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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산업실태조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 한의약산업, 실태조사

진 단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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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 기 관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연

구혜경, 김규영, 박지현

구

진

이번 진단에서 활용한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2019.2에 공표한 2018년도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진단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작성‧제공하는「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의약 산업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한의약 산업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진단은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전반적인 품질 상태를 살펴보고, 본
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통계작성과정별 작성실태 점검, 자료
수집체계 점검, 표본설계 점검 결과,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점검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대한 품질차원별 진단결과는 관련성 4.8점, 정확성
4.6점, 시의성/정시성 4.5점, 비교성 4.5점,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는 3.2점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의 진단 결과가 다른 차원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통계작성과정별 진단결과를 살펴
보면, 조사개요 5.0점,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5.0점, 조사설계 4.3점,
자료수집 4.7점, 자료처리 4.7점, 통계추정 및 분석 5.0점,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3.8점, 통계기반 및 개선 4.0점으로 평가되었다. 통계공표,
관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국가통계포털의 통계
설명자료 내용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품질진단 결과 도출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KOSIS 통계설명자료 보완,
조사원 교육의 적절성 검토, 조사표 항목의 변경 검토, 무응답 관리 방안
검토, 한의약산업 분류 재정비 및 상세한 설명 보완, 통계업무 관리 강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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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 제1절 품질진단 개요

제 1 장 개 요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1.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통계품질진단은 국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국가승인통계의 품
질수준을 진단하여 국가통계의 품질관리에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통계품질관리의 개념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
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통계품질진단이란 생산된 통계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으로서 통계자료가 정확한지, 시의성
은 있는지, 유용한 통계인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용자들이 쉽
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단 대상 통계의 관련성, 정확
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 6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진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통계품질진단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계품
질 목표를 세운 후 통계품질의 진단․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실질
적 이행을 위한 방법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품질진단의 과정은 첫째,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둘째, 자료 수집 체계 점검, 셋째, 표본설계 점검, 넷째, 이용자 요
구사항 반영실태 진단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계생산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기초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우수한 통계를 생산함과 동
시에 이렇게 생산된 통계가 향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통계품질진단의 필요성과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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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 제1절 품질진단 개요

2. 통계품질진단 체계

가.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통계자료와 함께 해당
통계의 작성 방법 등의 정보 요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 동안의 품질진단
에서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계 작성과정에 따른 정보 제공이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어 왔다. 그 결과 통계작성기관의 설명자료는 양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질적인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기존의 간략한 설명자료와는 다른 통계작성의 제반과정 및 산출물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양적·질적 정보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작성이 필요하다.

「통계정보보고서」는

「통계정보보고서」의

이용자용 가이드이자 생산자용 편람

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통계이용자는 통계의 강점과 한계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통계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는 작성하는 통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통계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계품질진단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품질수준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진단

이용자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 통계제반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기술과 각 과
정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정보보고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에서는 「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10개의 작성과정별로 품질지표
를 구성하여 통계의 품질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품질지표들의 설명여부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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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통계작성과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1) 제1장 조사개요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의 특성과 필요성 등 핵심적인 내용이 통계
개요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통계작성과정 전반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를
작성한다.

(2) 제2장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통계에 대한 작성목적이 명확한지, 통계의 주된 활용분야가 무엇인지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진단하고,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3) 제3장 조사설계

통계는 작성목적에 맞게 조사내용 및 조사표를 설계하여야 하며, 응답자에게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용어나 분류 기준 등을 국내 또는 국제기준을 적용
하는지 점검하고, 조사표의 기본구성요소에 대한 수록 유무 등을 진단한다.
또한, 통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
사표의 변천 및 변경이력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 진단한다.

또한, 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
되어야 하며, 특히 표본 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및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의 주
기적인 갱신 등을 검토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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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장 자료수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원의 채용 및 교육 등은 조사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조사를 위한 업무, 조사준비, 홍보, 명부보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체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5) 제5장 행정자료 활용

조사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자료의 보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통계에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활용
목적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본 통계작성에 활용이 가능한 자료인지 어떤 방
식으로 자료 보완 및 점검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진단 결과를 작성
한다.

(6) 제6장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하기 위해, 코딩 및 코드체계
등이 정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입력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내검하는
방식과 무응답의 유형에 따른 실태 등을 점검한다. 즉, 통계로 작성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후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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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장 통계추정 및 분석

수집된 자료가 기본적인 정제작업이 완료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통계를 추정
하고 분석하게 된다. 통계추정을 위해선 표본설계 당시와 동일하게 조사되지
못한 부분을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추정을 실시하고, 주요 항목들에 대한

변동계수 등이 기획의도와 동일하게 도출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지수를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지수 유형 및 산식 등을 점검하고 개편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계절조정이 필요한 통계의 경우, 계절조정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점검한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8) 제8장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가 작성되면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여 이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표일정, 통계설명자료
제공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 비밀보호 및 보안사항 등 통계 메타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9) 제9장 통계기반 및 개선

통계를 작성하는 환경에 대한 진단 또한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계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인력 현황과 위탁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통계청에서 제시한 통계조사 민간 위탁지침의 준수여부와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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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0장 참고문헌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통계작성을 위해 활용한 국내외 기준, 외국자료,
기타문헌 등에 대한 출처 등을 소개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
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다. 자료수집 체계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은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 자료수집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
료수집 오류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문
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과정이다.

라. 표본설계 점검

표본설계 점검에서는 진단통계의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목표
오차, 표본규모, 가중치,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 등 표본설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밀 검토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마.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통계 이용자는 이용하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 원하므로,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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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계이용자가 해당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단대상통계와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 또는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FGI)을 실시하여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 수
준과 요구 사항 반영 수준을 측정한다.

바. 통계품질진단 흐름도

위에서 제시된 통계품질진단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통계의 문제점을 탐색
하고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통계의 품질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전략을 제시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흐름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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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보고서
작 성
작성기관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진단(1차)
수탁기관

자료수집 체계 점검

통계정보보고서 보완

표본설계 점검

작성기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진단(2차)

수탁기관

수탁기관
진단결과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작성기관 간담회
작성기관/수탁기관/통계청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공
진단결과 보고서 제공

진단결과 보고서 확정
통계청

수탁기관

진단결과 기관통보
통계청

개선과제 이행 점검
통계청

<그림 1> 통계품질진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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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품질 수준 측정

(1) 관련성

관련성이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
이다. 여기서는 통계의 작성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지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및 이용자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2) 정확성

조사통계에 있어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함에
있어 이 추정된 값이 미지의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 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확성과 관련한 품질진단에서는 표본설계,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자료수집
방법, 면접소요시간 등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표본오차 및 비표본오차의
크기와 발생원인 등을 탐색하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3) 시의성 및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다. 정시성은 공표한 날짜와 사전에 계획된 공표 날짜
사이의 시간 지체 정도를 나타내며,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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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통계작성주기, 작성기준시점과 공표일까지의 소요기간,
공표예정일과 실제공표일의 차이, 공표지연 사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4) 비교성

비교성은 시간 흐름과 영역에 따라 비교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시간이나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준(통계개념,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비교성에서는 지리적 및 비지리적 영역 또는 시간적 통계를 비교할 때
통계작성에 적용된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의 차이가 주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5) 일관성

일관성이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작성주기(공표주기)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성을 지니
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
해 작성되었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
를 보여야 한다. 일관성에서는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월) 자
료를 비교한 내적일관성 여부와 다른 통계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
비교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 비교성과 일관성은 유사한 개념이다. 일관성은 통계 간 결과가 유사한지 보는
것이고, 비교성은 통계에서 사용한 개념, 분류, 기준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한
지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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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근성 및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NS를 통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여기서는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인 절차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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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단대상통계 개요

작성유형
통계종류
승인번호
승인일자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주기
조사대상 범위
조사대상 지역
전수/표본구분

조사항목

자료수집방법
조사체계(위탁,용역)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준시점
조사실시기간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주요연혁

