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인구주택총조사의 발전과 향후과제
Ⅰ. 머리말
인구조사의 역사는 고대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통계작성을 위
해 독립된 국민국가가 국가 전역에 걸쳐 통일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최초의
근대적 인구센서스는 1790년의 미국 인구센서스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이
후 10년 주기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940년 센서스부터는 인구센
서스와 주택센서스를 결합하여 인구주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
(1798년), 영국․프랑스(1801년), 노르웨이(1815년) 등 주요 국가도 19세기 초
반에 근대적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1855～64년 10년간 24개 국가
가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는 200개가 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지역에서 인구주택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인구센서스를 일제하인 1925년에 「간이 국세조사」의
명칭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5년마다 실시하여 왔다. 처음에는 인구센서스만
실시하였으나 1960년 조사부터 주택부문을 포함하였다. 조사명칭은 일제시대
에는 「국세조사」로,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총인구조사」,그리고 주택
부문을 포함한 이후에는「인구주택국세조사」,「총인구 및 주택조사」,「인
구 및 주택센서스」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 조사부터 ‘센
서스’의 우리말을 ‘총조사’로 함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라는 명칭으로 고
정하였다.
유엔은 센서스자료의 국가 간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1958년에 「1960년
인구주택센서스 실시에 관한 원칙과 권고」를 작성․배포한 이래 10년마다
각종 용어의 개념과 정의, 조사방법, 조사항목 등에 대한 원칙․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유엔이 제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원칙과 역할을 살펴
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의 발전내용을 방
법론적인 측면과 인구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내용 측면을 살펴본 후 현재 연
구 중인 향후 총조사의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원칙과 역할
인구주택총조사는 개별성, 보편성, 동시성, 주기성의 기본원칙 하에서 실
시된다(UN, 2007). 개별성(individual enumeration)이란 센서스에서 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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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거처는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각 개인 및 거처의 속성도
각각 개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조사되어 여러 속
성에 관한 자료가 수집될 때 각 자료를 다른 속성과 연관하여 분류․집계함
으로써 다양한 속성별 연관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편성(universality
within a defined territory, 또는 통일성)이란 한 국가 전체이든 일부 한정된
지역이든 조사하기로 계획된 영역내의 모든 사람과 거처를 누락과 중복 없
이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 중인 사람, 병원에 입원환자 등 집
을 잠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사하는 상주인구(de jure population)의 개념과 조사당
시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하는 현주인구(de factor population)의 개념이 있
다. 동시성(simultaneity)은 조사기준시점을 정하여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동
시에

모든

인구와

거처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기성(defined

periodicity)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야 한다는 것으로 이래야만 수집되는 정보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이 네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
다. 즉, 각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여 가구원(개인) 및 거처별로 조사표를 작
성하며,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
이 살고 있는 거처를, 5년 주기로 조사연도의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
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 통계의 기준자료(benchmark)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가장 핵심적
인 통계조사이다. 총조사 결과 그 자체는 실시연도 기준시점의 우리나라 인
구․가구․주택의 상황을 나타내며, 이후 시점의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통계작성에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장래인구추계에서 총조사인구(누락․중
복오류 조정 후)는 기준인구(base population)로서의 역할을 하며, 두 시점
총조사인구의 차이는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를 사용하는 인구분석 또
는 인구방정식에 의하여 설명된다. 총조사의 특성별 가구집계 결과와 추계인
구 결과는 장래가구추계의 기준이 된다. 또한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
(sampling frame)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시스템의 근
간을 이루는 기본 통계조사로 인식된다. 총조사의 본질적인 역할 중의 하나
는 소지역, 소그룹, 임의의 지역구분에 대한 오차가 없는(또는 최소한의 오
차) 인구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라는 것이다. 이외 정부와 민간
의 각종 계획수립,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서도 이용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예산의 배분, 선거, 교육, 병무, 행정조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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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정인구에는 또 하나의 인구정태통계인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고 있
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반해, 주민등록인
구통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최하급단위인 읍․면․동별로 작
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인구주택총조사의 발전
1. 개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인구총조사는 일제하인 1925년에 「간이국세조사」라
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은 1920년 제1회 국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한반도
에 대해서도 실시하기 위해 1918년에 「국세조사평의회 규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활발해지자 한반도 내
에서의 1920년 국세조사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1922년에 「국세
조사에 관한 법률」(1902년 제정)을 개정하여 5년 간격으로 대규모조사와 간이
조사를 교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1925년에 「간이국세조사」의 명칭으로 제2
회 국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한반도에 대한 제1회 인구총조사가 실시되
었다. 이 총조사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관한 건」(1925년 5월 제정, 총독
부령 제66호)에 의거하여 동년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조선 내에 현주(現住)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제하에는 전시동원을 위한 인적자원
파악을 위해「자원조사법」에 의거하여 정례 국세조사 1년 전인 1944년 5월1
일 기준으로 실시한 1944년 인구조사를 마지막으로, 1925년부터 1944년까지 5
년마다 국세조사 또는 간이국세조사(단, 1944년은 인구조사)의 명칭으로 5차례
에 걸쳐 인구총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식민지인 조선에
서 노동력 착취,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특히 1940년과 1944년 조사결과는 엄
격히 비밀로 처리되어 일반 국민은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정부수립 직후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인구통계가 시급히 필
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1950년 실시예정인 인구총조사를 1년 앞당겨 1949년 5
월 1일을 기하여 정부 수립 후의 첫 번째 인구총조사인 「제1회 총인구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공보처 통계국에 국세조사과를 설치하고 법률
적 기반으로「인구조사법」(1949. 1. 27.공포, 법률 제18호)과 「제1회 총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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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사무처리규칙」(1949. 2. 15.공포, 총리령 제6호)을 제정하였다. 조사결
과는 이듬해 6․25동란으로 각 특성별로 집계되지 못하고 단지 총인구의 파악
에 그쳤으며 속보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조사자료가 소실 또는 분실되었다. 정
부수립 후의 두 번 째 인구총조사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경제의 부흥을 위한
국가부흥건설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을 위해 1955년 9월1
일을 기하여 「간이총인구조사」의 명칭으로, 내무부1)산하 지방행정기관을 동
원하여 실시되었다. 당시 6․25사변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인구 유동으
로 인하여 조사의 실시계획 및 운영관리 면에서 결함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조사를 통하여 전국인구를 처음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었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면모를 갖추어 실시된 1960년 총조사는 유엔의 ‘세계센서스계획’에
따라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센서스’와 ‘농업센서스’의 일환으로 실시
하였다. 동 조사를 위해 유엔통계고문단이 내한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하였으
며, 「국세조사위원회」(1959. 2. 10. 규정 공포, 대통령령 제1449호)를 설치하
고 「국세조사령」(1960. 11. 3. 공포, 국무원령 제19호)을 제정하여 1960년 12
월1일에 「인구주택국세조사」를, 1961년 2월1일에 「농업국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러한 1960년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
를 시작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종전 총조사에서 현주(現住)인구를 조사하였던
것과 달리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던 상주(常住)인구를 조사하였고, 처
음으로 주택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총조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사후조사(post
enumeration survey, PES)를 실시하였으며, 집계단계에 20% 표본집계방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기획에서 자료처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센서스의
면모를 갖춰 오늘날 총조사의 발전을 가져오는 밑바탕이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투자재원확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당초 1965
년에 실시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여 1966년 10월1일 기준으로 실시한 1966
년 총조사는 인구부문만을 조사하면서 자료수집에 확률표본기법을 도입하였
다. 또한 총조사 자료처리를 위해 컴퓨터(IBM 1401)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조사
결과를 집계함으로써 우리나라 컴퓨터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되
었다.
1) 정부 수립 시 공보처소속이던 통계국은 1955년 2월17일자로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내무부통계국에는
기획과, 국세조사과, 인구조사과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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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문이 1970년 총조사에서 다시 포함되었으며, 총조사 기준일자가 1980
년 총조사에서 종전의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지금까
지 계속되고 있다.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1985년 총조사는 모든 항목을 전수조사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다시 자료수집에 표본기법(10% 조사구)을 도
입하여 이후 총조사에 계속되고 있다.
한편 주택부문은 거주자가 있는 거처에 대해서만 그 특성을 조사하였으나
증가하는 빈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5년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빈집조사
표를 사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조사구2) 설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상세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1990년 조사까지는 청사진지도(종이지도를
청사진 복사)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총조사에서 전국의 지도(1/5,000 축척)를
통계청이 직접 스캔한 래스터지도(raster map)를 사용함으로써 전산지도 사용
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0년 이후는 국립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치지도
(digital map)를 사용함으로써 조사결과 이용에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방법론적 변천
(1) 조사단위개념
■ 인구
일반적으로 인구총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인구를 정하는 방법은 현주(現
住)개념(de facto)과 상주(常住)개념(de jure)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25년부터 1955년 총조사까지는 현주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55년 총
조사에서 현역군인들을 그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에 포함시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별
인구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정책 및 행정에 이용되는데 한계가 있
2)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는 조사원의 담당 조사구역을 명백히 하고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을 일정한 구역으로 분할한 소지역이다. 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구분하는데 일반조사구는 조사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한 조사구로 읍면동별로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일정가구수가 포함되도록 구획한 조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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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여 인구의 이동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역별 분포
를 파악하는 등 조사결과의 유용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그리고 유엔의 권
고에 따라 1960년 총조사부터는 상주개념을 채택하였다.
■ 가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은

