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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수
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통계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 통계 전
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 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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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통 계 명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8020호)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조사(우편, 팩스, e-mail)와 타계식
면접조사를 병행
- 응답자의 상황에 맞춰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사거부, 항목무응답, 조사표
기재 상 중대한 착오, 누락 등이 발생하면 통계조사관 또는 담당공무원이 표본사업체
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타계식 조사 실시
○ 조사도구: 종이 설문지(PAPI: paper and pencil), 엑셀형식 조사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기준기간: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 조사실시기간: 매년 7.1.~9월말
○ 조사주기: 연간(1회)
○ 공표주기: 연간(익년 4월말)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일반사항
- 본 조사는 조사설계(조사항목 및 표본설계 포함) 실시계획 수립, 통계조사관 교육, 조
사 실시, 내용검토 및 보완, 자료 추정·분석,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
※ 표본설계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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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
(본부)

실시계획
(본부→지방관서)

표본명단 확인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교육
(지방관서)

조사 실시
(지방관서→표본사업체)

내용 검토 및 보완
(본부↔지방관서)

자료 추정‧분석
(본부)

결과 공표
(본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 (5월~6월)실시계획 수립･송부 및 조사표 유인･배포
- 조사항목 의견 수렴
- 조사표 및 조사요령서 확정･배부, 입력프로그램 보완
➤ (6월 말~ 7월 초) 표본명단 확인, 조사표 및 협조공문 발송 등

※ 표본 사업체 변동사항(휴‧폐업, 이전여부 등) 확인, 표본대체 등

➤ (7월 초) 통계조사관 교육

※ 조사관련 유의사항 및 조사지침, 입력시스템 관련사항 등 교육

➤ (7.1.~9월 말) 조사 및 입력

※ 조사 실시, 검정, 자료입력 및 완료보고

➤ (~12월 말) 검토리스트 송부 및 내용 검토･보완
- 본부: 내용검토 후 검토리스트 송부
- 지방관서: 검토리스트 확인 및 수정입력

➤ (~ 익년 4월 말) 자료 추정‧분석(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
를 산출하여 통계적인 보정 실시)

➤ (익년 4월 말) 공표자료 작성 및 공표

7. 조사연혁

□ 개발배경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기획

□ 조사연혁(변경 내역 등)

○ 2000년：｢계약직 등 비정형근로자근로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통계 작성승인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5,500개 사업체
○ 2002년：비정규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를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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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6만개 사업체
- 조사기준기간: 조사년도 6월급여 계산기간
○ 2003년：조사대상 확대(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46천개 사업체
- 조사기준기간: 조사년도 4월급여 계산기간
- 기존에는 비정규직만 조사하였으나, 정규직까지 포함 조사
○ 2004년：조사항목이 유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의 통합조사표를 개발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37천개 사업체
- 조사기준기간: 조사년도 6월급여 계산기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기준일 일치)
- 일부조사항목 추가·변경
○ 2006년：｢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통합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42천개 사업체
○ 2007년：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 승인(2007.7.6.)
○ 2008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조사통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명칭변경,
조사직종분류 변경(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 단, 공표직종(한국표준직
업분류) 유지
- 조사대상 : 근로자 1 인 이상 30~33 천개 사업체 , 소속근로자 약 100 만명 내외 (‘17
년기준 , 근로자수는 선정된 표본사업체에 따라 매년 변동함)
- 조사항목: 일부 조사항목 추가·변경, 시범조사 등 실시(~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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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조사목적

○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로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활용
- 특히,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인적 속성과 사업체 속성별로 파악하여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분야

○ OECD, ILO 등 국제통계 비교(저임금근로자 비중, 분위별 임금,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등)
○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활용하고, 연구기관․학회․대학 등에 원시자료 제공
- 인적속성(성, 연령)별 근로실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을 분석하여 고용노동정책에 활용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최저임금미만율 , 최
저임금영향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
한의 예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
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등 각종
법률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무원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정책 수립에 활용
- 직종별 임금을 통한 보상자료 등에 활용 등

□ 관련 국내·외 통계 간 사전 검토 사항

○ 일본(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방법, 조사기준기간, 조사항목 등 전
부문을 검토한 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적합한 조사항목 , 조사방법 , 근로자
추출방법 , 표본설계, 추정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 단, 고용형태 정의는 ‘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를 따름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

○ 정부부처의 정책입안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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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D, ILO (저임금근로자 비중, 임금 등)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등 정부부처
▶ 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삼성
경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소
▶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자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각종 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 각 대학, 민간기업(손해보험사, 법률사무소 등), 개인 등
▶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내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정부
각 부처, 공공도서관 등 기관에 배부
- 연구기관, 학회, 대학교 등 원시자료 제공
-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간행물 보고서 배부
- 고용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rstat.moel.go.kr)에 결과공표 및 원자료 요청 가능

□ 통계의 용도

○ 활용 방향
-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로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활용 등
○ 활용 내용
- 각종 고용노동정책 수립에 활용: 인적속성(성, 연령)별 근로실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을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등 각종 법률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무원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정책 수립에 활용
- 직종별 임금을 통한 보상자료 등에 활용 등

3. 이용자 의견수렴

□ 고용노동통계조사(6종)에 대한 시범·부가조사 신설 수요 파악

○ 일자: 2018.1.16.
○ 대상: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유관 기관
○ 내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활용내역 및 시범･부가조사 신규 수요
○ 의견: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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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9년 기준) 조사항목 관련 의견 수렴

○ 일자: 2019년 5월
○ 대상: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유관 기관
○ 내용: 직군/직급 시범조사 유지(노사협력정책과), 최저임금관련 시범조사 문항 유지(최저
임금위원회) 등
○ 의견: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직군/직급 시범조사” 및 “매월 고정상
여금 연간 합계” 시범조사 항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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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 항목

□ 조사항목 체계

○ 사업체 현황에 대한 “사업체조사표”와 해당 사업체의 정규/비정규직 규모별로 추출
된 근로자에 대한 “개인조사표”로 구성
○ 사업체조사표 항목(14개) 및 근로자 개인조사표 항목(31개)
영 역

항 목

사업체
현황

1.
2.
3.
4.
5.
6.
7.

사업체 명칭
사업체 소재지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사업체 형태
경영형태
전체근로자수
노동조합 유무

근로자
항목

1. 일련번호
2. 고용형태
3. 사번(또는 성명)
4. 성별
5. 학력
6. 출생년월
7. 입사년월
8. 경력년수
9. 근무형태
10. 고용계약기간
11. 직종
(1) 업무내용
(2) 직업분류코드
12.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8.
9.
10.
11.
12.
13.
14.

6월 급여계산기간
산재보험 가입여부
주당 정상조업․영업일수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사업체설립년월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수 및 추출근로자수

13. 근로시간
(1) 소정실근로시간
(2) 초과실근로시간 (2-1) 휴일실근로시간
14. 임금산정기준
15. 임금기준액
16. 6월 급여액
(1) 정액급여
1) 기본급 2) 통상적 수당 3) 기타수당
(2) 초과급여
17.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18. 사회보험 가입여부
(1) 고용보험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19. 부가급부 적용여부
(1) 상여금
(2) 퇴직연금
20. 노동조합 가입여부

○ 그 외 부처 내 요구를 반영하여 시범조사 등 실시
- 사업체 직군별 직급단계 시범조사(사업체조사표, 개인조사표)
- 매월 고정상여금 연간 합계(개인조사표)

□ 주요 용어 정의 및 해설

○ 사업체
- 영리․비영리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
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예: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출장소, 영업소, 상점, 은행, 학교, 학원, 개인교습소,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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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서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
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즉, 손익
계산서․대차대조표․기타 기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로 경제적으로 밀
접하게 연결된 기업집단이나 계열사가 아닌, 법적인 단일체
※ 기업체와 사업체의 관계: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음. 예컨대 1개의 기
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경우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봄

○ 근로자 (정규직 및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
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
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
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와 그 밖의 종사자
※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운전기사 등

-

재택/가내근로자
▪ 재택/가내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무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를 지급받는 자
※ 예: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
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
사업주로부터 받음
-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
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

※ 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일일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 예: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
일에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
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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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
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
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과 관계없음
-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
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 상기 8가지 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면서, 임금산정기준이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이 1년 단
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임에 유의

○ 임금: 급여, 수당, 상여, 기타 등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
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현금 및 현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입함
-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수당)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 다만 ｢근로기준
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
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됨
① 기본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
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② 통상적 수당: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주․월
기타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수당
③ 기타 수당: 통상적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연․월차유
급휴가근로수당 포함) 다만,「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
로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
수당은 제외됨
- 초과급여(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상의 소정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외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
급되는 급여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1주 12시간 한
도,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한 경우에 지급
하는 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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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 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
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을 말함
① 고정상여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
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상여금 및 성과급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
② 변동상여금: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성과급
※ 예: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근무형태
- 전일제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
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자
- 단시간제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보통은 1
주일에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
로한 일수의 합계
- 휴일실근로일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소정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
상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의 합계
○ 근로시간: 조사기간 중 조사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누계
- 소정실근로시간
▪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
하여 근로한 시간
- 휴일실근로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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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념에 대한 국내·외 기준

○ 고용형태별 근로자 정의에 대한 기준 비교
- 국내의 대표적인 조사 비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vs. 경활근로형태별부가조사)
구분

비정규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자

비전
형

재택/
가내근로
자
파견근로
자
용역근로
자
일일근로
자

시간 단시간근
제 로자
기간제
한시
적

비기간제

정규직근로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부)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비고

①한시적근로자②시간제근로자③비전형근로자등
근로자와자영인의중간영역에있는자
사무실, 점포,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으면 Q57.
- 스스로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상품‧서비스를 제 독자적인
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 실적에
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제공방법, 근로시간등은
독자적 결정하면서, 개인 따라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 소득을
독자적으로결정하는경우
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 고일한만큼소득을얻는종사자서비스를 제공하 얻는
형태
장캐디, 레미콘운전기사등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
이결정하는경우
마련해 준 공동 사업장이 아닌 가정 Q58.
-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 사업체에서
주로
업무성취도에따라고정급을지급받는재택근로자 내에서근무가이뤄지는근무형태
일한
-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 ※재택근무, 가내하청
장소
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
를지급받는가내근무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 Q55.
체에파견되어근로하는자
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 입금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위 지급업
- 임금이나 신분상의고용관계는파견서업주의 관리 의한근로에종사하는자
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체
받는근로자
※고용주와사용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
용역업체가고용하고다른사업주의사업체에서근로하는자 다른 업체(원청업체)에서 근로하며, 다만, 고용관계 Q55.
-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에 있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용역업체의 지휘 입금
모두를용역업체의지휘‧감독을받는경우
‧명령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지급업
에서근무하는근로자
체
※청소용역, 경비용역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Q52.
이일자리가생겼을경우단시간근무하는자 없는단기적이고불규칙적인근로자
단기
-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의, 취업알선기관 등의 호 ※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대형할인점 근로
여부
출을받아일시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경우
아르바이트사원등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직장(일)에서 근무토록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동 Q54.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 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 근로시
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 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 간
1주일에35시간)동안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파트타 자
형태
임근로자포함)
※
평소
주당
36시간미만
근무하기로
정해져있는
*시간제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 경우가해당
근로
자와사죵자간에정한근로시간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
적약속이나계약도포함_) 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
Q51
근로계약기간을설정한근로자
-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여부, 명칭(계
(본조사
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Q22)
등과관계없음
Q53-1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 ②,
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 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 Q53-3
로근무하게하는근로자
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①~⑥
인자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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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전형 근로의 분류 체계
① 미국 : 노동통계국(BLS)은 한시적 노동(contingent work)을 근로자가 명시 혹은 묵시
적으로 장기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일자리로 정의, ’95년부터 통계조사를 위한 조작적
정의를 추가하여 사용
<한시적 근로자를 조사하기 위한 3가지 조작적 정의>
- 임금근로자:
현재의
일자리에서
1년근속년수가
이하 일하였고
앞으로자.1년[파견업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
즉
실제
및
기대
1년
이하인
조작적 체(temporary help)나 용역업체 근로자(contract workers)의 경우 소속된 파
용역업체와의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판단]
정의 1 견업체나
- 독립도급업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자영업자(self-employed)는 대상에서 제
외.
조작적 정의 1을 따름.
조작적 -- 임금근로자:
독립도급업자와
자영업자: 1년
실제이하인자)
및 기대 고용계약이 1년 이하인 자
정의 2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으로
장기근속이
기대되지
않는
자. 따라서 앞선 정의의 실제
조작적 및- 임금근로자:
기대
고용계약이
1년이라는
조건을
제
외시킴.
정의 3 - 독립도급업자와 자영업자: 조작적 정의2를 따름.

-

* 미국에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으며, 독립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중의 일
부가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됨. 자료 : BLS 보도자료(2005,7,27)

② 독일: 정규고용은 5가지 지표*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대한 부정적 개념으로서
“비전형고용**” 개념을 사용
* (5가지 지표)①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을 수반하는 풀타임 노동,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③사회보장제도 포섭, ④고용관계와 사용관계의 일치, ⑤사용자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 의무
** (비전형고용) 미니잡, 파트타임고용, 유기고용, 파견근로, 신자영업

③ 프랑스: 비정규고용을 ‘비전형고용*’과 ‘특수형태고용’으로 분류
비전형고용) 파견근로, 수급, 유기근로계약, 파트타임

* (

④ 일본: 명칭과 고용기간 그리고 파견 여부를 중심으로 정사원과 정사원 이외의 근
로자로 분류
정사원이외의 근로자) 계약사원, 촉탁사원, 파트타이머(단시간/기타), 기타

* (

□ 항목별 조사목적

○ 사업체조사표: 표본사업체명부로 정규/비정규직별 개인근로자 추출, 개인조사표의 일부
항목과 연계검토, 모수 추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
○ (개인조사표)일련번호: 사업체조사표의 추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동일한 근로자수가 추
출되었는지 확인
○ (개인조사표)고용형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인적 속성과 사업체 속
성별로 파악하여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개인조사표)사번 또는 성명: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조사항목에 응
답오류가 있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
해 보호
○ (개인조사표)성별, 학력, 출생년월: 다른 항목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인적속성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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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
○ (개인조사표)입사년월, 경력년수, 근무형태, 고용계약기간: 개인별 근로실태를 다각도로 파
악하고 다른 항목 등과 연계분석(산업별 근속년수별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직종별
경력년수별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등)
○ (개인조사표)직종: 직종별 임금을 통한 보상자료, 각종 법률의 기초자료 등에 활용
○ (개인조사표)근로일수, 근로시간, 급여,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활용, 최
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공무원 처우개선 및 합
리적 보수정책 수립에 활용 등
○ (개인조사표)임금산정기준, 임금산정기준액: 보다 정확한 급여를 조사하기 위하여, 오류
검토시 월환산 임금기준액과 기본급(또는 정액급여)을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
○ (개인조사표)사회보험가입여부, 부가급부, 노동조합가입여부: 사회안전망 등 확인, 근
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활용
○ (시범조사)직종(직군)별 직급단계: 기존에 발표하고 있는 직종별 임금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직급별 임금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조사 실시 중
○ (시범조사)매월 고정상여금연간 합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시범조사 실시(최저
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에 사용)
1-2. 적용 분류체계

□ 표준 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08)의 소분류(3자리)를 사용하여 통계수집하나,
- 고용형태부문은 대분류(1자리), 임금구조부문은 중분류(2자리)로 공표

※ 고용형태부문: 고용형태분류를 포함하며, 임금근로자 1인이상(특고포함)으로 공표
※ 임금구조부문: 기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의 시계열 연계를 위해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공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의 세분류(4자리)를 사용하여 통계 수집하나,
- 기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의 연계를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제6차)로 변환
하여 공표
- 고용형태부문은 대분류(1자리), 임금구조부문은 중분류 또는 소분류(2자리~3자리)로 공표

□ 일반 분류

○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 0규모(0인), 1규모(1~4인), 2규모(5~9인), 3규모(10~29인), 4규모(30~99인), 5규모(100~299
인), 6규모(300~499인), 7규모(500인~999인), 8규모(1,000인 이상)으로 통계수집하나,
- 고용형태부문은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이상, 임금구조부문은 5~9인, 10~29
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으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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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적용 여부

○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를 기초로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1-3.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 및 변경의 기본 방향