<표 1> 한의약산업실태조사(2018) 개요

∙ 조사통계
∙ 일반통계
∙ 421001
∙ 2014년 10월 20일
∙ 한의약육성법(법률 제11524호)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 한의약 사업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한의약 업의변화추이를지속적․주기적으로파악하여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윌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2년
∙ 전국
- 대한민국의행정권이 미치는 全지역에소재하는모든사업체중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전국
∙ 표본조사
∙ 조사항목 : 공통항목과 대분류 업종별 조사문항으로 구성함
- 공통항목
① 인력현황 : 전체인력현황, 근속년수별․학력별․업무분야별 인력현황
② 경기전망 : 업황, 성장요인
- 대분류 업종별 조사문항
① 제조업 : 경영현황, 제조형태, 연구개발, 애로사항 등
② 소매업 : 경영현황, 국내매입방법 및 판매처, 한약재 구입 애로사항 및
이유, 필요한 한약재, 경영활동 애로사항 등
③ 보건업 : 경영현황, 약물/비약물 매출비율, 연간 환자 수, 병상 수,
원외탕전 이용여부 및 비용, 한약재 구입비용, 체인점 가입여부, 연구
개발 육성분야, 경영활동 애로사항 등
∙ 면접조사
∙ 조사원 → 조사기관(한국통계진흥원) → 작성기관(한국한의학연구원)
∙ 조사대상기간 : 조사기준년도 1월 1일∼12월 31일
∙ 조사기준시점 :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 조사기준년도 익년 10월∼11월(2018년 10월 1일∼2018년 11월 30일)
∙ 2년
∙ 조사기준년도 익익년 2월
∙ 언론(보도자료) + 전산망(안터넷) + 간행물(한의약산업실태조사 보고서)
∙ 전국
∙ 연혁
- 2014. 10 :「한의약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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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한의약산업실태조사」실시
- 2016. 10 :「한의약산업실태조사」실시
- 2016. 12 :「한의약산업실태조사」통계작성변경승인
- 2018. 10 :「한의약산업실태조사」실시
∙
목표모집단 : 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집단
∙ 조사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한의약 관련 산업 대상 사업체
∙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자료 중 한의약 산업과
표본추출틀
관련 있는 세세분류 업종에서 해당되는 사업체 추출
추출단위
∙ 사업체
∙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음
마이크로데이터
(2018년 자료 포함하여 통계청 MDIS 활용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여부
제출완료. 내부 검토 후 사용가능 예정)
국제기구제출 여부 ∙ 미제출
∙ 일러두기
1. 본 통계 보고서는 한의약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한 것으로 각 항목의
구성비 및 평균 분석에는 유용하나 절대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을 가지고 있음
2. 조사기준 시점은 산업통계 특성상 매출액, 영업비용 등 경영현황
조사를 위해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집계됨
3. 통계표 상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이용시주의사항 4. 본 통계보고서의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사항 없음 「0.0」 : 단위 미만
5. 본 통계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21001호, 2014. 10. 20)로 지정됨
- 통계청(www.kostat.go.kr) → 공지사항 → 고시
6. 통계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042-869-9316]
[조사기관] 한국통계진흥원
7. 본 자료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신 한의약산업체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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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 제1절 통계작성과정별 진단결과
1. 조사개요

제 2 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통계작성과정별 진단결과

1. 조사개요 진단결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정보보고서에는 통계의 법적 근거, 통계작성
과정 개관, 조사연혁과 관련하여 최초의 개발 배경 및 시기 및 주요 연혁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통계가 개발된 배경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기술함으로써 본 통계조사가 갖는 의의를 잘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 조사개요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1. 통 계 명 ～ 6. 통계과정 개관 (관련성)
통계명
법적근거
조사방법
통계작성기관/부서명
조사 및 공표주기
통계작성과정 개관(일정 및 업무)
7. 조사연혁 (관련성)
최초개발 시기 기술
개발 배경 기술
통계 변경이나 개편에 대한 기술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제외
1/1
1/1
제외
1/1
3/3
2/2
2/2
3/3

※ 5점척도점수는 진단 지표에 대한 항목 점수
※ ‘해당없음’이 포함된 경우 5점척도점수의 구간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1.통계명∼6.통계과정개관: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7.조사연혁: 6점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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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

제2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 제1절 통계작성과정별 진단결과
2.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2.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진단결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작성 목적은 한의약 산업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한의약 산업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작성목적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본 통계의 활용분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11월에 실시한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020년에 실시예정인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의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2018년 12월 7일에 실시하였다. 한의약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의약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의약산업실태조사 분류
체계 개편 및 점검을 위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한의약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정립,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한 연계표 작성 및
통계작성방법도 산업분류체계 재정비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한국한의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요청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통계개선을
위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주요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한방산업체, 연구기관 등이며
이용자 유형별 활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시사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국내 주요 관련 통계인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보고서에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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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1. 통계의 작성목적 (관련성)
통계작성 목적 기술
주된 활동분야 명시
관련 통계 사전 검토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3. 이용자 의견수렴 (관련성)
주요 이용자 파악 유무
주요 이용자 유형별 용도 기술
의견수렴 실시 내용 및 결과 기술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3/3
3/3
1/1
1/1
2/2
2/2
3/3

5/5
5/5

* 1.통계작성목적: 6점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 이하(1)
* 2.주요이용자및용도∼3.이용자의견수렴: 7점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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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설계 진단결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설계 진단결과 조사항목의 구성 체계,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 적용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제시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제기준 혹은 국내기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있다면 비교 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조사 항목의 정확성 및 응답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문회의 및 내부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여 조사표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소요시간은 응답자의 업체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조사표에 대한 조사 평균 응답시간은 약 10분~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사점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정의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나,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본추출틀의 갱신 과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설명 및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추출틀 개편의 주기, 필요성,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장조사원들이 응답대상 기업체들을 방문하였을 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인해 조사진행 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수집체계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본추출틀의 주기적 개편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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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결과, 현재 공표되고 있는 한의약산업실태
조사의 통계결과에 대해 이용자들은 현재 한의약산업의 분류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통계이해 및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의약산업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산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산업분류체계 재정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들은 조사표 항목에서
업계 현황과 관련된 조사표 문항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조사설계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1-1. 조사 항목 ∼ 1-2. 적용 분류체계 (비교성)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 기술
2/2
주요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국내/국제기준 비교
0/2
조사표 첨부
1/1
조사항목의 체계에 대한 기술
1/1
통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개요 및 내용 설명
2/2
국내/국제기준의 분류체계 사용 여부 또는 미사용 2/2
사유 기술 여부
1-3. 조사표 구성 (정확성)
내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1/1
내 외부 전문가 회의 결과
3/3
첨부된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의 수
5/5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1-5. 조사표 변경이력 (관련성)
조사표설계, 변경 절차나 방법
3/3
조사표 변경 이력
해당없음
조사표 변경 이유
해당없음
변경승인일자
해당없음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정확성)
목표모집단 정의
2/2
조사모집단 정의
2/2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의 차이 설명
0/3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정확성)
표본추츨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
1/1
표본추출틀 선정 이유
1/1
표본추출틀 구축(갱신)과정, 내용, 주기 등 설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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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5
5/5
3/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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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추출틀 주기적 개편 시
개편의 주기, 필요성, 방법 및 절차, 결과 등 설명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3-2. 표본관리 (정확성)
표본추출방법 설명
표본크기 결정에 대한 설명
표본추출결과 설명
표본설계보고서 첨부
표본설계보고서에 모수 및 분산추정방법
조사대상의 생멸, 전입, 전출 등 표본 내 변동 발생
할 경우, 수정 보완하는 방법 기술
추 가 진 단 항 목

1-1. 항목별 조사목적 기술
1-1. 부정확한 응답가능성 조사항목 기술
1-3. 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조사방법별로
조사표의 구성, 내용, 특징 및 설계 시 고려한 다
양한 요소에 대하여 기술
1-6. 응답 소요시간
2-1. 조사모집단의 과대포함, 과소포함 등 포함오차에
대한 분석 또는 검토한 결과
2-2. 분류별, 지역별 기타 하위모집단별 추출단위 분포,
관련 통계량,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
2-2. 표본틀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보완 등의
검토 또는 조치결과
3-2. 동일 대상을 연속 조사하는 경우 평소 조사 대상자
관리방법 및 내용에 대한 기술
정성평가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1/2
2/2
2/2
2/2
1/1
1/1
3/3

5/5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0/0.1
0/0.1
0/0.1
0.1/0.1
0/0.1
0/0.1
0/0.1
0/0.1
0

* 1-1.조사항목∼1-2.적용분류체계: 9점이상(5), 7∼8점(4), 4∼6점(3), 2∼3점(2), 1점 이하(1)
* 1-3.조사표구성: 8점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1-4.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1-5.조사표변경이력: 7점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2-1.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 6점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 이하(1)
* 2-2.표본추출틀(표본조사):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3-1.표본설계방법및결과∼3-2.표본관리: 10점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정성평가: -0.5점∼+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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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진단결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자료수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방법, 조사원 관리, 현장조사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통계정보보고서에 상세하게 수록하여, 이용자들이
자료 수집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원 채용 및 처우에 대해서는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사업체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사업체 조사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조사원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지침서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조사 주관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 협조
공문 발송 및 조사대상 업체에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관리 및 조사 질의응답 체계를 적절히 구축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사례들은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사례집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정보보고서에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구 확인 및 조사명부 확인 여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통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의 모든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임원급 직원을 적격 응답자로 선정 항목무응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조사
(call-back)를 통해 항목무응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단위무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표본대체를 사전에 준비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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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우수한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지침서를 교육
교재로 활용하여 조사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원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원 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조사원 교육시간에 대한 적절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자료수집체계 점검결과에서도 조사원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서 조사원교육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자료수집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1. 조사방법 (정확성)
선택한 조사방법 설명
선택한 조사방법의 조사과정 설명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2-3. 조사원업무량 (정확성)
조사원채용 방법 및 과정 기술
조사원 자격요건, 급여수준, 지급방법, 부가혜택 등에
대한 기술
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조사원 교육훈련 내용
교육시간의 적절성 검토 여부
교육훈련 교재 첨부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업무량 배정 시 응답소요시간 등 고려사항
3-1. 조사업무 흐름도 ～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정확성)
조사업무 흐름도
조사 홍보 실시 내용과 방법
응답자 사전 통지 실시여부
조사구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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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2/2
3/3