인구․가구․거처이나

조사단위는

가구

(household)이다. 가구는 가사단위개념(housekeeping unit concept) 또는 주
거단위 개념(household-dwelling concept)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데(UN,
2007), 우리나라는 가사단위개념을 채택하여

가구를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의 분류와 명칭은 총조사마다 다르다. 초기 총조사인 1925～1955년 총조
사에서는 가구를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분류하고 준가구에 군부대․형무소․
유치장․학교 또는 공장기숙사․합숙소․여관․하숙집․병원․양로원․감화
원․선박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60년 총조사에서는 가구를 개인가구와
집단가구로 분류하였다. 개인가구는 혈연가구(4인 이하 비혈연 동거인가구
포함)와 1인 가구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와 5인 이
상의 비혈연자가구(집단생활공동체)로 구분하였다. 인구만을 조사한 1966년
총조사에서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였으며, 보통가구는 혈연가구와
취사를 별도로 하는 1인가구(독립된 부엌시설이 있음)로, 준가구는 취사를 별
도로 하지 않는 1인가구(독립된 부엌시설이 없음)와 기타준가구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1970년과 1975년 총조사에서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여 보
통가구에는 혈연가구와 1인 가구를, 준가구에는 집단시설가구와 비혈연가구
를 포함하였다. 가구분류가 고정된 1980년 총조사부터는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분류하고, 일반가구에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자가구, 1인
가구를, 그리고 집단가구에는 집단시설가구와 6인 이상의 비혈연자가구를 포
함시켰다. 2005년 총조사에서는 혈연가구는 친족가구로, 비혈연가구는 비친
족가구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1975년 총조사까지는 매 총조사에서 가구에 대해 서로 다른 분
류(용어와 개념)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당시 사회현상으로서 가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구 분화 등 가구형태의 변화
가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1980년 총조사부터는 조사단위로서 가구의 분
류도 고정되었다. 향후에도 가구 내지 가족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적절한 가구의 개념과 분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해 과거 총조사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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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가구를 정의 및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
는데 있어서 가구 정의 및 분류의 차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구관련 통계는
1960년 총조사 결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표 2-1>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구분(1960～2005)

연도

1960
◦ 개인가구
․ 혈연가구1)

1966
◦ 보통가구
․ 혈연가구

1970, 1975
◦ 보통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구분

․ 1인가구
․ 1인가구
(독립된 부엌시설)
◦ 집단가구
◦ 준가구
◦ 준가구
․ 집단시설
․ 1인가구
․ 집단시설가구
(독립된 부엌시설 없음)
․ 비혈연 5인이상
․ 기타 준가구
․ 비혈연가구

1980～2000

2005

◦ 일반가구
◦ 일반가구
․ 혈연가구
․ 친족가구
․ 비혈연 5인이하 ․ 비친족5인이하
․ 1인가구
․ 1인가구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혈연 6인이상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친족 6인이상