○ 조사 항목 및 문구 설명 등 내‧외부 관계자(정책 부서,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회의 후 수정 결정
○ 지방관서 조사 담당공무원 및 통계조사관에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함

□ 조사항목 등 내·외부 의견수렴 및 반영검토

○ 관련 정책과 및 유관기관에 조사항목 등 정기·수시 의견 수렴
- (정기) 상반기 조사 실시 전 관련 정책과 및 유관기관에 조사항목 등 의견 수렴, 반영
검토(매년 5월)
∙ ‘19.6월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항목 관련 의견제출 요청(’19.5.)
∙ 대상: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KDI, 한국은행,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유관 기관
- 조사항목 등에 대한 내·외부 수시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 이외에 제출된 의견, 지방관서 담당공무원의 수시 의견, 지방관서
점검시 현장의 통계조사관 의견 등을 취합
○ 의견 수렴 후 내부회의를 거쳐 반영여부 검토(문항개선, 시범조사항목 추가 등)
- 일시: 6월중 조사표 확정 전 수차례 진행
① 직종(직군)별 직급단계 시범조사 관련
∙ 대상: 노동시장조사과장 및 담당자,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담당자 등
∙ 내용: 직급별 임금정보 관련 조사항목, 조사대상, 공표수준, 조사항목 승인여부 등
검토 및 협의를 진행
∙ 결과: 직종(직군)별 직급단계가 명확하지 않고, 직급을 나누는 기준이 사업체마다
달라 매년 협의 후 조사항목 수정
② “매월 고정상여금 연간 합계” 시범항목 관련
∙ 대상: 노동시장조사과장 및 담당자, 최저임금위원회 담당자 등
∙ 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시범조사 항목 추가요청, 그 외 임금 “원” 단위
조사, 수습근로자(감액대상자) 여부 등 추가 요청
∙ 결과: 조사가능여부 및 기존 조사 시계열 유지 등을 판단하여 “매월 고정상여금 연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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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시범항목으로 실시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조사표 설계 및 변경절차 방법

○ 관련 정책부서에 조사항목 등 정기·수시 의견 수렴
- 조사 실시 전 관련 정책부서에 조사항목 등 의견 수렴, 반영여부 검토(5~6월)
- 조사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수시 수렴, 반영여부 검토
- 수시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지방관서 실무자 및 통계조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답
자의 응답 편의 및 오류 방지를 위한 문항 로직 검토
○ 항목 확정 및 통계청 변경승인 요청
- 통계청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 문항 확정, 승인
- 시범조사항목의 경우 통계청에 별도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음(통계청 문의결과)

1-5. 조사표 변경이력

□ 최근 조사내용 등 변경이력

○ 2016.06.21. 조사항목 일부 변경, 신규 항목 추가, 설명문구 변경
- (사업체조사표) 4. 경영의 형태: 도급업체와 용역업체를 구분하여 조사해 왔으나, 상
호배타적 구분이 어렵고 “도급업체”는 경영형태로 분류만 할 뿐 연관 질문이 없어
이를 삭제
- (사업체조사표) 13. 사업체설립년도 항목 추가: 사업체의 고용변동, 신규채용 등이 사업
체 설립연월(신설사업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 참고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문항 추가
- (개인조사표) 6번 출생년월 설명 변경: 개인의 나이 집계를 위하여 출생년월을 조사하는
항목의 “주민등록상” 문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듯한 거부감을 줄 수 있어
“주민등록 기준”으로 문구 수정
○ 2015.06.26. 조사항목 일부 변경, 신규 항목 추가
- (개인조사표) 퇴직금 여부를 퇴직연금 가입여부로 변경: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 적용되어 조사 실효성이 없음,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으
로 가입 사업체 및 근로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
악이 필요
- (개인조사표) 근로시간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항목 중 휴일실근
로시간 항목 추가
○ 2014.07.02 조사항목 일부 변경/삭제
- (사업체조사표) 6-1.장애인근로자수, 6-2.외국인근로자수, 14, 15 장애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항목 삭제: 타 조사에서 결과 활용이 가능하므로, 응답자의 응
답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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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조사표) 4.사업체 형태에 “④ 기타 추가 항목” 내용 추가 및 변경
- (사업체조사표) 12.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의 “⑤지급하나 지급기
준없음”을 “기타”로 변경
- (개인조사표) 13. 전년도 연월차 휴가일수 항목 삭제
- (개인조사표) 노동조합 가입여부의 항목 일부 통합: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정규직 비
정규직 나누어 조사했으나, 실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별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현실 반영을 위하여 항목 일부 통합
- (

1-6. 응답 소요시간

□ 사업체의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수준, 부서간 협조 정도 , 해당 표본사업체에
파견된 외부업체의 파견·용역근로자 현황 취합 정도 등에 따라 응답 소요시간
편차가 큼
*

**

○ 최소 30분(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서 최대 10일까지 소요되며,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사업체 불응 등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일부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간 또는 직종별로 근로자 정보 등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여러 담당자의 응답을 취합해야 하는 경우 발생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해당 표본사업체 소속근로자 외에도 그 사업체에 파견된 외부
업체의 파견/용역근로자를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그 파견/용역근로자가 속한 파견사업체, 용역
업체를 통해 표본 사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개인조사표 응답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조사기준 시점 기준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고포함) 민간부문 사업체에 고용된 정규 및 비정규 근로자

□ 조사모집단

○ 2015. 12. 31. 기준으로 조사된 2015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 중 전체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고포함)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부문 전산업 사업체에 고용된 정규 및 비
정규 근로자(국가,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은 제외)
- 전체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고포함)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1,825,870개소, 전체
근로자수는 15,438,331명(‘15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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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

○ 조사모집단에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T)을 제외한 것은 임금 관련
세부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무응답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을 제외한 것은 임금 등이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지급되므로 전 산업의 임금
등 구조 파악에 편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국제 및 외국기관(U)은 조사의 어려
움과 국내 사업체의 임금 등 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표본추출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 출처
- 통계명: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 작성연도: 2015년
○ 표본 사업체 노후화 등으로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표본개편
- 2017년 상반기 표본설계 연구용역실시(한국조사연구학회, 박민규교수) ⇒ 2017년 표본 개편
∙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노동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한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사용하고 있음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개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임금근로자가 없는 사업체를
제외하고 재구성→ 자영업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 조사한 후, 조사기준연도 2년 후에 결과가 공표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이 작성(3~4월)되므로, 2017년 상반기 연구용역 당시 최신의 표본 추출틀은
2015.12월말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2017년 표본개편 실시

□ 표본추출틀 선정이유

○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 노동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
한 것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로 사용되고 있음
- 사업체특성, 규모, 산업, 지역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표본틀로 사용하기 적합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개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임금근로자가 없는 사업체를 제외
하고 재구성→ 자영업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설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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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전체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실태에 대한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사를 통해서 작성
되는 주요 통계는 세부 고용형태별 인적속성 및 사업체속성 구분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실태임
○ 2015년 12월 말 기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약 79%으로, 조사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예상되는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
파악에 중점을 둠

□ 부차모집단 및 층화

○ 부차모집단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 상의 산업대분류를 기초로 하되 ‘자가소비생산활동’(T)과
‘국제 및 외국기관’(U)를 제외하고, ‘제조업’(C)을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기계, 전기·전자·반도체·
통신 등 4개로 세분화하여 21개 산업으로 구분
- 산업별 사업체 규모를 상용근로자수에 따라 8개로 구분하여 모두 167개의 부차모
집단으로 구분
○ 부차모집단별로 표본수를 설정한 후, 각 부차모집단을 다시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층화
하여 표본사업체를 추출하는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
- 층 구분은 사업체 규모(8)별 산업중분류(72)에 따라 구분하여 총 545개 층으로 구성
○ 다만, 부차모집단의 표본을 하위 층별로 배분할 때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 비중과 비
상용 근로자의 비율을 함께 고려한 절충배정법을 적용함,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표본을 보다 많이 할당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임

□ 목표오차 설정

○ 목표오차는 월평균 임금총액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의 상한으로 각 산업대분류의 사업체
규모 구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정도(精度) 높은 추정이 가능하도록 부차모집단별로
설정하되 아래와 같이 부차모집단내 임금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4.5%에서 차등하게
설정
<

부차모집단별 목표오차 설정 기준>

임금근로자수
목표오차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200,000명
이상

100,000 ~
199,999명

10,000 ~
99,999명

9,999명 이하

3.0%

3.5%

4.0%

4.5%

□ 표본크기 결정

○ 표본크기는 아래와 같이 월평균 임금총액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가 목표오차 이내가
- 18 -

되도록 하는 최소표본 크기를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여타 변수의 모집단 변동 추이,
표본수 증감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조정
 min

단

(

,



 


 
 
  
 

 
 

：월 임금총액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목표오차
,

,



:

사업체 수

)

년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부모집단별 임금총액의 상대표준오차( ) 추정
(상용종사자 규모 ‘0인 사업체’와 ‘1~4인’은 통합)
- 부모집단별 목표오차 수준에 부합하도록 표본수 산출(‘0인 사업체’와 ‘1~4인’의
표본수는 기존 표본 구성비로 분할)
- 모집단(frame) 사업체의 증감률*을 감안하여 2016년 현행 표본수 대비 변동폭 상·하한**을
기준으로 조정
▪ 종사자 규모 0인, 5인, 10인미만 : 변동폭을 [-20%, +30%]로 제한
▪ 나머지(10인 ~ 500인 이상) : 변동폭 하한에 대해서만 -30%로 제한
- 2016



모집단 증감률 = 2015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2012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표본수 변동폭 상·하한 = (모집단 증감률) × (현행 표본수 대비 증감률 상·하한)
*

부모집단의 표본수를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 비율×비정규직비율] 구성비로 절충 배
분(단, 층별 최소 표본을 10개로 조정)
○ 위의 표본설계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 추가적으로 통계 안정성 및 적정 표본수
유지를 위해 표본설계안을 바탕으로 재조정하여 최종표본을 추출
- 상용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조사
- 산업중분류별 최소표본을 90개로 조정(90개 미만시 전수조사)
-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규모별 최소표본 10개 및 최대표본 600개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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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집단별 표본수>

< 차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300-499인500인이상 합

계

A 농업,임업 및 어업

21

226

213

107

52

16

1

1

637

B 광업

14

87

81

43

36

3

1

3

268

121

399

227

197

156

164

48

29

1,341

C2 화학공업

46

208

186

163

143

78

42

47

913

C3 금속,기계

51

549

337

297

141

76

78

90

1,619

C4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30

261

166

146

106

55

49

81

89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

119

83

62

83

21

10

13

401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5

156

78

91

59

24

1

0

434

F 건설업

60

531

322

688

144

49

20

22

1,836

G 도매 및 소매업

190

1,045

454

458

160

202

47

40

2,596

H 운수업

285

1,299

794

615

301

187

46

41

3,568

I

663

732

470

434

432

82

22

6

2,84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

415

253

230

188

112

47

45

1,350

K 금융 및 보험업

71

535

353

143

146

102

31

62

1,443

116

647

446

277

203

104

12

14

1,81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355

178

188

112

104

34

117

1,12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752

483

293

154

241

43

141

2,181

432

600

170

191

111

141

25

47

1,717

22

401

849

762

542

218

28

90

2,91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3

433

156

250

85

40

9

7

1,22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8

588

449

620

746

115

13

2

2,651

2,692

10,338

6,748

6,255

4,100

2,134

607

898

33,772

C1 경공업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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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근로자 추출

○ 표본 사업체 내의 전체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
<

표본 사업체 내의 조사대상 근로자 추출방법>
조사근로자

사업체규모

추출률
1~29인

100%

조사대상 근로자 추출방법
전체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1. 전체 정규직 중 80%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30~99인

80%

2. 이 8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정규직 임금대장
에서 네 사람에 한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 전체 정규직 중 50%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100~299인

50%

2. 이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정규직 임금대장
에서 한 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 정규직 중 33%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정규직
300~999인

33%

2. 이 33%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정규직 임금대장
에서 두 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 정규직 중 20%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1,000~4,999인

20%

2. 이 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정규직 임금대장
에서 네 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 정규직 중 10%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5,000인 이상

10%

2. 이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정규직 임금대장
에서 아홉 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99인

100%

100~299인

80%

전체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1. 전체 비정규근로자 중 80%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2. 이 8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비정규근로자의
임금대장에서 네 사람에 한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 전체 비정규근로자 중 67%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300~499인

67%

2. 이 67%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비정규근로자의
임금대장에서 두 사람에 한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비정규직

1. 전체 비정규근로자 중 50%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500~999인

50%

2. 이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비정규근로자의
임금대장에서 한 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 전체 비정규근로자의 중 33%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1,000~4,999인

33%

2. 이 33%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비정규근로자의
임금대장에서 두 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1. 전체 비정규근로자 중 10%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5,000인 이상

10%

2. 이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선정방법은 비정규근로자의
임금대장에서 아홉 사람씩 건너뛰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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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본관리

□ 표본사업체의 전입 및 전출

○ (조사실시 전) 표본 확인기간에 타 지방관서로 전출한 표본사업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방관서에 통보하며 전입지역의 지방관서에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 실시
○ (조사실시 중) 표본 확인기간에 파악되지 않고 조사실시기간 중에 파악된 경우는 전출
하기 이전의 지방관서에서 조사실시(익년도 조사시 본부에서 일괄 이관처리)

□ 표본 대체

○ 표본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산업(중분류), 동일규모
(상용근로자 기준) 사업체로 대체한 후 조사
○ 표본사업체의 산업분류가 중분류에서 잘못된 경우나 변경된 경우에는 예비표본 명부나
최신 사업체노동실태현황명부에서 동일산업(중분류), 동일규모(상용근로자 기준) 사업체로
대체한 후 조사
○ 표본사업체의 규모(상용근로자 기준)가 ±2규모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한 후 조사
※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1규모(상용0인), 2규모(1~4인), 3규모(5~9인), 4
규모(10~29인), 5규모(30~99인), 6규모(100~299인), 7규모(300~499인), 8규모
(500~999인), 9규모(1,000인이상)

□ 표본사업체 기타변동

○ 합병
- 표본 사업체가 비표본 사업체로 합병된 경우
⇒ 합병한 사업체인 비표본 사업체를 그대로 조사(산업분류 및 규모변동 확인)
- 표본 사업체가 표본 사업체로 합병된 경우
⇒ 합병되어 없어진 사업체는 조사중단(기타-합병) 처리하고 표본 대체
- 비표본 사업체가 표본 사업체로 합병된 경우
⇒ 표본사업체를 그대로 조사(산업분류 및 규모변동 확인)
○ 분할
- 표본 사업체가 사라지지 않고 일부가 분리된 경우(표본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분 혹은 부
서가 분할되어 다른 사업체로 합병되거나 새로운 사업체로 분리되고 나머지 사업부분
혹은 부서는 남아있는 경우)
⇒ 표본 사업체를 그대로 조사(산업분류 및 규모변동 확인)
- 표본 사업체가 사라지고 2개 이상의 새로운 사업체로 분리되거나 다른 사업체에 합병
된 경우
⇒ 기존 표본 사업체와 동일산업(중분류), 동일규모(상용근로자 기준) 사업체로 대체
한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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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기입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는 자계식 조사와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타계식 조사를 병행
- 특히 조사표 기재 상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어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거나 조사표
제출이 지연된 경우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기재를 지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타계식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

□ 조사도구

○ 종이 조사표(PAPI: paper and pencil), 엑셀형식 조사표

□ 조사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

통계
조사관

⇨
⇦

조사대상사업체

○ (지방관서 조사 관리 체계)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 조사 실시 및 내용 검토→ 본부
결과 보고
○ (통계조사관 역할) 사업장 방문, 전화·팩스 등을 통해 조사표 작성(증감사유 등 확인)
및 전산 입력, 오류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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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별 조사과정
전화조사
○ 사업체 통화 요령

(1)

인사말

ò

통화 사유

ò
인사․급여담당자
(조사표 응답자)

