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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용형태 측정을 위해 통계분류 개정한다.
- 한국 종사상지위(일하는 사람과 기업간의 노동관계) 분류 개정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work relations)를
측정 하는『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13년 만에 개정한다.
* 2018년 10월 국제종사상지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이번 개정작업은 2019년부터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
하 는 협의 체(T/F)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 정 과 정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 2021년 분류 개정의 주요 특징은 분 류 체계 의 다 각화, 의 존계 약자
신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세분화 등으로 볼 수 있다.
○ 첫째, 분류체계 (참고1)를 기존 비임금-임금 근로자의 단일 분류에서
이윤(비임금)-임금목적 취업자와 독립-의존 취업자의 복수 분류로 변경한다.
현 행

개 정

Ⅰ. 비임금 근로자
1. 자영업자(고용원有)
2. 자영업자(고용원無)
3. 무급가족종사자
Ⅱ. 임금 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기타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경제적위험(economic risk) 유형

지휘권한(authority) 유형

Ⅰ. 이윤목적(비임금) 취업자

Ⅰ. 독립 취업자

1. 개인기업 독립취업자
2. 의존계약자
3. 무급가족종사자
Ⅱ. 임금목적 취업자

1. 고용주(고용원有)
또
는

2. 자영업자(고용원無)
Ⅱ. 의존 취업자
1. 의존계약자

1. 법인소유 경영자

2. 임금근로자(세분화)

2. 임금근로자(세분화)

3. 무급가족종사자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Grey Zone)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한다.

※ 출처 :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중대본 회의, ‘21.9.30.)

* (정의) 이윤목적으로 다른 경제단위를 위해 또는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적 특성의 계약(노동관계)을 체결했으나, 다른 경제단위에 의존하는 자
(예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노동자, 지입차주 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셋째, 다양한 근로 형태 및 법인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
① 임금근로자의 항목 세분화
현 행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개 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 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② 자영업자의 항목 세분화
현 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개 정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 향후 개정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는 고용관련 통계 * 작성 시 적용될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 등의 정부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구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170여종 통계
※【부록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해설서 (2021년 KCSE 제1차 개정)

참고1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체계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체계는 지휘 권한(authority)과 경제적 위험
(economic risk) 2가지 유형으로 구성
○ 新분류 체계는 11개 분류항목(11~50코드)을 선택하여 재구조화 가능
※ 두 분류 유형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분석 목적에 따라 사용

경제적 위험 유형 * (KCSE-R)

지휘 권한 유형 (KCSE-A)
일하는 사람과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지휘 권한 관계에 따른 분류

어떤 일자리에서 일이 수행되는 조건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에 따른 분류

독립 취업자

이윤 목적 취업자

A 고용주

F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11 법인 고용주

12 개인기업 고용주

12 개인기업 고용주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B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C 의존 계약자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30 의존 계약자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E 무급 가족 종사자

의존 취업자

50 무급 가족 종사자

C 의존 계약자

임금 목적 취업자

30 의존 계약자

G 법인 소유 경영자

D 임금 근로자

11 법인 고용주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D 임금 근로자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 1년 미만)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 1년 미만)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E 무급 가족 종사자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50 무급 가족 종사자

* 분류 코드의 순서배열은 ‘지휘 권한 유형’의 분류 항목을 재구조하여 일률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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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관련 질문 및 답변(Q&A)

 한국 종사 상지위 분 류 를 개 정 한 이 유가 무 엇인 가?
○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 모호,
긱 경제(gig economy)*로 인한 근로 관계의 유연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분류체계(‘08년 제정)로는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25년 만에 개정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를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함
 이 번 한국 종사 상지위 분 류 개 정 의 주요 특징은 무 엇인 가?
○ 개정 분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이들의 중간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는 점이며,
○ 또한, 임금근로자는 현행 상용근로자의 혼합적 특성* 개선과 다양한 근로
관계의 측정을 위해 항목을 세분화하였고, 자영업자는 법인 및 개인기업의
고용창출력과 소득수준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항목을 세분화한 점임
* ① 정년 등 정규직, ② 1년 이상 계약직, ③ 법인 대표 등이 포함