주: 1) 비혈연 동거인은 4인까지는 주인집의 동거가구원으로 조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2) 자료수집방법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통계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조사원면접방법과 자기
기입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방법은 조사수단에 따라 방문조사, 전
화조사, 우편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원면접
조사방법과 가구기입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일제시대에 실시된 총조사에서는 가구주 또는 조사원이 지정한 가구원이
소속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배부된 신고서(조사표)에 기재하는 일종의 자기
기입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원은 신고서(조사표)의 배부․수집․검사․정
리․제출을 담당하였으며 공무원, 공공단체직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직으로
따라서 조사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수립직후에 실시된 1949년
과 1955년 총조사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자기기입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조사
원(주로 지방 일선행정기관 공무원)이 신고서(조사표)를 대신 작성할 때에는
신고의무자성명아래 대서(代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기입
방법을 채택한 주요 이유는 조사표를 신고서라고 한데서 알 수 있는바와 같
이 총조사(센서스)를 국민의 신고의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960년 총조사부터는 원칙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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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면접조사방법을 채택하고, 경우에 따라 가구기입방법을 병행하였다. 그
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에 따라 주간 부
재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에 따른 면접조사 기피 등으로 인
해 가구기입방법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이 때 조사원은 조사표 배부와 수집
및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들어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간 부재가구의 증가, 사생활보호의식의 확산, 외부인 출입통제 주택의
증가 등은 조사의 완전도와 정확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사회환경 변화에 적
합한 조사방법의 개발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총조사에
서는 인터넷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인터넷조사 참여가구수는 전체가구
의 0.9%로 당초목표(2%)보다 저조하였으나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의 다양한
조사방법도입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3) 표본조사기법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많은 항목을 조사하게 되나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응답자와 조사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시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 항목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목은 일부 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이러한 표본기법의 적용은 조사시간과 비용의 절감, 응답자와 조사원 부담의
경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소지역 또는 세부계층별로 통계 작성이 곤란하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표본기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6년 인구총조사이다.
1965년 총조사를 1년 연기하여 더구나 인구만을 조사하면서 표본기법을 도
입한 것은 정부예산 부족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2005년 총조사까지 표본기
법을 도입하였는데, 표본규모는 1975년(5%)과 1980년(15%)을 제외하고 전체
조사구의 10% 지역이었다(예외적으로 1985년 총조사에서는 전 항목을 전수
조사). 한편, 1960년 총조사에서도 전 항목을 전수조사 하였으나 자료집계과
정에 표본기법을 도입하여 경제활동과 출산력 항목에 대해 20%의 인구를 추
출하여 집계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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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다른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로
회수되어 결과집계를 위한 자료처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료
처리 과정은 조사표의 사전 내검(manual editing), 조사표 내용의 부호화
(coding),

컴퓨터입력(data

capture),

기계내검(machine

editing),

제표

(tabulation)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들 자료처리과정을 중앙에서 집중 실
시하느냐, 지방에서 분산 실시하느냐 또는 이들의 기능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수행하느냐 등에 따라 집중형 또는 분산형 자료처리방법
그리고 절충형 자료처리방법으로 구분한다. 특히 이는 자료입력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총조사에서 1995년 총조사까지는 컴퓨터입력 및 내용
검사 등 자료처리업무를 중앙에 집중하여 일괄처리시스템(batch processing
system)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사표입력방법은 달라 1985년까지는 주로
키엔트리(key-entry)방법에 의했으나 1990년과 1995년은 OMR (optical mark
recognition, 광학기호판독장치)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표를 중앙에 집중하여
입력하였기 때문에 입력에만 7～8개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입력 후 오
류조사표의 현지확인이 본조사실시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문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신속한 자료이용에 제약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총조사는 전국 20개 장소에서 PC 입력방법을 도입하
여 입력기간 및 조사 오류의 현지확인 기간을 종전에 비해 크게 단축하였다.
통신 및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2005년 총조사에서는 구․시․군에서 웹
(Web)기반입력을 하였다. 많은 장소에서 입력함에 따라 입력기간이 짧고 입
력 후 즉시 오류내용의 현지확인이 가능하여 보다 더 신속한 결과집계가 가
능하게 되었다. 특별조사구의 조사표는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필기문자인식장치) 방법으로 입력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행정구역․산업․
직업분류부호부여에 자동코딩시스템을 개발하여 2000년 총조사부터 적용하
였다.
(5)

결과공표와 자료제공

인구주택총조사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을 완전하게 집
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통상 잠정집계, 속보집계, 최종전수집계,
최종표본집계 등 자료처리 단계별로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조사실시 후 가장
빨리 공표하는 잠정집계결과는 본조사 완료직후에 작성된 조사구별 집계표
(요계표)를 집계한 것으로 작성내용은 행정구역별 인구규모, 가구수, 주택수
이다. 속보집계결과는 2%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표내용을 집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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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의성 있는 인구특성분석을 위해 전수집계 전에 발표해왔으나, 2000년과
2005년 총조사에서는 전체 자료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전수집계결과가 빨리
공표됨에 따라 속보집계를 하지 않았다.
총조사결과는 전수조사항목과 표본조사항목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조사결
과를 수록한 보고서(CD 포함)를 발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2005년 총
조사에서는 전수조사결과보고서는 전국(총괄․인구․가구․주택 편을 각각
발간)과 16개 시․도별로, 표본조사결과보고서는 주제(통근통학․인구이동․
주거실태․경제활동․여성․아동․고령자․활동제약자․혼인연령․1인가구)
별로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통계 DB(KOSIS)에도 수록하여 인
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kosis.nso.go.kr). 또한 보다
심층분석을 위해 조사의 원자료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개인 식별이 되
지 않도록 비밀보호화한 마이크로자료(micro data)도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
로자료는 1990년 총조사결과부터 2%의 표본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시
작하였으며, 2005년 총조사에서는 1%와 5%의 자료도 추가로 제공하였다
(http://mdss.nso.go.kr).
(6)

조사결과의 평가(사후조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오차는 자료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되는데 수정
되지 않은 오차(범주오차와 내용오차)는 총조사 결과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총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후조사 실시, 일
치성검사, 인구학적 분석, 행정자료와의 비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
는데, 사후조사(post enumeration survey)는 총조사 실시 후에 직접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이다. 사후조사방법으로는 종속조사방법,
독립조사방법이 있다. 종속조사방법은 총조사 조사표에서 조사된 내용 중 일
부를 사후조사 조사원에게 확인하게 하는 한편, 총조사 평가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독립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추출된 지역 또
는 가구에 대해 조사된 조사표의 내용을 조사원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고 독
립적으로 별개의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종속조사방법은 본조사 조사표
와 사후조사 조사표와의 대조작업이 보다 수월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후조사 조사원의 조사태도에 의해 사후조사의 질이 좌
우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한 후 매 총
조사에서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방법은 1970년과 1975년은 독립조사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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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총조사에서는 종속조사방법을 택하였다. 사후조사규모는 1960년은
전체조사구의 0.6%를 조사하였으나 1975년 이후는 약 0.3%의 조사구를 추출
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조사결과와 인구학적 분석결과와 차이가
커 사후조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향후 One
Number Census를 지향한다면 사후조사규모, 사후조사방법에 대한 깊은 연
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2-2>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순누락율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사후조사