ò

조사 실시

ò

끝인사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힘
▷고용노동부 00(지)청 지역협력과 통계조사관 000입니다.
▪조사의 취지, 내용을 설명
▷며칠 전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아시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년 6월급여계산기간 기준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자료는 고용형태별로 사업체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의
기초 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됩니다.
▪ 적격 담당자(응답자) 찾음
▷본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를 담당
하시는 000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적격 응답자】
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 담당자
▪ 조사 항목에 설명 및 질문하며 조사 실시
▷ 사업체 특성에 따라 응답자 입장에서 각 항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질문
▪ 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역협력과 000이고 연락처는 000-0000이며,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있을 시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문조사 시 면접 요령
○ 방문일정 협의 절차
- 방문대상 사업체와 연락하여 조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응답대상자를 확인한 후 구체
적인 방문일정을 협의·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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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ò

통화 사유

ò
방문일정 협의

방문일정 협의 절차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힘
▷ 고용노동부 00(지)청 지역협력과 통계조사관 000입니다.
▪조사의 취지, 내용을 설명
▷ 며칠 전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아시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고용형태별로 사업체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수립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적격 응답자 찾기
▷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를 담당하시는
000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방문일정 협의

○ 사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출장일정)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사전보고
- (출장준비) 사업체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려면 단정한 복장, 올바른 언행,
통계조사관증(필수) 패용, 조사표, 협조 공문 등을 준비하여 사업체가 안심하고 응답
할 수 있도록 함
- (방문시간) 사업체의 적격 담당자(응답자)와 협의 후 결정
사업체 담당자가 조사응답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후 조사 실시
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 방문조사는 피하여야 함
간 방문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함
유 업소, 숙박업체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방문함
사업체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양해를 구함)

·
· 너
· 야
· 흥
·

방문조사) 사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적격자(대표자나 인사
노무담당자)를 만남→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조사의 취지·목적, 조사내용을 설명한
후 조사표를 작성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응답 적격자가 답변
할 수 있도록 유도
응답 거부 시에는 조사목적, 지정통계 작성의 중요성을 설명→ 계속 거부 시 조사담당 공무원
에게 보고
- (

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응답 적격자
▪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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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태도) 통계조사관이 방문 시 지켜야 할 태도, 자세, 사업체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 발굴을 위한 질문방법 등 교육
기본자세: 부드럽고 상냥한 표정, 당당한 시선, 자연스러운 대화, 적당한 추임새, 되묻기
등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체로부터 답변 캐어묻기: 사업체 응답자의 불성실, 추상적 답변 시(조사 불응, 반발심
작용)
→ 응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공감대 형성
→ 긍정적 어구 등 사용하여 사업체 응답자의 관심을 유도
→ 조사목적 및 조사항목과 연계하여 정확한 응답 유도
- (

※ 단, 유도 질문 등을 피하고 중립적인 태도 유지

○ 사업체 재방문이 필요할 경우

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고
약속한 날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
기입누락이나 착오사항이 발견된 경우
1차 방문시 응답자 부재 또는 회피한 경우
응답

｢조사표｣ 배부 후 약속된 날에 사업체를 재방문하여
조사표 회수 → 조사표 내용을 반드시 현장에서 검토
반드시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토록 함
응답자 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회피하는경우조사담당 공무원과 상의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채용방법 및 선발자격

○ 통계조사관 채용방법
- 조사 예산에 따라 각 통계거점지방관서(18개관서)별로 채용기간, 채용인원 등을 결정한
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방식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채용 절차
서류전형

Ÿ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Ÿ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필기전형

Ÿ

NCS기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

Ÿ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면접전형

※ 지방노동관서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자격 요건
구

분

학력 및 전공
성별, 연령
병역
우대사항
기타

주 요 내 용
·
·
·
·
·

학력 및 전공 무관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직무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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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직무는 모집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직무분야 기준 및 유사 관련분야 기준 적용

○ 주요 업무 수행 내용
- (통계조사 준비) 조사 대상에게 관련 협조 공문을 우편 발송하며, 사업체 정보나 조사
내용에 대해 보안 조치를 유지함
- (통계조사 실시) 조사매뉴얼(조사요령서)를 기반으로 조사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적격 담당자(설문해당자) 확보, 조사 대상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해 조사 항목에 대한
고용노동통계 실시
- (통계자료 처리) 응답된 조사항목 자료 값에 기초하여 규정에 맞게 기록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응답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 통계조사관 근무조건

○ 보수수준 : 일급 66,800원(‘19년 기준), 면접조사 등으로 출장시 출장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통계조사관은 해당 지방관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지방관서에서 각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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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 통계조사관】
채용분야

기관
주요사업

주요업무
주요업무
수행내용

전형방법

대분류

02. 경영·회계·사무

통계

분류

중분류

01. 기획사무

조사관

체계

소분류

03. 마케팅

세분류

03. 통계조사(능력단위 미개발 영역 포함)

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보험 및 취업알선 사업과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노동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임
01. 통계조사 준비

02. 통계조사 실시

03. 통계자료 처리

○ (통계조사 준비)
조사 대상에게 관련 협조 공문을 우편 발송
○ (통계조사 실시)
조사매뉴얼(조사요령서)을 기반으로 조사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적격 담당자
(설문해당자) 확보, 조사 대상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해 조사 항목에 대한 고용노동
통계 조사 실시
○ (통계자료 처리)
응답된 조사항목 자료 값에 기초하여 규정에 맞게 기록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응답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조사사업체 정보나 조사내용에 대해 보안조치를
유지함
채용공고문 참고

일반요건
교육요건

연령

만 60세 미만

성별

무관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 조사 용어에 대한 이해, 산업분류표 이해

필요기술

○ 통계조사표에 대한 이해, 엑셀 활용 능력, 현장 방문조사 능력, 전화대응 능력, 자
료 검토 능력, 입력시스템 사용 능력

직무수행태도

○ 적극적인 학습의지, 업무처리에 대한 꼼꼼한 태도,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태
도, 매너를 준수하려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객관적·균형적 태도, 조사 대상을 이해
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

필요자격

없음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참고사이트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관리, 직업윤리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 laborstat.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통계

2-2. 조사원 교육훈련

□ 교육과정

○ 본부: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공무원) 교육
- 조사 실시 전 지방관서 담당자(공무원)에게 조사용어 정의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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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및 시간

○ 본부: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공무원) 교육
<기본사항 및 조사지침 등 교육> 1일(’19.6.)
- 조사취지, 항목별 조사지침
· 항목별 내용검토 방법, 지난 조사에서 자주 나타난 오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입력시스템 사용 방법, 조사내용 검토 기준 설명 등
<직종분류 교육>2~3일(’19.3.)
-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분류 교육은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직업분류 교육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담당자도 필수참석대상으로 함께 교육 실시
○ 지방: 통계조사관 교육
- 지방관서별 교육시간 및 진행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보통 기본교육(보안교육/안전교육 포함)
1~2시간, 조사요령교육(입력시스템 교육, 엑셀업로드 방법 등 포함) 4~5시간으로 진행
-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교육은 보통 2~3일 정도 소요
- 통계조사관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중간 교체시, 또는 조사 중간에 공무원이 조사표를
검토한 결과 특정항목 등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조사관에 대한 재교육
실시(수시)
- 수시로 공무원이 조사표를 검토하거나 입력시스템 상 오류리스트를 보며 개별 수시
교육 실시

□ 통계조사관 교육시간 적절성 검토

○ 보통 각 지방관서별로 통계조사관 교육시간에 기본교육(보안교육 포함) 1~2시간, 조사
요령교육(입력시스템 교육, 엑셀업로드 방법 등 포함) 4~5시간 정도, 직종분류교육은 최소 2일
이상 진행하는 것이 적절
○ 통계조사관 평가 및 조치에 따라 개별 교육 실시
- 조사 입력률(성공률), 오류 발생률을 기준으로 통계조사관 수시 평가
- 지방관서 담당자가 검토한 조사표 검수 결과에 따라 논리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특정
항목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판단되는 통계조사관의 경우 개별 교육 실시

2-3. 조사원 업무량

□ 통계조사관 업무 배정

○ 총 조사기간은 3달 정도로 계획하고, 250명(1회기준) 정도의 통계조사관 투입됨
- 조사실시 전 사전에 배정 받은 표본 수만큼 조사가 진행되며, 통계조사관 역량 등에
따라 지방관서 담당자 판단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응답소요시간: 사업체규모, 시스템 구축 수준, 부서간 협조 정도 , 해당 표본사업체에
파견된 외부업체의 파견·용역근로자 현황 취합 정도 응답 소요시간에 차이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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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0분(규모가 매우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서 최대 10일까지 소요되며,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사업체 불응 등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일부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간 또는 직종별로 근로자 정보 등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여러 담당자의 응답을 취합해야 하는 경우 발생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해당 표본사업체 소속근로자 외에도 그 사업체에 파견된 외부
업체의 파견/용역근로자를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인적
사항 등의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그 파견/용역근로자가 속한 파견사업체, 용역
업체를 통해 표본 사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개인조사표 응답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표본설계
(본부)

실시계획
(본부→지방관서)

표본명단 확인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교육
(지방관서)

조사 실시
(지방관서→표본사업체)

내용 검토 및 보완
(본부↔지방관서)

자료 추정‧분석
(본부)

결과 공표
(본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 (5월~6월)실시계획 수립･송부 및 조사표 유인･배포
- 조사항목 의견 수렴
- 조사표 및 조사요령서 확정･배부, 입력프로그램 보완
➤ (6월 말~ 7월 초) 표본명단 확인, 조사표 및 협조공문 발송 등

※ 표본 사업체 변동사항(휴‧폐업, 이전여부 등) 확인, 표본대체 등

➤ (7월 초) 통계조사관 교육

※ 조사관련 유의사항 및 조사지침, 입력시스템 관련사항 등 교육

➤ (7.1.~9월 말) 조사 및 입력

※ 조사 실시, 검정, 자료입력 및 완료보고

➤ (~12월 말) 검토리스트 송부 및 내용 검토･보완
- 본부: 내용검토 후 검토리스트 송부
- 지방관서: 검토리스트 확인 및 수정입력

➤ (~ 익년 4월 말) 자료 추정‧분석(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
를 산출하여 통계적인 보정 실시)

➤ (익년 4월 말) 공표자료 작성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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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준비

○ (본부)조사계획 수립 및 시달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조사표 및 조사요령서 작성·배부, 표본명부 배부
- ‘19년부터 본부에서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표본사업체에 배포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
- 본부: 지방관서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NCS기반) 및 교육
○ (지방관서) 조사준비
- 배부된 표본명부를 기준으로 조사시작 1~2주일 전 조사표본사업체 확인=> 휴․폐업,
규모변동, 이전 등 확인하여 표본명부 주소, 대체여부 등 확인, 표본명부 수정․보완
- 조사실시 공문 등을 제작하여, 수정․보완된 표본명부에 따라 조사표 및 공문 등 우편
발송(조사실시 1주일 전)
- 채용 확정된 통계조사관 신분증 등 제작
○ (지방관서) 조사안내 및 홍보
-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조사실시안내문 등 공지
- 각 지방관서별 조사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조사일정, 조사소개가 포함된 달력, 메모지
등 기념품 발송, 현수막 제작, 매년 1회)
*

-

각 지방관서별 조사홍보계획은 지방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응답사업체에 한해서 1년에 한번 씩 응답사례품(1만원권) 지급(본부에서 일괄 구매후
지방관서에 지급, 지방관서에서 사례금지급계획에 따라 응답사업체에 지급)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일반지침

○ 표본 관리(조사시작 전)
- 사업체명칭, 사업체소재지, 주요 사업내용, 전화번호, 상용근로자수, 휴․폐업 등을 확
인한 후, 조사진행, 표본대체(대체기준에 따라)․이관 등 판단해야 함
※ 휴폐업, 산업분류 중분류 변경, 규모 ±2규모 이상 차이 날 경우 등에 대체해야함

표본사업체가 타 관할지역으로 전출(이관)된 경우 “이관관서번호”에 입력후, 본부 및
이관할 관서에 보고(통보)
○ 이 조사는 일단 조사표로 작성된 후에는 조사된 사항의 진위 또는 누락 여부를 파악
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사표 완성 전 조사 대상 사업체의 인사·노무 관련 자료를 많이 수집
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표적인 작성오류는 금액의 단위가 “천원”이나 이를 “원”으로 착각하여 과대 기재하는
것임, 따라서 조사표 검토시 근로자수에 비해 금액이 너무 크게 나타나면 반드시 사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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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여부를 확인
○ 근로자추출: 근로자 조사표상의 업무내용이 하위직, 사무직, 생산직 또는 기능직 위주
로만 조사되어 있다면, 추출기준에 맞게 추출하지 않고 사업체에서 임의로 근로자를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지침서상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담당자와 협의하여 동일 지침이 모든
지방관서에 시달될 수 있도록 함

□ 조사표 지침

사업체조사표>
3-1. ｢1. 사업체 명칭｣
<

1. 사업체 명칭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상 명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입할 것
▪ 회사법인은 「등기상의 명칭+(주), (유), (합자), (합명)」 형식으로 작성
▪ 영업소, 공장, 지점, 분점, 분회, 사업소,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체
의 명칭과 영업소, 공장, 지사(점)의 명칭도 반드시 기입할 것
3-2. ｢2. 사업체 소재지｣
v

2. 사업체 소재지

우편물 발송이 가능한 법정주소로 사업체가 실제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도로명, 건물명
등을 상세히 기입할 것
▪ 빌딩, 시장, 상가 등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경우 빌딩, 시장, 상가의 명칭과 동•층•호
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3. ｢3. 주요 생산품별 또는 사업내용｣
v

3.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v

1)

2)

해당 사업체의 생산품, 취급품목 또는 서비스 종류의 비중(매출액 기준)이 가장 큰
순서대로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1종 이상을 기재
▪ 생산품명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체가 영위하는 산업활동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되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2종을 기재
․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종류) 인지
․ 이들의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 및 판매되고 있으며, 어느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 매출액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사자수나 시설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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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형태｣

3-4. 4.

4. 사업체 형태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부, 점 등) ③ 지사(점)․공장 ④ 기타

사업체 형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할 것
▪ 단독사업체: 별도 장소에 본사, 본점 또는 공장, 지점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1기업 1사업체)
▪ 본사: 동일한 경영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1기업 2개 이상 사업체)
▪ 지사(점)‧공장: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은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
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1기업 2개
이상 사업체)
▪ 기타: 비영리 단체인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종교단체 등
3-5. ｢5. 경영의 형태｣
v

5. 경영의 형태 ① 일반사업체 ② 파견업체

④

용역업체

⑤

기타

경영의 형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할 것
▪ 일반사업체: 파견업체, 용역업체, 기타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체
▪ 파견업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체
․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조, 이하 파견법)
▪ 용역업체: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
▪ 기타: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종교단체 등
3-6. ｢6. 전체 근로자수｣
v

명

6. 전체 근로자수

전체 근로자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 2019. 6월 급여계산기간 중에 당해 사업체내에서 1일이라도 근무한 모든 임금
근로자수를 기입(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할 것
▪ 외부의 파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포함하여 기입할 것 (파견․용역업체소속의
근로자도 포함)
▪ 당해 사업체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만 기입하여야 하며, 본사, 지사 등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는 기입하지 말 것
3-7. ｢7. 노동조합 유무｣
v

7. 노동조합 유무
v

① 없음

② 있음

표본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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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계산기간｣

3-8. 8. 6

8. 6월 급여계산기간

□월□일～□월□일

원칙적으로는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개월간임
▪ 급여계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6월분 최종급여 마감일까지의 1개월간의 기간을
기입할 것. 다만 이 경우 월력상 2019년 6월이 16일 이상 포함되어야 함
3-9. ｢9. 산재보험 가입여부｣
v

. 재보험 가입여부

9 산

①가입

②미가입

표본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입함
3-10. ｢10. 주당 정상조업․영업일수｣
v

10. 주당 정상조업․영업일수

①5일 ②격주 5일 ③6일

7일

④

기타

⑤

주당 정상 조업일수라 함은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생산 활동을 한 일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1주(휴일 포함) 동안 정상 공정가동일을 의미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하였더라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
▪ 사업체 사정 등으로 근로자의 일부가 조업을 한 경우도 조업일수에 포함
3-11. ｢11.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
v

11.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

①1～4명
②5명～9명
⑤50～99명
⑥100～299명
⑨1,000명～4,999명 ⑩5,000명 이상

③10～29명
⑦300～499명

30 4 명
500 명

④ ～ 9
⑧ ～999

｢기업체｣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서
▪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음
v ｢11.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체가 소속된 기업의 본사, 지점․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 기업 전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용근로자 이외에 임시․일용
근로자도 포함됨(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됨)
▪ 다만,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와 같이 사용자를 달리하는 근로자는 근무지 장소가
해당 표본사업체라 하더라도 제외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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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2018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에 관한 사항｣

3-12. 12.

