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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 지방화시대 도래, 경제․사회구조의 고도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유관기관, 지역기업 및 가계 등 각 경제주체의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 급증
□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관련성(relevance), 정확성
(accuracy), 신뢰성(credibility), 시의성(timeliness), 접근성․이용편의성
(access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통계생산의 효율성(efficiency)
등의 국제적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지역통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등도 낮아 지역경제의 지속발전
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지역통계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지역통계의 낙후원인
□ 지역통계는 선진국은 물론 전국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통계행정 및 통계시스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식부족에 주로
하고 있으며 지역통계를 개발․확충하기 위한 지역통계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언론계, 학계 및 지역주민 등 민간의 지역통계에
관심도 부족하여 지역통계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이는
기인
형성
대해

□ 그 결과 지역통계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고 있기 보다는 대부분
전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통계에 불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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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통계의 문제점
(지역통계 절대 부족)
□ 지역경제의 구조 및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초통계가
부족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정책 등을 수행하는 데 한계
― 동태지표를 보면 광․공업 활동지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경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활동지표는 거의 작성되지
않아 전반적인 지역경제동향 파악이 곤란
ㅇ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기초통계 확충이 절실하나 지역별
서비스업에 대한 단기 활동지표는 거의 전무한 실정
ㅇ 건설활동도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미분양아파트수를 제외하면
최근 건설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음
― 소비 및 투자관련 경제지표도 지역단위로는 거의 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내 전반적인 소비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데 애로가 많음
ㅇ 소비의 경우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가 유일한 지표이나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소형
소매점을 포함한 지역의 전체 소비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
ㅇ 투자도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하, 내수용 기계류
수입 등이 전국단위로만 작성될 뿐 관련 지역통계는 없음
― 또한 산업연관표가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어 환율하락, 유가급등 및
지역내 대규모 투자유치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지역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
― GRDP도 분배측면에서 추계되지 않고 생산 및 지출측면에서만 작성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 및 지역간 소득비교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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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및 신뢰성 부족)
□ 지역통계중 일부는 지역경제구조에 적합한 표본설계 없이 전국통계를
지역별로 분류․집계하거나 정확한 오류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부
단위에서 보고되는 수치를 단순 합계하여 생산되는 등 전국통계에 비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다소 부족
― 지역에서 추출된 표본이 지역내 산업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수편제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의 규모 등도 충분히 감안되지 않아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실물지표와의 괴리 발생 우려

(시의성 저하)
□ 지역통계는 전국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표되고 있어 시의성이
낮은 데다 작성주기가 길어 통계정보로서의 이용가치도 저하
― 통계의 속성상 전국통계보다 지역통계가 먼저 작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통계의 발표시기가 전국통계보다 대체로 늦어짐으로써 통계
정보로서의 시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전국통계는 월간단위로도 작성되고 필요하면 주요 통계별로 전망
자료도 작성되는데 비해 같은 종류의 통계라 하더라도 지역통계는 연간단위
로만 발표되기 때문에 통계정보로서의 이용가치가 크게 저하

(통계관리 및 활용도 미흡)
□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는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통계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나 일부 통계는 정확성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고 사장되는 등 통계 활용도 미흡
―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통계는 해당 기관의 통계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자료실 등에 산재되어 있거나 공표되지 않고 내부자료
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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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계 전문인력 부족)
□ 위에서 열거한 지역통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지역 통계조직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주로 기인
―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등은 별도로 지방통계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이 전국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통계기획 및 분석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부족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과단위의 통계 조직을
폐지하였으며 최근에는 통계인력이 4∼5명 정도로 축소
ㅇ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1∼3명 정도의 통계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타 업무와 겸무
ㅇ 읍․면․동은 통계업무를 시․군․구에 이관하여 통계인력이 전무
―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지식
과 경험을 축적하기가 어려운 실정
ㅇ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통계담당직원 중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
이 전국에 32명(6.7%)에 불과

4. 개선방안
(지방 통계조직 및 통계전문인력 확충)
□ 지역통계의 개발, 정도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청
지방사무소 등 지방 통계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통계전문인력도 확충
― 지방통계조직 및 통계전문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역통계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결정을 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통계 및 정부정책
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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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조사대상업체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조사표를 직접 회수
하는 통계조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전문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

(지역산업 활동지표 우선 개발)
□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단위로만 편제되고 있는 서비스업활동지수,
설비투자추계지표 등 서비스업 및 투자관련 동태지표를 우선 개발
―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유관기관 및 학계 등에서 지역경제를 조사․
연구하거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통계의 개선․
보완 및 신규개발을 통계청 등 통계 작성기관에게 적극 요구할 필요

(지역산업연관표 개발․활용)
□ 지역간의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간 및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고 대내외경제 환경변화가 지역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작성하게 되면 특정지역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각 지역에 미치는 생산, 이출입, 부가가치, 고용 등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
를 측정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 경제분석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에 널리 활용 가능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확충)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물론 기초단체인 시․군․구별로도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주거형태, 고용 상황, 사회복지실태, 건강상태 및 사망
원인 등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확충
― 가계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및 지출실태를 지역별, 소득별, 가구
형태별, 세부 항목별로 파악하고 고용상황도 업종별, 직종별, 고용
형태별, 세부 항목별로 조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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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계의 정도 및 시의성 제고)
□ 지역통계 표본설계 및 편제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지역통계의 정도
및 시의성을 제고
― 지역통계 표본설계시 지역산업의 경제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표본 업종 및 업체수를 충분히 확대
― 또한 실물 경제지표와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규모 및 업종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가중 BSI 편제방안도 함께 검토
― 그리고 연간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지역통계의 편제주기를 가급적
분기 또는 월단위로 단축하고 통계 발표시기도 전국통계와 일치
시키거나 앞당길 필요가 있음

