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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통계품질 (statislics qualily) 은 통게가 일마나 사용자갈이 이용하기에 적함한가를 나타내 

는 특성으로‘ 최곤 선진국 벚 국제기관플윤 증섞으로 높은 관심블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우선 통계품질관리의 개념과 현황을 산펴보고， 통계푼질의 경정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다읍으로 통계품질이 나쁜 이유릎 삼펴보고 이닫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계품짐관 

리 가이드라인을 표준 매뉴열의 형태로 세시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윤곽을 제 

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통계작성의 오든 단계룹 8단계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통계품침을 항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동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품칠평가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 적절한 평가모형음 제시히고 각 평가부문별로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른 밝히었다 우랴나라에는 통계정 이외에도 농림부， 한국은행， 노동부‘ 보건복지 

부 등 134개의 동계 작성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방볍으로 통계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논문 

에서 제시되든 평가방볍이 향후 동겨]품질 평가에 하나의 가이드파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 본 연구는 부 분석으로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조인구 시원으굳 수행되었음m01-2003→ 000-10220-01 

’ 서윷대학교 사연과학대학 풍겨l 학파 i;l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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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계품질관리의 개념과 현황 

통계품질관리의 개념 

통계 데이터 (statistical data)도 통계작성기관이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공산품처럼 하나 

의 제품이며 통계라는 제품도 고객만족 차왼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품질관리 개념이 최근 

통계 선진국들에서 증요한 신 개념으로 자려 잡고 있다 공산품에서의 ‘품질 (quality) ’의 일 

반적인 개념과 같이 통계품질 (sta tistics q uali ty)에 대한 정의도 통계가 작성되는 국가 또 

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품질의 전통적 의미가 단지 오래 

쓰고 질기고 튼튼한 것 등 품칠의 울리적 성칠을 강조하연서 단순히 제품의 좋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처럼， 전통적 의미에서 품질 좋은 통제란 ”정확하 

고 신속한 통계’라고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품질의 개념이 점차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 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통계품질의 의미도 “통계가 얼마 

나 이 용자들에 게 사용 적 합하도록 작성 빚 제 공되 고 있는가?，라는 관점 이 부각되 기 시 작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풍갤은 통계가 열마냐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척합 (fitness for users)하게 

작생 및 채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품질의 개념에 

는 통계의 정확성 (accuracy) , 관련성 (relevance) , 시의성 (timeliness) , 접근성 (accessibility) , 

비교성 (comparability) , 효율성 (efficiency) , 해석성 (i nterpretabili ty) , 일관성 (coherence) 

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 외의 요소들도 최큰 고객 지향적 정부행정이 강조되고， 고객 

만족이 품질관리의 중심에 위치하는 추세에 따라 모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계품질관리란 통째 이용자들에게 사용적합성에 관한 고객만족을 주면서 정채 

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생 • 보급 • 관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통계품질관리의 시작과 현황 

통계품질관리 활동의 첫 시도는 1985년 캐나다 통계청이 “캐나다 통계품질 가이드라인 

(Statistics Canada Quality Guidelines) 이란 책자를 발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가이드라인에서는 통계생산과 관리의 단계에서 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내용 

과 체크리스트를 모아 놓은 책자이다 그 이후 각국의 통계기판에서 품질’이란 용어를 광범 

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산엽에서 사용되고 있는 Deming의 통셰직 품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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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C) 개념 Feigenbaum의 전사적 품질관리 (TQC) 개념， ，J uran의 전사작 품질경영 

(TQM) 개념 등이 심대한 영향윤 주었다 。1 개념듣의 공통싱은 제품의 품칠관리에 있어서 

고색을 의식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며 이라한 요구룹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획， 설게 

생산， 영업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입장읍 직극적으로 반영하1셔서 각 과정멈로 품질수준윤 지 

속적으로 집겸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다 

한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통계조사 기법이 상당히 발전을 이 

루었고， IT(information technology) 의 딴전과 더판어 자료 수집 빚 시2-1 과정에 컴퓨터 및 

풍신기술이 동시에 활용되면서 흥계조사 과정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풍첼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E늘날 통계판련 국제기구 간에 아작 공식통계의 품짐에 대한 표준정의는 마던 

