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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diagnosis process o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survey,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ublic statistics of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The diagnosis were 
performed by employ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with the official guidelin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Statistics. The various results were produced from the aspects of 
exactness, relevance, timeliness, accessibility, and comparability, which were based on the qualitative 
approaches including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professional users. The results from statistical 
portfolio analysis implies that the first priority to improve the statistics is given to 'satisfaction level 
corresponding to user cost' and 'offering sufficient explanation'. The comprehensive results, discussed 
with the administrative office, ar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wo major points. First, 
classification of the detailed items should be improved to avoid users' confusion. However, the 
re-classification need to be professionally reviewed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office such 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oducing similar statistics. Second, the KOSIS system is found 
to be constantly upgraded to improve the users'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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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의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의 품질 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량적․정성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서의 통계품질 개념인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성, 비
교성 등의 측면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조사, 전문 이용자 심층면접 분석(FGI)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용
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차 개선 영
역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 등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통계 용어 분류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통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계의 세부 항목
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조사기관인 통계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전문적이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용어가 정의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둘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KOSIS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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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는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

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통

계는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가적 차원

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통계를 생산해 오고 있

다. 아울러 통계 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부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를 제공하고자 

각종 통계시스템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존에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반으로 한 

통계품질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즉 통계 이용자의 

기대와 요구에 적합한 통계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통계 이용자가 요구하는 통

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계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통계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통계청에서는 

2010년에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에 대한 품질 진

단1)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농축

1)  통계청은 통계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통계

작성을 위하여 2002년에 품질관리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매년 10여종씩의 통계청 주요통계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

시하여 오고 있다. 1995년에 통계기획국 기획과 내에 품

질평가계를 신설하여 통계작성 실태파악 및 외국 품질관

리 사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한 이래, 2001년에 28

개 기관 227개 정부통계 통계작성 체계, 여건 및 품질상

태를 조사하는 정부통계 작성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였고 2002년에 품질평가 및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장직속 팀으로 「품질관리팀」이 발족되

었다. 2005년에 통계품질진단과 개선 사업을 국가통계 전

체로 확대 하여 「품질관리과」로 확대 개편되어 품질관

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품질진단은 크게 통

계청 작성 통계의 품질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과 개별통계

에 대한 작성단계별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품질진단으로 

구분된다.

산물생산비조사 통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

인 품질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공개하여 해당 분야

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계 품질 진단의 과정은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

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오류의 형태는 우

선 조사통계로부터 모집단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

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들이 개념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 생산비의 경우 

비용 항목의 개념 정리가 명확치 않아 농가의 소득 

추산에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특정 이익단체의 

자체집계 결과와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셋째, 각종 

사회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통계생산에 대

한 요구가 발생한다. 기존의 통계로는 적절하게 사

회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다. 통계품질관리는 그러한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통계품질

관리 작업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편의와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 공식 통계의 품질 관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해당 분야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의 통계품질을 진

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의 품질 진단 지침(통계

청, 2010)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량적․정성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농축산물생

산비조사 통계의 작성 현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국가 통계로서의 다면적 차원을 구분하

고 각 차원에 상응하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며, 제4

장에서는 주요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3장 및 4장에서 분석된 내

용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담당 부서와의 토론을 거

친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II.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작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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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생산비 조사(통계청, 2009. 2008 a, b)는 

농축산물의 생산비를 조사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농업정

책 수립과 농업 경영인들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통계법 지정통

계 제10143호).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의 시초는 

1953년 농림부가 한국은행과 합동으로 작성한 「농

촌실태조사」이다.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1954년부

터는 농림부가「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

조사⌟로 분리하여 실시한 이래, 1998년에는 농산

물이, 그리고 2008년에는 축산물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업무이관이 되어 작성되고 있는 

통계이다.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는 통계청 사회

통계국 산하 농어업통계과에서 작성한다.