(지역통계 종합DB 구축 및 통계이용의 편의성 제고)
□ 지역통계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지역통계 종합DB를
구축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공표된 통계이외에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서 내부보고용으로 작성
된 통계정보와 지역경제 유관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도 함께 DB화함
으로써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
□ 통계청 등 통계 작성기관에서는 개인 또는 개별기업의 ID를 제거한
형태의 원시자료의 공급을 확대
― 통계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심도
있는 지역경제 조사연구 및 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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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 지방화시대 도래, 경제․사회구조의 고도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유관기관, 지역기업 및 가계 등 각 경제주체의 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시행과 정책 파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경제의 실상과 동향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중소기업청, 노동사무소, 신용보증기관 등 지역경제 유관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 고용 촉진 등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구조 및 경제동향 등에 대한 상세한 지역통계가 필요함
― 지역기업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지역 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산업별
생산, 투자, 수출입, 물가,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는 물론 지역자금사정
등 금융동향 등에 대한 다양한 지역통계가 필요함
― 지역주민들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 또는 투자상품 선택, 소비지출 및 취업 등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음
□ 각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보다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지역통계가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신뢰성(credibility), 시의성(timeliness), 접근성․이용편의성
(access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통계생산의 효율성(efficiency)
등의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계품질 평가기준으로는 UN 통계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식통계 10대
기존원칙」①공정성 ②과학적 원칙 적용 ③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한 통계 제공 ④통계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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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시 ⑤응답자 부담경감 ⑥개인정보 및 및 비밀보호 ⑦통계작성의 법률근거 마련 ⑧일관
성 유지 ⑨국제기준 적용 ⑩국제협력 강화가 있음

― 지역통계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경제 유관기관, 학계,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관련성)
ㅇ 지역경제구조,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전망은 물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분석도 가능하도록 세부 항목별로 작성
할 필요가 있음
― 지역통계는 지역경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신뢰성 및 정확성)
ㅇ 잘못 작성된 통계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경우 정책실패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지역통계는 통계수요자가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작성․공표
하여야 함(시의성)
ㅇ 공표시기가 늦어질 경우 지역경기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는 각종
정책입안 및 시행도 지체되어 올바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모든 지역통계 및 경제정보는 통계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종합 DB 등을 구축하여 제공해야 함(접근성․이용편의성)
ㅇ 통계청 등 통계 작성기관에서 생산된 지역통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나 지역경제 유관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내부자료 등도
가능한 통계형태로 만들어 수요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역통계는 전기 또는 전년동기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조사 및 편제
방법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외 지역과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적
통계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비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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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별 또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주소와 정책
효과의 상대적 평가도 가능함
― 또한 지역통계는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정에 밝으면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 전문기관에서 편제하는 것
이 효율적임(통계생산의 효율성)
ㅇ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은 물론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사정
에 밝은 지역주민들을 통계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통계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그러나 통계 기획․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통계인력이 부족하므로 통계청
의 지방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통계 편제업무
를 분담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지역통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등도 낮아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통계 부족 등으로 학계, 연구소, 지역경제 유관기관 등의 지역경제 조사․연구
및 동향 파악,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평가 는 물론 지역
기업 및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통계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지방 통계조직 및 인력과 지역통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통계관리 및 활용도 면에서 지역통계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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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통계의 낙후원인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 통계청 지방사무소 및 지역경제 유관기관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지역통계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의 질적
수준도 낙후되어 있는데 이는 통계행정 및 통계시스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식부족에 주로 기인
― 지역통계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경제발전
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가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도리 주요 정보라는 것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대학교,
연구소 등 연구기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인정
― 그리고 지역통계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작성되는 지역통계의 질적 수준
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지역통계를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통계인력과 조직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적 수준이 높은 지역통계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지역발전계획
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은 물론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
도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유관기관, 지역기업 및 지역주민 등도 지역통계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역통계는
도로, 항만, 공항, 인터넷 기반 등과 같이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현실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외국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확충 및 고속철도 유치, 도로 및 공항 확장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 지역사회
가 정작 발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통계의 확충 및
개선에는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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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사회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책집행
결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역통계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음
o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규모는 물론 세부 지역별, 업종별, 지위별, 성별,
연령별, 근무시간대별 취업자수와 실업자수 및 실업요인 등 지역고용사정
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초통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별 고용유발효과 등도 예측할 수 있는 경제분석지표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함
o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세세한 기초통계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는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부족한 통계와 경험 등에 기초
하여 정책을 수행하다보니 정책수립 당시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통계를 직접 작성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드문 것이 현실
o 결국 지역정책을 경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지역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을 실제 투입하여 직접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지 않는
등 지역통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음
□ 지역통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부족으로 지역통계를 실질적으로 개발․확충
하기 위한 지역내 네트워크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등 지역통계에 대한 언론계,
학계, 지역경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민간의 무관심도 지역통계의 질적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다거나 전기
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도청이나 시청 또는 해당 공공기관 앞에서 단체
시위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데 비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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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지역통계 부족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이로 인한 손실
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통계를 만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는 것임
― 언론계도 지역사회의 실상과 동향 정보를 지역통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성과를 여타 지역과 비교
분석하는 등 지역사회의 현실을 심도있게 파헤쳐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통계가 낙후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
― 학계나 연구소 등도 지역경제사회의 구조변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직접 통계를 작성하지 않다보니 그저
지역통계가 부족하여 조사연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지역언론 등에 칼럼기고나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지역통계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이러다보니 지역통계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고 있기 보다는 대부분
전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통계에 불과한 상황
― 이로 인해 정확한 표본설계도 없이 작성되는 지역통계가 많고 전국통계를
먼저 집계하고 난 후에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배포된 통계를 뒤늦게 발표
하다보니 그만큼 시의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통계가
집계되고 있으나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이러한 중요한 통계정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함
□ 지역통계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도로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모든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공공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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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가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언제든 민원을 통해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시설을 복구하거나 확장하고 있는데 비해 지역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임