되어 있지 않다 그라나 경제협려개말기구 (OEC[)) ， 국제동화기금(IIv1 F) , 유힘연합통계국 

(E urostat) 등 국제기구와 캐나다플 비봇한 영국， 스웨덴， 프 i상스， 호주， "1 국 등 각국의 꽁 

겨1 작성기관에서는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셰품질관 21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럼 동계시스템의 개발 프로그램 (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에 참여하고 있다 1999년에 스웨덴 통계청에서 ESS의 통계품침 제고플 위 

하여 품질 리더십그둡(Leadership Group on Quality: LEG) 의 구성을 제안한 후에 대부 

분의 유럽 국가틀이 이룹 받아들였다 스우n 넨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TQM 방식에 근거하여 

통계품질을 관리하도룩 추전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윤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스 

네털란드， 포르투갈 및 영국이 LEG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세 구성된 LEG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통계품질체계‘ 품짚고} 이용자와의 판계 품싣평가 방볍간의 비교연구 품짐 

관리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익되었다 이 중 통겨1 품질제셰에 관해서는 퓨질에 대 

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몇 가지 요소 측 관련싱 정확성 시의성 또는 공표예정일 준수 여 

부， 정보의 접근가능성， 일판성 빛 완걸싱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도 통계퓨질관리의 웅요성윤 인식하고 1999년 4월에 통계기획국 기 

획과 내에 품질평가팀음 설치하고 통계품죄판리 업무판 시 삭하였다 2002년 7월에는 그 동 

안 기획과 소속이었던 품질평가팀을 성장 직속부서인 품짐판리팀으로 개편하고， 품질관이팀 

을 증심으로 2002년도 가을에 12종의 통셰(광공업동태조사 경기종합지수 등)틀 선정하여 

자체 품질평가플 실시하였다 통겨)청에서는 2003년도에 1 1 종 2004넌도에 14종의 통계룹 

자체 평가하여 품짙윤 높여나갈 셰획으로 얄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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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품질의 척도 

1 ) 통계품칠의 주요 결정요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품칠을 견정하는 기준은 ‘이용자 적합성 (fitness for users)"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자 적합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관련 국제기구 

들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관련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통계작성기관플 

이 주장하고 있는 품질 결정요소들은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정확성 

(accuracy) /신뢰성 (reliability) ，관련성 (relevance) , 시의성 (timeliness)/정시성 (punctuality) , 

접 끈성 (accessibility) 의 4가지 이 다 이 외 에 기 관에 따라 통계 의 비 교성 (comparability) ‘ 

일관성 (coherence) 해석성 (interpretability) , 완결성 (completeness) , 효윤성 (efficiency) , 

신뢰성 (reliability) , 방법론의 충실성 (methodological soundness) , 서 비스성 (serviceability) 

등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자세한 의마에 대해서는 보고서(박성현 · 박진우 

(2003) )를 참조하여 주시요 

2) 통계품질 결정요소의 국제적 비교 

국제적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사용하는 통계결정요소둘을 비교하여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3) 통계품질의 주요 결정요소 7 가지 

〈표 1)에서 보연 우리나라는 결정요소 6가지(정확성， 시의성/정시성， 관련성， 접근성/편리 

성， 비교성 효율성)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일관성 (coherence) , 서비스생 (serviceabili ty) 

과 해석성 (interpretabili ty)의 개념을 추가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관성은 비교성과 

많은 부분이 중복됨으로 이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서비스성과 해석성은 사용자의 입장에 

서 판단되는 것으로 서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합치면 다음과 같이 7가지가 된다 

정확성 (accuracy) 

시 의 성 /정 시 성 (timeliness/punctuality) 

관련성 (relevance) 

접 근성/편 리성 (accessibility / con venience) 

비 교성 /일 관성 (comparabili ty /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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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efficiency) 

서 비 스성/해석 성 (serviceabi 1 i ty /i n te rpreta bi li ty) 

〈표 1 ) 통계품질 걸정요소의 비교 
•[••

11\1F OECD Euroslat 캐나다 호주 네텅란드 스웨덴 영국 한국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싱 정확성 정획싱 