5/5

2/2
2/2
2/2
2/2
0/1
1/1
2/2
2/2

5/5

2/2
1/1
1/1
0/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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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조사 명부 보완 여부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정확성)
조사표 기입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유의사항) 기술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기술
조사표 기입에 필요한 조사지침서 첨부
3-4. 현장조사 관리 (정확성)
현장조사 관리체계 기술
현장조사 관리방법 기술
현장조사 관리자 1인당 조사원수 기술
현장조사 관리자 역할 기술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정확성)
현장조사 질의 및 응답체계 운영방법 기술
주요 질의응답 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방법
현장조사 사례집 첨부
4-1. 응답자, 4-3. 무응답 대처 ～ 4-4. 표본대체 (정확성)
적격 응답자 지위, 지정 이유 설명
항목 무응답 대처 방법 기술
단위 무응답 대처 방법 기술
표본대체 허용시, 표본대체 허용 기준 설명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설명
표본대체 기준, 절차 및 방법의 적절
추 가 진 단 항 목

1. 두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사용한 혼합조사의 경우,
조사방법별 응답비율, 응답자 특성,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1.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조사방
법을 검토한 결과
2-1. 우수 조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이나
조치 기술
2-2. 여러명의 교관을 뽑아 교관을 교육시킨 후 교관이
조사원을 교육시키는 2단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관용 표준교안 유무 기술 및 표준교안 첨부
2-2. 조사원에 대한 업무지식 숙지 정도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조치(재교육 실시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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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0/1
2/2
3/3
1/1

5/5

1/1
2/2
1/1
2/2

5/5

2/3
2/2
0/1

4/5

2/2
2/2
2/2
2/2
2/2
1/1

5/5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0/0.1
0/0.1
0.1/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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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4-1. 대리응답 허용여부와 허용하는 경우 사유 설명
4-2. 기억응답
4-3. 무응답대처(최대접촉/시도횟수 등 무응답처리 조
건과 처리과정 기술)
4-4. 표본대체(표본대체로 추정값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차이 검토 및 조치 결과)
5. 사후조사
6.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정성평가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0/0.1
0/0.1
0/0.1
0/0.1
0/0.1
0/0.1
0

* 1.조사방법: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이하(1)
* 2-1.조사원채용및처우～2-3.조사원업무량: 13점이상(5), 10∼12점(4), 5∼9점(3), 2∼4점(2), 1점 이하(1)
* 3-1.조사업무흐름도∼3-2.조사준비및준비조사: 5점이상(5), 4점(4), 2∼3점(3), 1점(2), 0점(1)
* 3-3.조사항목별조사방법: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이하(1)
* 3-4.현장조사관리: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이하(1)
* 3-5.조사질의응답체계: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이하(1)
* 4-1.응답자, 4-3.무응답대처～4-4.표본대체: 10점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이하(1)
* 정성평가: -0.5점∼+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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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자료 활용

5. 행정자료 활용 진단결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통계가 아니므로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한 진단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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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처리

6. 자료처리 진단결과

통계정보보고서에는 자료코딩, 자료입력, 자료내검, 무응답 등의 전반적인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계정보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자료입력 및 내검지침서’를 바탕으로 자료코딩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 전산 입력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칙적으로 항목무응답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조사를
통해 항목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건업의
한약재 구입비용 문항의 경우 항목무응답을 허용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업의 한약재 구입비용의 항목무응답률은 2.2%로
나타나고 있으나, 항목무응답률의 산출식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시사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단위무응답 실태를 살펴보면 단위무응답률 및 단위
무응답 산출 산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 하위그룹별 및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체계 진단결과와 표본설계 점검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단위무응답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사유에 따라 무응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위무응답의 감소는 통계품질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처리 진단결과와 자료수집체계 점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무응답에 대한 사유 파악 및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확성 차원의 품질개선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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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처리

<표 6> 자료처리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1. 자료코딩 ～ 2. 자료입력 (정확성)
자료코드 체계 및 코딩(부호화)방법, 내용 기술
2/2
조사결과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내용 기술
2/2
입력 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기술
2/2
입력매뉴얼(지침서)첨부
1/1
자료 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기술
1/1
3. 자료내검 (정확성)
조사현장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기술
1/1
입력결과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기술
2/2
범위내검의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 기술
해당없음
논리내검의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 기술
해당없음
4-1. 주요항목무응답실태 ～ 4-3. 단위무응답실태 (정확성)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항목 무응답률 수치제시
1/1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항목 무응답률 산출 산식
0/1
주요 항목의 항목무응답을 대체하는 경우 항목 무응답 3/3
대체방법 설명
단위무응답률 수치 기록
2/2
단위무응답률 산출 산식
1/1
주요 하위그룹별 및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기록
0/1
추 가 진 단 항 목

3. 자료 내용검토(에디팅)시스템이 구축되어진 경우 구축
화면과 내용 기술
3. 확인된 오류의 유형, 내용, 원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 기술
4-1. 항목특성별, 응답자 유형별 등 항목무응답 분포와
특징 분석
4-1. 항목무응답에 의한 편향 발생 및 분산 증가 가능성,
정도 등에 대한 검토
4-2. 항목무응답 대체 비율, 대체값의 추정치 기여도,
대체가 분산에 미친 영향의 분석 결과
4-2. 항목무응답 대체된 값을 자료상에 표시하는 경우
표기하는 방법
4-3.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 및 분산발생 가능성의 검토 결과
4-4. 오차검증(편향 줄이기 위한조치, 처리오차 연구사례)
정성평가

5/5
5/5

4/5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0/0.1
0.1/0.1
0.1/0.1
0/0.1
0/0.1
0/0.1
0/0.1
0/0.2
0

* 1.자료코딩～2.자료입력: 7점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이하(1)
* 3.자료내검: 6점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이하(1)
* 4-1.주요항목무응답실태～4-3단위무응답실태: 8점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이하(1)
* 정성평가: -0.5점∼+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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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추정 및 분석

7. 통계추정 및 분석 진단결과

통계추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 가중치 조정, 통계추정 및 표집오차 추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서는
표본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설계가중치와 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를 조정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에 대한 추정산식과 함께 상대표준오차
산출산식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정보도 아울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통계추정 및 분석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1-1. 가중치조정, 1-3.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정확성)
무응답 가중치 조정 여부
사후가중치 조정 여부
무응답 가중치 구체적인 조정과정 및 방법
사후가중치 구체적인 조정과정 및 방법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에 대한 기술
추정치를 계산하는 산식 제시
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정확성)
주요항목에 대한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방법 설명
주요 항목에 대한 변동계수, 표준오차, 신뢰구간 기술
(하나 이상 기술)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기술
3-1. 지수 유형 및 산출산식 (정확성)
사용된 지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
사용된 지수의 산출 산식
사용된 지수의 장단점, 선정 이유에 대한 기술
지수작성 목적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 절차, 선정된
항목에 대한 기술 여부
3-2. 지수 가중치 및 갱신 (정확성)
지수작성 가중치 산출에 이용된 자료의 명칭 및
개요 설명
가중치 산출 산식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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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1/1
1/1
2/2
2/2
1/1
2/2
2/2
3/3
0/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5
5/5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2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 제1절 통계작성과정별 진단결과
7. 통계추정 및 분석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가중치의 갱신주기 및 이유 설명
해당없음
3-3. 지수개편 ∼ 3-4. 디플레이터 (정확성)
지수개편의 주기
해당없음
지수개편의 필요성, 방법, 절차, 내용
해당없음
과거자료 접속방법 등에 대한 설명
해당없음
디플레이터의 개요, 특성, 적정성 설명
해당없음
디플레이터의 불변화 방법에 대한 설명
해당없음
4-1. 계절조정의 의미 및 적용방법∼4-3. 계절조정 시계열 보정 (비교성)
계절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설명
해당없음
계절조정방법 및 버전 설명
해당없음
계절조정 과정 설명
해당없음
계절조정 내용 및 산출물 등 주요 내용
해당없음
계절조정 시계열 보정의 주기, 이유 설명
해당없음
계절조정 시계열 보정의 내용, 방법 설명
해당없음
추가진단항목

1-2. 이상치 식별 및 처리
2. 마이크로데이터이용자 스스로 표집오차 계산할 수
있도록 방법 제공 및 방법 기술
정성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0.1/0.1
0/0.1
0

* 1-1.가중치조정, 1-3.통계추정산식및내용: 8점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이하(1)
* 2.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이하(1)
* 3-1.지수유형및산출산식: 8점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이하(1)
* 3-2.지수가중치및갱신: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이하(1)
* 3-3.지수개편∼3-4.디플레이터: 7점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4-1.계절조정의미및적용방법∼4-3.계절조정시계열보정: 9점이상(5), 7∼8점(4), 4∼6점(3),
2∼3점(2), 1점이하(1)
* 정성평가: -0.5점∼+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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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8.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대한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조사대상 기간 및 공표시기, 통계작성방법의 비교성 및
자료 보완 및 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표본조사,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 및 참고자료,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거나 전혀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사기준시점과 통계공표일 간의 차이,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
되었다.