Ⅲ. 지역통계의 문제점
1. 지역통계 절대 부족
□ 대내외 환경변화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지역
경제의 구조와 실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초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우리나라는 무역 및 국제수지, 노동, 금융, 조세 관련통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산업 및 서비스 구조, 사회복지, 환경 등 여타 분야에
대한 기초통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ㅇ 우리나라는 OECD에서 회원국간 국제비교를 위해 요구하는 통계 항목
(217,914개)의 93.1%(2004년 기준, 202,856개)를 제공하고 있어 겉으로
는 작성통계의 양적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산업 및 서비업 구조, 국민계정, 정부지출, 과학기술, 수산업,
해외투자, 사회복지, 환경 등 최근 통계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기초통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기본 통계항목은 대부분 작성되고 있지만 산업별, 세부 항목별 기
초통계가 부족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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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제공통계 항목별 제공현황
(2004. 12. 27 기준)
제공실적
제공
항목수

제 공
통계명

제공
주기

주관기관

주요내용

산업 및 서비스업
통계구조

1년

통계청
산업통계과

광공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체수,
부가가치, 수출액현황 등

7,796

4,109

52.7

해외직접투자

1년

해외직접투자 현황 등

2,250

600

26.7

과학기술 R&D
조사

1년

2,606

1,087

41.7

전력 및 열통계

1년

614

334

54.4

연간석탄통계

1년

338

225

66.6

보건통계

1년

436

262

60.0

사회복지지출

1년

64

47

73.4

순사회복지지출

1년

66

45

68.2

환경통계

2년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대기, 토지, 폐기물, 소음관련
환경통계현황

1,357

539

39.7

환경오염방지지출

2년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환경오염방지지출에 소요된
보조금 등

878

666

75.9

수산업통계

1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정부재정이전, 양식생산량,
어선수 등

216

158

73.1

국제서비스거래

1년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팀

서비스관련 국제수지현황

102

29

28.4

국민계정

1년

5,296

1,228

23.2

고정자본 플로우
및 스톡

1년

28

20

71.4

정부지출

1년

660

147

22.2

총계

총 45종

217,914

202,856

93.1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

수행주체별, 제원별, 산업별
연구개발비 등
전력수급, 발전연료소비,
산업자원부
발전능력, 형태별 발전현황
전력산업과
등
산업자원부 석탄제품별수급, 국별수출입 및
석탄산업과
재고현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 보건비용,
정보화담당관실
사회보장 등
보건복지부
노령현금급여, 질병급여,
정보화담당관실
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보건복지부
총공공사회지출, GDP대비
정보화담당관실
사회지출 등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국내총생산(실질, 명목),
처분가능소득 등
국민계정상의 고정자본플로우
및 스톡
일반정부의 기능별지출현황

요구
항목수

제공
비율

주 : 1)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OECD 요구항목의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통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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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계는 더욱 열악하여 지역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2005. 11월말 현재 통계법 제 8조에 의거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작성
되고 있는 통계는 총 487종인데 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96개에 불과
ㅇ 충북도의 경우 연간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 충북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충북기본통계를, 월간으로는 충북경기 종합지수 등 4종을 작성하고
있음(충북교육청은 별도로 충북교육통계를 생산)
― 이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기초통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음
<표 2>
국내통계 현황(2005. 11월말 현재)
작성

부문
합

기관수

통계종류별
계

작성방법별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135

487

90

397

248

181

58

기 관

61

346

75

271

155

146

45

(중 앙)

29

250

59

191

119

114

17

(지 방)

32

96

16

80

36

32

28

74

141

15

126

93

35

13

정 부

지 정

기 관

자료 : 통계청

□ 동태지표를 보면 광․공업 활동지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지역내
경제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활동지표는 거의 작성되지 않아 전반적인
지역경제동향 파악이 곤란함
―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통계확충이 절실하나 지역별 서비스업
에 대한 단기 활동지표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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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단위로는 도소매업 업종별 및 업태별 판매액지수, 서비스업활동
지수 등이 매월 작성되고 있음
․ 서비스업활동지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세부
업종별로 작성
ㅇ 이에 비해 지역별로는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이 연간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성(익년도 12월 발표)이 낮아 최근의 지역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곤란함
― 건설활동에 대한 지표도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미분양아파트수를
제외하고는 최근 건설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건설기성 등)가 거의
없음
ㅇ 건설발주액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
금액을 지역별로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통계로 사용하기 곤란함
ㅇ 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도 대부분 수도권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면적이나 미분양아파트수만 가지고는 중소 건설업체
가 대부분인 충북도의 건설경기를 파악하기 어려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2∼3년간 충북도
내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내 건설업체
들의 업황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소비 및 투자관련 경제지표도 거의 없어 지역내 소비 및 투자동향을 파악
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음
― 소비관련 지표의 경우 민간소비(GDP), 소비재별지수가 전국단위로 작성
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가 유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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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의 경우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소형 소매점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소비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또한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조사시점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시점간의 대형소매점 점포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소비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지역내 대형소매점이 신규 진출할 경우 인근 지역의 대형소매점과 재래시장, 슈퍼마켓의
매출은 감소하게 되나 대형소매점의 전체 판매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 전체 소비동향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투자관련 지표도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하, 내수
용기계류 수입, 건설기성액 등이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관련 지역통계
는 없는 실정임
ㅇ 지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는 기업경기조사의 조사항목인 설비
투자실행BSI 정도만이 속보성을 갖춘 투자지표에 해당
― GRDP(생산 및 지출)도 연간 단위로만 작성되고 발표시점도 익년도 12월
에나 이루어져 지역내 소비 및 투자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곤란함
□ 산업연관표가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어 환율하락, 유가급등 및 지역내 대
규모 투자유치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지역생산, 부가가치, 고용, 재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내 산업비중 및
투입산출구조가 전국과 상이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데
애로가 있음
□ 또한 GRDP가 분배측면에서 추계되지 않고 생산 및 지출측면에서만 작성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 및 지역간 소즉 비교가 곤란함