신헤성 

만띤싱 관련성 관련성 판런성 판린성 관련성 관린성 

시의생/ 시의성/ 
시의성 시의성 시의성 사의성 시의성 

시의성/ 

정시성 정시성 정시성 

xH4; ‘→lλ 。} X딩4 二 2-λ 。}
접근성/ 

A.닝1 二 2-λ 。4 접근성 
접근성/ 

x닝1 二 2-λ 。}
접끈성/ 

명료성 명료성 편리성 

비교생 비교성 비교성 

일관성 일관성 일판성 
인관성/ 

일관성 
비교성 

해석싱 해석성 

완결성 완견성 

효율성 효율성 

방법론의 

충실성 

서비스성 

무결성 

신뢰성 

개면크기 

최소화 

커버리지 

포괄성 

응답 

부담성 

” 스웨덴 통겨1청은 접근성음 accessibility 대선에 availability를 사용하고 있음 

4 통계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들 

특별히 국가통계는 정부정책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작성된 통계수치에 의해 정잭입안 

및 시행을 하게 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가통계의 품질이 

열악함에 따라서 국가에 주는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할 것이다 다음에 국가통계 오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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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원인을 고찰하여 보자 

첫째， 조사통계가 갖는 왼천적인 문제점을 지직할 수 있다 조사통계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모집단의 정의， 조사범위의 설정 표본틀의 구성에서부터 시작 

하여 표본설계， 조사표 설계， 조사원의 숙련도 응답자의 고의적 오류， 자료 입력상의 착오， 

조사결과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소지랄 까지고 있다 

둘째로， 보고통계가 내재한 문제점으로 보고자에게 유리하도록 통계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오류가 발생할 소지릎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 승인동계 중에서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가공 

통계로 나누어 본다면. 2003년 8월 현재 조사통계가 22:3종， 보고통계가 173종 가공풍계가 

50종으로 총 446종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통계의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행 

정업무의 부수적인 산물로 얻어지는 보고풍계의 정우에는 오차가 보고채널을 풍한 과정과 보 

고자의 판단이 불확실한데서 받생할 수 있다 보고통계는 특히 그 보고내용이 보고자와 펴보 

고자에게 사용목적이 상반될 수 있으며‘ 보고자에게 유려하도록 편향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 

IMF 체제를 겪으연서 통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셋째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삭성되는 통계인 경우에 통계의 왜곡은 기관의 업적지 

상주의 전시행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기관의 엽적을 과대 포장해서 홍보용으로 

통계를 이용하거나， 잘못된 행정을 감추거나 호도하는 방편으로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넷째로 개념 정의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실업통계의 경 

우 체감실업률과 국가통계의 수치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 많은 흔란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ILO와 OECD의 설업 정의가 다른 데서도 각기 다른 통계치를 발표하게 되기도 한다 ILO 

기준으로 작성하는 통계청의 실업 률은 실업 정의가 1주간 1시간이상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 

는 일을 한 사람은 취업으로 간주하고， 일시 휴직의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취 

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OECD 기준으로는 구직활동기간을 4주일로 잡고 있어 ILO 기준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다섯째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 

환에 따른 근본적 변화에 적합한 통계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존의 통계지표로는 이 

해가 안 되거나 오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산업시대를 

위해 디자인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계가 21세기 디지렬 경제하에서의 산출물을 측정하기 

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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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계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통계품질 가이드라인의 현황 

통계품질 가이드라인은 통계의 품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겨1 작성 과정에서 춘 

수하거나 잔고하여야 할 지침융 기술한 것이다 다만 특정 풍계가 아닌 작성과정이 각양각 

색인 다양한 동계들에 대하여 공동작으로 직용할 꽉식으로 삭성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통셰 

의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호서는 구체성의 측연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정의 다양성에도 활구하고 똥계의 품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띠치는 핵심적인 과정은 대부 

분 같거나 유사하다 

먼저， 통계품짙에 대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 통계정의 통계품짙 가이드 

라인 (Stalislics Canada Qualily Guidelines) 은 1985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1987년에 