 개정 분류체계는 ’지휘권한 유형‘과 ’경제적위험 유형‘ 두 종류가
있 는 데 어 떻게 선택적으 로 적용 하 는 가?
○ 조사 설계시 현행과 같이 비임금(이윤)과 임금 목적 성격에 따라 ’경제적위험
유형‘을 적용하거나, 일자리에서 갖는 통제권 성격에 따라 ’지휘권한 유형‘을
적용 가능함. 단, 모든 항목(11개)이 있는 경우 2개 유형 모두 작성할 수 있음
※ ’지휘권한 유형‘ 및 ’경제적위험 유형‘ 개념적 정의 설명
① 지휘권한(authority) 유형 : 종사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갖는 통제권
(control) 즉 지휘권한에 따른 분류, 독립 ․ 의존취업자로 구분됨
② 경제적위험(economic risk) 유형 : 종사자가 활동수행 중 금전적 자원손실 노출
이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험에 따른 분류, 이윤(비임금) ․ 임금 목적 취업자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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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근 늘 어 나 는 배 달 노 동 자 등 플랫폼근로자와 같은 직종은
개정된 분류기준에 따라 측정이 가능한가?
○ 배달노동자와 같은 플랫폼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혼합된 특성을 갖고 있어, 新분류의 “의존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 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의존계약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혼합적 특성 사례
① 타인(다른 경제단위)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특성
② 자신이 소유·경영하는 법인이 아닌 기업이 있으나, 그 기업 활동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하여 완전히 통제·지휘하지 못하는 특성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개정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의무적으로
적용 해 야 하 는 가?
○ 한국종사상지위분류의 법적 성격*은 일반분류이므로 통계법에서 정하는
분류 준수의무가 없어 통계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분류의 일관성을 위해 新분류의 조속한 적용검토가 필요함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통계청 훈령(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지침) 제2조(용어정의)

 개정된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관련
통계는 언제 생산될 예정인가?
○ 이번 개정 목적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국내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新분류에 따른 통계생산 시기는 작성방법 연구 등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여 기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임
* 신분류 체계를 반영한 조사표 설계 및 시험조사, 시계열 연장, 조사결과 검토 등

- 3 -

부 록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해설서 >
Ⅰ 분류 개요
Ⅱ 분류 체계 및 항목명
Ⅲ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
1. 지휘 권한 유형에 따른 종사상지위분류
2. 경제적 위험 유형에 따른 종사상지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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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해설서(2021년 KCSE 제1차 개정)

Ⅰ. 분류 개요
1. 배경
◦ 국제노동기구는 1993년 채택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를 25년 만인
2018년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전면 개정한 바 있음. 통계청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 2008년 일반분류로 제정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를
국제분류(ICSE-18)를 기초로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 관계 특성을 반영
하여 국내 정책환경에 최적화된 분류로 개정을 추진함
*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KCSE)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2.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대표적 노동력조사(LFS)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 조사항목으로 시작하여, 사업체조사 등에서도 활용하던 중
2008년 ‘통계청 내 조사항목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기타 종사자’를 추가하여 KCSE를 일반분류로 제정함
◦ 2018년 국제분류 개정(ICSE-18)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미칠 파급 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사·정,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 추진 T/F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KCSE 개정을 추진함
3. 정의
◦ 임금 또는 이윤 목적의 취업 노동(employment work)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노동관계(work relationships)를
지휘 권한 유형 및 일이 수행되는 조건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 유형에
따라 분류한 체계. 이때 일하는 사람과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의 노동
관계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과 체결한 명시적 고용계약 관계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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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개념

◦ 취업 노동(employment work) 2013년 국제노동통계총회 결의서에 따라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하는 노동을 의미함
KCSE의 분류 범위는 노동 형태(types of work) 중 취업 노동에 한정
하며, 자가 사용 생산 노동, 무급 실습 노동, 자원봉사 노동, 의무 강제
노동 등 비취업 노동은 제외함
<한국종사상지위분류의 분류 범위>
생산
목적

타 인 사 용

자 가 사 용

취 업 노 동
노동

고용주

형태

분류
범위

고용원이
없는
독립
취업자

비 취 업 노 동

의존

임금

무급

무급

자원

기타

계약자

근로자

가족

실습

봉사

노동

종사자

노동

노동

자가 사용
생산 노동
재화

서비스

한국종사상 지위분류
국제 노동상 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a t W ork)