- 11 -

― 예를 들어 충북지역 사업체에 근무하는 대전 및 충남지역 거주민의 생산
활동(부가가치)과 충북지역 소재 대기업의 영업잉여 등이 충북의 GRDP
에 포함되어 있어 1인당 GRDP는 지역의 소득지표로서 부적절함
<표 3>
전국 및 지역의 주요 경제통계 작성현황
(경기관련 지표)
구 분

작성주기

작성기관

지역

전국

기업경기조사(BSI)

월

한국은행

o

o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SBHI)

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o

o

보증기업경기전망조사

분기

신용보증기금

o

o

기업경기전망조사

분기

상공회의소

o

o

소매유통업경기전망조사

분기

대한상의

x

o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분기

무역협회

o

o

건설업경기실사지수

분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x

o

관광산업경기실시지수

분기

한국관광문화정책연구원

x

o

소비자동향조사(CSI)

분기

한국은행

o

o

소비자기대지수

월

통계청

x

o

경기전망

경기종합지수

월

통계청, 충북개발연구원

o

o

고

고용동향전망조사

분기

노동부

x

o

기업경기

소

비

용

통계명

(경제동향 관련지표)
구 분

산업생산

무 역

소 비

통계명

작성주기

작성기관

지역

전국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및 생산능력지수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전력판매량
서비스업 활동지수
산업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소비재 판매액지수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통계청
통계청
산단관리공단
한국전력
통계청
무역협회
통계청
통계청

o
x
o
o
x
o
o
x

o
o
o
o
o
o
o
o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월

통계청

x

o

월
분기

통계청
통계청

x
x

o
o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도시가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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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 설

투 자

고 용

물 가

통화금융

자금사정

통계명

작성주기

작성기관

지역

전국

건설수주액

월

통계청

x

o

건축허가면적, 미분양주택

월

건교부

o

o

설비투자추계지수

월

통계청

x

o

기계수주액

월

통계청

x

o

건설기성액

월

통계청

x

o

실업률(원계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월

통계청

o

o

실업률(계절조정)

월

통계청

x

o

노동생산성지수

분기

통계청

x

o

임금

월

통계청

x

o

소비자물가

월

통계청

o

o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월

한국은행

x

o

주택매매(전세)가격 종합지수

월

국민은행

o

o

지가지수, 토지거래통계

월

한국토지공사

o

o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월

농협중앙회

x

o

금융기관 여수신

월

한국은행

o

o

예금은행 산업별 및 가계 대출금

월

한국은행

o

o

금융기관 점포수, 신용보증실적

월

한국은행

o

o

분기

한국은행

x

o

예금은행 대출금 연체율

월

한국은행

o

o

비은행기관 산업별대출금

월

한국은행

x

o

예금은행 담보부별 대출금

월

금융감독원

x

o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신설법인수

월

한국은행

o

o

기업자금사정조사

분기

한국은행

o

o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

분기

한국은행

x

o

가계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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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 관련지표)
구 분
GDP

통계명

작성주기 작성기관

지역

전국

지역내총생산(지역은 분배소득 미작성)

연

통계청

o

o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연

통계청

o

o

서비스업통계조사

연

통계청

o

o

도소매업통계조사

연

통계청

o

o

건설업통계조사

연

통계청

x

o

운수업통계조사

연

통계청

x

o

정보통신산업통계조사

연

통계청

x

o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연

통계청

o

o

산업총조사

5년

통계청

o

o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5년

통계청

o

o

인구이동통계조사

연

통계청

o

o

인구이동통계

연

시도청

o

o

인구동태통계조사

연

통계청

o

o

인구주택총조사

5년

통계청

o

o

도시가계조사

연

통계청

x

o

농가경제통계

연

통계청

x

o

가구소비실태조사

5년

통계청

x

o

농업총조사

10년

통계청

o

o

자금순환표

연

한국은행

x

o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연

국민은행

x

o

환경부문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연

한국은행

x

o

투입산출

산업연관표

5년

한국은행

x

o

기업경영

기업경영분석

연

한국은행

o

o

기

시도별 기본통계

연

시도청

o

o

사업체부문

인구부문

가구부문

금융부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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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군․구별 지역통계 작성 현황
통계명칭
(통계청)
- 인구주택센서스
- 농림어업센서스
- 산업센서스

주기

주요내용

5년
5년
5년

- 전수조사항목과 표본조사항목으로 나뉘어짐.
- 전체가구 중 농림어업가구가 8%정도를 차지.
- 산업센서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광업․제조
업통계조사는 미실시.
- 연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 통합하여 실시.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센서스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5년

-

1년
분기
1년
매월

농업기본통계조사
인구이동통계
인구동태통계
소비자물가지수

1년
1년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인구통계
- 시군구별 GRDP

1년
1년

- 주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1∼5
년

- 매년 실시되는 센서스로, 조사항목은 단순
- 5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통계청에서는 시․도
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통계작성
- 농가 및 농가인구수에 한정
-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 호적법에 의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
- 36개 도시에 한정.
- 주민등록 기준 성․연령별 인구
- 6개 광역자치단체(대구, 대전, 경기, 강원, 경
북, 경남) 작성
- 7개 광역자치단체(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
기, 경북, 경남) 및 4개 기초자치단체(종로구, 송파
구, 수원시 및 부천시) 조사 실시