  농어업통계과의 주요 업무는 경지면적조사의 기

획 및 실시,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농작물 

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

시,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그 밖에 

농어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을 포함한다.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

산비에 대한 자료를 통계청의 산하조직인 지방통계청

(사무소)의 전문 인력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면접 

청취한 자료를 집계한 조사통계이다. 이러한 조사의 

기획 및 집계는 통계청의 농어업통계과에서 담당한

다. 1961년부터 2008년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표

본이 개편되었으며, 통계 작성의 형태는 사실상 농산

물과 축산물 두 가지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이

다. 두 통계의 작성 현황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2.1 농산물생산비 작성 현황

  농가경제조사의 2,800 표본농가 중에서 농산물생

산비 조사대상 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

가로 논벼는 1,980 m
2
이상, 콩은 990 m

2
이상, 마

늘‧고추는 660 m
2
이상, 양파는 330 m

2
이상 재배하

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기간은 해당 작물의 전년산 수확 이후부터 당

년산 수확기까지 1년간으로 논벼‧고추‧콩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마늘‧양파는 전년 8월 

1일부터 당년 7월 31일까지 이다. 

  조사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초항

목에는 경지면적, 재배면적, 생산량 등이 있고 생산

비 구성항목에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

비, 기타재료비, 수리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노동

비, 위탁영농비, 기타비용,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가 있다. 이런 항목들을 농가경제조사 일계부로부터 

관련항목을 발췌하고 기입하는 간접조사 방식에 의

하여 조사한다.

 

2.2 축산물생산비 작성 현황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

로 제공되어 주로 축산경영 규모결정, 시설개선 및 

경영지도에 사용된다. 또한 장‧단기 축산정책 수립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축산물 수급 및 가

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자료로 제공되고, 국

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비교, 각종 축산정책수립과 

연구개발에 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1)가축사육 및 구입현황, 축

산물의 판매수입, 2)가축사육에 투입되는 가축비‧사
료비‧방역치료비 등 경영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3)

사료작물 생산 및 사양관리의 노동력 투입에 관해 

조사하며 4)가축‧토지‧건물‧대농구에 대한 자본평가

액, 상각비 및 자본이자 등을 조사한다.

  일곱 가지 축종의 표본농가 1,400호로서 한우번

식우(430호), 한우비육우(210호), 육우(150호), 젖소

(160호), 비육돈(180호), 산란계(140호), 육계(130

호)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양축농가가 

포함된 농업조사구에서 표본 조사구를 선정하고, 표

본 조사구에서 조사구당 다섯 호 내외로 표본농가

를 선정한다. 표본농가의 대체는 표본농가의 전‧폐
업, 이사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

표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사구 내

에서 동일 규모 유사농가로 대체한다.

  조사표는 표본농가의 직접 기장 또는 조사원의 면

접청취조사를 통해 매월 단위로 조사되며, 농가원부

는 연 1회 조사원이 직접조사를 한다. 조사원은 주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기장상태를 지도‧점검 또

는 면접청취 조사하여 조사내용의 누락을 방지한다.

III.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의 차원별 품

질상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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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의 품질은 단순히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되고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서 이러한 통계품질의 개념에는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성, 비교성 등의 요소

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 통계의 현실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통계가 작성되는 모든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통계청, 2010).2) 이 외의 요소들도 최근 고객 지

향적 정부행정이 강조됨에 따라 모두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된 여섯 가지의 통계 

품질 차원을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에 적용시켜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 방법은 

통계청 해당 부서 담당자 면담, 전문이용자 그룹 면

담3),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간행물 점

검 및 인터넷 조사이며 품질 차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3.1 관련성

  관련성(relevance)이란 진단대상 통계가 현재 및 

미래의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생산해 내

는지의 여부와 용어의 정의, 분류 등이 이용자 수요

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통계청, 2010).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작성기관은 이용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조사항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항목개선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본 통계와 관련성이 강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용자의 요구를 잘 반

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농축산물 생산비 통계는 사실상 두 가지, 즉 농산

물과 축산물 각각의 생산비 통계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용 항목의 구분이 두 부문 간에 상당한 

2) 이와 관련한 기준은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3) 본 연구에서 전문이용자 그룹에 대한 면담은 심층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전

문이용자는 농업경제학 및 농업경영학 분야 대학교수 2

인, 농촌경제분야 연구원 3인, 농업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1인으로 구성되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 생산비에