3.72

1.77

0.82

-0.04

1.25

1.25

0.90

인구학적분석

2.02

1.96

1.40

-1.22

1.43

2.11

1.91

Ⅳ. 조사항목의 변천(인구항목 중심)
1. 개관
유엔(2007)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선정할 때에 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필요성, ⅱ) 국제 비교의 중요성, ⅲ) 응답 가능성 및 적절성,
ⅳ) 실지조사 및 자료처리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필요한 국가 재원의 가
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총조사 항목은 조사가능성,
조사결과의 유용성, 국민의 응답부담, 결과 이용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
정한 항목을 적절한 범위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과거 총조사의 조사항목
과 가급적 일치시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5년 5개에 불과했던 조사항목수가 꾸준히
늘어왔는데 이는 조사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한 것이었다. 총조사항목수는 ‘0’자 연도가 ‘5’자 연도에 비해 더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
일제하에 실시된 5차례의 조사에서는 인구의 기본항목(성명, 성별, 생년월
(1930년 센서스 이후에는 생년월일 조사), 배우관계, 민적 또는 국적)위주로
조사하면서 총조사에 따라 출생지, 상주지, 직업, 문맹, 병역관계, 지정기능
등의 항목에서 몇 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일제하의 마지막 센서
스인 1944년 센서스는 일제가 전시 인력동원을 위한 자료수집이 주목적이었
던 관계로 직업항목에 특수기능을 추가하고 1940년에 조사하였던 지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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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학력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정부수립 직후에 실시된 1949년 총조사에서는 출생연월일, 성별, 배우관계,
학력, 본적지 등 기본적 항목에 직업 및 특수기능, 해방당시(1945년 8월 15일
현재)의 거주지, 군사경험(군의 국가 명, 최고계급, 병과), 징용경험(징용 개월
수) 등 11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해방당시의 거주지는 최초의 인구이동에 관
한 항목으로서 일제시대 해외이주자의 8․15해방 이후 국내귀환 실태와 국
내에서의 인구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사경험과 징용경험은
일제의 강압으로 학병 또는 징병으로 끌려간 청․장년 중 살아서 귀국한 숫
자를 파악하여 후에 이를 토대로 대일 배상 계획을 수립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부수립 후 제2회 총조사인 1955년 총조사에서는 인구의 기본적인
항목이외에 인구항목으로 장애상태와 전입시기 및 전 거주지를, 가구항목으
로 주거점유형태, 농가․비농가 구분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12개 항목을 조사
하였다.
주택부문을 처음으로 조사함에 따라 조사항목이 크게 늘어난 1960년 총조
사는 35개 항목(인구 17, 가구․주택 18)을 조사하였다. 인구부문만을 보면
처음으로 출산력에 관한 항목인 총출생아수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였으며, 경
제활동상태를 노동력 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인구부문만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표본기법을 도입한 1966년 총조사는 인구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7
개 항목은 전수조사하고 출산력과 경제활동 항목 7개 항목은 전체 조사구의
10%에 대해서 표본 조사하였다.
다시 주택부문을 포함한 1970년 총조사에서는 조사항목이 크게 늘어 총
31개 항목(인구 17, 가구․주택 14)을 조사하였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이동 항목으로 5년 전 거주지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불완전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1975년 총조사에서
는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산업․직업 항목 이외에 취업사업
장형태, 취업시간, 추가취업희망여부, 개인소득을 추가하고 또한 초혼연령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31개 항목(인구 22, 가구․주택 9)을 조사하였다.
교통난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 총조사에서는 교통실태파악을 위
해 통근․통학에 관한 조사항목을 처음으로 표본항목에 포함하여 40개 항목
(인구 25, 가구․주택 15)을 조사하였다.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항목에
포함한 1985년 센서스는 28개 전 항목(인구 16, 가구․주택 12)을 전수조사
하였다.
광역 교통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소지역별 자료작성 요청으로 1990년 총조
사에서는 통근․ 통학에 관한 항목을 전수로 조사하였으며, 가구소득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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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부실로 결과를 집계할 수는 없었다. 2000년 총조사는
노령인구 및 정보화에 관한 항목, 성씨․본관을 포함하여 역대 총조사에서
가장 많은 50개 항목(인구 29, 가구․주택 21)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
표형태도 종전과 달리 책자 형태의 조사표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최근 총조사인 2005년 총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별로 3개 항목을 표본항
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2-3>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 수
계
연도

계

인구

1925

5

5

1930

9

1935

전수
가구,

계

인구

-

5

5

9

-

9

6

6

-

1940

11

11

1944

10

1949

표본
가구,

가구,

계

인구

-

-

-

-

9

-

-

-

-

6

6

-

-

-

-

-

11

11

-

-

-

-

10

-

10

10

-

-

-

-

11

11

-

11

11

-

-

-

-

1955

12

10

2

12

10

2

-

-

-

1960

35

17

18

35

17

18

-

-

-

1966

14

14

-

7

7

-

7

7

-

1970

31

17

14

14

7

7

17

10

7

1975

28

19

9

11

6

5

17

13

4

1980

40

25

15

22

7

15

18

18

-

1985

28

16

12

28

16

12

-

-

-

1990

45

21

24

33

11

22

12

10

2

1995

28

16

12

17

7

10

11

9

2

2000

50

29

21

20

8

12

30

21

9

2005

44(3)

24

17

21

8

13

23(3)

16

4

주택

주택

주택

주 1) 교육정도가 1960～1980년은 2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1개 항목으로
간주
2) 출생아수 항목이 1966년과 1970년은 생존아수와 총출생아수가 1개 항목으로 되어있으나,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2개 항목으로 간주
3) 2005년은 시․도별로 3개항목을 추가로 표본조사 실시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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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총조사 조사항목의 특징
최근 조사인 2005년 총조사는 종전의 조사사항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
이 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주거의 질 및 복지 관련 항목을 종전보다 강
화하여 아동보육, 활동제약, 근로 장소, 혼인연월, 추가계획자녀수를 처음으
로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각 시․
도가 선정한 3개의 특성항목을 표본항목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항
목은 41개 항목(인구 24개, 가구․주택 17개)이며, 인구항목 중 8개 항목은
전수로, 16개 항목은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전수조사 항목은 성명, 연령, 성
별,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인구의 기본항목 및 종교와 남
북이산가족관련 항목이다. 남북이산가족은 처음으로 총조사에 포함한 항목으
로 북한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누구인지(없음, 부모, 자
녀,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친인척)와 남북이산가족이 있는 가구원은 태어난
곳(남한, 북한, 해외)을 조사하였다. 표본조사항목은 통상 표본 조사항목인 인
구이동(5년전 거주지), 경제활동관련항목(경제활동상태, 직업, 산업, 종사상지
위, 근로장소), 통근․통학관련항목(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
통수단, 소요시간)과 함께 저출산과 관련하여 아동보육실태, 혼인연월, 총출
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와 고령화 항목으로 고령자생활비원천, 활동제약상태
를 조사하였다. 시․도별 특성항목으로 많은 시․도에서 선정하여 조사한 항
목을 보면, 다른 시․도 이동사유, 자원봉사활동, 자녀출산시기, 노후준비방
법 등의 인구관련 항목과 지역사회여건 만족도, 식수사용형태 등 주거에 관
한 항목이다.
3. 주요 인구관련 항목의 변천
(1) 인구의 기본항목
인구의 기본항목 중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는 제1회 총조사이래
매 총조사에서 전수조사하였다. 아울러 성명과 함께 성씨․본관을 1985년과
2000년 총조사에서 조사하였다. 연령파악을 위한 생년월일은 1955년 총조사
까지는 출생년월일(1925년 총조사는 출생년월)을 조사하였으나 1960년 총조
사에서 세는 나이만 조사함에 따라 0세 인구가 파악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해 1966년 총조사이후는