(시도 교육청)
- 교육통계

1년

- 사설학원 현황

1년

(건설교통부)
- 토지거래통계

매월

- 건축허가
- 미분양 주택 현황보고
- 자동차 등록현황

매월
매월
매월

- 지목별(전,답,임야 등) 및 용도지역별(주거 지
역, 상업지역 등) 토지거래 현황
- 용도별(주거용, 상업용 등) 동수 및 연면적
- 분양이 안된 주택 현황
- 승용차, 화물차 등록 현황

(국민은행)
- 주택가격 동향조사

매월

- 139개 시․군․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조사 등

(한국토지공사)
- 지가변동률조사

분기

- 45,000 표본필지 조사 (모집단 : 2,700여만 필지)

-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학생수, 교원수, 교실수 등
- 전공별 학원수, 남녀별 수강자수, 강사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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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칭

주기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통계

1년

- 지적통계
- 범죄발생 및 검거
- 화재발생

1년
1년
1년

(문화관광부)
-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1년

-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 체육시설 수
- 문화공간 수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실태보고
-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등록 현황
- 사회복지시설 현황
- 보육시설 현황
- 공중위생업소 현황
(허가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접객업체 현황

주요내용
-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
재정공개시스템(http://lofin.mogaha.go.kr)에
수록
- 지목별 토지사용목적 또는 용도별 현황
- 경찰서별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 건수
- 소방서별 발생원인별 건수, 피해액 등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
용역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체 수
매월 - 내․외국인 방문객 수
1년 -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수
1년 -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수
- 의료기관수, 의료기관 종사인력 등
- 사업장, 지역, 임의 가입자 수 등
그러나 공식 통계작성승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인터넷에 전국자료만 게재
1년 - 수급 가구 및 인원 현황
1년 - 지체, 시각, 정신장애자 등 현황
1년 - 유형별(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 복지시설수, 수용인원 및 종사자수
1년 - 소유주체별(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 보육시설
현황
분기 -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소 수
(통계작성 및 공표는 1년 주기)
1년
1년

분기 -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수
(통계작성 및 공표는 1년 주기)

(환경부)
-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 생활폐기물 매립지 현황

1년
1년

- 대기오염 및 폐수 배출시설 수
- 매립지면적, 총매립용량, 기매립용량 등

(기타)
- 금융기관 점포현황
- 시장 분포현황

1년
1년

- 금융기관별 점포 수
- 재래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수

자료 : 1) 통계청, 정부승인통계목록, 2004. 4.
2)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 (상․하 권), 2004. 9.
3) 통계청, 2003 시․군․구 주요통계, 2004. 5.

- 16 -

<표 5>
시․도별 통계 작성 현황
통계명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통계
∘산업 생산․출하․재고 지수
∘도소매업 동태조사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운수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특별조사
<건설교통부>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 통계
∘주택건설실적 통계
<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농림부>
∘작물통계조사
<산업자원부>
∘에너지 총조사
<국세청>
∘국세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소방방재청>
∘119 구조활동 실적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한국무역협회>
∘SITC에 의한 수출입통계
<한국관광호텔협회>
∘호텔이용객 동태보고

주기

주요 내용

매월 ∘고용 및 실업률 현황
매월 ∘광업․제조업 생산․출하․재고 지수
매월 ∘지역별로 공표 곤란한 경우가 발생
1년 ∘기업체 기준으로 일반사항과 결산사항으로
구분되어 조사
1년 ∘연간 표본조사
1년 ∘연간 표본조사 (현재 29,000개)
1년 ∘연간 표본조사
1년 ∘연간 표본조사(공사지역별 실적만 시․도로 공표)
1년 ∘5인 이상 9,6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파악
매월 ∘용도별 착공동수 및 면적통계
일부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작성․공표
3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현황보고통계
매월 ∘일부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작성․공표
매월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신청자 수
1년 ∘24,250 표본포구(논벼 9,000개, 겉보리 800개 등)
3년 ∘명칭은 총조사나 표본조사(23,000개)임
1년 ∘납세인원 및 국세 장수 현황 자료 등
1년 ∘지방검찰청별로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등
매월 ∘사고종류별 및 사고발생지별 구조인원 등
1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대상
매월 ∘시․도별로 공표하고 있으나, 우편번호별로 집계가능
1년 ∘전국 3급 이상의 관광호텔 등(여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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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외국의 지역통계지표 체계
(뉴질랜드)
분

야

경제실적
교육
고용

에너지 사용

환경

인구
보건
주거

-

지
표
지역내 총생산(GRDP)
사업체 수 및 산업별 분포
문맹률, 교육정도별 인구 및 교사 대 학생비율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인구
노동력 전망
종류별(전기, 가스 등) 에너지 생산량
난방 및 취사용 에너지 량
종류별 및 산업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종류별 연료 판매 및 소비량
제도부문별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액
통근/통학 통계
쓰레기 종류별 재활용 및 폐기 통계
공기, 토양 및 수질 오염 통계
인구이동
장래인구추계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주요질환별 병원 입원/퇴원 현황
종류별 주택수, 침실수 및 평균 거주인원
장래가구추계

- 소득 대비 주택 가격
- 가구 소비지출
소득 및 복지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인구특성별(연령, 혼인상태 등) 평균 가구소득
- 종류별 농산물 생산 통계
농업
- 종류별 가축 수
- 농가형태별 매출통계
- 지역사회복지(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에의 참가자 수
- 지역사회복지 시설 이용 현황
Social Cohesion
- 인터넷 이용 현황
- 삶의 질 지표(an agreed set of quality of life indicators)
- 국내 및 해외 방문객 수
관광
- 체류기간
- 방문객이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 출발지 및 목적지별(origin-destination) 통근/통학 통계
교통
- 통근/통학 수단 통계
- 원인별 사고(사망 및 부상) 통계
- 종류 및 출처별 쓰레기 발생에 관한 통계
쓰레기
- 처리방법별 쓰레기 통계
- 재활용 및 폐기에 관한 통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Review of the Statistical Needs of Local Government, 30 Nov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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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Twin Cities)
분야
삶의 질