12. 2018년 중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1) 종 류
(2) 지 급 기 준
①기본급
④기본급+통상적 수당+기타 수당+초과급여
고정상여금 ②기본급+통상적수당
⑤기타(
)
③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⑥지급하지 않음
①기본급
④기본급+통상적 수당+기타 수당+초과급여
변동상여금 ②기본급+통상적수당
⑤기타(
)
③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⑥지급하지 않음

고정상여금 및 변동상여금에 관한 구분을 다음 기준에 따라 할 것.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아래의 상세 설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 고정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
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상여금 및
성과급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
▪ 변동상여금: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
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성과급
3-13. ｢13. 사업체 설립년월｣
v

13. 사업체 설립년월

년

월

현재의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할 것. 설립년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3가지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변경한 때를 설립년월로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 되었을 경우 (예 :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v 다음 사항은 설립년월을 변경해서는 안됨
① 일시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 후 다시 동일 업종(산업대분류)으로 영업을 재개한 경우
② 사업체가 장소만 이전한 경우
③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은 본사(점)의 설립연월이 아닌 해당 지사의 설립년월이 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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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체 인력현황」
「14. 고용형태별」
4.

14. 고용형태별
전체 근로자수(①～⑨)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재택/가내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용역근로자
⑤ 일일근로자
⑥ 단시간근로자
⑦ 기간제근로자
⑧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⑨ 정규직근로자

임금근로자수
남성
여성
전체

추출
근로자수

｢6. 전체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기입하되
고용형태별의 앞 번호에서 이미 포함된 인력은 제외할 것
∙ 전체근로자에는 내․외국인 모두를 포함
v 비정규직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할 것
v

①특수형태 w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근로종사자 계약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
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②재택/가내 w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
근로자
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
w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
③파견근로자 w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
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
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
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사업
주로부터 받는 근로자
④용역근로자 w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
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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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운전기사 등
▪114 전화안내 등
▪의류․모피제품에 단추
달기 등
▪파견근로자로 기입해야
하는 근로자는 합법적인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근로자도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⑤일일근로자 w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
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
하는 자
w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v

⑥단시간근로자 w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전후)
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⑦기간제근로자 w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 없음
⑧기간제가아닌 w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
한시적근로자 회사사정에
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간병인
▪대리운전자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아르바이트 사원 등
▪소정근로시간이 ‘뚜렷
하게 짧은(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초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됨

｢⑨정규직근로자｣는 ①～⑧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함

개인조사표>
2. ｢D. 개별근로자에 관한 사항｣
2-1. ｢1. 일련번호｣
<

1.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1번부터 순서대로 기입할 것
2-2. ｢2. 고용형태｣
v

2. 고용형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재택/가내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용역근로자
⑤ 일일근로자
⑥ 단시간근로자
⑦ 기간제근로자
⑧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⑨ 정규직근로자

v

각 근로자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를 모두 기입(중복하여 체크<시범>)
▪ 각 근로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업체조사표 ｢13. 고용형태별｣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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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번(또는 성명)｣

2-3. 3.

3. 사번(또는 성명)

｢사번(또는 성명)｣은 내용검토를 위한 보조자료로만 활용됨. 따라서 해당 표본사업체
에게 반드시 ‘보조자료로만 활용되고 절대 공개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로 조사를 기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
2-4. ｢4. 성별｣
v

① 남성

성별은 해당란에 ○표를 할 것
2-5. ｢5. 학력｣

4. 성별
② 여성

v

① 중졸이하 ② 고졸

5. 학력
③ 전문대(초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학력은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위, 학력인정 등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기입할 것
▪ 중졸이하는 초등학교졸, 중졸 및 무학자를 포함
▪ 대학원졸 이상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를 말함
▪ 중퇴자는 차 하급학교 졸업으로 기재
2-6. ｢6. 출생년월｣
v

6. 출생년월
년

월

7. 입사년월
년

월

출생년월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출생년월을 기재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분증상의 출생년월을 기입할 것
2-7. ｢7. 입사년월｣
v

입사년월은 해당 근로자가 해당 표본사업체에 입사한 년월을 다음 기준에 따라 기입함
▪ 수습 및 견습 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입사년월임(수습 및 견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입사년월에 휴직기간을 더한 연월을 입사년월로
기입함
▪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시점을 입사년월로 기입함
2-8. ｢8. 경력년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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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력년수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⑤ 4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이상～10년 미만

④
⑦

3년 이상～4년 미만
10년 이상

경력년수는 조사 기준일 현재까지 업무내용을 수행한 기간을 말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기입할 것
▪ 조사기준일 현재의 직종에 대해 과거로부터 조사기준일 현재까지 자사와 타회사에서
근무한 연월수(근무한 경력)를 통산하여 기입할 것
▪ 휴직기간은 제외함
▪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견습기간은 포함함
▪ 자동차운전기사, 간호사 등의 경우처럼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종은 면허 취득 후
실제로 그 직종의 업무에 종사한 연월수를 경력년수로 기입함
2-9. ｢9. 근무형태｣
v

9. 근무형태

전일제(Fulltime)
① 교대제하지 않음 ② 2교대제 ③ 3교대제
단시간제(Parttime)
⑤ 단시간제

v

일제

④ 격

근무형태는 다음의 구분 기준에 따라 해당번호 하나만을 선택하여 ○표를 할 것
▪ 전일제(Full time)근로자인 경우에는 ①～④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를 할 것
․ 전일제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자
․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일제’에 해당됨
․ 경비, 공장가동 등 격일제근무 또는 2～3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에
해당
▪ 단시간제(Part time)근로자인 경우에는 ⑤번에 ○표를 기입할 것
․ 단시간제 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전일제인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동등하다면
‘전일제’로 분류. 단, 일거리가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는 ‘단
시간제’로 분류함
․ 전일제근무와 단시간제근무의 구분 기준은 고용계약 시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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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기간｣

2-10. 10.

10. 고용계약기간
① 1개월 이하
② 1개월 초과～6개월 이하 ③ 6개월 초과～1년 미만
⑤ 1년 초과～2년 이하 ⑥ 2년 초과
⑦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④

1년

고용계약기간은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기입함
▪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로 정한(약속한 또는 계약한)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계약의 기간은 정하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
기간이 최초에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상의 기간으로
기입
2-11. ｢11. 직종｣
v

(1)업무내용

11. 직종

(2)직업분류코드

｢ 업무내용｣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
으로 기입 할 것. 업무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별도로
기입할 것
▪ 작성된 업무내용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분류에 활용되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이나 외국어 등은 가급적 쉬운 표현으로 기입할 것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난이도와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이
가장 높은 내용을 직업세분류(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표-사업체조사표 뒷면 참조)
명칭보다 상세하게 기입할 것
v ｢(2) 직업분류코드｣는 한국고용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해당 코드번호(4자리수)를 기입
하되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 직업분류 기준은 ①주된 직무*, ②최상급 직능수준, ③생산업무 우선 원칙 등의 순서에
따라 결정
* 주된 직무: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업무시간, 직능수준, 사업체 주요사업과의 연관성,
직무를 통한 부가가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직업을 분류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근로자의 특정업무 수행 능력, 지식, 경험,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할 것
․ 생산직의 경우 생산과정, 이용장비, 원재료, 완제품 등을 고려할 것
․ 직업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의 산업, 규모 및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직업명칭에 의해서 단순히 분류해서는 안됨
▪ 다수직업 근로자의 분류
․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으로 분류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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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시간으로 분류하기 힘든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분류
․ 위 두가지 경우가 분명치 않을 때는 최근의 직업으로 분류
2-12. ｢12. 근로일수｣
(1) 소정 실근로일수

12. 근로일수

(2) 휴일 실근로일수

근로일수의 기입은 소정 실근로일수와 휴일 실근로일수로 구분하여 기입할 것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할 것)
▪ 소정 실근로일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의 합계를 기입 ⇒ “근로자가 6월 급여계산기간 중에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기입”
▪ 휴일 실근로일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소정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
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의 합계를 기입
2-13. ｢13. 근로시간｣
v

(1) 소정 실근로시간

13. 근로시간
(2) 초과 실근로시간 (2)-1 휴일 실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소정 실근로시간과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으로 구분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 소정 실근로시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서 정규적인 업무
개시 시각과 종료시간과의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 기입
▪ 초과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입할 것
▪ 휴일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
v 근로시간 산정 시 유의사항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것(다만, 광업 사업체의 갱내 휴게시간 등 이른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본래의 직무 외로 근무한 당직, 일직, 숙직 근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것
▪ 초과(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된 초과근로시간을 기입할 것
2-14. ｢14. 임금산정기준｣
v

14. 임금산정기준
① 시간급 ② 일급 ③ 주급 ④ 월급

v

제 ⑥ 기타

⑤ 연봉

임금산정기준은 공표 대상 조사항목은 아니며, 급여와 관련한 자료 검토와 시간급통상
임금 산정,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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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기준액｣

2-15. 15.

15. 임금기준액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따라서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근로제공과 관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경비,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v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 임금 구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임금을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로 구분하고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액급여 중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기타 수당은 통상임금은
아니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함
v

정액급여
기본급
통상적 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기본급 임금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기타 수당
통상적 수당 외 임금
(초과급여 제외)
기타 임금

｢임금기준액｣ 기입요령
▪ 임금산정 기간 동안의 만근 기준 임금기준액을 기입함
▪ 시간급→시급액, 주급→주급액, 월급→월 기본급, 연봉제→연간기본연봉(성과 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
▪ 연봉제 근로자는 성과급연봉(수당 포함) 및 퇴직금을 제외한 기본 연봉액의 연간
총액을 기입
2-16. ｢16. 2019년 6월 급여액｣
v

1) 기본급

16. 2019년 6월 급여액(단위: 천원)
(1) 정액급여
2) 통상적 수당
3) 기타 수당

(2) 초과급여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적․정기적 지급, 사용자의
지급, 근로의 대가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
v 2019년 6월급여액은 사업체조사표상의 6월 급여계산기간(예: 6.1～6.30, 5.25～6.2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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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급여액을 급여의 종류별로 구분 기입함
v ｢(1)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포함)을 말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됨
▪ ｢1)기본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2)통상적 수당」: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
로서 사업체에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고정수당)
▪ ｢3)기타 수당｣: 통상적수당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포함)을 기입함-(변동수당).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됨
v

「(2)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외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
되는 급여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1주 12시간
한도,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교대제와 초과급여
․ 소정근로가 교대제로 인하여 야간일 때(22시～06시)의 급여는 정액급여란에 기입
하되 할증된 야간근로수당만 분리하여 초과수당란에 기입함
｢ 전년(2018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2-17. 17.

17. 전년(2018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단위: 천원)

매월 고정상여금
(시범)

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성과급의 연간총지급액을 기입함
▪ 아래 구분을 참조하여 판단할 것.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아래의
상세 설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 고정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v 2018

- 43 -

상여금 및 성과급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예: 정기상여금 등)
▪ 변동상여금: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
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성과급
▪ 연봉제근로자의 경우 성과연봉을 연간특별급여액에 포함하며 퇴직금부문은 포함하지
않음
2-18. ｢18. 사회보험 가입여부｣
(1) 고용보험

18. 사회보험 가입여부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① 가입 ② 미가입 ① 가입 ② 미가입 ① 가입 ② 미가입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여부를 확인하여 각 해당 항목별로 기입할
것
v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각에 대하여 실제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임금지급시 명세서에 각 보험료의 공제내역이 명기) 모두 ①번 기입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②번을 기입함
▪ 지역가입자는 제외
▪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별도로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 참고
▪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도 가입으로 봄
v 고용보험: 직장에서 임금(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자가 해당됨
v 건강보험: 임금(보수) 지급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에 한함(개인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은 제외)
v 국민연금: 소속 사업장에서 직접 가입하여 준 경우만 해당되며, 임금(보수) 지급시 국민
연금이 공제되는 경우만 기입할 것
2-19. ｢19. 부가급부 적용여부｣
v

(1) 상여금
① 적용 ② 미적용

v

19. 부가급부적용여부

(2) 퇴직연금
① 가입 ② 미가입

당해 사업체에서 상여금(보너스, 기말수당, 성과급 등)이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예정(적용)되는 경우에만 ①번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된 경우 ①번으로 기재
｢ 노동조합 가입여부｣

2-20. 20.

① 가입

v

② 가입안함

20. 노동조합가입여부
③ 자격없음
④ 노조없음

정규직 및 비정규직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해당 사항에 ①～④번을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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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자격이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③ 자격없음”으로,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을 안하였을 경우에는 “②가입안함”으로
기재함
⇒ ①②③은 사업체에 노조가 있을 경우에만 응답이 나올 수 있음
3-4. 현장조사 관리

□ 관리체계

○ 본부 사무관 및 주무관 각 1명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며, 18개 거점 지방
관서 팀장 및 담당자(주무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관리
- 1차 지방관서 조사 담당 주무관(18개 관서 각 1명), 2차 지방관서 팀장(18개 관서 각 1명), 3차
본부 조사 담당 주무관(1명), 4차 본부 조사담당 사무관(1명) 순으로 현장 조사관리
※ 18개 거점 지방관서: 서울청, 서울동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중부청, 고양지청, 경기지청, 성남
지청, 강원지청, 부산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대구청, 포항지청, 광주청, 전주지청, 제주, 대전
청, 청주지청

본부에서는 조사표, 조사관련 지침, 일정 등을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지방관서에서는
통계조사관관리, 조사진행, 조사표 내검 등 현장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
○ 담당자별 역할
1) 본부 담당자(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 조사관련 업무 총 관리 및 조사업무 제반 점검
- 조사 애로사항 청취 및 반영 등
- 실사지도 업무 총괄
- 조사전반 지침 전달
- 조사상 문제점 대처 방안 강구
- 조사업무 진행 파악
- 입력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오류 조건, 재검 사항 등 시달
2) 18개 거점 지방관서 담당자(팀장, 담당주무관)
- 현장지도 총괄
- 본부에서 시달해 준 표본 사업체의 조사기준시점에 사업체 변동을 확인하고, 통계조
사관에게 업무량 배정(인당 조사량 할당, 방문조사 비율 할당 등)
-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사항 답변,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불응사업체 설득 노하우 등 공유, 독촉공문 등 발송
- 불응사업체 등 사업체 출장, 방문조사 실시
- 조사표 내검, 입력시스템 오류 등 확인
- 기타 조사관련 서류 및 행정사항 확인(조사표, 협조공문 등 발송)
- 조사도구 및 조사자료 현장 관리 총괄
- 답례품 등의 물품관리, 조사홍보 관련 기념품, 홍보계획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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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관 관리(근태, 출장 등) 및 불편사항 접수 등
- 본부담당자에게 진행사항, 조사시 발생한 특이사항 등 보고(수시)
○ 조사관리자 업무량
- ‘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총 통계조사관수 250명 정도(18개 관서 합계)
-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응답자의 질의응답 대응 체계

○ 질의응답 체계
- 사업체 응답자는 통계조사관이나 거점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
○ 질의응답 체계 운영 방법
- 유선 전화를 통한 문의(조사 실시 공문에 담당자 전화번호 등 기재)
- 노동통계홈페이지,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 현장조사 사례집(조사요령서 “문답” 또는 “Q&A”부분): 조사요령서에 조사항목과 관련
된 사례, 사업체 변동사항과 관련된 사례, 기타 조사진행 관련 사례, 관련 법 등 첨부되어
있음

□ 통계조사관 질의응답

○ 질의응답 체계
- 통계조사관의 문의는 대부분 거점관서 담당공무원 단계에서 처리되며, 거점관서 담당자가
처리 못하는 경우 거점관서 담당자가 본부담당자에게 문의
○ 질의응답 체계 운영 방법
- 상시 유선 및 메일 등을 통한 질의응답 채널 구축
- 고용노동부 “다우리 -어울림공간 -(커뮤니티 )노동통계누리터 “에 질의응답 내용 업
데이트, 질의응답(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 답변 등)에 대한 답변내용 등은
조사요령서에 업데이트