서의 기타재료비와 축산물생산비에서의 제재료비, 

농산물생산비에서의 노동비와 축산물생산비에서의 

고용노력비처럼 비슷한 개념인데 이는 보다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집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용역

비도 축산에서는 더 세부적이므로 보다 일관성 있

게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 진단 절차에서는 전문이용자로부터 자가노력

비가 왜 경영비에서 빠지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이는 분류상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자가

노력비는 경영비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정확성

  정확성(exactness)이란 통계학적인 의미로서 산

출결과 또는 추정한 값이 정확한 값(exact value) 

또는 참 값(true value)에 근접한 정도를 의미한다

(통계청, 2010).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는 표준화된 서식을 기준

으로 전산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

이 통계 작성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현장 조

사에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

었다.

  다만,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오차와 

상대표준오차 등 통계 품질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서는 이런 정보가 없

어 통계수치의 오차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 특히,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상대표준오차가 15% 범위를 

넘어서면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서 통계적 유의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는데, 이러한 관련 자료가 포

함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표본설계

를 점검하고 표본설계에 따라 통계량 추정식 및 표

준오차, 상대표준오차 등을 산출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통계 항목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분야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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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의성/정시성

  시의성(timeliness)은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얻

게 되는 시점과 통계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 또는 

현상이 발생한 시점간의 시간길이를 반영하는 것이

고 정시성(punctuality)은 통계자료를 공표한 시점

과 발표하기로 했던 목표 시점간의 시간지체 정도

를 의미한다(통계청, 2010).

  농산물생산비중 논벼생산비 보도 자료는 조사대

상년도 익년 3월경에 인터넷을 통해 게재되며 「농

산물생산비통계」책자는 조사대상년도 익년 4월경

에 예고된 일정대로 발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산물생산비 또한 조사대상년도 익년 5월경에 인

터넷을 통해 게재되며, 「축산물생산비」책자는 조

사대상년도 익년 6월경에 예고된 일정대로 간행물

을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4 비교성

  비교성(comparability)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자료

의 비교가 가능한 정도로 시기, 장소, 영역별(산업 

등)로 비교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통계청, 2010).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의 시계열자료의 연속성

도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개념, 작성방

법, 기준, 조사 시기 등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거 조사항목에 일부 변동이 생긴 경우에 충분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4)

  농산물 생산비의 경우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농

촌진흥청에서 공표 중인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정도이

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계의 대상이 되는 작목이 다

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5 일관성

  일관성(consistency)은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

료들이 얼마나 유사한가의 정도를 말한다(통계청, 

2010).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농가경영체 등록자료, 농가

경제조사 등과 비교ㆍ검토 실시하여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다. 한편 각종 이익단체(작목이나 가축 협

4) 예를 들어, 경영비나 생산비 등의 조사 항목이 농가 구조 

변화 등에 의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사용자 

안내 등의 부분에 설명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회)에서도 자체적인 통계를 집계하여 본 통계와 비

교하고 있으나, 집계의 기준, 표본의 선정, 이익에 

편향된 특정 비용 항목의 산정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본 통계 결과로부터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6 접근성/명확성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용자들이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성질을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 사용을 위한 정보환경을 나

타내는 성질을 말한다(통계청, 2010).

  농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는 연도별 결과보고서와 

e-book, 국가통계포털(KOSIS, http://www.kosis. 

kr) 및 통계설명자료(메타자료 제공서비스)등을  통

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간행물 내에 조사개요, 

주요 용어해설, 표본설계 등을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 결과보고서와 e-book등을 통해 개편

과정, 개편방법, 개편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와 이용

상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용자 친화적인 절차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통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체계에 대한 약

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KOSIS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사항이므

로 농축산물 생산비 통계 제공 차원이 아닌 KOSIS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사항으로 판단

된다.