□ 시사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명확성에 대한 품질차원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조사(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추출단위, 표본추출방법, 표본규모 산출식,
표본배분방법), 조사관리(조사업무흐름도, 조사원 규모),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
(가중치 조정, 이상치 식별 및 처리)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계
설명자료에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참고자료(작성지침서,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집계표 데이터
비밀보호, 기타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결과, 이용자들은 한의약산업의 변화 및 동향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은 작성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사기준
시점과 공표일 간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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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의성 차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성주기 변경 및 공표시기의
단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관련성)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기술
2/2
통계 공표의 적정성(cv 등)
3/3
주요 통계표, 그래프
2/2
공표되는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1/1
2-1.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시의성)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에 대한 1/1
설명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설명
2/2
조사기준 시점과 통계공표 최초 공표일간의 차이
3/5
2-2. 공표일정 (정시성)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1/1
통계공표 일정을 홈페이지 등에 예고 및 주소 기술 2/2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 준수 여부
5/5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1/1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3-3. 국가간 비교성 (비교성)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1/1
분류기준 동일 여부
1/1
조사기준 동일 여부
1/1
조사시기 동일 여부
1/1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비교분석 결과
해당없음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과 이용 시 2/2
고려사항
작성통계와 동일한 조사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 명 해당없음
칭과 개요 소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국제 기구명
해당없음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자료의 제공 항목
해당없음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3-6.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일관성)
작성통계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조사내용 혹은 항목을 해당없음
포함한 조사의 명칭과 개요 소개
두 통계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가 나는 내용, 해당없음
정도, 이유 등과 이용 시 고려사항 검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작성주기가 다른 통계의 해당없음
명칭과 개요 소개
두 통계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가 나는 내용, 해당없음
정도, 이유 등과 이용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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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작성통계의 잠정치와 확정치의 차이 기술
해당없음
두 수치가 차이가 나는 요인 및 이용 시 고려사항 설명 해당없음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브리핑제공, 보도자료 제공, 보고서간행물제공, 3/3
홈페이지 제공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2/2
4-3. 통계설명자료 제공(통계개요) (명확성)
통계 설명자료에 대한 소재정보 기술
2/2
통계명
1/1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1/1
조사목적 및 활용(조사목적)
1/1
조사목적 및 활용(통계활용 분야·실태)
0/1
작성유형(전수, 표본(추정, 지수작성))
1/1
조사대상(조사대상 범위)
1/1
조사대상(조사대상 지역)
1/1
조사대상(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1/1
조사대상(적용분류)
1/1
조사항목(조사항목)
1/1
조사항목(조사표)
0/1
공표(공표주기)
1/1
공표(공표시기)
0/1
공표(공표범위)
1/1
공표(공표방법 및 URL)
1/1
조사기간(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1/1
조사기간(조사기간)
1/1
조사기간(조사주기)
1/1
조사기간(계속여부)
1/1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0/1
주요 용어해설
1/1
자료수집방법
1/1
법적근거
0/1
조사연혁
1/1
조사체계
1/1
승인내역(승인번호)
1/1
승인내역(승인일자)
1/1
승인내역(통계종류(일반,지정)
1/1
4-4. 통계설명자료 제공(표본조사) (명확성)
모집단(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설명)
1/2
모집단(표본추출틀 설명)
2/2
표본설계방법(추출단위)
1/2
표본설계방법(표본추출방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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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표본설계방법(표본규모 산출식)
표본설계방법(표본배분 방법)
표본관리
4-5. 통계설명자료 제공(조사관리) (명확성)
조사업무흐름도 설명
조사원 규모
비표본오차 관리(조사원 교육훈련)
비표본오차 관리(현장조사 지도)
비표본오차 관리(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4-6. 통계설명자료 제공(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 (명확성)
추정산식
가중치 조정
이상치 식별 및 처리
4-7. 통계 설명자료 제공(지수편제/표본조사) (명확성)
지수분류체계
기준년도
지수작성방법(지수산식)
지수작성방법(대표품목(업종))
지수작성방법(가중치)
지수작성방법(기준물량(금액))
지수작성방법(디플레이터)
기초자료(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기초자료(지수작성계열)
지수형태 및 활용(원지수(경상/불변))
지수형태 및 활용(계절조정지수)
지수개편(개편목적)
지수개편(개편주기)
지수개편(개편내용)
지수개편(과거지수와의 접속방법)
4-8. 통계설명자료 제공(참고자료) (명확성)
작성지침서
비밀보호(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비밀보호(집계표 데이터)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제출 국제기구명
기타참고자료(국제기준, 권고안, 참고문헌등)
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관련성)
마이크로데이터 요구 및 제공방법, 구입소요시간, 구입
비용, 자료제공포맷, 자료제공 레이아웃, 미제공항목
설명 및 제공 관련 인터넷 주소 기술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시 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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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1/2
1/2
2/2
1/2
1/2
2/2
2/2
2/2
0/2
1/2
1/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0/2
0/2
0/2
0/2
0/2
해당없음
2/5

4/5
2/5

해당없음

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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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관련성)
자료수집과정 응답자비밀보호 지침
2/2
자료처리과정 비밀보호 지침
2/2
자료보관과정 비밀보호 지침
2/2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비밀보호 방법
2/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 방법 해당없음
내부자료 유실, 유출, 훼손 등 예방 지침
2/2
추가진단항목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성인지항목)
2-1.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기간단축가능성)
3-3. 동일조사목적 외국통계와 직접비교 가능여부
3-3. 주요통계 내용을 국가간 비교하는 통계표, 그래프 제시
3-4. 국민계정에 동일영역 통계가 있는 경우 비교결과
3-6.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 줄이기 위한 연구 또는 검토결과
3-7. 일회성 수정(작성과정오류 발생 시, 수정한 경우 설명)
5.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내부 규정
5. 맞춤형 통계산출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7. 통계활용 실태
정성평가

5/5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0.1/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

* 1.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7점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이하(1)
* 2-1.조사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7점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이하(1)
* 2-2.공표일정: 8점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이하(1)
* 3-1.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3-3.국가간비교성: 10점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이하(1)
* 3-4.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3-6.잠정치와확정치의일관성: 13점이상(5), 10∼12점(4), 5∼9점(3),
2∼4점(2), 1점이하(1)
* 4-1.통계의이용자서비스: 5점(5), 4점(4), 2∼3점(3), 1점(2), 0점(1)
* 4-3.통계설명자료제공(통계개요): 27점이상(5), 21∼26점(4), 10∼20점(3), 4∼9점(2), 3점이하(1)
* 4-4.통계설명자료제공(표본조사): 13점이상(5), 10∼12점(4), 5∼9점(3), 2∼4점(2), 1점이하(1)
* 4-5.통계설명자료제공(조사관리): 9점이상(5), 7∼8점(4), 4∼6점(3), 2∼3점(2), 1점이하(1)
* 4-6.통계설명자료제공(통계추정,추계및분석/표본조사): 5점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이하(1)
* 4-8.통계설명자료(참고자료): 9점이상(5), 7∼8점(4), 4∼6점(3), 2∼3점(2), 1점이하(1)
* 5.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5점이상(5), 4점(4), 2∼3점(3), 1점(1), 0점(1)
* 6.비밀보호및보안: 11점이상(5), 8∼10점(4), 5∼7점(3), 2∼4점(2), 1점이하(1)
* 정성평가: -0.5점∼+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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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통계 생산업무를 담당한 주관부서 및 조사기관,
주요 업무와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통계위탁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비교적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위탁기관으로부터 에디팅 요령서, 현장조사 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시사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수집체계 점검 결과, 통계생산업무를 담당자들은
6~7년 정도로 긴 근속년수를 가지고 있지만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담당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통계생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기관 내에서 전문성이 확보되기 전에 부서
이동과 같이 통계 담당자 변경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통계생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통계위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정보보고서의 진단결과와 자료수집체계 점검결과를 통해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 매뉴얼에는 통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지침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계 관련 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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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기반 및 개선