부분 수정되었다 二[ 이후 데이터 수집과 처리파정에 검퓨터기술과 풍신기술을 봉합 이용하 

는 조사기법에 상당한 딴전이 이루어 졌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1998년에 그 당시 통세 

칭장 이었던 Ivan P. Fellegi의 주도로 third edilion이 출판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부 

4장(서콘 조사단계， 관리단계 1 부록)으호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은 제 2장으호 조사단계에서 

의 품질문제릎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왜냐하연 통계자료의 품질문제가 조사단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3장에서는 품질관리 사이드라인이 직용되는 관리상황에 대하이 

개괄적으로 성병하고 있다 제 3장의 내용은 품질보증제계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캐나다 통 

게청의 정잭， 관리과정， 자문 베카니즘， 기술적 공정에 대해 설 l정하고 있다 제 2상은 주로 개 

별 통계할동의 수행에 중점을 둔 반면 제 3장은 품짐확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견해가 기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도 통계품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 년 12월에 “통계품질 가이드 

파인”이라는 잭자를 발간하여 통계의 품질판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부 

분 캐나다 통계청의 통계품질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하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동계칭의 

가이드라언은 통계단계별로 5단계(통계조사의 기획， 통계조사의 시행， 통계조사 결파의 추정 

파 분석‘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통계의 풍질평가 및 관리)로 나누어 딸기 쉽게 기술하고 있 

으며， 캐나다의 가이드라인보다 좀더 발전된 모습음 보여주고 있다 

69 



經營↑홉報좀웅옳 

2 동계품질관리 표준 매뉴얼 

1) 통계품질관리 표준 매뉴열의 펼요성 

동계의 품질플 말할 때 1 동계 자체의 품칠과 아울러 통계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 

형의 서비스도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연 서비스의 품질은 고객만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 

문이다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들은 매우 다양하고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계 

의 품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통계작성 프로세스에 대한 품침관리 방법 

과 풍계서비스 기능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을 표준화시켜 매뉴열 (manual) 이란 책자로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공산품의 품질관리에서도 표준(standards) 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2) 통계품질관리 표준 애뉴얼의 구성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크게 표본조사통계， 행정(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된 

다 이틀 통계의 작성 프로세스가 차이점이 있으므로 표준 매뉴얼은 3권으로 나누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계품질관리 매뉴얼 작성을 위해 먼저 도움이 될만한 문헌들을 찾아본 결과， 매뉴얼 형태 

로 된 문헌으로는 캐 나다 통계 청 (1 998) 의 <Statistics Canada Quality Guidelines>과 

이뜰 번역한 통계청 (1999) ， 우리나라 통계청 (200 1)의 〈통계풍칠 가이드라인〉 등이 있고， 

일반적인 서적으로는 김민경 외 (1999) ， Biemer와 Lyberg(2003) , Lcssler와 Kalsbeek 

(1992) , Lyberg 외(1 997) 등이 있다 

기존의 문헌틀은 통계품질 표준 매뉴얼 작성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구성방안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표 2>는 이들 서로 다른 구성방안을 요약해 놓은 표이다 먼저 우리나라 통계청 안 

은 조사기획， 조사시행， 조사결과 분석， 이용자서비스， 품질평가 및 관리의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조사의 전 분야들 잘 포괄하고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조사기획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조사기획， 표본설계， 조사설계 등 너무 많은 부분틀을 포함하고 있다는 단 

점이 있었다 캐나다 통계청 안은 조사부분과 관리부분을 구분해놓은 측연은 특색이 있었지 

만 전반적으로 각 단계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안들의 상대적인 장‘ 단점들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한 후 새로운 지침서의 구성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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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표 2) 통계품질 표준 매뉴얼 구성방안의 비교 

이용자서비스 

풍칠평가 

및 관려 

캐나다 

조사기획 

표본설겨1 

조사표설계 

조사전반 포괄 l 조사전반포괄 

조사시행 미비 

영국← T B & l」

조사윈나 

선과정 

포괄봇함 

조사기획 

조사시행 

자료수집 빚 

자료지리 

자료분석 

ILO(CPS) 