◦ 일자리(jobs) 개인이 하나의 경제단위를 위해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정의된 일련의 업무들과 과업들(tasks and duties)을 의미하며, 일자리는
취업 노동 활동에 한정함. 개인은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일자리 수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한 경제단위
수를 의미함. 한편,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주된 일자리는 근로
시간에 대한 국제 기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통상 가장 길게 일하는
일자리임
◦ 노동관계(work relationships) 일하는 사람과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관계로서 노동관계는 경제적 위험 유형과 지휘 권한 유형으로 구분됨
◦ 경제적 위험 유형(type of economic risk) 일하는 사람이 활동을 수행
하는 중에 재정적 및 기타 자원의 손실에 노출되는 정도와 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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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보수를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이윤 목적 취업자(workers

in

employment for profit)와 임금 목적 취업자(workers in employment
for pay)로 나누어짐
- 이윤 목적 취업자(workers in employment for profit) 자신이 취업한
경제단위의 이익 및 손실에 따라 직접적, 전적으로 보수가 좌우되는
취업자임, 보수는 임금이나 월급이 아니며,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대가이며 상업적 거래 형식으로 받는 현금이나 현물 보수임
- 임금 목적 취업자(workers in employment for pay) 노동한 시간 또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정된 취업자
◦ 지휘 권한 유형(type of authority)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작업조직에
대해 갖는 통제권의 성격,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에 대해 갖는 지휘
권한의 성격, 작업조직 혹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함, 이때 의존 정도는 인적 ·조직적
속성(operational nature)과 경제적 속성(economic nature)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독립 취업자(independent workers)와 의존 취업자
(dependent workers)로 나누어짐
- 인적·조직적 속성(operational nature) 일의 완료 시기, 수행 방식에
대한 통제 권한과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특성
- 경제적 속성(economic nature) 시장 접근, 원재료·자본재의 접근,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통제 권한이 일하는 사람에게 있는지 혹은 다른 개인이나
경제단위에 의해 통제되는지를 판단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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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취업자(independent workers) 자신이 일하는 경제단위의 활동들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통제하거나 동업하여 통제하는 취업자로 이들은
경제단위와 작업조직의 활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다른
종사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시장의 접근, 원재료 등 자본과 관련해
다른 경제단위 또는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음
- 의존 취업자(dependent workers) 자신이 일하는 경제단위에 대해 완전한
지휘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취업자로 이들은 고용원이 없이 일
하며, 자신이 노동을 수행하는 경제단위의 활동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수행함
◦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
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
◦ 경제단위(economic unit)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
자체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실체들과의
경제활동 및 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
◦ 기업(enterprise)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 자격을 지닌 제도 단위로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자원을 할당할 권한과 책임뿐만 아니라
재무 및 투자 의사 결정의 측면 등에서 자율성을 가진 경제적 거래 주체
◦ 법인(corporations) 소유주를 위해 이윤 또는 기타 재정적 수익을 창출
하고, 법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는 소유주와 별도의 법적 실체로서 인정
되며, 시장 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 SNA와 달리
KCSE에서는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개인기업인 준법인(quasi-corporations)은 제외함
◦ 가구(household) 동일한 생활 장소를 공유하며 소득과 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으고, 주로 주택과 음식 같은 특정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를
집단으로 소비하는 개인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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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류 구조

◦ 종사상지위 분류 위계(classification hierarchy)는 취업자가 수행하는 일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지휘 권한 유형과 취업자가 노출되는 경제적 위험
유형 2가지로 나누어짐
◦ 두 유형의 분류는 5개 대분류(상위분류)와 11개 중분류(단위분류)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대분류는 한 자리 알파벳(A~G), 중분류는
두 자리 아라비아 숫자(11~50)로 표시함

지휘 권한 유형

대분류
(상위분류)

경제적 위험 유형*

A 고용주

F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B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C 의존 계약자

C 의존 계약자

E 무급 가족 종사자

D 임금 근로자

G 법인 소유 경영자

E 무급 가족 종사자

D 임금 근로자

11 법인 고용주

12 개인기업 고용주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중분류
(단위분류)

30 의존 계약자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2 장기고정기간 근로자(1년이상)

43 단기고정기간 근로자(3개월~1년미만)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미만)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50 무급 가족 종사자
※ 지휘권한 유형의 대분류 일부(C, D, E)와 중분류 전체(11~50)를 공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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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류 체계 및 항목명
◦ 종사상지위분류는 지휘 권한 및 경제적 위험 2가지 유형에 따라 11개
단위분류인 중분류(11~50)를 토대로 5개 대분류로 재구조화할 수 있음

◦ 두 유형의 종사상지위 분류 체계는 동등한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으며,
분석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경제적 위험 유형 *(KCSE-R)

지휘 권한 유형(KCSE-A)
일하는 사람과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지휘권한 관계에 따른 분류

어떤 일자리에서 일이 수행되는 조건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에 따른 분류

독립 취업자

이윤 목적 취업자

A 고용주

F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11 법인 고용주

12 개인기업 고용주

12 개인기업 고용주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B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C 의존 계약자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30 의존 계약자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E 무급 가족 종사자