정확한 만연령 파악을 위해 세는나

이, 출생년월일, 양․음력, 띠를 모두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조사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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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가구통계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구주와의 관계는 1930년에 처
음 조사된 후 1940년, 그리고 1949년 총조사이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조
사방법은 1990년 총조사까지는 개방식(자유기입형)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자료처리과정에서 분류․부호화하였다. 이는 과거 인
구동태통계의 미비로 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적생아법에 의한 출산력 추정
을 위한 것으로 1990년 총조사의 경우 39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인구동태
통계 질의 향상으로 조사응답부담, 자료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비해 조사결과
의 활용도가 줄어들어 1995년 총조사에서는 폐쇄식(선택형)으로 변경하였다.
교육정도는 1940년 이후 계속조사하고 있으며 문맹여부는 1930년과 1960년,
1966년, 1970년, 1985년에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공은 1966년, 1980년 2000년
에 조사하였다. 한편 종교는 1985년 이후 10년마다 ‘5’자연도에 조사하였다.
(2) 인구이동에 관한 항목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항목은 출생지, 직전거주지,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
간, 특정연도이전의 거주지 등이 있다. 초기 총조사인 1930년과 1940년 총조
사에서는 출생지, 1949년 총조사에서는 해방당시 거주지, 그리고 1955년 총
조사에서는 전입시기 및 전거주지를 각각 조사하였다. 그러나 1960년 총조사
부터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및 1년 전 거주지를 주로 조사하였다.
출생지의 경우 1966년, 1975년, 2005년을 제외한 매 총조사에서 조사하였
으며, 1960년, 1985년, 1990년, 2000년 총조사에서는 전수조사, 1970년, 1980
년, 1995년 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하였다. 출생지의 행정단위는 1960년 총조
사에서 시․도 단위, 그리고 1970년 총조사부터는 시․군․구 단위까지 조사
하였다. 한편, 1년 전 거주지는 1980년, 1990년, 2000년 총조사에서 표본조사
하였으며(단, 1985년 총조사에서는 전수조사), 5년 전 거주지는 1970년 총조
사부터 매 총조사에서 표본조사(단 1985년은 전수조사) 하였다. 이들 항목의
이동단위로는 시․군․구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는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계열 분석
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통합시, 광
역시 등 대규모 행정구역 변경은 도시․농촌간 인구이동분석에 어려움을 주
고 있다.
한편, 교통량의 증가가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
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통근․통학항목을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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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총조사부터 만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통
근․통학 항목을 조사하였다(단, 1985년 총조사는 제외). 조사 항목은 통근․
학 여부, 통근․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학 소요시간 등 4개 항목이다.
통근․학여부는 집 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기적으로 직장 또는 학교, 학
원 등을 다니는 경우에 통근․학으로 보았고, 통근․학장소는 읍․면․동까
지 조사하였다. 이용교통수단은 제시된 교통수단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980년은 주된 교통수단 1개, 1990년은 이용교통수단 모두, 1995년, 2000년,
2005년은 주된 교통수단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통근․학 소요시간도 총
조사마다 다소 달리 조사하였는데 1980년 총조사에서는 이 항목을 조사하지
않았고, 1990년은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을 조사하였으나, 1995년은 소요시간
대를 제시된 유형에서 선택하도록 하였고, 2000년은 출발시각과 소요시간을,
2005년은 소요시간만을 조사하였다. 이들 항목은 1990년 총조사에서 전수조
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본조사 하였다.
(3) 출산력에 관한 항목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인구의 출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총출생아수, 지난
1년간 출생아수 등 출산력에 관한 항목을 표본조사하고 있다. 인구총조사에
서 출산력 조사결과는 특히 인구동태통계가 부실한 경우 중요한 자료로 이
용된다. 지난 1년간 출생아수를 조사한 총조사로는 1966년이 유일하다. 이는
당시 인구동태통계의 부실로 인해 우리나라 출산력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총출생아수는 1960년 총조사부터 표본조사(단, 1960년과 1985년은 전수조
사)하였으며 특히, 영유아사망률의 간접추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66년부
터 1990년 총조사까지는 생존자녀수와 사망자녀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1975년 총조사이후에는 출생아수를 남․여별로 조사하였다. 예외적으로
1995년 총조사에서는 출산력 항목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로는 인구동태통
계의 질 수준이 아주 높아진데다가 저출산 지속으로 인해 총조사에서의 조
사 필요성이 적어진 한편, 항목수의 축소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역별․연
령별 평균출산아수 등 총조사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출산지표의 작성 필요
성, 저출산 경향과 다른 사회경제적 항목과의 연관분석, 그리고 보육 등 다
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00년 총조사에서
다시 총출생아수를 포함하였다(김태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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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
경제활동항목은 인구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며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다른 인구 속성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
다. 경제활동인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현재상태접근법
(current status approach)은 1주일 또는 1일과 같이 짧은 기간동안 경제활동
상태를 질문하여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동력접근법
(labour