조사기획 

새로운 애뉴얼로 작성된 박성현 · 박진우(2003) 의 보고서에서는 조사의 전 과정을 8가지의 

단계로 구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여넓 가지 단계와 각 단계별 포함내용은 다음괴 같다 

CD 조사기 획 조사목적 , 조사의 기 획 

@ 표본설계 - 모집단 추출틀， 표본설계 

@ 조사표 설계 조사표 개받 준비， 용어정의 및 분류 조사표 설계 

@ 조사왼 훈련 및 자료수집 조사원 훈련， 자료수집， 무응답 대책 데이터 사전점겁， 데 

이터 치러 

@ 조사결과 분석 통계표 작성， 추정， 일치성 점검， 이차적 통계분석 

@ 이용자서비스 문서화， 데이터 제공 

@ 사후관리 조사 시스템 구축， 추출틀 관리 및 표본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 통계의 품질평가， 통계품질 시스템의 구측 이용자만족도조사 

매뉴엘의 세부적인 내용의 구성은 먼저 각 주제별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뒤이어 각 주 

제별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조사관리를 위 

한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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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동계작성기관 통계품질평가 방안 

통계품질평가모형 개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풍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 

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품질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을 제시하 

고자 한다 통계품질 평가에 관련된 참고자료로 국립기술품질원 (997) , 신품질포럽 (2002) , 

통계 청 (2002 , 2003) , 한국표준협 회 (2003) , Eurostat(2000) , Statistics Canada(2002) 

등이 았다‘ 

통계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모형은 8개의 평가 부문으로 구성된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 8개 평가 부문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가 준비와 려더십으로 

처음의 세 가지 평가부문(리더십， 전략과 방침， 인적자원 관리)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가 

통계작성 프로세스로 동계작성 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가 확인 및 개선 

노력으로 현장조사의 적합성과 통계품질 개선 노력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관 

련성과로서 대외공표 자료의 서비스성 및 무결성과 이용자 만족도 부문이 여기에 속한다 

2 전략과 

1 리더십 

준비와 라더십 

〈그림 1 ) 통계품질평가 모형 

4 통계작성 

프로세스의 

척합성 

통계작성 프로세스 

각 평가 부문별로 평가 주요 내용과 배점은 〈표 3)과 같다 총 평가접수는 1 ， 000점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평가 부푼별 배점은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준 것이며 1 단계별로 보면 

준비와 리더십이 200점， 통계작성 프로세스가 400점， 확인 및 개선 노력이 200점， 이용자 

관련 성과가 200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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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문별 주요 평가 내용과 배점 
，←~--←→→ -----••--

평가부분 주요 평가 내용 배섬 

조직의 리디가 동세강절을 늪이기 위해 비전과 가 

지관윤 선개해 가변서 모1엄석인 역할플 수행하고 

1 리더십 。Aλ1τ""• 7f'J 100섬 

리더는 통겨1 품질판이 사즈덴 을 수립하고 지속적 

으로 풍설새션을 위하여 직접 ?}여하고 있는가? 

ièj 더의 비전플 이행하기 우1 하여 관련 망집‘ 계획 

2 천약과 망낀 목표， 서Pl .. 목표 딩1 :J.L 로서1 스어1 의해 지윈도1 고 있 50 섬 

는가'! 

인석사원온 겨)획되고 판리되며 새선되는 가‘/ 

3 인직자원 관리 직원의 지식과 능먹이 파악되고 게발되며， 직원의 50점 

참여가 셔극적으포 이푸어지고 있는가9 
뉴← 

4 풍계작싱 프로세스의 
통셔1 작성 절차릎 모두 6 깨 과정(프로세스)으로 

적합성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통셰품원에 영향음 주는 요 400점 

인들에 대하여 팽가 

각 조사 실사 직후에 조사현상을 재조사하여 조사 

5 현장조사의 적합성 
수행의 정짝성 및 관리산대 점검 

50성 
허위조사 여부 조사원 훈떤싱노， 응답일 치여부 등 

재조사( reinLerviνw) 