의존 취업자

50 무급 가족 종사자
임금 목적 취업자

C 의존 계약자
30 의존 계약자

G 법인 소유 경영자

D 임금 근로자

11 법인 고용주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D 임금 근로자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 1년 미만)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 1년 미만)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E 무급 가족 종사자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50 무급 가족 종사자

* 분류 코드의 순서배열은 ‘지휘 권한 유형’의 분류 항목을 재구조하여 일률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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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
1. 지휘 권한 유형에 따른 종사상지위분류(KCSE-A)

▣ 독립
독립 취업자
취업자 (Independent
(Independent workers)
workers)
A 고용주
- 11 법인 고용주
- 12 개인기업 고용주
B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A

고용주(Employers)

▸ (정의) 단독 또는 타인들과 동업하여 그들이 일하며 활동을 통제하는
경제단위(기업)를 소유․경영하면서 일상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임금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취업자
부가 설명
⁍ 일상적 고용 지난 4주 중 조사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3주 이상 고용한 것을 의미함
⁍ 고용원 기간 중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나 임금 근로자여야 하고, 무급 가족
종사자나 동업자는 제외되며, 일시 휴직 근로자는 포함됨
⁍ 소유한다는 것은 지배지분의 과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권 또는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갖는 것을 의미함
⁍ 경영자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조직과의 계약,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체를 대신하는 등 경영상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일하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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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 고용주(Employers in corporations)
▸ (정의) 법인 기업을 소유․경영하면서 일상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임금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취업자
부가 설명
⁍ 법인 사업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며 고용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기업, 국내 상법상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해당됨
⁍ 제외 지배지분 없이 임명된 전문 경영인 등은 임금 근로자로 분류됨
⁍ 유의사항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정부 지배
소유 법인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이익을 주주에 분배할 수 없으므로 이 분류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나올 수 없음

12 개인기업 고용주(Employers in household market enterprises)
▸ (정의) 이윤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소유․경영하면서 일상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임금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취업자
부가 설명
⁍ 개인기업 사업체의 법인격 부여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
국내 상법상 법인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포함됨
⁍ 유의사항 비영리 단체의 운영자는 소유 개념이 없어 고용주가 될 수 없으며,
고용계약 특성에 따라 임금 근로자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됨

B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Independent workers without employees)

▸ (정의) 단독 또는 타인들과 동업하여 그들이 일하며 활동을 통제하는
경제단위(기업)를 소유 ․ 경영하면서 일상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부가 설명
⁍ 포함 간헐적으로 고용원을 두는 경우,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주간에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와 의존 계약자와만 일하는 자영업자

- 14 -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Owner-operators of corporations
without employees)
▸ (정의) 자신과 동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이외에 일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며 고용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법인 기업의 소유 경영자로 일하는 취업자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s in household
market enterprises without employees)
▸ (정의) 이윤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일상적 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또는 동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운영하는 취업자

▣ 의존
의존 취업자
취업자 (Dependent
(Dependent workers)
workers)
C 의존 계약자
- 30 의존 계약자
D 임금 근로자
-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E 무급 가족 종사자
- 50 무급 가족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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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존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

30 의존 계약자
▸ (정의) 이윤 목적으로 다른 경제단위를 위해 또는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적 특성의 계약(노동관계)을 체결하는 자로, 다른
경제단위 의 고용원은 아니나 해당 경제단위에 의존하는 취업자
부가 설명
⁍ 의존성(dependency) 작업 조직, 일 수행 방법 등과 관련된 인적·조직적 속성
(operational nature) 그리고/또는 시장 접근, 원재료 및 자본재 접근,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경제적 속성(economic nature)에 따라 판단함
⁍ 보수형태 일한 시간을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고 약정에 따라 일한 양의 대가
또는 서비스당 수수료를 받거나 고객에게서 봉사료만 받음
⁍ 제외 일상적으로 고용원을 두거나 법인 기업을 소유·경영하는 경우
⁍ 특성별로 ㉠자신의 노동을 타인에게 제공하지만 상업적 계약 구조를 갖는
취업자와 ㉡자신의 기업에 상당한 자산을 투입해 왔으나 자신의 노동이나 기업활동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한․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취업자로 구분됨

※ 참고 : 의존 계약자 개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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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임금 근로자(Employees)

