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개요

Ⅰ 추진배경

◦ 경제분야 통계조사(9종)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됨에 따라, 동일 사업체 

중복 방문으로 인한 사업체의 응답부담이 증가

➡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과 조사 효율성을 위해 조사를 동일시기에 실시하고 

1인의 조사원이 모든 조사를 완료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필요

Ⅱ  기본방향

◦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하던 각종 연간조사(7종), 월간조사(2종)를 동일

시기에 실시

◦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원 1인이 방문하여 One-Stop Survey 실시

Ⅲ  통합조사 개요

□ (대상통계) 연간조사(7종), 월간조사(2종)
◦ (연간)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광업·제조업조사

◦ (월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규모) 전국 401천개 사업체

□ (조사기간) 2020. 7. 6. ~ 8. 21.

□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

◦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조사(인터넷, 팩스, 이메일)추진

□ (조사항목)
◦ 기본항목: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 사업실적: 매출액, 영업비용 등

◦ 특성항목: 매장면적, 객석수, 직능별 종사자 수 등

□ (결과공표) ’20년 11월～’21년 2월 중에 각 조사별로 공표



Ⅳ 「경제통계 통합조사」관련 통계의 주요 활용사례

□ (기획재정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14.9)

○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비교 등

□ (산업통상자원부) 프랜차이즈 산업실태조사 분석 (매년)

○ 프랜차이즈 산업 점포현황, 총매출, 총고용 등 양적 규모 분석에 인용

○ 동 연구를 기초로 프랜차이즈 발전 기반 조성정책 수립에 활용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사업 관련 주요 통계로 활용(매년)

○ 화물운송종별, 운송시장 규모, 국가물류비 구성요소 중 영업용 차량 수송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시장구조 및 대규모 기업 집단 시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매년)

○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집중도․일반집중도, 독과점구

조 유지 산업 등을 분석

□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추계 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매년)

○ 경제통계 통합조사(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 결과를 GDP

추계 시 활용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무역이 한국 제조업 구조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15.12) 연구보고서

○ 수출 제조업과 비수출 제조업 비교에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인용

□ (산업연구원) 기업규모 현황 및 투입구조 조사 분석보고서(’15.12)

○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의 사업체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 부

문, 서비스업 부문의 투입구조 현황 분석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소재부품산업현황 (매년)

○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중 부품소재산업 부문을 발췌․집계하여 회원 서비스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매년)

○ 유통산업 통계 중 ‘소매업’은 ‘도소매업조사 결과’에서 발췌․수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