6 통제품잔 개선노역 똥게펠 IH 선계획 디1 비 실석블 미교분식하여 품침 

(사후관리) 개선 노떤 정도 녕가 
150성 

7 대외공표 자료의 
보도자료， 보고서 .DB 등 대외공표 자료의 서비 

서비스성과 무견성 50점 

(품질평가 맞 관리 ]) 
스성 및 오류여부 멍가 

8 이용자 만족도 통계몇 주된 이용자를 파악하여 통계 자료 및 서 
150점 

(품질평가 렛 관리 II) 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 정도 조사 

2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 내용 

1 ) 리더십( 100) 

통계품질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의 상의 강력한 의지는 통계품질관리의 추진을 위 

한 가장 증요한 핵심이다 여기서는 통계품짐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직의 비전과 가지관 창 

출에 의한 조직문화의 번혁. ièj 더의 통계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이해도와 잠여도 등을 평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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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λ "ÕJ-오 • 1L 

1 통계풍칠에 판한 조직의 비 1 ) 몽게품질에 관한 조직의 비전 제시 (20) 

선과 가치관 창출(50) 2) 조직문화의 변혁을 통한 가지관의 정압 (30) 

1 ) 장(톱리더)에 의한 통겨1 품질판21 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20) 

? 리더들의 의지 (50) 2) 인적， 풀적 자왼의 적절한 지왼 잊 배분 (20) 

3) 조직의 룹리더와 리더틀의 통계품질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1 0) 

2) 전략과 방침 (50) 

조직의 장의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략，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등이 수립되 

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집행되어야 한디 

평가항목 -λ」하。보 기 

1) 꽁겨l품질에 관한 사용자 증심。!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 15) 
1 전략과 방침의 개발(25) 

2) 통계품질에 관한 경영방침의 수립 (10) 

1) 전략과 방침전개의 합리성 (15) 
2 선략과 방침의 전새 (25) 

2) 적절한 시스템에 의한 실행계획의 타당성 (10) 

3) 인적자원 관리 (50) 

조직은 통계품질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작자왼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 

한 인적자왼의 지식과 능력이 파악되어지고 계발되어져야 하며， 참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평가내용 J::→하 。모 )’ 

1) 통계품질관리 전담부서 유무( 10) 

1 조직과 교육훈련 (30) 2) 통계품질관리틀 위한 인력양성계획(10) 

3) 교육 needs의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1 0) 

2 동기부여 (20) 
1 )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동기부여(10) 

2) 통계품짙을 위한 전문적인 모임의 활성화( 10) 

4) 통계작성 프로세스의 적합성 (400) 

조사통계를 기준으로 통계작성과정을 분류하여 보면 6가지 프로세스로 나누어지며 각 프로 

세스에서 통계작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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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δ 。L보 「 평가차왼 

l 통계조사의 기획 
1 ) 통계수요를 분석하여 통계조사의 목적이 잘 설정되였는가')(30) 관련성 

(70) 
2) 통계의 정의와 분류는 작전히 이루어졌는가7(20) 정확성 

3) 조사예산은 확보되고 조사 실행을 위한 시즈템은 구축되었는가')(20) 효율싱 

1 ) 모집단의 정의와 구성은 영확한가。 (20) 칭확성 

2) 조사범위와 추출틀의 구성은 1갱확한가‘/(20) 정확성 

2 표본설계 (70) 3) 표본은 적정 규모인가'1(1 0) 효율성 

4) 표본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7( 10) 비교성 

5) 표본추출방법과 표본오차 퉁이 공개되어 있는가'/(1 0) 접근성 

1) 조사표 개발을 위해 사용자 그룹과 생산자 그룹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20) 

3 조사표 개발 및 2) 사용되늠 용어의 정의와 분류는 영확한가'1 (20) 

설계 (70) 3) 조사표 설계는 타당한가7(20) 

4) 조사목적과 조사여건(비용， 인력 등)윤 고려하여 조사방법은 

가장 적절히 선택되었는가'/(10) 

1) 동일한 조사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7(20) 

4 조사원훈련 및 자 2) 조사왼들의 자료입력 및 전송망법은 적질한가7(20) 

료수집 (70) 3) 무응당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15) 