  세부적인 사항을 꼽는다면, 첫째 시스템의 잦은 

변경에 따르는 불편이다. 시스템이 자주 변경되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 결국에 원하는 자료는 찾을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의 처

리속도 또한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색조건을 

접속 초기에 설정하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KOSIS 시스템은 주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

라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 사용자

에게는 해당 통계를 검색하기에 무난하지만 정부나 

연구기관, 학계와 같은 전문기관 입장에서는 검색조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석적 목적에서는 활용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초기 화면에

서 “분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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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이 전분가 집단으로부터 제기되었다(FGI 

결과).5)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주의 맞

춤형(customized) 메뉴 또는 빠른(quick) 메뉴를 개

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IV.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 이용자 만족도 

분석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은 전문조사분석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통계청이 확보

한 주요 이용자 명단에 포함된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업관련 기관, 연구소, 학계 등의 종사자 57명이며, 

이들은 대개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로 간주될 수 있다. 조사기간

은 2010년 5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약 2주간이며 

조사도구는 2010년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의 ‘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표’를 농축산물생

산비조사 통계에 맞게 재구성한 구조화된 온라인 질

문지를 이용하였다.

4.1 통계자료의 이용실태

  ① 이용 빈도

  통계자료 이용빈도는 총 57명의 응답자 중 ‘분기 1

회 정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정도’ 13

명, ‘반기 1회 정도’ 10명 순이었다.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통계는 특정 작목이나 축종의 생산비에 관한 

유일한 생산비 조사 통계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

본통계로서 다른 통계에 비해서는 이용빈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활용 용도

  활용용도는 총 57명의 응답자 중 ‘연구·학술·학

습활동’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수립 및 평가’

가 15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업무 외 개인적 관심’이 

5명으로 다른 통계에 비해서는 이 부문의 활용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농축산물생

산비조사 통계는 기본적인 수요가 학술활동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 

5)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II를 참조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 형태

  ‘통계자료 이용 시 주로 어떤 형태의 자료를 이용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간행물, 보고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총 57명의 응답자 중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DB자료’가 22명으로 나타났다.

  ④ 통계자료 이용 경로

  통계자료 이용경로는 총 57명의 응답자 중‘통계

청 홈페이지(KOSIS)’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계

작성 부서에 직접요청’,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

자료를 접한다는 순이었다.

4.2 이용자 만족도 분석

  ① 종합만족도 산출결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S)는 세부 항

목별 만족도가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력의 크기(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

다.6)

(1)   종합만족도( S)  =  
  



×

  위 산식에서 S i는 속성별 만족도 10개 항목 중 i 

항목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w i는 속성별 만족도 10

개 항목 중 i 항목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또한 항목 

중요도 w는 각 속성별 만족도(10개 항목)의 응답 

값과 전반적(체감) 만족도 응답 값과의 상관계수² 

값을 구한 후 그 값의 10개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

목의 비율로 산출된다.

6) 이용자 만족도는 공표시기의 적절성, 공표일정 준수, 검색 

용이성 등 총 10개 요소별 만족도를 측정했는데, 요소별 

만족도 질문 뒤에 “위의 항목들의 종합했을 때 농축산물

생산비 통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

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만족도는 인식 차

원의 만족도라는 의미에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서 ‘체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전반적 만족도라는 개

념은 종합적, 총체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와 별

도로 종합만족도라는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이유는 각 요

소별로 이용하는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반적 만

족도와 각 요소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통

해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각 요소별 만족도에 반영

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다. 여기서 요소별 만족도와 전

반적 만족도가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중요도, 즉 해당요소

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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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중요도( w i)  =  
 
  






  위 산식에서 는 속성별 만족도 10개 항목 중 i 

항목과 전반적(체감) 만족도와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다. 이용자만족도는 두 단계를 거쳐서 도출이 되었

다.  먼저 10 가지 세부항목과 전반적(체감) 만족도

를 측정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항목 중요도를 

구하였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만족도에 중요도를 곱

한 값을 합산하여 만족도를 산출하였다.

  항목중요도는‘통계자료 예고 공표 일정준수’, ‘통

계정보 검색 용이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편리성’ 등은 그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

도를 기준으로 볼 때, ‘통계자료 공표시기 적절성’, 

‘통계자료 예고 공표 일정 준수’, ‘통계정보 검색 용

이성’, ‘통계수치 신뢰성’, ‘시계열 비교 편리성’은 상

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의 “이용편의 및 신뢰성” 분야가 상대적

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만족도는 3.47점으로 집계되었고, 전반적 만족

도는 3.42점으로 나타났다.