지

표

- 범죄발생율
- 편익시설(쇼핑센터, 학교 등) 수
- 대중교통시설 및 편익시설에의 접근도

소득 및 지출

-

개인소득․소득분포
빈곤인구비율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구입 및 임차 가격
자기집 거주 비율
적령아동인구대비 학교 재학생 비율

경제활동

-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
산업별(의료업, 출판산업, 금융업, 부품소재산업 등) 종사자 수
지역에서의 수출액
지역내 생산액

경 쟁력

-

학력별 인구
수학․과학 과목 학업성취도 수준
직업별 인구
특허건수
R&D 투자 지출액
벤처기업에의 창업자금 투자액

인구

- 인구증가율(출생, 사망, 전입, 전출자 수)
- 인구밀집도

재정

- 재정투자에 대한 통계

환경

-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지출액

교통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항공) 이용 현황 통계

관광

- 공원방문객통계 및 공원유지비용에 관한 통계

자료: Regional Indicators, http://www.metrocouncil.org/metroarea/indicators2000.pdf.

2. 지역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부족
□ 정확성과 신뢰성은 통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음.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통계는 현실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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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통계중 일부는 지역구조에 적합한 표본설계 없이 전국통계를
단순히 지역별로 분류․집계하거나 정확한 오류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부단위에서 보고되는 수치를 단순 합계하여 생산되는 경우도 있어 전국
통계에 비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다소 뒤떨어짐
― 기업경기실사지수의 경우 지역내 업종규모나 기업규모 등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실물 경제지표와 다소 괴리되는 면이 있음
ㅇ 표본설계가 전국단위로 이루어진 결과 충북지역에서 추출된 표본이
지역내 산업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함
ㅇ 또한 기업규모도 반영되지 않아 최근과 같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생산 및 수출 등 실물지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음
ㅇ 그리고 조사기관별로 지수편제방법이 상이한 데다 조사 대상업체의 특성도
달라 경기전환기에 있어서는 기관별 지표의 변화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도 있음
․ 업황의 경우 한국은행은 계절성을 감안한 당기의 전반적인 업황수준
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데 비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전기(월)대비 업황수준을 조사하여 지수화
* 예를 들어 업황지수가 80에서 90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한국은행은 업황이 부
진하기는 하지만 전기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진단하는 데 비해 신용보증
기금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업황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월)보다 업황이 나빠진 것으로 평가

ㅇ 뿐만 아니라 기업경기실사지수는 현재의 경영여건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지표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 보수적
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용
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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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주요 기관별 BSI 편제방법
기 관 명

주요 업 종

한국은행

전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전산업,대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중소기업
소매유통업

표본수 표본추출방법 편제주기 비교기간 가중방식
2,902 층화임의추출
600 절사법

월

전년동기

월

전월대비

업체수
업체별
매출액

1,308 층화임의추출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855 층화임의추출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한국산업은행

제조업

1,218 층화임의추출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한국무역협회

전산업,수출기업

1,000 층화임의추출

분기

전분기대비

노동부(고용)

전산업,

4,996 층화임의추출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중소기업은행

제조업,중소기업

1,606 층화임의추출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업,중소기업

1,500 층화임의추출

월

전월대비

업체수

월

전월대비

업체수

품목별
수출액

중소기업청

비제조업,소상공인

990 층화임의추출

철강협회

철강업

260 전수조사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한국관광문화정책연구원 관광관련산업

204 층화임의추출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300 절사층화추출

월

전월대비

업체수

한국광고주협회

광고업

300 절사법

월

전월대비

업체별
매출액

420 절사법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2,300 전수조사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분기

전분기대비 업체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
신용보증기금

제조업, 건설업

산업연구원

제조업,서비스업
(제조업)

6,000
층화임의추출
(1,500)

―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되는 행정통계는 그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담당자가 하부단위에서 보고
하는 조사표상의 수치를 단순 합계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통계
로서의 이용가치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
ㅇ 조사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조사대상
업체 등에서 보내주는 조사표를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집계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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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 또는 전년동기에 조사했던 실적과의 비교만 해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오류검증이 가능한 데 1차 조사기관인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검증절차 없이 관내 조사대상업체의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 있음
ㅇ 동 보고서가 엑셀 등으로 작성되어 2차 집계기관인 광역단체에 이르면
조사표의 양이 그 규모에 따라 수백에서 수 천개에 달하고, 3차 집계
기관인 중앙부처에 이르면 수천에서 수 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최종
집계단계에서 통계공표 기일에 맞추면서 개별 조사표의 오류를 찾아
수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ㅇ 그러므로 통계조사시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일선 담당자 또는 조사원
의 성실성이 가장 중요함. 그 이후 단계에서는 오류검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통계의 정도를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3. 지역통계의 시의성 저하
□ 지역통계는 전국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성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통계의 속성상 전국통계보다 지역통계가 먼저 작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통계의 발표시기가 전국통계보다 대체로 늦어짐으로써 통계
정보로서의 시의성이 저하되고 있음
ㅇ 물가, 생산, 고용 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지역통계는 전국
과 동시에 발표되는 등 과거에 비해 시의성이 개선되었음
ㅇ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대부분
전국통계에 비해 다소 늦게 발표되고 있음
․ 이는 통계편제가 주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전국통계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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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국통계는 월간단위로도 작성되고 필요하면 주요 통계별로 전망자료
도 작성되는데 비해 같은 종류의 통계라 하더라도 지역통계는 연간단위
로 발표되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쳐 통계정보로
서의 이용가치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ㅇ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활동지표가 전국은 월간단위
로 조사되는데 비해 지역은 연간으로 기본항목만 조사되고 있음