<표 9>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5점척도점수
배점점수

1. 기획 및 분석 인력～ 2. 사업예산 (정확성)
통계업무 담당 부서명,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및 2/2
근속년수, 통계업무 담당년수 등 기술
외부 위탁 또는 용역사업으로 통계 생산하는 경우, 1/1
수탁기관의 관련 업무인력구성 및 근속년수 등 기술
전체 및 주요 항목 또는 활동별 사업예산 내역을 1/1
산출근거와 함께 기술
예산 증액 필요성, 절감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
0/1
3. 통계위탁 조사 (정확성)
민간위탁지침 반영
2/2
조사완료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
받고 있는 목록
조사기획서(사업계획서)
1/1
(표본조사)표본설계서 및 예비표본 명부
1/1
(전수조사) 모집단 명부
해당없음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
1/1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
1/1
조사결과 원자료(MD)파일, 파일설계서
1/1
에디팅(내용검토)요령서
0/1
현장조사 평가보고서
0/1
자료처리보고서
2/2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1/1
추가진단항목

1. 전문성제고를 위한 통계 관련 교육과정 이수한 내역
4. 자료 입력, 처리, 집계, 분석 등의 전산장비 및 소프
트웨어의 종류, 사양, 관리주체 등에 대한 기술
5.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나 개선 발전
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 실적에 대한 주요 내용 기술
6. 통계에 대한 학계, 언론, 국회 등 외부 지적 사례
내용, 관련 해명, 개선 등의 조치 결과
7. 기타 코멘트
정성평가

4/5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0/0.1
0.1/0.1
0/0.1
0/0.1
0/0.1
0

* 1.기획및분석인력～2.사업예산: 5점이상(5), 4점(4), 2∼3점(3), 1점(2), 0점(1)
* 3.통계위탁 조사: 12점이상(5), 9∼11점(4), 5∼8점(3), 2∼4점(2), 1점 이하(1)
* 정성평가: -0.5점∼+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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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진단결과

국제기준 및 외국자료에 대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국내
연구 문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참고문헌 진단결과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추가진단항목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2. 동일통계 외국자료
3. 기타 문헌

0/0.2
0/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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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계품질진단 결과(종합)

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10개의 작성과정 중 해당사항이 없는
행정자료 활용을 제외한 9개의 작성과정별로 품질지표를 구성하여 통계의
품질수준을 진단하였다. 통계적성과정별 품질진단의 결과는 <표 11>과 같이
진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품질차원별 진단점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11> 진단결과표(종합)

작성
2. 3.
과정 1. 통계의
조사 작성목적 조사
품질
개요 및이용 설계
차원
관련성 5.0 5.0 5.0
정확성
4.3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4.0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평점*
(5점척도)

5.0

가중치 3.4
적용
추가점수
(정성평가
포함)
총계

3.4

5.0

*

-

3.2
4.7

-

4.7

5.0

3.8

3.2
4.0

4.4

8.3 17.4 18.1 - 14.2 10.6 14.2 5.3

91.5

8.3

4.3

7. 8. 9.
5.
4.
6. 통계 통계공표, 통계 10. 평점
자료 행정
자료
추정 관리및 기반 참고 (5점척도)
수집 자료
처리
및 이용자 및 문헌
활용
분석 서비스 개선
4.3
4.8
4.7
4.7 5.0
4.0
4.6
4.5
4.5
5.0
4.5

0.1 0.1 0.0 0.2 0.1

0.1

0.1 0.0

0.7

17.5 18.2

14.3

5.4

92.2

0.0

14.4 10.7

0.0

* 평점은 세부진단항목에 대한 평균으로 작성과정별(또는 품질차원별) 평균과는 차이가 있음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대한 품질 차원별 진단결과에 의하면, 관련성 차원
4.8점, 정확성 차원 4.6점, 시의성/정시성 차원 4.5점, 비교성 차원 4.5점,
접근성/명확성 차원 3.2점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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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는
3.2점으로 진단된 접근성/명확성 차원으로 판단된다. 접근성/명확성 차원의
문제점으로 KOSIS의 통계설명자료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설명자료에서 통계개요와 관련한 항목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표본
추출관련 내용 및 표본조사의 표본규모 산출식, 표본관리방법,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 관리와 관련하여 조사업무 흐름도 및
조사원 규모와 관련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성지침서, 비밀보호(마이크로데이터, 집계표 데이터), 기타 참고자료(국제
기준, 권고안, 참고문헌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성의 경우 4.8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조사개요,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 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부분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확성 차원은 4.6점으로 진단되었다. 정확성 자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본추출틀의 구축과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설명 및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추출틀의 주기적 개편의 주기,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여 그에 대한 설명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의 차이에 대해 전혀 제시되지 않아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료수집체계에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현장 조사 질의 및 응답 체계 운영방법에 대한 기술이 다소 부족하고,
조사원 교육시간의 적절성 검토여부, 조사구 확인여부, 조사명부 보완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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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정보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항목무응답률에 대한 산출 산식 및 단위무응답 발생
사유에 대한 파악과 각 사유별 무응답률 파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의성/정시성의 경우 4.5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시의성/정시성의 경우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통계공표 최초 공표일 간의 차이가 1년 이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시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교성은 자원은 4.5점으로 평가되었다. 통계정보보고서에 제시된 조사
항목과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 항목별 조사 목적, 본 통계에 적용된
분류 체계 등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제기준 혹은 국내기준에 대한 비교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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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지금까지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와 이용자 친화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하여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접근성/명확성 등 5가지 차원과 통계
작성과정별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FGI)에 기초한
4가지 방식의 품질진단을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진단 과정에서 도출된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개선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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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KOSIS 통계설명자료 보완

1. 현황 및 문제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대한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설명자료는 본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통계를 설명하는 각종
통계설명자료는 통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계의 신뢰도 및 활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OSIS상에 제공되는 통계설명자료의 통계메타정보는 대부분 적절하게 제공
되고 있지만 제공된 설명자료 중에서 표본조사, 조사관리,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 등은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향후 통계청 MDIS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출 완료하였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성/명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계설명
자료를 통해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본조사(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추출단위, 표본추출방법, 표본규모
산출식, 표본배분방법), 조사관리(조사업무흐름도, 조사원 규모),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가중치 조정, 이상치 식별 및 처리)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게 제시되어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계설명자료에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계추정 추계 및 분석(추정산식), 참고자료(작성지침서, 마이크로
데이터 비밀보호, 집계표 데이터 비밀보호, 기타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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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2018년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마이크로데이터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통계청 MDIS를 통해 사용가능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통계청 MDI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나 통계
설명자료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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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원 교육의 적절성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의학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응답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들을 선발 및 투입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실시 전에 조사개요, 조사문항 및 용어 설명,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및 주요 확인사항 점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총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조사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의약산업 관련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응답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2시간의 교육시간이나
교육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조사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원 교육 후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적인 교육시간이 적절한지, 주요 교육 내용별로 배정된
교육시간이 충분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원
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원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조사원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현장에 대한 사전 교육의 차원에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함께 병행하여 조사현장에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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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표 항목의 변경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이용자 대상 FGI를 실시한 결과, 조사표 항목 중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업체의 업계현황을‘좋음, 동일, 나쁨’3개의 수준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업체의 업황을 묻는 문항은 한의약산업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항이지만, 현행의 문항으로는 한의학산업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조사표 항목 중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업체의 업계
현황을 묻는 항목이‘좋음, 동일, 나쁨’3개의 수준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체의 업계현황을 묻는 문항은 한의약 산업의
변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항이다. 한의학산업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업계현황을 좋은지, 동일한지, 나쁜지를 묻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증감률로 조사표를 개선한다면, 통계이용
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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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무응답 관리 방안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무응답은 통계조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응답이 많아지면
추정에 편향이 나타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어떠한 사유로 단위
무응답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무응답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본설계 점검 결과, 단위무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무응답률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단위무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자료수집체계 점검결과, 현장 조사원들은 표본리스트의 응답대상 기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업종 변경, 폐업 및 이전 등의 사유로 표본대상 기업체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업종변경,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인한
무응답의 발생은 표본추출의 갱신주기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사거절에 대한 무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조사거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계조사의
정확성 차원의 개선을 위해 표본대체 사유별 대체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조사원들이 현장 방문 시 표본
리스트의 응답대상 기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업종 변경, 폐업 및 이전 등의
사유로 표본대상 기업체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폐업 및
이전이나 업종변경 등의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추출틀에 대한 개편주기의
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화하여 표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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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의약산업 분류 재정비 및 상세한 설명 보완