force

approach)이라고도

한다.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은 1년과 같이 긴 기간동안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외 조사기준 기간이 없이 직업, 사업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
업자접근법(gainful worker approach)이 있으며, 이는 노동력접근법이 등장하
기 전에 사용했던 개념이다.3)
초기센서스 즉, 1955년까지의 총조사에서는 주로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하여
경제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이 없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산
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총조사에서는 노동력접근
법을 채택하여 조사기준 기간(총조사 기준일자 직전의 1 주간)의 주된 활동
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활동상태에 따라 조사대상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자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 직업,
산업, 종사상의 지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1985년, 1990년, 그리고 1995년
총조사에서는 조사기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평상시 또는 1개월 등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4) 이는 1983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 고용구조통계조사가 대규모표본으로 지역별로 고용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자5) 주로 직업과 산업만을 파악하여 다른 인구 속성과 연관하여 분
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 총조사의 결과
와 시계열 분석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월별표본조사인 경
제활동인구조사(노동력접근법을 채택)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김민경,1996). 따라서, 2000년 총조사에서는 일정한 기간(1
3) 미국 등에서 1930년대까지는 유업자접근법을 사용하였으나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를 측정할 수
없는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노동력접근법이 고안되었다. 노동력접근법은
미국의 1940년 인구센서스와 경상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4) 1985년 총조사에서는 조사기준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하고 있나?’, 1990년 총조사에서는 ‘평소에 수
입 있는 일(1년 중 30일 이상)을 하나?’, 1995년 총조사에서는 ‘지난 1개월 (10.1.～10.31.)동안 주로 무엇을 하
였나?’라고 각각 조사하였다.
5) 고용구조통계조사는 지역, 산업, 직종간의 노동력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표본가구에 대해 1983년
부터 3년 또는 5년 주기로 1997년까지 5회 실시되었으나, 월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수 확대 및
표본확대로 다양한 고용자료와 지역별 자료작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1년에 조사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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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경제활동상태와 구직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구직활동을 한 사람
에게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가(currently available for work)를 조
사하는 등 완전한 노동력접근법을 적용하였다6).
취업자에 대해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모두를 조사한 것은 1960년 총조사
이후(단, 1985년은 산업과 직업만 조사)이다. 산업과 직업은 취업자가 종사한
사업장과 종사한 일의 종류를 개방식 질문형태로 조사한 후 자료처리과정에
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단, 1960년은 국세조사용 산업분류와 직업
분류)에 의거하여 산업과 직업을 분류하고 부호를 기입하였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와 직업분류는 각각 1964년과 1963년에 제정된 후 2005년 총조사까지
산업분류는 8회, 직업분류는 5회 개정되어 산업과 직업자료의 시계열분석 시
에는 관련 분류 내용의 변경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2005년 총조사에
서 처음으로 근로장소를 조사하였다.
한편, 종사상지위는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금․봉
급근로자(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의 4개 유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구분은 1980년 총조사 이후(단, 1985년은 제외)에는 일관(배열순서는 총
조사마다 약간 다름)되게 적용하였으나, 1975년 이전에는 다소 달리하였다.
즉, 1975년과 1970년은 임금․봉급근로자에 대해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용고(1년 이상), 임시고(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고(1개월 미만)로 세분하
여 6개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966년은 고용원을 둔 사업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자영업주, 가사협조(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의 5개 유형, 1960년은 자영업자, 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의 3개 유형으
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크게 자영업자, 고용자, 무급
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면 각 유형의 명칭과 배열순서는 총조사마다 다소 다
르긴 하나, 분석을 위한 분류상으로는 시계열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
료 이용 시에는 적용된 경제활동인구 접근방법과 조사기준기간, 취업자의 산
업별비중변화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농업취업자의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 농번기에 따라 농업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에 변동폭이 컸으며 더구나 농업은 상대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데,
전술한

바와

같이

총조사마다

접근방법

외에도

조사기준기간(reference

period)이 다르기 때문이다.

6) 노동력 접근법에서 취업자는 조사기준기간(reference period) 중에 조금이라도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며, 실업자(당시 1주 구직 실업자)는 조사기준기간 중 ⅰ)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ⅱ) 구직
활동을 하였고, ⅲ)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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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센서스의 새로운 조류
1.

순환 센서스와 등록 센서스
고대 시대부터 과세, 징병, 토지분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인

류의 발달과 그 역사를 함께 하여 온 인구조사에 20세기 후반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개인 사생활 보호의식 증가로 인구조사에 대한 응
답자의 거부가 증가하고, 방대한 조사인력 소요 및 실시 예산 증가로 공룡처
럼 거대해진 인구주택센서스에 대한 비판 의견이 증대하여 전통적인 인구주
택총조사 방법을 탈피하여 인구센서스의 대안을 찾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먼저 전통적 방식의 센서스가 갖는 문제점
을 극복하고자 1970년대부터 행정등록 자료를 활용한 센서스 준비에 착수하
여 현장조사 대신 행정등록 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
다. 이들 국가들은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조
사비용을 절감하고 사생활 침해에 따른 응답자 반발을 피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센서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이다.
순환센서스는 미국 통계학자 Leslie Kish의 Rolling Sample에 관한 일련의
논문으로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에서 Rolling Sample
이론을 센서스에 접목시켜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주기 센서스 자료의 시
의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이 종전의 방법외에 새로운 방
법이 등장함에 따라 유엔이 2010년 라운드센서스를 위해 작성한 「인구주택
센서스에
(traditional

관한

원칙과

권고」에서는

approach)」으로,

새로운

종래의

방법을

방법을

「대체적

「전통적인

방법

방법(alternative

approaches)」으로 정의하여, 각 방법의 장․단점, 적용 시의 조건 등을 기술
하고 있다.
전통적인 센서스에서는 조사대상을 전수조사 함에 따라 현장조사에서 일
부 조사대상자의 누락 문제가 상존하여 왔다. 더구나 이러한 조사누락의 정
도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
되어 왔다. 또한 센서스 후에 수행되는 인구추계에서는 센서스의 누락․중복
을 보정한 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스인구와 추계인구 간에는 차이가
나 동일한 시점에서 두 개의 인구수치가 작성되기도 한다. 센서스의 조사누
락과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영국에서는 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
서 조사누락 결과를 보정하여 센서스 결과를 추계인구와 일치시키는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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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Census 실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One Number Census
도입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2001년 센서스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One Number Census를 적용하였다.
2000년 라운드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국가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가가 전통
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각국의 센서스 조사방법은
<표 2-4> 에 나탄 것처럼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 국가통계생산 시스
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표 2-4> OECD 국가의 인구주택센서스 실시현황
센서스 실시방법

전통적인
조사방법
(현장조사)

조사주기 및 국가 명
․ 5년주기 : 호주, 뉴질랜드, 일본
전수 ․10년주기 :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조사
폴란드, 아일랜드, 체코, 그리스, 헝가리,
스페인
전수 ․ 5년주기 : 캐나다, 한국
+
표본 ․10년주기 : 멕시코

새로운 조사방법
① 등록센서스
(행정자료 활용)

․10년주기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
드, 노르웨이

② 등록센서스 + 표본조 ․10년주기 :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사 (보완)
③ 순환센서스
․ 5년주기 : 프랑스
④ 현장조사 + 순환
센서스(표본항목)

․10년주기 : 미국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2007)