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 적격 응답자

○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응답 적격자(급여,
회계, 인사·노무 책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지정
- 관련업무 총괄 부서의 실무자가 응답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대리응답 여부: 관련 업무 총괄 부서의 책임자가 응답할 수 있게 하되, 실무자가 응답
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확인란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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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억응답

□ 대부분 사업체의 임금대장, 소속 근로자 인적사항 등 장부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하므로 기억응답은 하지 않음
4-3. 무응답 대처

□ 응답 유도를 통한 무응답 최소화

○ 항목 무응답의 응답유도 방안
- 응답이 어려운 문항에 대하여 조사표에 관련 지침을 표기하거나 응답이 어려운 사유를
별도로 기입
- 바로 응답하기 곤란한 문항은 차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
○ 단위 무응답의 응답유도 방안
- 단위 무응답 “사유에 따라” 대처 방안 사용
1) 사업체 응답자 불만으로 조사거부 시: 접촉횟수, 출장조사 등의 결정은 지방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결정
· (조사표 불만 등)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조사표를 쉽게 설명하여 심적 응답 부
담을 줄여 협조 요청
· (응답자 업무 과다, 다년간 조사응대에 대한 피로도 등) 간단한 조사 취지 설명 후 조사표
및 공문, 연락처 등을 남기고 재방문 또는 재연락, 지속적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관리자와
상의→거점관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득
· (기타 ) ①응답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거부 시 조사의 활용분야 설명을 통해 직•
간접적인 이익이 있음을 설명, ②개인 고충으로 거부 시 이를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
→ 조사 중요성 및 목적 설명 후 협조 요청
2) 조사기관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거부 시
· (조사 또는 국가에 대한 불신) 개인정보 및 통계법에 의한 보호와 조사 목적, 활용
등을 설명하여 조사 협조 요청
· (통계조사관 불신 등) 공문, 통계조사관증, 승인된 조사표 등 제시하여 사업체의 불
신을 해소한 후 조사 협조 요청→거점관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득
3) 추적실패
· 방문하여 휴․폐업, 이전여부 등 확인(인근 사업체/부동산 등에 문의, 고용보험이력
및 인터넷 조회 등)하고 처리
○ 조사신뢰도 제고를 통한 응답 유도
- 조사안내문(공문) 발송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및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내용 안내
- 거점관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득
○ 조사협조도 제고를 통한 응답 유도
- 조사완료 후 답례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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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고용노동통계조사의 인지도 확보

4-4. 표본대체

□ 단위 무응답 발생 시 무응답 사업체 관리 매뉴얼 적용
○ 무응답 관리

①
응답
거부
설득계획보고
수립및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담당공무원→
팀장)

*

③
｢무응답 조사대상｣
판정 및 대체
지방관서
(담당공무원, 팀장→부서장)

②
거부 설득
지방관서(통계조사관,
담당공무원, 팀장)↔
조사대상(응답자)

④
｢무응답
보고 및조사대상｣
입력
지방관서(문서시행,
입력시스템) →본부

｢무응답 조사대상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입력프로그램(표본관리, 방문통화) 관련 사항 입력

○ 거부 사유 및 대응
- 각 거부사유별 대응요령에 따라 대처

□ 무응답 관리과정 절차

○ 응답거부 보고
- 거부발생(거부의사 표시, 3회 이상 제출지연) ⇨ 거부발생 보고(통계조사관 → 조사 담당
공무원 → 팀장) ⇨ 설득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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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발생 보고받은 조사관리자(담당공무원, 팀장)은 전화설득 시도

○ 거부대상처 설득
- (설득기준) 거부발생 월 포함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설득 진행, 마지막 회 설득 시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 관리자(담당 공무원 또는 팀장) 방문(동행
또는 단독)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 방문조사가 가능한 기간 중 병가, 해외출장, 질환 등으로 출장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설득을 위한 방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를 직접 만나 협조 요청한 경우만 ‘설득 횟수’에 포함
- 단, 전수층에 속하는 표본인 경우에는 표본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결과 추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준 횟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기간 중 최대한 설득을 진행
하여 조사표를 회수하여야 함
-

설득과정 관리) 자료제출 명령(요청) 실시, 입력프로그램-방문통화기록 입력

* (

< 설득 횟수 기준 >

조사명
설득 횟수 기준
적용제외(규모 또는 산업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기간 중 2회 이상 상용근로자 1,000인 이상
적용제외 전수층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규모는 표본명부 상 규모 기준임
- 응답거부 조사대상처를 설득 할 때마다 반드시 ‘입력시스템 -방문통화기록 ’에 조사
대상처와의 상담내역(조사자,응답자,일시,조사방법,상담 내용 등)을 반드시 입력
○ 무응답 조사대상 판정 및 관리
- 조사기간 중 2회 이상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답 거부 시 팀장 보고 및 부서장 결재 후
｢무응답 조사대상｣으로 판정하여 설득 중단 가능
*

:

,

‘

설득 중단 효력) ‘다음 표본 개편 시점 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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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번호
<작성예시>
99
⋮

사업체
고유번호
1234567890
⋮

<

무응답 조사대상 보고(양식) >

사업체명

거부사유
(코드)

㈜통계상사
⋮

1
⋮

설득횟수 방문여부 방문횟수
(회)
(비방문:0, 방문:1) (회)
3
⋮

1
⋮

2
⋮

무응답 조사대상 처리(본부)
- 설득방문 횟수 등 무응답 매뉴얼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충족 사업체는 익월 표본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
- 미충족 사업체는 지방관서에 ‘처리불가’ 통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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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 관리과정 흐름도 >

① 표본명부 송부
(본부 → 지방관서)
∙표본명부 송부


②-1. 표본 대체 및 확인
(지방관서→조사대상)
∙대체사업체 운영여부 및 기본사항 확인

표
본
대
체

조
사
거
부

조사
불가


조사가능

② 표본 확인
(지방관서 ↔조사대상)
∙운영여부 및 기본사항 확인
 조사가능
③ 조사표 등 발송
(지방관서 → 조사대상)
∙조사표, 협조공문 등 발송


④ 조사표 수령‧작성‧제출
 응답거부 보고
거부
(조사대상 → 지방관서)
(지방관서: 통계조사관→조사담당공무원→ 팀장) 
➡ ∙조사표 작성‧제출(조사대상 응답자)
∙조사대상 거부발생 보고 및 설득계획 수립
설
※ 거부발생 보고받은 조사 관리자(공무원,

득
팀장)은 전화설득 시도
성
⑤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공
(지방관서 ↔ 조사대상)

∙자료입력
 거부 설득
∙내용검토(오류사항 등 확인)
(지방관서↔조사대상, 방문)


⑥ 자료정제
(본부 ↔ 지방관서 ↔ 조사대상)
∙입력내용 오류 및 확인사항 검토(본부↔지방관서)
∙이상치 검토 및 무응답 처리(본부)

∙조사별 설득 횟수 기준 이상 설득
(마지막 설득 회차에는 조사
관리자 방문-동행 또는 단독)
 설득 실패
 ｢무응답 조사대상｣ 판정
(지방관서)
∙팀장 보고, 부서장 결재 후 설득중단
∙｢입력프로그램-방문통화기록｣ 관련사항 입력
∙설득 중단 표본에 대해서도 지속적 설득
 설득 중단
 ｢무응답 조사대상｣ 보고 및 입력
(지방관서→ 본부)
∙무응답 조사대상 보고(조사별 완료 보고 시)
※ ｢무응답 조사대상 관리대장｣ 첨부



⑦ 추정 및 집계
(본부)
∙결과 추정 및 집계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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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표
(본부)

5. 사후조사

□ 지방관서 출장점검 실시

○ 일부 지방관서의 조사 진행 상황 및 통계조사관의 이해도 파악을 통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과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출장점검
○ 시기: 조사 시작 후 조사가 절반정도 진행된 시점(8월~9월 초)
○ 주요 점검 사항
1) 조사과정 점검, 조사표 검토 및 통계조사관 면접을 통한 통계조사관의 조사 이해정도 파악 등
- (조사과정) 교육현황, 조사표 검토체계, 진도율, 업무배분 등 파악, 건의 및 특이사항 청취
- (조사표) 직종분류, 세부임금내역, 근로시간 구분 내역 등 작성항목 검토
- (이해도 파악) 통계조사관 최소 3명에 대해 사전 준비된 예상 질문지를 통해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 발견 시 ① 현장 시정 조치, ② 타 관서 내용 전달
- (교육의 적정 여부 파악) 교육 내용 및 시간, 이해도
2) 표본사업체 방문
- 필요 시 조사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확인 등
○ 결과 및 활용
- 응답 재확인 결과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응답 수정
- 통계조사관 및 응답사업체 확인 결과 어렵다고 느끼거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침 작성
- 접수된 불만 및 건의사항 내용에 따라 해당 통계조사관 재교육 실시

6.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 표본사업체 ‘방문통화기록’ 작성

○ 입력시스템상에 방문통화기록 을 작성하게 하여 방문 접속횟수 요일 시간대 사유 등
다양한 현장의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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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Ⅴ. 자료처리
1. 자료코딩

□ 방법 및 내용

○ 항목변수
- 보기 문항번호를 입력
○ 연속 변수
- 응답 값을 그대로 입력
- 출생년월/입사년월, 근로일/근로시간 응답 기본 단위는 ‘년’, ‘월’, ‘일’, ‘시간’이며, 소수점 표기
없음
- 급여(임금) 응답 기본 단위는 ‘천원’이며, 소수점 표기 없음

□ 코드체계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공개하는 분류 체계 적용
○ 표준 코드 체계
- 한국표준산업분류(3자리): 소분류를 사용하여 코딩하고, 자료 제공시 대분류 또는 중분류로 공표
- 한국고용직업분류(4자리): 세분류를 사용하여 코딩하고, 자료 제공시 한국표준직업분류로
변환하여 대분류 또는 중(소)분류까지 공표
○ 일반 코드 체계
- 지방관서(2자리): 48개 항목으로 코드화
- 규모: 상용근로자수 기준 9개 항목으로 코드화

규모(0인), 1규모(1~4인), 2규모(5~9인), 3규모(10~29인), 4규모(30~99인), 5규모(100~299인), 6
규모(300~499인), 7규모(500인~999인), 8규모(1,000인 이상)

*0

○ 한국행정구역 분류의 중분류 항목으로 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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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입력

□ 전산입력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개발한 입력시스템 활용
*

조사기간(년) 입력 및 조사명(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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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 및 방법

○ 본부: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공무원) 교육
- 기본 지침 교육과 함께 입력시스템 변경내용 등 교육(1시간)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전달교육 실시)
- 조사실시 전 기본 및 지침 교육과 함께 실시
- 보통 2시간 소요(엑셀편집, 엑셀업로드 방법 등 교육 포함)
- 입력시스템 PPT 또는 실제 입력시스템을 보면서 교육 진행
- 통계조사관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중간 교체시, 또는 조사 중간에 공무원이 조사표를
검토한 결과 특정항목 등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조사관에 대한 재교육 실
시(수시)

□ 전산입력관리

○ 통계조사관이 조사표 회수 및 내검 후 직접 입력시스템에 입력
○ 입력된 자료는 지방관서 조사담당자 및 본부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검토(오류조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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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내검

□ 단계별 내검
○ 조사진행

1) Pre-Cleaning

조사 진행률 10%시점에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가 실물 조사표 전수 검수
- 오류가 발견된 응답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조사관
별 재교육 진행
2) 지방관서 담당자의 조사표 검토 및 입력시스템 입력을 통한 오류 등에 대한 수시 확인
작업 실시(전화 또는 면접조사)
3) 일부 지방관서에 대한 본부 담당자의 중간 출장 점검 실시
○ 조사완료(데이터 클리닝)
- 전산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논리 내검과 범위 내검 실시
- 실시 후 지방관서에 재검토 리스트 시달, 오류 등 수정
-

□ 오류 유형 및 처리 방안

○ 유형
- 실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 전산입력으로 인한 오류, 응답자의 응답 오류로 구분
○ 처리방안
- 단순 입력 오류일 경우 재입력
- 문항들간 응답값을 비교하거나 이전 분기 조사 결과 참고하여 오류 수정
- 응답자에게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call-back)실시

□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 내용
- 자료 내용검토(에디팅)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개발한 입력시스템 활용
- 본 시스템에 응답 로직을 사전에 설계하여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
- 입력 내용의 오류 또는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분홍바탕으로 표시되거나 메시지가
나타남. 이 경우 메시지를 참고하여 입력 사항을 다시 확인
- 오류 발생시 오류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장이 되지
않음

□ 전산내검의 범위 및 논리내검 적용 내용
○ 입력프로그램 오류‧검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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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KEY

필 드 명

오류

지방관서번호

-

※지방관서코드 참조

사업체번호

-

00001 or 1~99,999

사업체규모

-

1~8

산업분류번호

추출률

(5자리: 전년 번호와 동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2008년 신산업기준)
비정규직

0, 10, 33, 50, 67, 80, 100

정규직

0, 10, 20, 33, 50, 80, 100

추출률이 0

추출률 둘 다 0이면 오류

지역번호

주의> '08년도부터 변경

※지역코드 참조

1

사업체명칭

-

2

사업체소재지

-

주요 생산품명(1)

-

주요 생산품명(2)

-

3

검토조건

코드

4

사업체형태

사업체형태가 1~4가 아닌 경우

5

경영형태

경영형태가 1~4가 아닌 경우

6

전체근로자수

7

노동조합 유무

8

1~999,999 이고 전체 < 만 50세이상 근로자수인 경우
S1
S4

전년대비 ±50% 초과 시 검토(전년도 근로자수 50명이상인 사업체)
- 1~2

시작월

급여계산 시작월이 5, 6월이 아닌 경우 검토

6월급여

시작일

급여계산 시작일이 1~ 31일이 아닌 경우 검토

계산기간

마지막월

급여계산 끝월이 6, 7월이 아닌 경우 검토

마지막일

급여계산 끝일이 1~ 31일이 아닌 경우 검토

9

산재보험가입여부

S5

1,2 전년도와 산재보험 가입유무가 다를 경우 검토

10

주당 정상조업일수

S6

1~5 전년도와 정상조업일수가 다를 경우 검토

11

기업전체의 근로자수
전년도

12

연간 고정상여금

- 기업전체근로자수보다 사업체근로자수(파견,용역근로자 제외)
가 큰 경우
항목이 1~6이 아닌 경우 검토

상여금 및 성과
급에 관한 사항

변동상여금

항목이 1~6이 아닌 경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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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필 드 명

오류
코드

남자
여자

13

전체근로자수
①~⑨

고용형태별 ①~⑨ 남자합계가 다른 경우 검토
고용형태별 ①~⑨ 여자합계가 다른 경우 검토
- 전체 남자와 여자의 합계가 전체합계와 다른 경우
검토
- 고용형태별 ①~⑨ 전체합계가 다른 경우 검토
- 6번의 전체근로자수와 14번의 전체합계와 다른 경우
검토
- 고용형태별 ①~⑨ 추출근로자수 합계
- 0 <추출근로자수 ≤ 전체합계

전체

추출근로자수

13-①
13-②
13-③
13-④
13-⑤
13-⑥
13-⑦
13-⑧

13-⑨

14
15

남자
① 특 수형 태종 사 여자
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② 재택/가내근무 여자
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여자
③ 파견근로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여자
④ 용역근로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여자
⑤ 일일근로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여자
⑥ 단시간근로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여자
⑦ 기간제근로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⑧ 기간제가 아닌 여자
한시적근로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남자
여자
정규직근로자
전체
추출근로자수
대체여부(+)
대체기타(+)
회수월
조사표(+)
회수일
년
설립년월(+)
월
직종(직군) 1
직급단계 1
이전할 관서
KOSKEY

검토조건

- 전체합계오류(T1_1 ~ T9_1)
- 추출근로자수≤전체 오류(T1_2 ~ T9_2)

S11
S12
S9
S10

대체이고 대체사유가 없는경우
대체기타 이고 대체기타가 없는 경우
조사표 회수월이 없는 경우
조사표 회수일이 없거나 당해 조사 월.일이 아닌 경우
설립 월 누락
설립 일 누락
전체근로자수 30명 이상이고 직종(직군)1 이 누락인 경우
전체근로자수 30명 이상이고 직급단계 1 이 누락인 경우
이전할 관서와 지역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
누락 또는 10자리가 아닐경우
- 61 -