4. 통계관리 및 활용도 미흡
□ 통계는 많은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공유재산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업무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됨. 이러한 점에서 통계의 효율
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는 통계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 유관기관 등의 고유업무 수행과정에서
많은 통계정보가 생산되고 있으나 정확성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고 사장되거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통계활용에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부 통계는 해당 기관의 통계정보 홈페이지에 게시
되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자료실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계이용자들이 동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해당 부서 의 자료실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5. 지역통계 전문인력 부족
□ 위에서 열거한 지역통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지역 통계조직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주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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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등 소수의 중앙행정기관은 별도로 지방조직을 운영
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이 현장에서 전국적인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통계기획 및 분석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과단위의 통계조직을 폐지
하였으며 최근에는 통계인력이 4∼5명 정도로 축소되었음
ㅇ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1∼3명 정도의 통계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타 업무와 겸무하고 있는 상황
ㅇ 읍․면․동은 통계업무를 시․군․구에 이관하여 통계인력이 전무한
실정
―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ㅇ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통계담당직원 중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이
전국에 32명(6.7%)에 불과함
<표 8>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 추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

1994년 이전

과단위

계단위

1명

1995년

9명

2명

1명

2000년

6명

3명

0명

2005년

4∼5명

1∼3명

0명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통계의 대부분이 행정통계, 보고통계로 이루
어져 있으며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국가통계(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도소매업총조사 등)의 지역 조사기능(위임사무)
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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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역의 자체통계 작성 및 분석기능은 상대적
으로 취약한 편임
□ 선진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통계 조사기능과 더불어 지역통계
작성 및 분석기능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역국민계정, 지역IO, 지역경기지표, 지역물가 통계 등 전국
통계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통계를 지자체 스스로 작성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작게는 30∼4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통계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통계전담조직과 함께
그 규모에 따라 3∼10명 정도의 통계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주정부도 별도의 통계조직 및 전문인력
을 갖추고 주민소득, 산업 및 기업 활동, 고용, 환경, 관광 등 지역경제동향
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표 9>
주요국의 지방통계 조직(2004년)
(명)
총인원

중앙통계기관

지방통계조직

한국

1,681

통계청 (448)

12개 지방통계사무소 (1,233)

프랑스

6,452

INSEE (2,139)

24개 지역사무소 (4,313)

캐나다

7,004

통계청 (5,006)

9개 지역사무소 (1,988)

12,489

상무국 센서스국 (8,424)

12개 지역사무소 (4,065)

2,600

BLS(2,000)

6개 지역사무소 (600)

-

농업통계국

45개 지역사무소

호주

3,047

ABS (1,543)

8개 지역사무소 (1,504)

독일

11,379

연방통계청 (2,300)

16개 지방통계청 (9,079)

일본

1,579
(16,085)

총무성 통계국 (1,579)

중국

13,000

국무원 국가통계국
(약 1,000)

미국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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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위탁 (2,388)
기초자치단체 (12,118)
31개 성단위 조사대( 약 12,000)
성․시․현 지방통계국 존재

Ⅳ. 개선방안
1. 지방 통계조직 및 통계전문인력 확충
□ 지역통계를 확충하고 통계의 정도 및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통계조직
확대 및 통계전문인력 확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함
―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를 작성하는 조직
이 확대되지 않고 통계전문인력도 보충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양극화
된 결과밖에 기대할 수 없음
ㅇ 하나는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만들어 오던 통계만
계속해서 작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통계 작성기관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만 듣게 될 것임
ㅇ 다른 하나는 통계인력이 절대 부족함에도 상급기관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각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를 모두 수용하게 되면 작성된
통계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
결정을 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통계
및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야기하게 될 것임
― 정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계 조사원은 물론 통계를 기획하고
편제․분석하는 담당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그런데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한 통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표
기일에 맞추기 위해 오로지 통계를 집계하는 데만 급급할 뿐 조사된 기초
통계에 대한 오류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부실한 통계
를 생산하게 됨
* 통계인력 부족으로 한 사람이 전산업을 담당하여 특정 통계를 작성할 경우 개별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최근 동향이나 국제반도체가격의 추이 등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추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조사표상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해 반도체산업의 실상과 괴리가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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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제반도체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반도체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해 조사
대상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기업 담당자의 실수로 조사표에 올해 영업이익을 지난해와 같은 100억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때 관련산업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통계담당자는 동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표상의 계수만을 집계하여 통계를
생산할 우려가 있음

□ 그런데 지역통계를 이용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실제 통계전문인력의 확충이나 통계인력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음
―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유관기관 및 기업 등의 정책
결정이 각종 통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도 통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정도 및 시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ㅇ 요즈음은 일반 국민들도 부동산 투자를 한 다던가 저축상품 선택, 학업,
취업, 노후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 부분
통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런데 막상 통계인력을 확충하려고 하면 예산문제와 결부되어 구호에만
그칠 뿐 실제 통계인력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 기관내에서도 통계담당자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 작성통계의 질적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지역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조직 및 인력 확대도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등에 유용한 신규 지역통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으로 지역경제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
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통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업체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조사표를 직접 회수하는 통계조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아울러 보수 등 대우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통계조사원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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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 활동지표 우선 개발

□ 지역경제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국기준으로만 편제되고 있는 아래의
서비스업, 소비 및 투자관련 동태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
○
○

서비스업활동지수(업종별, 업태별)
소비재판매액 지수(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설비투자추계지표(기계류, 운수장비)
기계수주액(수요자별, 기종별)
건설기성액(발주자별, 공종별)