4)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editing l!} imputation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는가7(15) 

1) 조사결과의 분석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통계표작성이 

5 조사결과의 분석 
이루어지고 있는가'/ (20) 

2) 모집단 모수들(모평균， 모비율 등)의 추정 방법은 적절한가?(20) 
(60) 

3) 동일조사의 이전 결과나 유사한 다든 통계와 일치성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7(20) 

1) 이용자 서비스블 위하여 생산된 통계의 문서화가 적절히 이루 

6 이용자 서비스 
어져 있는가7(20) 

2) 결과공표 및 데이터 제공이 신속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20) 
(60) 

3) 응답자의 비밀보호픔 위해 자료공개 관리 프로그램이 적절히 

가동하고 있는가'/(20) 

5) 현장조사의 적 합성 (50) 

각 조사 실시 직후에 조사현장을 재조사하여 조사수행의 정확성 및 관리실태플 점검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허위조사 여부 확인， 조사원 훈련정도 파악， 응답일치 여부 등을 재 

조사(reintcrview)하여 통계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논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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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까::'ðJ~ •'i-

1) 허위조사7 F 있었는가7 (1 5) 

조사현상의 재조사(reinteview) 2) 조사원 훈 견정도는 어떠한가?(1 5) 

3) 웅답일치? ’} 이푸어지고 있는가7(20) 

6) 등계품질 개선노력 (15이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통계풍짐을 개선하기 위한 

의 구축， 표본의 보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이 

용은 예산과 조직과 인력， 조사관련 업무릎 규정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조사관리 시스템 

필요하다 조사관리 시스댐의 핵심적인 내 

는 조사매뉴얼， 장비와 소프트웨어이다 

평가항목 

1) 구제적인 조사관련 

늠가7(20) 

소항목 

겹무를 규정하는 조사매뉴열이 작성되어 있 

1 조사판리 사스템 구축(50) 12) 기대하는 품질수준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3) 조사에 필요한 장 4 소프트웨어가 확보되어 있는가?(1 5) 

1) 모집단의 변화에 다라서 추출틀을 보완하고 있는가7(25) 

2 표본관리 및 보정 (50) 2) 표본의 대치， 추7 L 삭제 퉁 표본보완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 
는가7(25)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루어졌는가?(25) 

a완 벚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7(25) 
3 데이터베이스 관리 (50) 

1) 다양한 가능성을 고 

2) 데이터베이스의 보 

7) 대외공표 자료의 서비스성 및 무결성 (50) 

조사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보도자료， 보고서， 데 

가 좋아야 하며， 사용자가 해석하기 용이하여야 하 

료의 서비스성 및 무결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보도자료，보고서 

대외공표자료의 1) 사용자가 이용 

서비스성 및 무결성 (50) 2) 사용자가 해석 

터베이스 등 대외공표 자료의 서비스 정도 

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런 대외공표 자 

소항목 

JB 퉁 대외공표 자료는 

기에 편리한가7(20) 

기 쉬운가?(1 0) 

3) 오류가 발생하지 ‘1 않았는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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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품짙평가결과의 피드백( 150) 

• T 

굉가항목 

1 이용자 만족도 조사(80) 

2 품질평가와 걸과의 

피드백 (70) 

끼'-.õ)-sι 
_<_ ù '~ 

1)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섣개는 다당한가') (;10) 

2) 이용자 만즉도 조사는 정기직으로 이푸아지고 있는가')(30) 

3)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파블 풍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늠가'1 (20) 

1 ) 조직의 상의 주관 아래 동겨1 풍칠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1(4 0) 

2) 품질평가 결과는 통계풍걷새션을 위하여 석절히 피드백 되어지 

고 있는가'1 (30) 

3 통계작성기관 평가 방안 

풍겨1 작성기관 평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정부(예로 국무총 

리실)의 주도 아래 모든 통계작성기관을 강제성을 띄고 연차적으로 평가플 받게 하는 방업으 

로 통계작성기관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벙법이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평가 

틀 받게 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우수 기관음 포상하는 똥셰품침상 제도쓸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1 ) 통계작성기관 평가제도 운영 