연 계 항 목

지방관서/사업체번호

오류코드

검토조건

V1_1

- 사업체조사표는 있고, 개인조사표는 없는 경우

V1_2

- 사업체조사표가 완료가 아니고(+), 개인조사표는 있는 경우

◦ 개인조사표 건수가 사업체조사표의 ‘전체 추출근로자수’의 70%
V2_1

미만인 경우 (예: 추출근로자수가 10명인데 개인조사표는 7명
미만으로 기입된 경우)

◦ 개인조사표 건수가 사업체조사표의 ‘전체 근로자수’ 보다 큰 경우
근로자수

V2_2

(예: 전체근로자수가 10명인데 개인조사표는 11명 이상 기입된
경우)

◦ 추출된 근로자(사업체)와 입력된(개인) 자료의 고용형태가 다른
V2_3

경우
(예: 추출된 근로자에 파견근로자 10명, 개인조사표 정규직 10명으로 기
입된 경우)

직종/사업체규모

V3_1

- 10인 미만 사업체에 관리자(01)가 1인 이상인 경우

V3_2

- 10~50인 미만 사업체 중 관리자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 사업체조사표 파견, 용역을 제외하여 근로자수 계산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여부

산재보험가입여부
/산재보험

고정상여금 미지급/
상여 및 성과급 지급

◦ 사업체조사표 “7. 노동조합유무” 와 개인조사표 “21.노동조합가
V4

입여부”
- 노조가 있는 경우(sa_nojo=②) ⇒ ④이 나타나면 오류

◦ 사업체조사표 “9.산재보험가입여부” 와 개인조사표 “18(4)산재보험”
V5

- 사업체조사표 ①가입 ⇒ 개인조사표 18(4) ②미가입
- 사업체조사표 ②미가입 ⇒ 개인조사표 18(4) ①가입

V6

◦ 사업체조사표의 “고정상여금 & 변동상여금 ⑥지급하지 않음” 이고
개인조사표 상여금 및 성과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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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출생년
출생월
입사년

오류
코드
E1
E2
E4
E5
E6_1
E6_2
E7_1

입사월

E7_2

필 드 명

1
2
3
4
5

일련번호
고용형태
사번(또는 성명)
성별
학력

6

출생년월

7

입사년월

8

경력년수

E8

9

근무형태

E9

고용계약기간

업무내용
11

직종

12*

근로일수

13*

근로시간

E10_1
E10_2

고용계약기간이 2,3,4,5,6이면서 고용형태가 7이 아닌경우

**

15

16**
17**

18*

19

E11_1

(KECO)

E11_2

직급(시범)
직종(시범)
소정실근로일수
휴일실근로일수
※소정+휴일, 비교
휴일일수+휴일시간
휴일일수+휴일시간
소정실근로시간
초과실근로시간
※소정+초과, 비교
휴일실근로시간
※소정+초과, 비교

E11_3
E11_4
E12_1
E12_2
E12_3
E12_4
E12_5
E13_1
E13_2
E13_3
E13_4
E13_5
E13_6
E13_7
E13_8
E14

- 직업분류코드 입력이 잘못된 경우
- 나올수 없는 직업분류코드(공무원 직종)인 경우
(0111, 0122, 0245, 0246, 0511, 0531, 0533, 2401, 2402, 2403)
- 정규직이고 근로자 수 30명이상 이고 누락인경우
- 정규직이고 근로자 수 30명이상 이고 누락인경우
소정실근로일수가 1~31이 아닌 경우
휴일근로일수가 0~10일이 아닌 경우
총근로일수가 1~31이 아닌 경우
휴일일수=0 & 휴일시간 >0
휴일일수^=0 & 휴일시간 = 0
소정실근로시간이 1~360시간이 아닌 경우
초과실근로시간이 0~250시간이 아닌 경우
총근로시간이 1~500시간이 아닌 경우
휴일근로시간이 1~250시간이 아닌 경우
초과시간 < 휴일시간
일휴일근로시간 >=24
일총근로시간>=24
교대제 아닐 때 일총근로시간 >=20
임금산정기준이 1~6이 아닌 경우

E15

임금기준액이 0~900,000천원이 아닌 경우

E16_1
E16_2
E16_3
E16_4
E17
E18_1
E18_2
E18_3

기본급이
1~90,000천원이
통상적수당이 0~9,000천원이
기타수당이 0~9,000천원이
초과급여가 0~9,000천원이
상여금이 0~900,000천원이

20
21

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임금산정기준이 ⑥인 경우에만 0 가능)
기본급
6월
정액급여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급여액
초과급여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사회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교육서비스업
산재보험
제외)
부가급부

-

직업분류코드

미존재(+)
14

일련번호가 숫자가 아닌 경우
고용형태가 1~9가 아닌 경우
성별이 1, 2 아닌 경우
학력이 1~5 아닌 경우
만14세이상 ~ 83세이하가 아닌 경우 검토
출생월이 1~12가 아닌 경우 검토
입사년도가 1966년 이전이거나 2018년 이후인 경우
입사월이 1~12가 아닌 경우 검토
(입사년이 조사년도인 경우 8~12월은 오류)
경력년수가 1~7이 아닌 경우
근무형태가 1~5가 아닌 경우, 근무형태가 5.단시간인데 고
용형태가 6.단시간근로자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7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2,3,4,5,6이면서 고용형태가 5이거나, 고용
계약기간이 7이 아닌데, 고용형태가 9인 경우

E10
10

검토조건

상 여 금

퇴직연금
적용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
매월고정상여금연간합계(시범)

아닌
아닌
아닌
아닌
아닌

경우
경우
경우
경우
경우

사회보험가입여부가 1,2가 아닌 경우

E18_4
E19_1
E19_2
E20
E22

상여금적용여부가 1, 2가 아닌 경우
퇴직연금 가입여부가 1, 2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1~4이 아닌 경우
전년도 연간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보다 큰 경우

* 12(근로일수), 13(근로시간), 18(사회보험가입여부), 19(부가급부적용여부) 검토는 특고와 재택/가내 제외
** 임금항목(15,16,17)의 오류검토에서 직종이 0134, 0611, 0612, 0613, 0614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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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응답
4-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항목 무응답 산출식

○ 일반사항
- (사업체조사표) 조사 성공 사업체를 분모로 항목 무응답 사업체의 비율을 산출
- (개인조사표) 조사 성공 근로자를 분모로 항목 무응답 근로자의 비율을 산출
○ 산출식
(사업체조사표)
∑무응답 사업체
항목 무응답률     × 
∑ 해당년도 조사 성공 사업체

개인조사표)

(

∑무응답 근로자
항목 무응답률     × 
∑ 해당년도 조사 성공 근로자

□ 주요 항목 무응답

사업체조사표) 사업체명부(현황) 및 개인근로자를 추출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항목 무응답을 인정하지 않음 => 항목무응답률 0%
(개인조사표) 각 조사항목간 긴밀한 연관(논리오류 등)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항목 무응답을 있으나,
▪ ‘5.학력’, ‘8.경력년수’ 항목은 채용의 변화로 사업체에서 학력·경력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20.노동조합가입여부’는 복수노조, 산별노조 등으로 인사담당자가 별도 관리
하지 않는 경우 등 항목무응답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임(1% 내외)

- (
-

4-2. 항목무응답 대체

□ 주요 항목 무응답 대체 방법

노조가입여부’ 항목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유일하게 결측을 허용하고 있음
- ‘학력‘, ‘연령’ 등 인적속성항목은 관련 직종·산업·규모를 고려하여 평균대체
- ‘경력년수’ 항목은 입사년월을 고려하여 대체
- ‘

4-3. 단위무응답 실태

□ 표본사업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위무응답’에 대해서는 표본대체 및 사후보정
○ 표본대체
- 전체 모집단 또는 고용보험 DB에서 대체
- 동일산업(중분류 기준) 및 동일규모에서 대체사업체 표본확인 후 대체 표본 선정
※ 해당관서 대체 불가 시, 관할관서 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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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무응답 현황

○ 산출식
- 추출된 표본대비 무응답표본 비율을 산출
∑무응답 사업체
단위 무응답률     × 
∑ 해당년도 전체 추출 사업체

○ 표본대체 등으로 최종 미조사 표본은 매우 낮은 수준임(조사완료 99.7%이상)
○ 휴·폐업, 산업분류 변동, 규모변동, 조사거부 등의 이유로 표본이 대체되고 있었으며, 최종
완료까지 미조사된 경우는 해당 분석셀에 동일한 대체표본이 없는 경우임
4-4. 오차 검증

□ 단위무응답 발생시 가중치 생성시 무응답조정을 함

○ 무응답조정: 목표표본수와 응답표본수간의 차이를 보정
- 셀 가중법(cell weighting): 각 셀마다 목표로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조사 완료된 표본의
특성으로 나누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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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계추정 및 분석
1. 통계추정
1-1. 가중치 조정

□ 가중치 산정 및 추정

가중치 산정의 목적
-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조사 (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 설계 가중치 ,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됨
- 근로자에 대한 가중치는 전체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의 평균 급여액, 근로시간 등의 각종
평균 추정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체 가중치 산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층화2단계추출법으로 추출된 표본 사업체 내에서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자를 조사함, 1차추출단위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고, 2차추출단위는 각 사업체에서 조사되는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자임
- 따라서, 사업체 가중치는 근로자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업체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가중치와 결손 조정값(missing adjustment)을 구해야 하며,
설계가중치와 결손 조정값, 최종 가중치은 다음 식에 따라서 구할 수 있음
각 층별 모집단 사업체 수
(ⅰ) 설계가중치  
각 층별 표본 사업체 수
표본 사업체 수
(ⅱ) 결손 조정값  
실제 조사 사업체 수
(ⅲ) 최종 가중치=설계가중치×결손 조정값
(3) 근로자 가중치 작성
① 설계가중치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내의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자가 많은 경우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도록 함, 사업체 내의 일부 추출에 대한 조정은
이러한 추출률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
▪ 조사 근로자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
(1)

근로자 설계가중치  사업체 가중치×사업체내 조사 근로자 추출률

② 사후층화 조정
▪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사후층화 조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대분류 (21), 사업체
규모(8) 구분에 따라 모두 167개 부차모집단을 고려하며, 1차 조사를 통해서 얻은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계산함
1)

1) 제조업의 경우는 4개 산업분류로 세분함.

- 66 -



사후층화 조정계수  



여기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근로자 수(남, 여)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규모별 추정 근로자 수(남, 여)
③ 조사 근로자에 대한 최종 가중치
▪ 다른 일반적인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와 마찬가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작성되며, 조사 근로자에 대한 최종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일부
추출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됨




조사 근로자 최종가중치  근로자 설계가중치×사후층화 조정계수

1-2.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처리는 산업, 직종, 규모별 각 항목에 대한 전년 대비 검토를 주로 이용
○ 이상치 식별방법
- 중위수(median) 활용
- 사분위수 활용: box-plot의 상한이나 하한 즉 바깥쪽 울타리를 벗어나는 관측치를 이상치로
정의
- 비율(Ratio) 활용: 추세자료로 전년동기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값에 의해 이상치
판단 ⇨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비율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주의 필요
○ 이상치 처리 방법
- 이상치를 제외하는 방법: 추정치의 분산은 작아지지만 실제보다 과소(또는 과대) 추정
되어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필요
- 이상치 값을 변경(Winsorization): 관측값 자체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이상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 중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가까운 값으로 이상치를 대체
- 가중치 조정: 이상치 값 자체를 바꾸거나 제외하지 않고 가중치를 조정해서 이상치의 영향을
감소시킴

1-3.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통계추정 산식

○ 각 분류별 각종 평균치에 대한 추정
- 각 분류별 각종 평균치의 추정
▪ 복합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모수 추정에 심
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과소평가되어 문제가 됨
▪ 따라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의 특성치에 대한 추정은 가중치를 이
용한 통계치를 이용해야 하고, 만약 단순표본평균(單純標本平均)을 사용하면 추정치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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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여기서,  는 각 조사 근로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는 각 조사 근로자에게서 얻
은 변수값(월임금총액,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임.       은 조사근로자에 대
한 가중값의 합을 뜻함












    



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표본조사)

□ 표준오차

○ 표준오차 추정량과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 각 산업대분류 및 중분류별 각종 평균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계산
▪ 앞서 제시한 월평균 임금총액 등의 표본가중평균 추정량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 표본가중평균 추정량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값은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함






     ,   



 








   ×


□ 주요 추정항목의 상대표준오차
-

세부 고용형태별, 정규/비정규직별*성별, 정규/비정규직별*학력별, 정규/비정규직별*연령별, 정규
/비정규직별*산업(대)별, 정규/비정규직별*직종(대)별, 정규/비정규직별*규모별 정액급여의
상대표준오차 공표 중(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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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통계 항목 및 범위

○ 보도자료 배포, 보고서 발간, 통계DB구축(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통계청 KOSIS),
원시자료 제공
- 고용형태별, 인적속성별(성별, 학력 등), 사업체속성별(규모, 산업, 직종 등) 임금 및
근로조건, 사회보험가입률
- 직종별*경력년수*성별, 산업별*근속년수*성별 등 상용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구조부문 공표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공표 통계표(DB, 보도자료, 보고서)>

임금 및 근로시간

고
용
형
태
부
문

( 총근로일수, 총근로시
간,소정실근로시간,초
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
간,시간당임금총액,시간
당정 액 급 여 , 월 임 금 총
액,월급여액,정액급여,초
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
여/12,연간특별급여)

고용형태별

*고용형태별:전체 (특고제외),전체 (특고포함),정규직,비정규직 (특고제
외),비정규직(특고포함),특고,재택가내,파견용역,일일,단시간,기간
제,한시적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형태별×연령별
고용형태별×규모별
고용형태별×학력별
고용형태별×산업(대)
고용형태별×직종(대)

*고용형태별:전체 (특고제외),전체 (특고포함),정규직,비정규직 (특고제
외),비정규직(특고포함)
*연령별:29세이하,30~39세,40~49세,50~59세,60세이상
*규모별:5인미만,5~29인,30~299인,300인미만,300인이상
*학력별:중졸이하,고졸,초대졸,대졸,대학원졸
*고용형태별:전체 (특고제외),전체 (특고포함),정규직,비정규직 (특고제
외),비정규직(특고포함),특고,재택가내,파견용역,일일,단시간,기간
제,한시적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상여금퇴직금적용
고용형태별×규모별
*고용형태별:전체(특고제외),정규직,비정규직(특고제외)
률, 노조가입률
고용형태별×산업(대)
*규모별:5인미만,5~29인,30~299인,300인미만,300인이상

고용형태별×직종(대)

임 임금 및 근로조건1
금 (평균연령,평균근속년수,
근로일수,총근로시간,
구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
조 시간,휴일근로시간,월
부 임금총액,월급여액,정액
문 급여,초과급여,전년도

직 종 (대 )× 학 력 ×
연령별× 성 별
*학력별: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직종(중소)×성별
*연령별:~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
산업(대)×학력×연령별
세,45~49세,50~54세,55~59세,60세~
×성별
*규모별:5~9인,10~29인,30~99인,100~299인,300~499인,500인이상
산업(중)×성별

규모별×학력별×연령
별×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2 직종(대)×학력×연령 *학력별: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월임금총액 ,월급여액 , 별×경력년수×성별 *연령별:~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
세,45~49세,50~54세,55~59세,60세~
전년도연간특별급여/12, 직종(중소)×경력년수
연간특별급여,총근로시 ×성별
*경력년수:1년미만,1~3년미만,3~5년미만,5~10년미만,10년이상
간,근로자수)
산업(중)×근속년수 ×성별 *근속년수:1년미만,1~3년미만,3~5년미만,5~10년미만,10년이상
연간특별급여 /12,연간
특별급여,근로자수)