표 1. 항목 중요도 및 종합만족도

만족도 항목중요도(wi
) Si × wi

A. 통계자료 공표시기 적절성 3.51 2.0% 0.07123 

B. 통계자료 예고 공표 일정 준수 3.68 2.5% 0.09107 

C. 통계정보 검색 용이성 3.67 15.3% 0.56158 

D. 유의사항, 개념, 용어 정의 3.49 16.3% 0.56840 

E.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 3.42 12.8% 0.43854 

F. 다양한 지표 수록 3.42 8.2% 0.28160 

G. 통계수치 신뢰성 3.51 9.4% 0.32993 

H.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편리성 3.26 5.3% 0.17148 

I.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 3.32 18.3% 0.60821 

J. 시계열 비교 편리성 3.53 9.9% 0.34735 

합계
3.47

(종합만족도) 100.0%

주: 요소별로 지문을 제시하고  각 지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보통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등 최고 5점에

서 최저 1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함.

표 2. 종합만족도 및 전반적(체감) 만족도 비교표

응답자 수 종합만족도
전반적(체감) 

만족도

57명 3.47 3.42

②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

한 영역의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중요도의 평균과 종합만족도

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4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1차 개선 영역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

목이며, 2차 개선 영역은 중요도가 낮고 만족도도 

낮은 영역이다. 차별화 영역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

족도는 높은 항목이며 권장영역은 중요도도 높고 만

족도도 높은 항목이다.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

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차 개선 영

역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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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낮고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2차 개선 영역

은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편리성’과 ‘다양한 지표 수

록’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이용자 FGI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드는 노력

이나 시간 비용 차원에서 KOSIS전반에 걸쳐 보다 

편리한 이용형태를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은 표본 선정에 대한 보

다 명확한 설명과 정보를 요구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지표 수록’ 및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편리성’

은 그 상대적 중요성이 낮으나 만족도도 낮으므로 1차 

개선 영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통계 품질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검색 용이성’ 및 ‘유의사항, 개념, 용어 정의’

는 만족도와 중요도가 동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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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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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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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V. 결론 및 제언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는 다른 농업 관련 통계에 비

해 역사도 길고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통계이다. 특

히 국가 단위의 통계라는 차원에서 본 농축산물생산

비 통계를 구성하고 있는 작목이나 축종이 국내 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

해 상당히 상세한 생산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는 그 일반적인 수요가 

학술연구나 농업정책활용 및 평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계에 관련된 민간 부문

의 이해당사자의 반응 또한 상당히 민감한 통계이기

도 하다. 예를 들어 농업재해에 관련된 보상이나 정

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있어 생산농가가 통계 공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

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작

목에 대한 비용 측면의 단순한 진단부터 장기적으로

는 우리의 농정을 제대로 펼쳐나가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생산 농가를 포함하는 이해당사자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본 품질진단

을 통해 면담한 FGI 참가자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조사담당자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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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의 품질제고는 통계 이용과 

관련된 정부나 민간 부문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서 통계품질

의 개념으로써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

성, 비교성 등의 측면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조사, 

전문 이용자 FGI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도

는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차 개선 영역

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 ‘충분

한 설명자료 제공’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요도도 낮

고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2차 개선 영역은 ‘마이

크로 데이터 이용 편리성’과 ‘다양한 지표 수록’항목

으로 나타났다.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FGI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시간 비용 차원에서 KOSIS전반에 걸

쳐 보다 편리한 이용형태를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KOSIS 시스템을 보다 이용자 

지향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수의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KOSIS의 지나치게 복

잡한 체계와 지나치게 자주 개선(Update)하여 인숙

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등의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충분