1. 현황 및 문제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의약산업의 정의와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전 산업영역에서 한의약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과 업종을 수집, 정리하여 선행연구결과와 실무진 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을 선정한 후, 선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업종이
최종적으로 분류되었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결과, 우선 한의약
산업의 개념, 산업분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통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한의약 산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방유사의료업이
보건업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간행물에 한의약산업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이용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한의약산업의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다른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통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의약 산업을 크게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관련 산업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재분류 검토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요양병원’을 보건업에 포함시켜
새롭게 한의약산업을 재정의하는 한의약산업의 재분류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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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약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지만 한의약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용자들의 통계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약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고 쉽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간행물에 한의약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약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통계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과 같이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부류와의 연계표를 작성하여
한의약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거나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관련 산업의 분류 등의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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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통계업무 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한국통계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위탁받은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작성기관은
통계작성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업무인수인계서나 별도의 통계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에디팅(내용검토)
요령서, 현장조사평가보고서(현장조사 진행상황, 응답률현황, 표본교체현황,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방안 등) 등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원활할 통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된 통계작성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통계매뉴얼에는
위탁업무에 관련된 지침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계관련 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관련 교육은 통계청의
통계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청의 ‘통계조사 민간위탁지침’을 참고하여 통계위탁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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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개선과제 요약
<표 12> 개선과제 요약
단계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관련
품질차
원

출처

비고

(예상
문제점
등)

- 조사관리, 통계추정
KOSIS 추계 및 분석, 참고
통계공표,
통계 자료(작성지침서, - 통계의 이해도 접근성/ (8. 관리
및 없음
설명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비밀 및 활용도 증대 명확성 이용자서비스)
보완 보호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보완
조사원 - 조사원 교육 시간의
자료수집
교육의 적절성 검토
- 통계 정확도 정확성 체계점검,
없음
적절성 - 현장 교육을 위한 제고
(4. 자료수집)
단기 검토 시뮬레이션 적용 검토
조사표 - 한의약산업의 현황 및
항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 통계 활용도 정확성 FGI, 없음
변경 항목으로 변경 검토 증대
(6. 자료처리)
검토
사유파악
무응답 -- 단위무응답
자료수집
폐업,
이전
등의
통계 정확도 정확성 체계점검,
관리방안 무응답 사유를 감소 - 제고
없음
검토 하기 위한 방안 검토
(3. 조사설계)
한의약 - 한의약산업 분류
산업분류 재정비(한의약산업과 - 통계 이해도
재정비 한의약 관련 산업) 증가
FGI,
및 - 한의약산업에 대한 - 통계 활용도 정확성 (4. 자료수집) 없음
상세한 정의 및 분류의 상세한 증대
중기 설명보완 설명 보완
통계 - 통계작성매뉴얼 보완 - 통계 정확도
업무관리 통계위탁업무 관리 제고
정확성 (9.및통계기반
개선) 없음
강화 강화

※ 단기 : 1년이내, 중기 : 1〜2년, 장기 :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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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발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제 1 절 공표시기 단축가능성 검토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은 2017년 12월 31일이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였으며, 조사 결과의 공표는 2019년
2월에 진행되었다. 통계 결과의 공표시기는 예정된 일정에 공표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기준시점과 통계공표일 간의 차이는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의 시의성/정시성 품질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표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통계자료의 품질 차원 중 시의성/정시성은 통계의 활용성 및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시의성과 관련한 품질진단 기준에 따르면, 연간통계의
경우 조사기준시점과 통계공표 최초 공표일 간의 차이가 9개월 미만인 경우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연간통계를 공표함에 있어 이러한
진단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의약산업실태
조사의 경우 공표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경우 2018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기준시점이 2017년
12월 31일이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였으며,
조사 결과의 공표는 2019년 2월에 진행되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조사기준 시점과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과의 차이가 9개월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실태조사의 예산배정 시기를 조정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일정보다
조사기간을 앞당기게 된다면 조사기준시점과 공표시기와의 간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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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주기 변경 검토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의약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현황을 다룬 유일한
통계로 유용성이 높은 통계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결과에 의하면
현재 조사주기가 2년으로, 한의약산업의 변화 및 동향을 원활하게 파악하기에
2년의 조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계 이용자들은 현재 2년의 조사주기로 인해 한의약산업의 변화 및 동향의
원활한 파악과 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주기의 변경은 한국
한의학연구원의 예산부담과 담당자들의 업무가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의약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로써 시의적절한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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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조사통계용)

통

계 명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421001

작성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점검일시

2019년 4월 22일

연 구 원

구혜경

연구보조원

박지현

※ 붙임의 자료수집체계 점검 결과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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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점검계획

• 점검을 위해 채택된 점검방법,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1. 점검 방법
○ 점검목적
-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료수집방법, 현장 점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점검방법
- 작성기관에서 제출한 통계정보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자료수집체계에 대한 내용을 점검
하고, 작성기관 담당자 면담 시 그 내용 확인
○ 점검내용
- 점검의 내용은 진단매뉴얼에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 조사방법 및 체계 점검, 조사표 관리
-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 조사원 관리
- 응답자 관리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성명

소속

장소

조사체계점검

임○○
04.22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진흥원 회의실

이○○

조사원관리, 현장관리
현장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백○○
08.22

주요 점검사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회의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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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구 분
조사원
교육시간의
적절성 검토

표본관리 강화

단위무응답
관리

통계작성
매뉴얼 마련

점검 자료목록

조사원 관리

문제점

개선의견

- 2시간의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
- 교육시간이나 교육방법이
- 충분한 교육을 통해 조사원 전문성이 적절한지 검토
강화되는지 파악 안 됨

- 실제 조사 시 표본의 업종과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
- 표본추출 시 갱신 작업
자료수집절차
- 현장조사에서 폐업 및 이전 업체로
강화
인해 조사의 어려움

- 응답거절 시 단위무응답
대처
- 단위무응답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무응답률 및 유형별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무응답률 관리 필요
자료수집절차
- 단위무응답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 폐업이나 휴업 시 단위
확인 필요
무응답 대처 방법을 구분
하여 조사원에게 교육이
필요

-

- 조사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업무 담당 - 작성기관 조사에 대한
자가 변경됨에 따라 조사기획 및
담당자 업무 매뉴얼이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음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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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자료수집체계 점검 결과

1. 점검개요 및 자료수집체계 점검 설계
가. 자료수집체계 점검 개요
통계자료의 정확성은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조사나 보고 등 자료가 수집되는 시스템의 효율성에 의해 좌우된다.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과정은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자료수집체계 단계에서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
으로 점검하고, 발생한 또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법을 도출
하여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나. 자료수집체계 점검 설계
조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체계
점검을 위해 작성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조사를 위탁받은 한국통계진흥원을
방문하여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현장점검 및 관리, 응답자 관리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체계 점검을 위해서 작성기관에서 제출한 통계정보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자료수집체계에 대한 점검 내용은 진단매뉴얼에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조사방법 및 체계, 조사표 관리 등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현장 조사의 점검 및 관리, 응답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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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
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자료수집체계는 조사 기획, 조사 준비, 조사 설계
(표본설계, 조사표 설계 등),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실사 준비, 조사 실시,
자료 처리 및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별도의 조사 전문 업체에 자료수집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에서는 전문조사원을 채용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조사
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과 조사의 협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한국한의학 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조사 실시 내용을 게시하여 조사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한의약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응답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에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들을 선발 및 투입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실시 전에 조사개요, 조사문항 및 용어 설명,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및 주요 확인사항 점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총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문제점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조사원들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2시간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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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조사에서 발생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표본리스트
에서 추출된 표본대상 기업이 실제 방문을 하였을 때는 업종이 변경되었
거나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협조 공문을 미리 발송하고 사전 컨택원을 통해 조사
약속과 장소 등을 확인하고 사업체 방문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사업
체의 경우 응답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와
같이 현장조사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무응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업무 담당자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후임 담당자들이 본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개선사항
(1) 조사원 교육시간의 적절성 검토
한의약산업 관련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응답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2시간의 교육시간이나 교육방법이 적절
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조사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원
교육 후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적인 교육시간이
적정한지, 주요 교육 내용별로 배정된 교육시간이 충분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원 교육시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원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조사원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현장에
대한 사전 교육의 차원에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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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병행하여 조사현장에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표본추출틀의 주기적 개편 강화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조사원들이 현장 방문 시
표본리스트의 응답대상 기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업종 변경, 폐업 및 이전
등의 사유로 표본대상 기업체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폐업 및 이전이나 업종변경 등의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추출틀에
대한 개편주기의 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화하여 표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3) 단위무응답 관리
사업체들의 업종변경, 폐업 및 이전, 조사거절 및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
단위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표본대체를 통해 단위무응답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단위무응답에 대한 주요 하위 그룹별 및 무응답 사유 유형
별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단위무응답에
대한 사유를 유형별로 집계 및 분석하여 이를 다음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
무응답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이를 기초하여 무응답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무응답 분석과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 통계작성 매뉴얼 마련
통계작성기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경우 조사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통계 조사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조사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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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표본설계 점검 결과

표본설계 점검 결과

통

계 명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421001

작성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

구 원

김규영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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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점검개요

Ⅰ. 점검 개요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표본보고서 등) 기술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
- 한의약산업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조사개요, 작성목적, 조사설계, 통계추정 및 분석)
- 통계보고서
- 표본설계보고서
- 통계승인사항

Ⅱ. 조사 개요
조

사

명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작 성 기 관 명
작

성

주

한국한의학연구원

기

2년

전수 / 표본 조사

전

수(

)