근로자수, 근로시간

*임금계층별:~799.9천원
직종(대)×연령별×임금 ,800.0~899.9,900.0~999.9,1000.0~1099.9,1100.0~1199.9,1200.0~
계층(총액)별×성별
1299.9,1300.0~1399.9,1400.0~1499.9,1500.0~1599.9,1600.0~1
699.9,1700.0~1799.9,1800.0~1899.9,1900.0~1999.9,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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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200.0~2399.9,2400.0~2599.9,2600.0~2799.9,2800.0~2
999.9,3000.0~3499.9,3500.0~3999.9,4000.0~4499.9,4500.0~
규모별×연령별×임금 4999.9,5000.0~5999.9,6000.0천원~
계층(총액)별×성별
*연령별:~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
학력별×연령별×임 세,45~49세,50~54세,55~59세,60세~
금계층(총액)별×성 *규모별:5~9인,10~29인,30~99인,100~299인,300~499인,500인이상
별
*학력별: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산업(대)×연령별×임금
계층(총액)별×성별

*

:

결과보고서 및 DB 모두에서 공표하고 있는 통계표임

□ 통계 공표의 적정성

○ CV값을 고려하여 공표 분류 수준을 결정(각 주요 통계표별로 정액급여에 대한 CV값
제공하고 있음)

□ 원시자료 제공 항목

○ 고용형태부문(임금근로자 1인 이상, 특고포함)은 ‘08년부터 제공
○ 임금구조부문(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은 ‘80년부터 제공
1) 고용형태부문
영

역

제

공

항

목

- 산업

제공범위
대분류

-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이상

- 고용형태
- 성별
- 학력
- 출생년월

연령

- 입사년월
- 경력년수
-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 근무형태
-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 근로시간
(1) 소정실근로시간
(2) 초과실근로시간

(2)-1 휴일실근로시간
- 6월 급여
(1) 정액급여
(2)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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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사회보험 가입여부
(1) 고용보험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 부가급부 적용여부
(1) 상여금
(2) 퇴직연금
- 노동조합 가입여부
- 전일제 상용여부 (OECD기준)

2)

임금구조부문
영

- 임금산정기준

역

제

공

항

목

- 산업

‘18년 자료부터
제공

제공범위
중분류

-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성별
- 학력
- 출생년월

연령

- 입사년월
- 경력년수
- 근무형태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중소분류*

-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 근로시간
(1) 소정실근로시간
(2) 초과실근로시간

(2)-1. 휴일실근로시간
- 6월 급여
(1) 정액급여
(2)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 노동조합 가입여부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4,5,6은 중분류로 제공, 대분류 3,7,8,9는 소분류로 제공

□ ‘18.6월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요 결과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 ‘19.6월기준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총액은 22,193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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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15,472원으로 6.8% 증가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7%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4%p 개선(‘15년 65.5%→ ‘16년 66.3%→ ‘17년 69.3%→ ‘18년 68.3%→ ‘19년
69.7%)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
구

분

전

’18년

17,381

직

18,835 ( 3.4)

21,203 (12.6)

직

13,053 ( 8.1)

14,492 (11.0) <68.3> 15,472

(6.8) <69.7>

기간제근로자

12,878 ( 7.1)

14,680 (14.0)

15,501

(5.6)

단시간근로자

12,242 ( 8.6)

13,402 ( 9.5)

14,423

(7.6)

일 일 근 로 자

15,804 ( 6.0)

17,180 ( 8.7)

18,297

(6.5)

파 견 근 로 자

11,670 ( 1.9)

13,498 (15.7)

14,310

(6.0)

용 역 근 로 자

10,492 (15.8)

11,690 (11.4)

12,470

(6.7)

비

규
정

규

) 전년대비 증감률, <

( 4.0) 19,522 (12.3)

’19년

체

정

*(

’17년

(단위: 원, %)

20,573

(5.4)

22,193

(4.7)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

○ 월평균 근로시간
- ‘19.6월기준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0시간 감소, 정규직은
165.2시간(4.5시간↓), 비정규직은 112.1시간(4.2시간↓)
* 근로일수(19.2일)는 전년동월대비 0.3일(-1.7%) 감소
○ 사회보험 가입률
- 전체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0.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정규직은
94.4%로 0.2%p 하락, 비정규직은 74.0%로 3.2%p 상승

□ 이용시 유의사항

○ 이 자료는 2019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7)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를 적용하여 사업체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것임
○ 동 조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고용형태별 규모 등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참조 바람
○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보도자료의
경우 특고 제외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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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조사기준일 및 실시기간

○ 조사기준일 매년 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 조사실시기간 매년
월말
:

6

:

(7.1.~9

)

□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보도자료 작성·공표(익년 4월말)
○ 보고서 발간(익년 5월~6월)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프로세스 <총 10개월 소요>

○ (지방) 조사 실시(33,000개 사업체 및 98만 근로자)<3.5개월>
○ (지방·본부) 조사내용 오류 검토 및 수정(5회 이상 반복)<2.5개월>
- 본부 오류 검토 후 재검토 내용 시달, 지방 재조사 및 오류 수정

<조사내용 오류 검토 사항>
① 사업체조사표와 개인조사표와의 연관관계 검토
② 개인조사표 각 항목의 분포 및 이상치 검토
③ 개인조사표 항목간 연관관계 및 타당성 검토
-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력간의 관계, 고용계약기간과 고용형태 관계, 직종, 연령, 학력간의 연관
성 검토, 직종과 임금과의 관계,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연관성,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초과근로
시간 및 초과임금, 고용형태와 직종간 연관성 등
④ 산업·직종 세분류별 항목내용 검토
- 97만 개별 근로자에 대해 산업과 직무내용, 직업분류코드 검토(프로그램과 아이체크 병행)

○ (본부) 각 항목 및 산업‧직종별 자료 정제 및 재확인<2.5개월>
- 전체 항목에 대하여 빈도 및 분포 확인, 항목 보정

※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상하위 일정 범위에 대하여 직종 및 지방에서 기재한 특이사항 확인

전년도 자료와의 항목별 비교 및 추세 확인
○ (본부) 가중치 생성 후 분포 등 검토<1.5개월>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 확정(3월) 후, 모수 토대로 가중치를 생성, 이를 적용한 자료로
정제 작업 반복
- 타 조사와 결과 비교 분석, 주요 지표 등 검토
-

※ 고용형태부문(전체 근로자 대상) 자료 및 임금구조부문 자료(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로 구분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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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표일정

□ 결과 공표

○ 공표: 익년 4월말
- 최근 공표자료: ’19.6월기준 조사결과 → ’20.4.22. 공표

□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메인 화면에 작성주기 및 공표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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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조사연혁(변경 내역 등)

○ 2000년：｢계약직 등 비정형근로자근로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통계 작성승인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5,500개 사업체
○ 2002년：비정규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를 최초 실시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6만개 사업체
- 조사기준기간: 조사년도 6월급여 계산기간
○ 2003년：조사대상 확대(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46천개 사업체
- 조사기준기간: 조사년도 4월급여 계산기간
- 기존에는 비정규직만 조사하였으나, 정규직까지 포함 조사
○ 2004년：조사항목이 유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의 통합조사표를 개발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37천개 사업체
- 조사기준기간: 조사년도 6월급여 계산기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기준일 일치)
- 일부조사항목 추가·변경
○ 2006년：｢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통합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42천개 사업체
○ 2007년：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 승인(2007.7.6.)
○ 2008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조사통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명칭변경, 조
사직종분류 변경(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 단, 공표직종(한국표준직업
분류) 유지
-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30~33천개 사업체, 소속근로자 약 100만명 내외(‘17년기준, 근
로자수는 선정된 표본사업체에 따라 매년 변동함)
- 조사항목: 일부 조사항목 추가·변경, 시범조사 등 실시(~현재)
⇨ ’08년 조사통합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기준으로 조사 진행되고 있음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에 대한 설명, 안내

○ 조사대상 확대, 산업분류/직업분류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됨에 따라 보고서에
기재, 고용노동홈페이지 상에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음
고용형태부문: 임금근로자1인이상(특고포함), ‘06년부터 제공>
- ‘고용형태’ 기준이 ‘07년 변경됨에 따라, ’06년 자료와 ‘07년~’18년 자료 분리해서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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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06~’08년 표준산업분류 8차, ‘09년이후 표준산업분류 9차
- 직종분류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06~’08년 표준직업분류 5차, ‘09년이후 표준직업분류 6차
-

임금구조부문(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용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93년부터 제공>
- 조사대상 확대로 인한 시계열 단절: ‘93~’98년 상용10인이상의 상용근로자, ‘99년 이후
상용5인이상의 상용근로자
- 산업분류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93~’01년 표준산업분류 6차, ‘02~’08년 표
준산업분류 8차, ‘09년이후 표준산업분류 9차
- 직종분류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93~’99년 표준직업분류 4차, ‘00~’08년 표
준직업분류 5차, ‘09년이후 표준직업분류 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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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통통계홈페이지 상 시계열단절에 따른 구분(설명포함)>

고용형태부문

임금구조부문
(구.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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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간 비교성

□ 국외 유사통계: 일본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조사목적
- 주요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실태를 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 경력연수 등으로 알아보기 위함
○ 조사연혁
- 1958년부터 시행
※ 1958년 4월에 지정통계 제94호로 지정된 통계조사이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규칙
(1964년 4월 노동성령 제 8호)에 의하여 실시
※ 1948년 이래 매년 실시해 온 임금구조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계열에 속함
○ 조사대상
- 전 지역을 대상(단, 일부지역 제외)으로 14대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
※ 산업 :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 의료 및 복지, 교육 및 학습
지원업, 복합 서비스업, 서비스업(다른 것에 분류되지 않는 것)(기타 생활관련 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및 외국공무를 제외)
- 사업체 : 14대 산업에 속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일정방법에 의해 추출된 사업체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민영사업체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 등의
노동관계에 관련된 법률 <1948년 법률 제 257호> 제 2조 제 3호에 규정하는 특정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영기업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1952년 법률 제 289호>
제 3조 제 3호에 규정하는 지방공영기업 등에 관한 사업체에 한한다)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9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체(민영사업체에 있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9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에 속하는 기업소에 한한다)
- 근로자 :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선원법<1947년 법률 제 100호>제 1조 규정에 의한
선원 제외) 중, 일정방법에 의해 추출된 근로자
○ 조사방법
- 후생노동성 대신관방 통계정보부의 기획 하에, 都道府県(행정단위)노동국 및 노동기준
감독서의 직원 및 통계조사관에 의해 자계식 조사로 실시
- 사업체조사표와 개인조사표 사용하여 조사
○ 조사항목
- 사업체에 관한 사항(사업체표에서 조사하는 항목) : 사업체 명칭 및 소재지, 주요한
생산품 명칭 또는 사업내용, 사업체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기업전체의 상용근로자수,
신규 학교졸업자 초임급여액 및 채용인원(민영 사업체에 한한다)
- 근로자에 관한 사항(개인조사표에서 조사하는 항목) : 근로자 번호 또는 성명, 성별,
고용형태, 취업형태(상용근로자에 한한다), 최종학력(단시간근로자이외의 상용근로자에
한한다), 연령, 근속연수, 근로자 종류(광업, 건설업, 제조업 및 항만운송업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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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이고,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상용근로자에 한한다), 직무 또는
직종(직무에 대하여는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된 상용근로자
이고, 직무 및 직종 일람표 (1)에 게재된 직무에 한한다. 직종에 대하여는 동표 (2)에
게재된 직종의 근로자에 한한다), 경력연수(동표 (2)에 게재된 직종에 해당하는 상용
근로자에 한한다), 실근로일수, 소정내실근로시간수, 초과실근로시간수, 정해져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초과근로급여액, 통근수당, 정근근로수당 및 가족수당(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이고 상용근로자 99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상용근로자 및 도․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의료, 복지 또는 서비스업<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고용된 사업체이고 상용근로자 29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상용근로자에 한
한다), 작년 1년간 상여, 기말수당 등 특별급여액(상용근로자에 한한다)
○ 조사기준기간
- 6월 30일 현재(급여마감일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6월의 최종급여마감일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
▴ 사업체 명칭, 사업체 소재지, 사업체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기업전체의 상용근로자수,
신규 학교졸업자의 채용인원, 근로자의 번호 또는 성명, 성별, 고용형태, 최종학력,
연령, 근속연수, 직무 또는 직종, 경력연수
- 다음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개월간(급여마감일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6월의 최종급여 마감일 이전 1개월간)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
▴ 주요 산업품 명칭 또는 사업내용, 신규 졸업자 초임급여, 실근로일수, 소정내 실
근로시간수, 초과실근로시간수, 정해져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초과근로급여액, 통
근수당, 정근근로수당 및 가족수당
- 전년도 1년간 상여, 기말수당 등 특별급여액에 대하여는 전년 1월 1일부터 전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급여액으로 함
○ 조사실시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집계: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에 위탁

□ 국제기구 제공
○ 제공내역

ILO

산업별, 성*직업별 임금(국제기준),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10분위 임금, 저임금근로자 비중 등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국제통계

성별, Job type별(전일제/시간제) 10분위 임금 수준
OECD

남녀 임금 수준(중위값)
학력별 임금
저임금근로자 비중

- 79 -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비교
작성
기관
조사
대상
특징
및
한계
점
결과
활용
표본
크기

사업체노동력조사 1)
고용노동부
사업체
- 임금은 상용1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으로 공표
* ’11년부터 상용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
고용노동부
사업체(내 근로자 단위)
- 연 1회 6월 기준 자료로 연간 통계
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시간당임금 산출
* 임금격차 분석 시 활용

- 전체 근로자의 산업･규모별 대표
임금, 임금상승률 파악(전년동월, 동기
등 대비)
- 법상 각종 보상기준 자료로 활용
- 실질임금산출시 활용
- OECD, ILO에 산업별 임금․근로
시간 자료 제공(전체 근로자)
- 생산성지수 산정 시 투입지표
- (고용)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40천개소
(근로실태) 상용1인 이상 사업
체 약 13천개소
-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전체근로자
* 전체근로자 = 상용+임시･일용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임금, 근로
시간, 4대보험 등) 파악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분석
- OECD, ILO에 저임금근로자 비중,
분위별 임금 등 자료 제공(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

공표
대상
기준 - 매월 급여계산기간
- 산업･규모별 임금･근로시간 파악
주요 <전체근로자의 대표 임금･근로시
목적
간>
어업, 공공행정, 가사서비스업,
조사 - 농림
국제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
범위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33천개소(97만 근로자)
-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고포함)
전체근로자
* 임금구조: 상용 5인 이상 상용
근로자
-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실태 파악
[상용근로자의 직업･산업별 임금
구조 파악(학력, 성, 연령, 근속년수
등)]
- 공공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관
을 제외한 전 산업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
가구내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성･
연 령･학력･경력･근속기간･근로
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임금
격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부적절함
- 임금의 경우 정확도가 높지 않아
제한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
-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수 파악
* 비정규직: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
- OECD 임시직수 및 비중
* 임시직(temporary worker): 한시
적(기간제+단기기대)+파견+일일
- 약 35천개 표본가구
-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임금근로
자
- 기준월(8월) 15일이 포함된 1주
- 임금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근로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규모
및 근로실태 등 파악
- 전 산업

□ 근로시간 및 취업시간 관련 통계조사 비교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
ㅇ 표본조사: 33천개 가구 ㅇ 33천개 가구 중 임금근 ㅇ 표본조사: 상용1인 이상 ㅇ 표본조사: 근로자 1인 이상
*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로자가 있는 약 23천개 사업체 약 13천개소
사업체약33천개소
내외 가구
(고정설비 없는 사업장 (고정설비 없는 사업장
*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제외)
제외)
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
비정규직 중 근로시간
대상
기타종사자를 제외한 산정이 어려운 특수형
사업체내전체임금근로자 태근로종사자를 제외
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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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 취
업시
간)
기준
작성
대상

주요
지표

취업시간:
ㅇ 근로시간:
ㅇ 매월 급여계산기간의
매 15일이 낀 1주간의 ▻주된 직장의 평소 1주간 근로시간
주업과 부업으로 일한 ‘정해진’ 근로시간
▻총근로시간 = 소정실근
시간
* 개념상으로는 사업체 로시간 + 초과시간
* 가구조사 특성상 정확 조사의 소정근로시간에 ①소정근로시간: 소정근
하진 않으나 항목정의상 유사
로일의 정규 업무시간
‘실(actually) 취업시간
(휴게시간 제외)
으로 간주
②초과시간: 소정근로시
간 이외의 실제 근로
한 연장･휴일근로시간
ㅇ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 ㅇ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ㅇ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 단, 현역군인 및 공익
하는 상용 1인 이상 사
근무요원, 전투경찰, 수
업체(고정사업장이 있
감자 등 제외
는) 내 임금근로자 전체
*(제외 산업) ①농립어
업, ②가사서비스업, ③
공공행정, ④국제 및 외
국기관은 제외
ㅇ 주당 노동시간
ㅇ 주당 근로시간
ㅇ 월근로시간
ㅇ (국내) 15일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산정 불가
취업자의 1주간의 노동
ㅇ (국내) ①전체근로자:
시간
월근로시간, 연간 월평균
*15일이 낀 한 주에 공
근로시간,
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②상용근로자: 월근로시간,
휴일효과로 인한 노동
소정실근로시간, 초과근로
시간이 크게 변화함
시간
ㅇ OECD: 연간노동시간
③임시일용근로자: 월근로
시간
ㅇ OECD: 연간 근로시간
ㅇ
▻ 월