한 설명자료 제공’은 표본 선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용

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비용 개념의 세분화 및 

정확한 정의(예를 들어, 직접비/간접비 구분이 아닌 

변동비/고정비 개념 도입 검토 등) 등을 추가 도입하

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다음으로 ‘마

이크로 데이터 이용 편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CD로 유료 제공하고 있

는데도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

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구

체적인 사용 안내를 KOSIS 등에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표 수록’은 현장 조사 과정에

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통계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계 지료

를 수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

적으로 통계청으로 작성 기관이 변경되면서 축산물

생산비지수로 대체된 품목축종별지수의 부활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제시된 전문이용자 FGI 결과 및 제4장

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통계청의 담당 부

서와 협의한 결과, 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발전 전략

은 개념적으로는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통계의 신뢰

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용자 편의를 위

해서는 용어나 개념의 명확한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이용자의 불필요한 노력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개선 사

항은 다음의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된다.

  첫째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통계 용어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용어의 

개선이란 제4장에서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의 ‘용

어의 정의’가 아닌, 제3장의 ‘관련성’ 측면에서 논의

되어진 비용 항목 용어의 분류상의 문제를 지칭한다. 

통계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련 개념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조사기관인 

통계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유관 기관과

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전문적이면서도 보다 보편적

인 용어가 정의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유사한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 농촌

진흥청과의 적극적인 공동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때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의 관련 통계에 대

한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부록에 포함시켰다.

  둘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KOSIS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진단되었다. 이를테면 통계 이용자를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별로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

가 그룹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통계가 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국가통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통계라는 차원에서 

비단 농축산물생산비통계 뿐만 아니라 KOSIS 시스

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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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해외사례는 미국의 농축산물 비용/수익조사

(Commodity costs and returns)를 꼽을 수 있다. 

미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의 ERS(Economic Research Service: 농업경제 연

구기관)에서는 옥수수, 대두, 밀, 면화, 쌀, 수수, 보

리, 귀리, 설탕, 땅콩, 담배, 번식우, 돼지, 낙농부분 

생산비 및 수익을 조사 발표한다. 본 부록에서는 이 

통계의 자료수집과정과 구성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참고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 자료 수집

  농업자원 관리 조사(ARMS: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에서 파악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도 평균 가격, 재배면적, 생산

량 변동등을 전망하며, 투입재 사용량, 농지 운영, 

특정품목의 생산비등을 발표하며, 농가대상 정보 수

집은 주로 가을 수확시점 이후에 시작되며, 다음 연

도 봄에 종료된다. ARMS로 조사된 데이터는 보통 

4-8년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해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산출하게 된

다. 통계를 이용한 산출치와 새로 조사된 수치 사이

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는 

구조적 변화 이외에도 샘플 및 질문사항 변화, 데이

터 수집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산비에는 현금 지출 및 비현금 지출 항목 두 가

지가 모두 포함된다. 현금지출은 생산을 위한 투입

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며, 비현금 지출은 생산대

체 품목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ERS에서 정의한 ‘농업자원 지역’ 규정에 따라 조

사표본을 선정하고 있다. ‘농업자원 지역’이란 동

질적인 품종을 생산하는 농가 중에서 비슷한 규모끼

리 묶은 것으로써, 통계조사의 편의와 조사된 데이

터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2 생산비 구성

  생산비는 재배업의 경우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 및 

기타경비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투입재 물량이 포함

되어 있다. 축산업의 경우도 재배업과 유사한 구조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비 구성 항목은 현재 

우리 농축산물 생산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다. 단, 유

사한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검

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배업

직접비 종자구입비, 비료구입비, 농약 구입비, 기타비용, 고용 인건비. 급수비

투입재 물량 자가생산 종자, 자가생산 비료, 자가 노동력, 토지, 경영비 이자, 농기계 투입량,

간접비 연료, 전기비용, 수선비, 이자비용

기타경비 기타 경비, 세금 및 보험

축산업

직접비 사료 구입비, 가축 구입비, 방역비, 종부료, 거래비용, 기타비용, 연료, 전기비용, 수선비

투입재 물량 자가생산 사료, 방목 사료, 자가 노동력, 토지,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비용

기타경비 기타 경비, 세금 및 보험

부표 1. 생산비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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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2.1 국가통계포털의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