□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유관기관 및 학계 등에서 지역 경제를
조사․연구하거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통계
(업종별, 범주별 세부통계 포함)의 개선․보완 및 신규개발을 해당 통계
를 작성하는 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통계 작성기관에게 직접 요구함은 물론 통계청에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자료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임
ㅇ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 이용 및 수요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계각층
의 통계 이용자로부터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통계를 종합한 후 동 내용을 해당 통계 작성기관 앞으로
통보하게 됨
ㅇ 해당 통계 작성기관에서는 요구받은 통계의 개발 가능성 여부와 그
시기를 검토한 내용을 통계청에 송부하면 통계청에서는 처음 통계개발
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해 줌

- 28 -

― 통계 작성기관의 입장에서도 제도화되어 있는 정식 절차에 의해 외부기관
으로부터 통계의 개선․보완이나 신규개발 요구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계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3. 지역산업연관표 개발․활용
□ 지역간의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간 및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고 대내외경제 환경변화가 지역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산업연관표는 한 지역내 경제구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산업연관
표와 여러 지역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됨
ㅇ 지역간산업연관표는 한 나라의 각 지역에서 산출된 상품이 어느 지역
의 어느 산업으로 얼마만큼 배분되는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생산활동
을 영위하기 위해 어느 지역의 어느 산업 생산물을 얼마만큼 투입
하는지를 나타냄
― 따라서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작성하게 되면 특정지역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지역에 미치는 생산, 이출입, 부가가치, 고용 등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
를 측정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 경제분석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음
ㅇ 지역산업연관표(특히 지역간산업연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자료 상황과 방대한 작업량으로 인해 현재 세계적으로도 실지조사에
의해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드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음. 미국의 경우
상무부 경제분석국 지역경제실에서 전국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지역
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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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계획
<추진결과>
2003.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地域産業聯關表를
작성할 목적으로 관련기관간 협의회를 구성(한국은행, 통계청 및 관련연구
기관 전문가 등 참석)
2003. 7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작성”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
2004.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당행에 지역간산업연관표 작성을 요청

<작업기간>
○ 2004년 1월 ∼ 2006년 12월(3년) (6개지역* 산업연관표)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권(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전라․제주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16개지역 산업연관표는 2단계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작성
<협조사항>
○ 통계청 등 정부 기초통계작성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

연구원 및 한국

은행 각 지역본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선)
- 기초통계조사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역간 상품별 移入․
移出 등의 항목을 포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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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확충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물론 기초단체인 시․군․구별로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주거형태, 고용 상황, 사회복지실태, 건강상태 및 사망원인 등 지역주민 생활
의 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확충할 필요가 있음
― 가계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및 지출실태를 지역별, 소득별, 가구
형태별, 세부 항목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용상황도 업종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세부 항목별로 조사해야만 지역
고용사정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고용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아울러 지역주민의 주거형태 및 건강상태, 사회복지 실태 등을 보여 주는
통계를 계속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기간별, 지역별로 비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통계를 개발․확충할 필요가 있음

5. 지역통계의 정도 및 시의성 제고
□ 지역통계 표본설계 및 편제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지역통계의 정도 및
시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충북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BSI 조사대상업체들은 전국 BSI를 편제하기
위해 표본설계한 업체중 충북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충북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규모를 지역특성에 맞게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주력업종인 영상․음향․통신업종 등은 업종규모
에 비해 조사대상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섬유제품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업종 등 내수기반업종의 조사대상 업체수가 상
대적으로 많아 전체 BSI지수가 하향화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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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산업구조를 감안한 표본 재설계 및 조사대상
업체수 확대 등을 통해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충북지역 산업구조 및
동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산업비중에 비해 조사대상업체수가 상대적
으로 적은 비제조업(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조사대상 업체수를 확대해야 함
― 또한 실물 경제지표와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규모 및 업종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가중 BSI 편제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충북지역에서 작성되고 있는 BSI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수 가중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현재 3개 기관(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광고주협회)이 해외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가중지수 방식으로 BSI를 편제하고 있음

ㅇ OECD 권고안대로 기업규모 가중치로 1차 가중하여 개별 업종의 가중
지수를 먼저 산출한 후 각 업종규모 가중치로 2차 가중하여 상위 산업
의 가중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연간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지역통계의 편제주기를 가급적 분기
또는 월단위로 단축하고 발표시기도 전국통계와 일치시키거나 앞당길
필요가 있음
ㅇ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한 내부
통계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보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시대의 유산으로 시대역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
로도 큰 낭비일 수밖에 없음
ㅇ 따라서 지역에서 조사된 통계자료는 중앙에서 취합하여 발표하기 이전
전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먼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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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통계 종합DB 구축 및 통계이용의 편의성 제고
□ 통계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는
모든 통계를 한 곳에 집중시킨 종합DB를 구축하여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지역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북지역과 관련된
모든 통계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ㅇ 공표된 통계이외에 충북도 및 시․군․구에서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통계정보와 지역경제 유관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정보도 함께 DB화 함
으로써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등 통계 작성기관에서는 개인 또는 개별기업의 ID를 제거한 형태
의 원시자료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통계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심도있는
지역경제 조사연구 및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동일 분야의 통계에 대해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편제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
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일 분야의 통계라고 하더라도 통계작성기관의 목적에 따라 통계편제기준
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통계작성기관
이 같다고 하더라도 통계개편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또는 부서마다 통계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통계이용자의 입장에
서는 어떤 통계를 이용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동일 분야의 통계에 대하여는 가급적 통계작성기준을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통계편제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각주를 달아줌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혼란을 막는 것은 물론 통계 사용목적에 합당한 수치를 골라
쓰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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