▸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여 자신이 취업한 기업의 지배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대체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경제단위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취업자
부가 설명
⁍ 경영 책임을 지는 기업 임원의 경우, 지휘 권한을 가지거나 일부 지분을 보유할 수는
있으나 지배지분을 가지지는 않으며, 운영 측면에서 소유주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제한된 지휘 권한을 가짐
⁍ 포함 상업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한 시간을 대가로 보수를 받는 비공식 부문
고용과 협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원, 일하는 경제단위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중개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소규모 작업반장 등의 지휘하에 통상 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경우, 임금 성격의 보상을 받는 유급 자원봉사자
⁍ 유의사항 임금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맺는 다른 경제단위는 영리기업과 같은 시장
단위 뿐 아니라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비시장 단위와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가구도 해당됨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Permanent employees)
▸ (정의) 정년이 있거나, 고용이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프로젝트 및
휴직 대체 근무 종료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서 지속적 또는
무기한으로 고용된 근로자
부가 설명
⁍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며, 전일제 또는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나, 임금 지급
주기마다 정해진 최소 근로시간이 보장됨
⁍ 포함 근로 계약이 무기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에 최근 발령받은 근로자
또는 수습 신분의 근로자와 무기 계약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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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Long fixed-term employees)
▸ (정의) 정년 이외 고용이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 자로서
고용(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가 1년 이상인 근로자
부가 설명
⁍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며, 전일제 또는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나 임금 지급
주기마다 정해진 최소 근로시간이 보장됨
⁍ 포함 공식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나 그 계약이 정년 또는 무기한이 아니라는 이해가 존재하는 경우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 1년 미만) (Short fixed-term employees)
▸ (정의) 고용이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 자로서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부가 설명
⁍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며, 전일제 또는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나 임금 지급
주기 마다 정해진 최소 근로시간이 보장됨
⁍ 포함 공식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Short-term and casual employees)
▸ (정의) 고용(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가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부가 설명
⁍ 포함 ㉠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3개월 이상이더라도 급여
지급 기간 당 최소 근로시간 보장이 없는 경우 ㉡ 일거리의 제공이나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수행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일용직, 호출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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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Paid apprentices, trainees and interns)
▸ (정의) 전문 기능이나 직무를 습득하기 위해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타인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
부가 설명
⁍ 보수 수준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을 수 있음
⁍ 제외 ㉠ 새로운 일자리 시작 단계의 수습 기간 ㉡ 직장 내 직무교육연수
(OJT) 중인 경우 ㉢ 평생교육이나 직무훈련을 받는 근로자 ㉣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 ㉤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며 훈련받는 무급
가족종사자

E

무급 가족 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

50 무급 가족 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
▸ (정의) 따로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기업과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임금 근로자 또는 의존 계약자로 일하는
일자리에서 하는 일을 돕는 자
부가 설명
⁍ 가족이라면 동일 가구 내 구성원이 아니어도 되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동일 가구
내 구성원의 일을 돕는 경우에만 해당됨
⁍ 수행한 일의 대가로서 정규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나, 가족 또는 가구 내
소득 이전 방식으로 현물 혜택이나 비정규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음
⁍ 제외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독립 취업자의
동업자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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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위험 유형에 따른 종사상지위분류(KCSE-R)

▣ 이윤
이윤 목적
목적 취업자
취업자 (Workers in employment
employment for
for profit)
profit)
F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 12 개인기업 고용주
-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C 의존 계약자
- 30 의존 계약자
E 무급 가족 종사자
- 50 무급 가족 종사자

F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Independent workers in household market enterprises)

▸ (정의) 이윤을 목적으로 혼자서 혹은 한 명 이상의 동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들과 함께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취업자

☞ (참고) 경제적 위험 유형에 따른 종사상지위분류 항목의 내용 설명은
지휘 권한 유형에 따른 종사상지위분류 하위 분류 항목과 동일
⁍ F : 12 개인기업 고용주,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 C : 30 의존 계약자
⁍ E : 50 무급 가족 종사자
⁍ G : 11 법인 고용주,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 D :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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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임금 목적
목적 취업자
취업자 (Workers in employment for pay)
G 법인 소유 경영자
- 11 법인 고용주
-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D 임금 근로자
-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G

법인 소유 경영자(Owner-operators of corporations)

▸ (정의) 혼자서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및 한 명 이상의 동업자들과
함께 법인 기업을 소유하며 경영하는 자로서 법인 기업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
부가 설명
⁍ 법인 소유 경영자는 법인에 대한 투자 손실 가능성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법인과 분리된 법적 주체로서 유한책임만을 가지므로 위험이
경감되며, 법인이 이윤을 창출하는지와 관계없이 임금과 급여를 받으므로 임금
목적 취업자로 분류함
⁍ 제외 지배지분 없이 임명된 전문 경영인과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대주주로서
지분만 보유한 경우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