2. 등록센서스와 순환센서스의 선진국 사례
■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의 기본적인 취지는 응답자 부담 경감과 조사비용 절감을 위하
여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존의 등록자료를 결합하여 보다 빈번하게 센
서스 형태의 자료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들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본
정보는 조세,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정보와 추가로 결합될 수 있다. 등록센서
스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등록센서스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
국을 커버하며 수시로 갱신한 양질의 인구 등록시스템의 구축, 개인별 자료
의 결합을 위한 개인의 고유 식별코드의 도입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 20 -

한다.
등록센서스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덴마크는 1960년대에, 나머지 3개 국가는 1970년대에 등
록센서스로의 전환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완전한 형태의 등록센서스 실시에
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노르웨이, 스웨덴은 30년 이
상이 소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등록센서스를 실시한 덴마크는 이미 1920년대에 지역인구등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1968년에 중앙인구등록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1978년에 건물․거처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1981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1966년 덴마크통계청의 개편시 행정자료의
통계목적활용, 등록시스템구축에 참여권한을 부여받았다. 핀란드는 행정자료
를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를 1990년에 실시한 이래 매년 자료를 생산하
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현장방문 조사시보다 통계생산량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비용은 1/4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건 외, 2007).
스웨덴은 2000년 등록센서스 실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였으나 행정자료간의
연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가구․주택 등록자료의 미비로 실시 목표
가 2011년으로 조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북유럽국가들의 등록센서스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는 오래전
부터 양질의 다양한 등록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센서스도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등록센서스 집계결과
가 활용가능한 등록자료에만 한정되어 다양한 조사결과를 제공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둘째는,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등록자료가 등록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통계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등록센
서스 실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셋째, 추가 항목이 필요하여 등록
항목을 변경할 경우 전국적으로 완전한 등록 및 보완작업에 많은 기간이 소
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마다 이용 가능한 속성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자료 기준의 국제적인 통일이나 자료의 질을 확보하는 것도 등
록센서스 실시를 위하여 해결하여야할 과제이다.
■ 순환센서스
전통적인 인구센서스의 실시방법은 특정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짧은 조
사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비용이나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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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통적인 센서스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중간년도의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센서스의 단점을
보완한 시의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자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매년 일부 지
역 또는 표본 가구를 조사하여 매년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순환센서스
(rolling census)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다.
순환센서스의 이론적 기반은 미국 통계학자인 Kish의 일련의 논문에서 확
립되었다. 1990년에 발표된 그의 논문 “Rolling Samples and Censuses"에서
전통적인 센서스는 자료의 시의성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등록센
서스는 제공 가능한 변수가 일부 인구관련 데이터에 불과하고 등록자료의
질이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첩되
지 않고 누적되는 주기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센서스 자료 생산방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러한 rolling sample과 패널표본을 결합하여 특정 조사시점에
서의 추정자료와 전 주기 조사시점에서의 순(純) 변화량(net change)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표본설계방법(multipurpose split panel design)도 제시하였
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센서스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거부 현상이 심해지
고 센서스 실시를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1997년 예정된 센서스가
1999년에 연기되어 실시된 상황에서, 소지역단위의 최신통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전통적인 센서스의 대안방법을 연구하였다. 프랑스는 인구등록시스
템의 미비로 등록센서스 실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센서스의 조사비
용 및 자료처리 비용을 장기간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인구 1만명 미만 지역은 1/5개 지역씩 돌아가면서 매년 전수조
사하고 인구 1만명 이상 지역은 매년 8%의 표본을 추출하여 5년간 전국의
70% 인구를 조사하는 순환센서스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통계청
(INSEE)은 5개년 센서스 실시가 완료되는 2008년 말에 완결된 전국적인 센
서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미국 센서스국(U.S. Bureau of Census)은 10년 주기 센서스 중간년도의 자
료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1790년 첫 센서스 실시이래 2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조사방법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전수조사 항목과 표본조사 항목
을 분리하여, 10년 주기 현장조사에서는 전수항목만을 조사하고 표본항목에
대해서는 약 3백만 가구(전국의 약 2.5% 표본)를 매년 조사하는 미국지역사
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를 새로이 개발하여 2005년부터
조사(자료의 누적)하고 있다. 비교적 응답부담이 적은 전수항목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함으로써 응답률 제고를 통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표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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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매년 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센서스국은 2006년부터 인
구 6만5천명이상 지역에 대해서 매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구 2만명
이상～6만5천명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자료를 누적하여 2008년부터,
그리고 인구 2만명 미만 지역은 5개년자료를 누적하여 2010년부터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환센서스는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매년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자료의 시의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함에 따라 표본
기법과 조사기법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센서스와 달리 전국을 특정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횡단면(snapshot)적인 모
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우며, 지역별로 조사시점이 달라 지역 간 비교작업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조
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인구이동이 1주기 사이에 여러번 조사되거나 한번도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 결과 면밀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통일성
을 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환센서스는 고도의 복잡
한 표본추출 및 모델링의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소지역통계를 위한 표본설
계는 매년 갱신된 프래임이 필수적인데 이의 확보도 과제이다.
Ⅵ. 우리나라 총조사 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1. 총조사 환경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이른바
‘현지실사’라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를 만나는 것
이 조사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로 인한 맞벌이 부부와 혼자 사는 1인가구의 증가로 주간에는 응답자를 만
나지 못하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주택구조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와 고급 주택단지의 증가로 현장 조사원의 가구 접
근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과 동
시에 개인들 사생활 보호의식의 증가로 인한 응답거부 현상도 증가하고 있
어 현장조사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환경 악화와 더불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의 걸림돌은 전국의 모든 가
구를 조사하는 데에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총
조사 실시 예산을 보면, 2005년에 1,29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2000년
총조사 비용 대비 약 55% 증가한 금액이다. 이러한 증가율을 감안할 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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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이 약 2,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비용의 증가로 통계청 내부 및 외부(국회, 예산
당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통계청, 2007).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서는 조사비용 중 약 70%를 차지하는 조사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조사방법의 도입이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2005년 총조사에서 인터넷조
사방법을 도입한 것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이었다.
<표 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년도별 당해연도 예산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예산(억원)

:

82

216

542

834

1,290

•증가율(%)

:

-

163.4

150.9

53.9

54.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주택총조사 사업평가(2006)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2007년에 저비용․고효율의 인구
주택총조사 조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통계
청,2007). 개선방안은 현재의 조사체계를 유지하되 가구방문위주의 현장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단기개선방안과 현장 조사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장기개선
방안으로 되어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적용될 단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구방문조사를 줄여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터넷 조사확대,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방법의 도입이다. 그리고 일부 행정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총조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총
조사 누락인구를 보정하여 발표하는 One-number census 도입방안도 고려하
고 있다. 2010년 이후에 적용될 장기개선방안으로는 센서스 기본항목에 대해
서는 행정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다양한 표본항목에
대해서는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
계청은 2011년부터 순환센서스를, 2015년에 등록센서스 실시를 목표로 연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및 연구 환경을 토대로 총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검토과제
■ One-number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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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사인구의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용자에
게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One-number census를 도입할 경우 신뢰성 있는
기법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선 총조사결과
의 활용측면에서 그동안 one-number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2010년 총조사에 대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를 명백히 밝
힐 필요가 있다. coverage survey, evaluation survey, post enumeration
survey 등 명칭이 무엇이든지 이들은 모두 센서스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사
후조사로서, 문제는 어떻게 정교한 사후조사를 실시하느냐가 중요한데, 사후
조사 실시방법이나 관심은 낙후된 수준으로 그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One-number 센서스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
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중요하다 하겠다.
총조사 실시후에 어떠한 사후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One-number census 숫자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 수치가 통계로서의 어떠
한 의미를 갖는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더구나 지역별로 세분된 모든 표까
지 하나의 수치로 작성코자 한다면 사후조사의 표본규모, 사후조사방법을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인
구와는 개념이 달라 상호간에 차이가 불가피한데, 시․도별로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와 일치시켜도 주민등록인구와는 여전히 차이가 발생하고 더구나
인구센서스 실시 목적이 소지역 자료를 작성하는 것인데 소지역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인구자료 외에 가구와 주택자료에는 어떻게 적
용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순환센서스
순환센서스에서 기본적인 2개의 파라미터는 조사기간과 표본추출률이다
(UN, 2007). 조사기간은 자료갱신의 주기와 관련이 있으며 표본추출률은 이
용 가능한 예산액과 통계로서 필요한 지역구분의 상세함에 의존한다. 순환센
서스의 총예산이 전통적인 센서스보다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이
건 외, 2007), 순환센서스의 도입 필요성은 갱신빈도가 높은 자료 제공에 있
다 하겠다.
그러나 총조사의 어떠한 항목을 어느 정도의 지역단위까지 어떠한 주기로
필요한가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적인 요구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통계청은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년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시․도단위까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 조사는 다양한 인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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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에 대한 심층분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순환센서스의 도입결정에 앞서 이들 조사의 인구속성결과를 분석하고 필요
시 조사항목이나 조사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 연동표본(rotation sampling)을 적용하고 있고
소지역추정(small area estimation)에 대한 연구도 수년 째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청이나 학계의 연구진전이나 관심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순환
센서스에 필요한 정교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추정치를 작성하기 위
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이동율이 높은데
순환센서스 표본선정을 위한 프래임을 어떻게 보완해나가느냐 하는 문제, 지
방행정기관을 이용하여 조사할 경우에 지자체에 인력, 조직 등의 확보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북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인구규모가 적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역사
적으로 인구등록제도가 잘 발달해 있었으며 인구등록 외에도 질 좋은 행정
등록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데는 10
～30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려면 인구자료는 주
민등록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현재 완전 대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어 여기에서 반복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김민경, 2002). 다만 등록센서스와 관련하여 가장 기
초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인구총조사에서 측정하는 상주인구와 다른 개념의
주민등록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상주인구를 작성할 것인지, 전국인구만 보아
도 주민등록인구가 상주인구보다 과다한데 차이가 더 심한 지역별인구는 어
떻게 할 것인지, 성․연령별 인구 외에 인구의 다른 속성은 어떤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그 시스템은 전 국민을 포함하며 갱신이 수시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통계 외에 가구 및 주거실태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수 없이 많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주민동록인구와 상주인구는 전국 및 지역별 인구규모의 차이에 일관성
이 전혀 없을 뿐더러 주민등록부 내용의 빈약, 연령자료의 부정확 등 주민등
록 자료가 센서스를 대체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연구내용은 등록센서스 실시방법의 모색보다는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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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상주인구를 비교(집계치 또는 일부 지역의 개인별 매치)하여 차이파
악만 반복하여 지적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대표성 있는 표
본으로 주민등록인구․세대자료와 상주인구․가구를 개인별 및 가구별 매치
를 통한 비교연구는 오래 전인 1993년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1994). 주민등록인구․세대와 상주인
구․가구와는 시점, 지역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를 뿐 항상 상존하는 문제이
다.
통계조사 환경, 국가예산의 확보, 행정업무 전산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
한다면 앞으로 국가통계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은 불가피하고 등록센서스는
앞으로 나갈 방향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개념의 불일치 외에도 주소체계, 개
인․거처 식별코드가 완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
며, 많은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동일 명칭의 항목이 있다고
등록 센서스실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자료에 어떠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는 것도 인구센서스의 기본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매년 구할
수도 없다.
등록센서스 전환 결정에 앞서 통계작성내용과 지역범위, 주소체계정비, 그
리고 이용 가능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DB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자료의 비밀보호장치, 국민의 컨센서스 확보, 주민등록자료의 정비
방안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통계청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되 통계청이 통계작성의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전통적인 센서스는 실시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총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직접 주택DB를
만들어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5년 총조사결과 주택의
72%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인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
총조사결과를 기초로 주택 DB를 만들고 행정자료에 의해 갱신한다면 향후
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상당히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추진방안
각종 센서스 대안적인 방법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효과와 필요성만을 강
조하기에 앞서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대안적인 방법이 정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비용, 작성통계의 내용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등록센서스나 순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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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통계환경, 정부나 사회적인 요구, 변화과정도 면
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안적 방법을 검토하는 이유가 가장 최근 조사인 2005년 총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매년 총조사 수준의 통계를 작성하라는
요구때문인지, 또는 2015년에 예산확보가 우려되기 때문인지 등 분명히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센서스의 어떤 항목을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지역단위까지 작성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루어
져야만 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검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의 확보가 당면과제라면 조사방법의 다양화뿐만 아니
라 가구단위 총조사들의 조사시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와 동시에 실시한다면 상
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사원 업무량 배분문제, 자료처리의 문
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조사가 될 것이며 양
총조사의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들의 마
찰이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이나 외국의 센서스비용과 비교하여 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 총조사 예산은 많은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총조사의 유용성
을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조사결과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총조사자
료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소지역 통계작성, 학술
연구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행정구역변경, 조사 항목이
나 각종 분류 코드의 시계열연결이 불편하고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의 부족은
이용자들로부터 항상 지적받는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센서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센서스전문가를 키
워야한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인사시스템으로는 정부내부에 센
서스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정부 내에 어렵다면 외부에라도
센서스전문가를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향후 추진방향
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자 및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합

의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식적인 절차는
물론 다양한 단계와 방법을 통한 공식․비공식적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방법의 변경은 국가통계작성체계의 개편 등 국
가통계체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문성이나 통계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통계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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