통계작성기관의 수는 총 135개로， 증앙행정기관이 29개 지방자치단체가 32개， 지정기판 

이 747H 이므로， 이플 대략적으로 5년 간격으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동겨]품질 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하려연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략 5개 정도， 지정기 

관은 대략 15개 정도샤 평가릎 받아야 한다 

이 제도의 운영은 국무총리설이 주관하고 실시 대행은 통계청이 하는 것이 좋고 통겨l 청의 

품질관리팀에서 사무국 역할블 담당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기획예산처가 모든 공기업을 매 

년 평가하여 발표하는 제도와 유사함으로 운영 방볍에 큰 애로가 없어 보인다 

2) 통계품질상 제도 운영 

통계풍짐상 제도는 통계삭성기판 평가플 모든 통게작성기관이 의무석으로 받지 않고 왼하 

는 기관만 자발적으보 평가를 받는 경우에 만든 제도이다 강제성을 띄고 시행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쓸 수 있으므로 신청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흥겨1품질관리탈 모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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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므 

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통계품질상을 주어 장려할 필요가 있다 통겨1 품질상에 대한 욕적， 

상의 종류， 상의 성격，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깐다 

(a) 창설 목적 

동계품질상의 창설 목적은 통계의 오류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반큼 이를 극복하고 

통계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통계품질관리 문화를 통계작성기관에 조성하기 위해서이 

다 통계품질상 제도 운영읍 통하여 높은 통계품질을 유지 관리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 

고‘ 이틀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게 하여 빠르게 통계품질관리 문화와 가법 

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bl 상의 종류 및 성격 

통계품질상은 통계작성기관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동계지정 

기관 부문별로 시상한다 상의 성격은 통계품질위원회(가칭) 에서 제정한 평가방볍과 심사기준 

에 의거 판정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기준점 이상 된 응모 조직에 수여하는 일종의 포상이다 

(c) 상의 조직과 운영 

상의 운영， 심사 및 수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럼 2>와 같은 운영체계를 갖는 

다 통계품질위왼회 산하에 포상분과위원회를 두고， 포상업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하며， 포상분 

과위원회에서 심사위왼단을 선정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위원단은 3개의 팀으로 분류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그림 2) 통계품질상의 조직과 운영 

사무국 

섬사위원팀 섬사위왼팀 심사위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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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겨1 작성기관의 통계풍칠 판리와 평가 방안 

(d) 법적 끈거 마련 

통계품잘상윷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 포상제도호 얀틀기 위하여 통계법에 그 끈거조항을 

설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통게청 공고로 모븐 통계작성기관에 말려서 섞사플 반기 

를 원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응모플 받아 시행하연 원 것이다 

(e) 응모에서 수상까지의 업무흐릅 

응모에서부터 심사 수상까지의 전처1 업무흐릎은 대략 〈그림 3)과 같다 

(f) 심사기준 

〈그림 3) 통계품질상 업무 흐름 

풍계품쥔위왼회에서 통계품칠상에 대한 

운영계획 빚 관련사항 심의 결정 

亡묘둔품짚상 발표 빛 공개설명회 개최 

사무국에 응모신첨서 및 현황설영서 제출 」

포상분과 위왼회에서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각 심사위원단 보고서에 의거 

통계품질위왼회에서 판결 

통계청에 보고하고 최종 포상결정 

심사기관에 심사의견서 (feedback rep이 t) 전달 

시상식 및 수상 보고회 개최 

(기념강연 및 휠동성과 발표) 

심사기준은 앞의 〈그링 1)의 통계품질평가 모형에서 제시한 8가지 부문에 따라서 심사하 

며， 각각의 배정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각의 평가항목에 따라서 소항목으로 분류 

하여 전수플 세분화한 것이 4.2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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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포상 결정기준 

심사합격기준은 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을 득한 기관으로 하며， 부문별로 2개 이상 

의 기관이 응모하였을 경우에도 600점 이상을 득한 기관이 2개 이상이 있어도 모두 수상기 

관으로 선정한다 단 600점 이상을 득한 기관이 부분별로 한 곳도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에 수상업체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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