표본설계주체

자체설계(

)

표

본( ● )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한국통계진흥원】

한의약 산업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조

사

목

적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한의약 산업이 변화추이를 지속적․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조

사

대

상

한의학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조

사

방

법

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전화, 이메일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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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본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 목표모집단
모

집

단

․ 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한의약 관련 산업 대상 사업체

표 본 추 출 틀

- 통계청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자료 중 한의약 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세분류 업종에 해당되는 29,479개 사업체

- 층화
․ 1차 층화 : 12개 소분류 업종
․ 2차 층화 : 1-4인, 5-9인, 20-49인, 50인 이상
표 본 추 출 방 법

․ 50인 이상은 전수층, 50인 미만은 표본층으로 구분
- 표본추출
․ 소분류업종, 종사자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허용오차 5.0% 하에서 1,200개 사업체
조사
․ 전수층 : 115개

표

본

크

기

․ 표본층 : 1,085개
- 표본규모 계산공식
  ․   
  
    ․   


 ․
단   


□ 설계가중치
- 전수층 : 
  ,
가

중

치

․  : 층의 모집단 크기
․  : 층에서 추출된 사업체 표본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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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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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무응답조정가중치





- 전수층 :    , 표본층 :   






․  : 층에서 조사된 사업체 표본크기
□ 최종가중치


 

- 전수층 : 
   ×  , 표본층 :    × 

 
□ 총계추정
- 업종별 총계추정

 





  









- 업종별 총계에 대한 분산추정


  

  


   ∙ 


 






․     가중치

․  : 업종 내, 규모 내의 번째 표본 사업체의 해당 조사
추

정

산

식

항목 조사값
․  : 업종 내, 규모 내의 모집단 사업체 수
․  : 업종 내, 규모 내의 표본 사업체 수
․  : 업종 내, 규모 내의 표본분산
․  = 1, …, 5 : 종사자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업종을 나타내는 첨자
․  : (,)층 내의 k번째 업체를 나타내는 첨자
- 업종별 총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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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부 문

점검결과

개선의견

모집단

- 모집단 정의 및 현황을 잘 제시하고 있음

표본

- 표본추출틀 현황 및 분포가 잘 제시되어

추출틀

표본배분

있음
- 층화기준에서 50인 이상을 전수층으로
선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

- 전수층 선정기준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함

표본추출

- 표본추출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음

-

표본크기

- 목표허용오차를 활용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함

-

추정식

공표

표본대체

- 표본설계방법에 따라 추정식을 잘 제시하고
있음
- 주요 항목의 상대표준오차를 잘 제시하고
있음

- 표본대체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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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본대체 사유별 대체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함

표본설계 점검 결과

제3부

표본설계 진단 결과

1. 표본설계 진단 개요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명 :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작성주기 : 2년)
(2) 승인번호 : 421001
(3) 작성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4) 조사목적
- 한의약 산업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
하여 한의약 산업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5) 조사대상 : 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6)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전화, 이메일조사 병행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표본설계 진단은 표본설계 진단 항목에 따라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표본규모, 표본추출방식, 표본배정방식, 추정산식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진단하며, 작성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와 통계 간행물 등을 토대로
진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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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 결과
가. 표본설계 현황 (기본진단)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 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한의약 관련 산업 대상 사업체

<표 1> 한의약 산업 대상 업종
한의약 산업

표준산업분류

인삼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10795)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
한방음료제조업
주 제조업(11129), 차류(茶類)가공업(10792), 기타
비알콜 음료 제조업(11209)
제조업(10797),
식품추출 및 가공업 건강기능식품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749)
제조업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한의약품 제조
한의약품 제조업(21220)
완제의약품 제조
완제의약품 제조업(21210)
및 요법기기 제조업(27112),
한방 의료기기 제조 전기식진단
그 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27199)
한방 화장품 제조 화장품 제조업(20433)
한방 세제 제조
치약, 비누 및 세제 제조업(2043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소매업 한약국
한약방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한방병원
한방 병원(86104)
보건업 한의원
한의원(86203)
한방유사의료업
유사의료업(8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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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모집단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총 2만 9,479개
· 제조업 : 1만 2,893개 (43.7%)
· 소매업 : 1,896개 (6.4%)
· 보건업 : 1만 4,690개 (49.8%)

<표 2> 한의약 산업 모집단 현황
한의약 산업

1-4인

종사자규모
전체
5-9인 10-19인 20-49인 50인이상

인삼식품 제조업
791 85
한방음료제조업
131 65
식품추출 및 가공업
85 26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11,097 109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
79 67
완제의약품 제조
0
0
한방 의료기기 제조
20 14
한방 화장품 제조
23 18
한방 세제 제조
13
1
863 56
소매업 한약국
한약방
961
9
한방병원
0
0
보건업 한의원
10,385 3,063
한방유사의료업
716 16
전체

25,164

3,529

28
17
14
14
18
0
7
8
1
7
0
35
221
3

373

30
16
10
10
19
1
5
12
1
0
0
168
26
0

298

8 942
17 246
7 142
2 11,232
10 193
6
7
3 49
5 66
0 16
0 926
0 970
57 260
0 13,695
0 735

115 29,479

□ 표본추출틀
-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한의약 산업과
관련 있는 세세분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 명부

검토 결과

▪ 모집단
- 모집단 정의 및 현황을 잘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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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추출방법
□ 층화
- 1차 층화 : 12개 소분류 업종
- 2차 층화 :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 업종별 모집단 수와 종사자 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은
전수층, 50인 미만은 표본층으로 구분

검토 결과

▪ 층화
- 50인 이상을 전수층으로 선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표본규모
- 전수층 : 115개
- 표본층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각 층을 독립적인 모집단으로 보고
각 층에 동일한 허용오차를 적용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함
- 표본규모 계산공식
  ․   
  
    ․   


 ․
단   


- 표본규모
· 전체 표본규모 = 표본층 표본규모 + 전수층 표본규모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허용오차 5.0%에서 최종 표본규모 결정
· 표본규모 : 1,200개 = 전수층(115개) + 표본층(1,0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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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표본규모
한의약 산업

인삼식품 제조업
한방음료제조업
식품추출 및 가공업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
완제의약품 제조
한방 의료기기 제조
한방 화장품 제조
한방 세제 제조
소매업 한약국
한약방
한방병원
보건업 한의원
한방유사의료업
전체

1-4인

131
41
38
54
32
0
11
12
4
112
115
0
102
65

종사자규모
전체
5-9인 10-19인 20-49인 50인이상

717

13
25
9
19
28
0
5
8
1
10
7
0
65
5

195

12
10
6
9
7
0
3
2
1
2
0
10
13
2

77

19
11
3
6
15
1
2
9
1
0
0
22
7
0

96

8
17
7
2
10
6
3
5
0
0
0
57
0
0

115

183
104
63
90
92
7
24
36
7
124
122
89
187
72

1,200

□ 표본추출
- 소분류업종, 종사자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함
- 예비표본은 본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통추출함

검토 결과

▪ 표본추출
- 표본추출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음
(3) 가중치
□ 설계가중치
-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무응답조정가중치로 구분되며, 설계가중치는

- 72 -

표본설계 점검 결과

표본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값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전수층 : 
   ,


표본층 : 
  



·  : 층의 모집단 크기
·  : 층에서 추출된 사업체 표본크기

□ 무응답조정가중치


전수층 : 
,







표본층 : 
  


·  : 층에서 조사된 사업체 표본크기

□ 최종가중치
- 설계가중치와 무응답조정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함

전수층 : 
   ×  ,


 
표본층 : 
   × 




(4) 추정식
□ 총계추정
- 업종별 총계추정





 

  









- 업종별 총계에 대한 분산추정

  

  



∙
 



 





·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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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내,  규모 내의 번째 표본 사업체의 해당 조사항목 조사값
·  : 업종 내,  규모 내의 모집단 사업체 수
·  : 업종 내,  규모 내의 표본 사업체 수
·  : 업종 내,  규모 내의 표본분산
·  = 1,…,5 : 종사자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  : 업종를 나타내는 첨자
·  : ( ,  )층 내의 k번째 업체를 나타내는 첨자

- 업종별 총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검토 결과

▪ 추정식
- 추정식을 잘 제시하고 있음
(5) 무응답
□ 항목무응답
- 원칙적으로 항목무응답을 허용하지 않으나, 항목무응답을 허용하는
일부 민감한 항목(보건업의 한약재 구입비용)은 2.2%의 항목무응답을
보임

□ 단위무응답
- 목표표본 1,200개 사업체 중 응답사업체 1,181개 사업체로 단위무응답
률은 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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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무응답 조사단위의 수 수
단위 무응답률     × 
전체 추출 조사단위의 수

