
전 인지도




 

⑤ 경제총조사 추진체계

산출

② 경제통계 조사에 당해 연도 ∑행정자료

① 인구주택 및 농림

총조사 효율적 실시

정량

자료 건수

행정자료 활용한 활용 사업체수/ ∑경제통계

④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53







,×0.4+     ,×0.6
 

① 경제총조사 개선 x는 조사관리자
사항 적정도(점) y는 전문가,
n은 총 응답자수 (5점척도)

점검과 개선
② 시범예행조사
인터넷 조사율
(%) (공통)
① 행정자료의 등록

(인터넷조사사업체/조사
대상사업체)×100

센서스 추진을 연도별 주요일정별 실적을
위한 기반마련 누적률로 계산하여 산정
⑥ 행정자료 활용 2015

진척률(%)
② 등록센서스 가구-

등록센서스 실시

주택 연계 완전성 등록센서스가구-주택
(만가구)(미연계 미연계 가구수
가구수)

Ⅲ.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로 통계 활용도를 제고한다
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n

① 나라통계시스템 ,
이용자만족도(점)
(공통)
① 정보화 인프라 강화

∑ x i/ n
i= 1
x 는 개인별 응답측도,
n 는 총 응답자수

② 정보보안 관리 국가정보원의
실태 평가 점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

점수

- 321 -

비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① 통계작성시스템
개선․개발 지수
(%)
② 효율적인

측정방법

’15년

지표 종류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연간

통계작성시스템

개선․개발건수 ×업무량
난이도 가중치1) / 개발자

40.0

정량

결과

3.5

정성

결과

2,031

정량

결과

85.0

정량

산출

98

정량

결과

56,099

정량

결과

2,398

정량

결과

1,106

정량

결과

수

통계작성
만족도 조사결과

시스템 개발
② 행정자료시스템

= ∑ xi / n

이용자 만족도 * x는 개인별 응답 측도
(점)

(5점척도), n은 총 응답
자수

2.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정부3.0 시대를 구현한다
∑(KOSIS통계자료이용
① KOSIS통계자료 건수+ KOSIS모바일이용

① KOSIS 통계정보 확충

이용건수(만건)

건수 + KOSIS통계지표

(공통)

및 통계자료 Open API
호출건수)

및 이용활성화

② KOSIS 통계 ∑KOSIS 수록통계종수
자료 수록률(%) / 전체 승인통계종수 × 100
∑(A,B)
① MD 서비스 제공
건수 및 통합DB
②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구축률 (%)

강화

A: 연간제공건수/연간목
표건수×100×(가중치0.4)
B:연간구축종수/연간구
축목표종수×100×(가
중치0.6)

② 통계종합․기획간
행물 온라인 이용 ∑연간 이용건수
건수(건)

①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건수(천건)
③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공통)

SGIS서비스 이용건
(페이지뷰)

이용 활성화
② 공간통계DB
자료제공 건수
(건)

공간통계DB 자료제공
시스템 제공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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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붙임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성과

국정과제,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과제명 및 과제코드)

관리과제

목표

Ⅰ. 통계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1. 통계기획․관리기능 강화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으로 통계생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① 국가통계 거버넌스(Governance) 발전
②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③ 국가통계기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④ 모집단을 대표하는 최적의 표본설계

전 주기별 국가통계 정책 및 조정
강화 (업무 3-가)
국가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업무 3-다)
국가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업무 3-다)
부처 협업을 통한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화 (업무 1-가)
국정 51-1) 다문화가족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정 65-2)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
(국정 65-5) 여성의 일‧가정 양립종합대책
수립 추진

⑤ 통계대행 실시 및 작성기관 역량 강화 지원
⑥ 국가통계 품질진단 및 개선 실시
⑦ 국가통계의 확대 및 승인관리의 개선

통계생산․서비스의 품질관리
고도화 (업무 3-나)
국가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업무 3-다)

2. 통계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내실화로 고품질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글로벌 통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업무 4-가)
② 실용성 높은 고객관점의 맞춤형 통계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 미래사회 대비 국가통계 연구기능
확산
강화 (업무 4-나)
① 통계 전문교육 강화

3. 대국민 홍보 및 국제통계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①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국제통계협력 확대를 통한 국격
향상 (업무 4-다)

② 국제 통계협력 강화

Ⅱ. 고품질의 통계생산․제공으로 국정과제를 적극적 뒷받침한다
1.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으로 ｢경제부흥｣ 정책을 지원한다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2-다)

① 경제활성화 지원통계 개선․개발
② 산업구조통계 개선
③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선․개발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2-다)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2-다)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2-다)

④ 서비스업동향통계 개발․개선
⑤ 소비자물가통계 개선․개발
⑥ 거시경제지표의 작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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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국정과제,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과제명 및 과제코드)

관리과제

목표

2.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통계 개발․개선으로 ｢국민행복｣ 정책을 뒷받침한다
① 정책 맞춤형 사회지표 작성 강화
②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지원 인구통계 개선·개발
③ 고용통계 개선·개발
④ 가구소득 및 지출 통계의 신뢰도 제고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2-다)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2-다)
국민 응답부담 완화를 위한 통계조사 선진화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1-나, 2-다)
국민 응답부담 완화를 위한 통계조사 선진화
(업무 1-나)
경제․사회분야 맞춤형 통계개발 및 공표
(업무 2-다)

⑤ 농어업통계 선진화

3. 통계생산방식의 체계적 관리·개선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국민 응답부담 완화를 위한 통계조사 선진화
(업무 1-나)

① 체계적 조사관리와 지역통계 활성화
② 행정통계 개선․개발 및 기반 강화
③ 행정자료 활용기반 강화
④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효율적 실시

부처협업을 통한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화
(업무 1-가)

⑤ 경제총조사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

부처협업을 통한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화
(업무 1-가)

⑥ 행정자료 활용 2015 등록센서스 실시

부처협업을 통한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화
(업무 1-가)

Ⅲ. 통계서비스 시스템 정비로 통계 활용도를 제고한다
1.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을 지원한다
통계생산․서비스의 품질관리 고도화
(업무 3-나)

① 정보화 인프라 강화
② 효율적인 통계작성시스템 개발

2. 개방과 공유를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로 정부3.0 시대를 구현한다
① KOSIS 통계정보 확충 및 이용 활성화
② 통계자료 서비스 강화

통계활용촉진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대
(업무 2-나)
통계활용촉진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대
(업무 2-나)
통계활용촉진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대

③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업무 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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