(6) 표본대체
□ 항목무응답 대체
- 평균 대체(mean imputation)
· 표본을 몇 개의 대체층으로 나눈 다음 각 층에서 특정항목이 응답
하지 않는 경우 항목의 대체값으로 그 항목에 응답한 값들의 평균을
사용하여 보정
- 핫덱 대체(Hot-deck imputation)
· 결측값에 대한 대체값으로 과거에 실시된 조사에서의 유사자료를
사용하는 콜덱(cold-deck)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조사의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

□ 단위무응답 대체
- 조사대상 업체가 불응하거나 조사기간 중 변동사항(전출․입,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대체명부에서 유고업체와 동일한 표본그룹
번호를 가진 업체 중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한 후 조사

검토 결과

▪ 표본대체
- 표본대체 사유별 대체현황을 제시해야 함
(7) 공표범위
□ 공표통계 범위
- 업종(대분류/소분류), 종사자 규모, 매출규모, 업력, 조직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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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표준오차
- 한의약산업 통계조사의 종사자 수 상대표준오차는 全업종에서는 4.1%로
나타나 전체 종사자 추정치는 신뢰 가능한 수준임

<표 4> 대분류업종별 종사자수 상대표준오차

한의약 산업
전체

제조업
대분류 소매업
업종
보건업
인삼식품 제조업
한방음료제조업
식품추출 및 가공업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한의약품 제조
완제의약품 제조
소분류 한방 의료기기 제조
업종 한방 화장품 제조
한방 세제 제조
한약국
한약방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유사의료업

(단위 : 명, %)

종사자 수
추정량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C.I.)
Estimate
S,E.
R.S.E. 하한(Lower) 상한(Upper)
108,746

38,699
3,125
66,922
4,829
3,350
2,041
18,758
2,929
4,715
664
1,323
90
1,590
1,535
10,692
55,196
1,034

4,445 4.1

2,229
100
2,942
230
110
134
1,528
119
58
102
5
84
54
431
2,081
61

5.8
3.2
4.4
4.8
3.3
6.6
8.1
4.1
8.7
7.7
5.8
5.3
3.5
4.0
3.8
5.9

100,034

34,331
2,930
61,155
4,379
3,134
1,778
15,764
2,696
550
1,123
80
1,426
1,428
9,847
51,117
914

117,458

43,067
3,320
72,689
5,280
3,565
2,304
21,752
3,163
778
1,524
100
1,754
1,642
11,537
59,275
1,154

- 한의약산업 통계조사의 매출액 상대표준오차는 全업종에서는 4.0%로
나타나 전체 매출액 추정치는 신뢰 가능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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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분류업종별 매출액 상대표준오차

한의약 산업
전체

대분류 제조업
업종 소매업
보건업
인삼식품 제조업
한방음료제조업
식품추출 및 가공업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한의약품 제조
완제의약품 제조
소분류 한방 의료기기 제조
업종 한방 화장품 제조
한방 세제 제조
한약국
한약방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유사의료업

(단위 : 억 원, %)

종사자 수
추정량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C.I.)
Estimate
S,E.
R.S.E. 하한(Lower) 상한(Upper)
94,282
3,751 4.0
86,929 101,635

36,974
1,535
55,774
13,025
4,849
2,924
4,521
4,597
4,132
633
2,249
43
1,003
532
9,622
45,907
244

1,639
132
2,639
1,122
272
202
831
353
98
207
10
109
69
541
1,884
26

4.4
8.6
4.7
8.6
5.6
6.9
18.4
7.7
15.4
9.2
24.2
10.9
13.0
5.6
4.1
10.6

33,762
1,277
50,602
10,826
4,316
2,527
2,893
3,904
442
1,844
22
789
397
8,563
42,214
194

40,186
1,793
60,946
15,224
5,383
3,320
6,149
5,290
824
2,655
63
1,217
667
10,682
49,600
295

검토 결과

▪ 공표
- 주요 항목의 상대표준오차를 잘 제시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표본설계 점검결과,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이 잘 정의되어 있고, 조사목적에
맞게 층화 및 표본배분, 추출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가중치와 추정식,
상대표준오차도 잘 제시되어 있고 상대표준오차의 수준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표본설계 방법이 양호하고 추정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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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었다. 다만, 층화기준에서 전수층을 50인 이상으로 선정한 기준을 명확
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단위무응답 발생 시 표본대체 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본대체 사유별 대체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 78 -

이용자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결과

붙임3) 이용자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결과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결과

통

계 명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421001

작성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면접일시

2019년 7월 19일

연

구 원

구혜경

연구보조원

박지현

※ 붙임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결과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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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회의준비 및 준비과정

Ⅰ.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 참석자 선정방법

• 참석자 현황
- 정책고객
(기업경영정책수립자 포함)

* 통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일반 이용자를
선정하였음

• 실시 장소
• 소요 시간

서울역 KTX 3실
10:00 – 12:00 (2시간)

- 교수

1명

- 연구원

3명

-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

0명

- 일반인

0명

- 기타(

)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1

조○○

주식회사 함소아, 함소아제약

대표

2

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연구위원

3

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건강팀

선임전문원

4

최○○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도기획팀

박사

5

박○○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Ⅱ. 회의 진행과정
회의 진행
• 사회자 : 구혜경
* 사전 인터뷰 내용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회의 일주일 전
참여자에게 배포함, 회의는 작성된 질문지를 기준으로 진행

• 기록자 : 박지현

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질문지 답변에 맞춰 추가질문을 하는

• 관찰자 : 이병식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녹음 ․ 녹화 여부 :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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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부 문

시의성

정확성

회 의 록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의견 내용

- 산업의 변화에 대한 실태 및 동향
파악을 위해 1년 주기로 공표할
필요성

- 조사주기 검토 필요

- 한의약 산업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 한의약 산업의 기준 검토
- 한의약 산업과 한의약 관련 산업으로
한의약 산업과 한의약 관련
분류하여 통계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산업으로 구분한 통계결과
않아 다른 통계와 비교 시 통계결과의
제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전년대비 업황 조사 항목을 증감률로
- 조사표 항목 검토
조사표 개선 검토

접근성

- 통계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 통계를 많이 이용할 수
않음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의
구글 또는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홍보 필요
검색되지 않음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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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조사주기

한의약
산업분류,
조사표 항목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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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이용자요구사항 반영실태 분석 결과

1. 개요 및 FGI(표적집단면접) 설계
가. FGI 개요
통계품질 진단 시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제고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이용자는 이용하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한다.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통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조사하여 품질진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전문이용자,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시로 이용자가
해당통계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진단에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을 실시하였다. 본 진단의
목적은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료접근, 활용가치,
보고서양식, 기타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진단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나. FGI 설계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측정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직접 활용경험이 있는 주요이용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 :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소집단을
형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계획적이면서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대일 면접에 비해 정보 획득이 신속하고, 함께 모여 토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힌트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확실히 표출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 정성적인 이용자 조사기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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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의약 산업의 체계와
업종을 구분하여 한의약 산업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는 통계이다. 이 통계는 2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기준시점
익익년 2월말에 공표하고 있다. 통계의 주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한방산업체,
한의약 연구기관 등으로 주로 정부의 한의약 산업의 발전방향 예측 및 지원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되거나 한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반조성 연구․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통계결과, 데이터,
간행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KOSIS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약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로 유용성이 높은 통계로 인식되고 있다.

(2) 문제점
이용자들은 2018년에 통계간행물에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주요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용 시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계열로 매출액 등의 비교 결과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며, 앞으로 이용가
치가 많은 통계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통계가 2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
되어 한의약 산업의 변화 및 동향 파악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작성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의약산업의 정의와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전 산업영역에서 한의약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과 업종을 수집, 정리하여 선행연구결과와 실무진 회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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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을 선정한 후, 선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업종이 최종적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조사대상의
산업분류 범위 및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통계 활용의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의약 산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의약 산업과 한의약 관련 산업으로 분류
하여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사표 항목 중에서 전년대비 업황에 대한 항목을 좋은지, 동일한지,
나쁜지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전년대비 어느 정도 증감하였는지 증감률로 조사표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본 통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구글 또는 네이버 등 검색엔진
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어, 한의약산업 업체 및 한의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등에 공유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주요 개선의견
(1) 조사주기의 검토
한의약산업의 변화 및 동향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을 판단되나, 예산과 업무부담 가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적절한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한의약산업의 개념 및 분류체계의 명확한 제시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약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유
일한 통계이지만 한의약산업의 분류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용자
들의 통계 이해 및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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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한의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쉬운 표현을 활용하여 상세한
설명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조사항목의 변경 검토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조사표 항목 중에서 2017년, 2018년도 업체의 업계
현황을 묻는 항목의 경우 좋음, 동일, 나쁨‘ 3개의 수준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항을 업계 현황의 증감률로 조사
표를 개선한다면, 통계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계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통계이용의 접근성 확대
본 통계의 많은 이용을 위해 한의약산업 업체 및 한의사들이 많이 이용
하는 사이트에 자료 공유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통계홍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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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1.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구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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