6 급여계산기간의 근
로시간
▻총근로시간 = 소정실근
로시간 + 초과시간
①소정 실근로시간: 소
정근로일에 실제 근무
한 시간
②초과 실근로시간: 연
장･휴일근로시간
ㅇ 소속외 근로자(파견･용역)
을 포함,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내 근로자 전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제외 산업) ①가사서비
스업, ②공공행정, ③국
제 및 외국기관
ㅇ 월근로시간
ㅇ (국내, 6월) ①전체근로자:
월근로시간, 소정실근
로시간, 초과근로시간,
②정규직/비정규직: 월
근로시간, 소정실근로
시간, 초과근로시간
ㅇ 월

□ 사회보험 가입률, 노조가입률, 부가급부 등 관련 통계조사 비교
구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ㅇ 표본조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ㅇ 표본 33천개 가구 중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33천개소
(고정설비 없는 사업장 제외)
*
비정규직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조사대상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제외산업) ①가사서비스업, ②공공행정,
③국제 및 외국기관
ㅇ 입사년월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항목
*
최초 입사년월로부터 근속년수 산정
* 임금근로자에 한해 ‘지난 주 직장의 시작년
평균 근속기간
월’로부터 근속년수 산정
ㅇ (제외대상)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ㅇ (주의사항) 사회보험 가입률 산정시 가입대상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내 거주하는 모든 임
국민연금
* 교육서비스업은 사학연금, 연령 기준으로 금근로자 대상
가입대상 등을 적용
▻ 실제 가입대상으로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ㅇ (제외대상)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
사회보험
ㅇ (국민연금) 직장가입, 지역가입 모두 포함
가입률 건강보험 시간제근로자
②지역, ③아니오
* 교육서비스업, 단시간근로 등 가입률 ㅇ* (건①직장,
강보험) 직장가입, 지역가입 등 모두 포함
산정시 제외
* ①직장, ②지역, ③의료수급권자, ④직장가입
피부양자, ⑤아니오
ㅇ (제외대상)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자,
고용보험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상용근로자 ㅇ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중 공무원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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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농림어업
* 교육서비스업, 연령 기준, 단시간 근로
등을 가입률 산정시 기준 적용
ㅇ 퇴직연금 적용여부
퇴직급여
* ①적용, ②미적용
부가급부
수혜율
ㅇ 상여금(보너스, 정근수당, 기말수당, 성
상여금
과급 등) 적용여부
* ①적용, ②미적용
ㅇ 노동조합 가입여부
▻ 근로자 개인별 가입여부를 산정하므로
노조조직률과는 차이
노조 가입률
* 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장내노조 여부
를 구분하지 않음
* ①가입, ②가입안함, ③자격없음, ④노조없음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①예, ②아니오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가입여부 확인
ㅇ ’15년부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혜
여부
* ①예, ②아니오
ㅇ 상여금(명절비, 휴가비, 선물 등 포함) 수혜여부
* ①예, ②아니오
ㅇ 노동조합 가입여부
▻ 근로자 개인별 가입여부를 산정하므로 노조
조직률과는 차이
* 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장내노조 여부를 구분
하지 않음
* ①없음, ②노조 있으나 가입대상 아님, ③노조
있고 자격대상이나 미가입, ④노조 가입

4. 접근성 및 명료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 가장 최근 공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 제공(DB)
○ 조사표, 보도자료, 보고서 등
○ 공표일정
○ 원시자료 요청 신청서, 자료제공범위
○ 그 외 문의사항 게시판 운영 등

□ 통계청 MDIS포털(http://mdis.kostat.go.kr)에서 원자료 제공
□ KOSIS에 통계표 업로드

○ 가장 최근 공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 제공

4-2. 연락처 정보

□ 본부 담당자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50, 7239)

□ 지방관서 연락처(고용노동홈페이지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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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에 메타 정보 제공
○ 표본규모, 표본추출 등 연구용역보고서는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에서 제공
(http://www.prism.go.kr/)

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원시자료 신청서(개인 또는 기관)를 받은 후 원시자료 제공범위 내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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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자료신청서 및 제공범위, 이용절차는 고용노동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되고 있음
(http://laborstat.moel.go.kr)

데이터는 text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공문(이용시 유의사항 등)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전송
- 보통 2~3일, 최대 일주일 이내로 소요되며, 무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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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 신청서>

<

원 시 자 료

신 청 서

I. 통계명칭(선택)
□
□
□
□
□
□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문의사항: 044-202-7239)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044-202-7248)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044-202-7226)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044-202-7242)
사업체노동력조사(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시군구별 고용)(044-202-724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044-202-7245)
기업체노동비용조사(044-202-7245)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044-202-7246)

II. 이용목적
III. 필요한 자료 항목 및 도출될 통계 결과
✔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 합니다

IV. 신청자료의 범위
1. 신청 연도
✔ 파일설계의 보완, 대외 발표자료(보고서)와 일치여부 및 시계열 안정성 검토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신청항목
조사표 항목

요청여부

조사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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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여부

V. 연구결과물 발표유무 및 논문발표시기
1. 발표유무:
2. 논문발표시기: 20 년

월

일

VI. 자료 신청자의 주의사항 및 준수의무
1 (목적 외 사용 금지) 본 신청서의 이용목적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비밀준수의무) 개별 자료에 대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무단복제 및 대여·양도금지) 동 자료를 복제하거나 타 기관·개인에게 대여·양도하지 않겠습니
다.
4 (원자료폐기의무) 동 자료를 이용한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자료가 수록된 CD 등의 내용을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5. (공표범위준수)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범위를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정보보호문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하여 차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제공 중지나 제한을 받아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이름:

월

일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만 기재함)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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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 제공범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목적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
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2. 명칭변경
- 2002년 비정규근로자만을 대상으로『비정규근로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 2003년『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 2008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합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3. 조사대상
전 산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의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33,000개 표본사업체(임금구조 부문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으로 공표)
4. 조사주기 : 연 1회(6월 기준)
5. 원시자료 제공 항목
1) 고용형태부문
1.

영

역

제

공

항

목

- 산업
-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 고용형태
- 성별
- 학력
- 출생년월
- 입사년월
- 경력년수
-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 근무형태
-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 근로시간
(1) 소정실근로시간
(2) 초과실근로시간

(2)-1 휴일실근로시간
- 6월 급여
(1) 정액급여
(2)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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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범위
대분류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이상

연령

대분류

영

역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계속)

제 공 항 목
- 사회보험 가입여부
(1) 고용보험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 부가급부 적용여부
(1) 상여금
(2) 퇴직연금
- 노동조합 가입여부
- 전일제 상용여부 (OECD기준)
- 임금산정기준

제공범위

‘18년 자료부터
제공

제

제공범위

임금구조부문

2)

영

역

공

항

목

- 산업

중분류

-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성별
- 학력
- 출생년월

연령

- 입사년월
- 경력년수
- 근무형태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중소분류*

-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 근로시간
(1) 소정실근로시간
(2) 초과실근로시간

(2)-1. 휴일실근로시간
- 6월 급여
(1) 정액급여
(2)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 노동조합 가입여부

*

6.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4,5,6은 중분류로 제공, 대분류 3,7,8,9는 소분류로 제공

자료 제공 기간
- 고용형태 부문: 2008년 이후부터 제공
- 임금구조 부문: 1980년 이후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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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 레이아웃(‘18년기준)>

<

결측값은 근로시간이나 노조등이 파악되지 않은 값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8년레이아웃********************************/
산업대분류
$1.
/*2008년 한국표준산업분류적용(제9차개정)*/
사업체규모
f1.
/*①5인미만②5~29인③30~299인④300인이상*/
고용형태
f1.
/*① 특수형태 ②재택/가내③ 파견④용역⑤일일 ⑥단시간 ⑦기간제 ⑧기간
제아닌한시적⑨정규직*/
성별
f1.
/*①남자②여자*/
학력
f1.
/*①중졸이하②고졸③초대졸④대졸⑤대학원졸이상*/
연령
f3.
/**/
입사년
f2.
/*YY*/
입사월
f2.
/*MM*/
경력년수
f1.
/*①1년미만②1년이상~2년미만③2년이상~3년미만④3년이상~4년미만⑤
4년이상~5년미만⑥5년이상~10년미만⑦10년이상*/
근무형태
f1.
/*①교대제하지않음②2교대제③3교대제④격일제⑤단시간제*/
직업대분류
$1.
/*2007년한국표준직업분류적용(제6차개정)*/
소정실근로일수
f2.
/**/
휴일실근로일수
f2.
/**/
소정실근로시간수
f3.
/**/
초과실근로시간수
f3.
/**/
휴일실근로시간수
f3.
/**/
정액급여
f8.
/*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단위:천원)*/
초과급여
f8.
/*(단위:천원)*/
특별급여
f8.
/*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단위:천원)*/
고용보험
f1.
/*①가입②미가입③제외대상*/
건강보험
f1.
/*①가입②미가입③제외대상*/
국민연금
f1.
/*①가입②미가입③제외대상*/
산재보험
f1.
/*①가입②미가입③제외대상*/
상여금
f1.
/*①적용②미적용*/
퇴직연금
f1.
/*①가입②미가입(2015년부터퇴직연금)*/
노동조합가입여부
f1.
/*①노조가입②노조가입안함등③결측*/
전일제상용여부
f8.
/*1:전일제상용0:그외(OECD기준)*/
임금산정기준
f8.
/*①시간급②일급③주급④월급⑤연봉제⑥기타*/
가중치
f15.10;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18년레이아웃********************************/
산업중분류
$2.
/*2008년한국표준산업분류적용(제9차개정)*/
직업중(소)분류
$3.
/*2007년한국표준직업분류적용(제6차개정)(대분류(1,2,4,5,6)는중분류,대
분류(3,7,8,9)는소분류)*/
사업체규모
f1.
/*②5~9인③10~29인④30~99인⑤100~299인⑥300~499인⑦500인이상*/
성별
f1.
/*①남자②여자*/
학력
f1.
/*①중졸이하②고졸③초대졸④대졸⑤대학원졸이상*/
연령
f3.
/*연령(세)*/
입사년
f2.
/*YY*/
입사월
f2.
/*MM*/
경력년수
f1.
/*①1년미만②1년이상~2년미만③2년이상~3년미만④3년이상~4년미만⑤
4년이상~5년미만⑥5년이상~10년미만⑦10년이상*/
근무형태
f1.
/*①교대제하지않음②2교대제③3교대제④격일제⑤단시간제*/
정상근로일수
f2.
/*정상근로일수*/
휴일근로일수
f2.
/*휴일근로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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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연간상여금및성과급
노동조합가입여부
가중값

f3.
f3.
f3.
f8.
f8.
f8.
f1.
f15.10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정액급여+초과급여(단위:천원)*/
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단위:천원)*/
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단위:천원)*/
노조가입②노조가입안함등③결측*/
가중값*/

/*
/*
/*
/*
/*
/*
/*①
/*

6. 비밀보호 및 보안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 (통계조사관)보안서약서 작성
- 통계조사관에 보안 서약서 제출 의무화
○ (응답자보호)통계법에 의한 비밀 보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 자료 처리 및 보관

○ 조사표, 사업체명부 등 보안관리 철저
- (조사완료 후 자료 처리) 근거자료 등 보관이 필요한 자료 외에 조사 도중 작성된 자
료 등은 조사 완료 후 파쇄
- (금지사항) 개인 USB 사용 금지, 퇴근 시 서류 일체를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며 개방된 곳
에 보관 금지, 조사표 및 사업체명부를 집에 가져가지 않음
○ 데이터
- 사업체에 무작위 일련번호(ID) 부여
- 사업체 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하여 공개용 데이터를 별도 작성하여 관리
○ 고용노동통계조사 입력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시달
고용노동통계조사 입력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

관리적 보안대책
ㅇ 통계조사관 컴퓨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계조사 정보보안 지침｣을 전담하여 수행
ㅇ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 (행사일)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 (내용) 내 PC 지키미 실행 등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ㅇ 정보보안 사고* 인지 시 상황전파

□

통계조사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②바이로봇으로 치료가 불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는 경우 등

* ①

⇒

지역협력과장 및 고용관리과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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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
□ 통계조사관실 물리적 보안대책
ㅇ 통계조사관실은 지문 키, 번호 키, 열쇠 등의 잠금 장치를 통해 관계자 외에 대
해서는 출입금지 조치
ㅇ 통계조사 담당 공무원이 통계조사관실 잠금장치 개폐
□ 통계조사관 인적 보안대책
ㅇ 통계조사 교육과 병행하여 정보보안 교육 실시
<주요 교육 내용>
- 통계조사 업무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공유 폴더 생성 금지
- 보안프로그램(PCPILTER, 바이로봇, TrojanCut, uToken 등)을 삭제 금지
- 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을 임의로 변경 금지
- 출처나 첨부파일 등이 의심스러운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담당공무원에게 신고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 접속 금지
- 기타 정보보안 사고 의심 시 즉시 담당자에게 신고
⇒

※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통계조사관 보안서약서 징구
□ 통계조사관 컴퓨터 보안대책
ㅇ 통계조사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ㅇ 통계조사관 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및 분기
별로 변경 분 이상 미사용시 화면보호 조치
ㅇ 월 회 이상 윈도우 보안패치 실시
ㅇ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암호화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외부로 파일 전송 시 차단 바이로봇 해킹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감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파일 암호화
ㅇ

CMOS

,

, 10

1

-

PC FIL TE R(

),

),

uToken(USB

TrojanC ut(

(

),

)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 제공시 사업체 및 개인근로자 식별가능성 제거 조치와 방법
○ 사업체 및 근로자 무작위 일련번호 부여
○ 식별 가능 조사항목 비공개
- 사업체 및 근로자 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하여 공개
- 단, 다음 조사를 위해 사업체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여 별로 관리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전산자료 관리 지침

○ 통계법, 고용노동부 통계관리규정, 고용노동통계조사 입력시스템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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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및 관리
7. 통계활용 실태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건수, 보고서 배부 등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 제공(2019년): 총 150건
○ 보고서는 약 300여개 기관 배부
조사명

주요 사용기관(사용자)
OCED, ILO (저임금근로자 비중, 임금 등)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등 정부부처
▶ 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소
▶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자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각종 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 각 대학, 민간기업(손해보험사, 법률사무소 등), 개인 등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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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 ○○○사무관(19년) ○○○주무관(12년): 통계의 기획, 조사표 작성 및 표본설계, 자료
처리, 추정 및 분석, 공표 및 이용자서비스, 개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
○ 최근 3년 통계관련 교육이수 이력
- 통계청의 정기품질진단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이수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육 이수
- 통계청의 재무제표(중급) 교육 이수
- 통계청, SAS코리아의 SAS(통계처리 소프트웨어) programming 교육 이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이수 등
- 고용노동부 내부 통계세미나(조사통계 연구회) 참석 등

4.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입력

○ 시스템명: 고용노동통계입력시스템(행안부 클라우드시스템)
○ H/W 및 상용 S/W
구 분
사 양
수량 및 제품명
개
메모리
서버
디스크
큐브리드
개
메모리
서버
디스크
개
메모리
서버
디스크
개
메모리
개발 서버
디스크
큐브리드
○ 어플리케이션 S/W
개발 툴
환경
CPU

4

16MB

DB

600MB

DBMS

8.4

CPU

2

8MB

WAS/WEB1

200MB

WEB

Jboss Web Server 2.0

CPU

2

8MB

WAS/WEB2

200MB

WEB

Jboss Web Server 2.0

CPU

2

12MB

100MB

DBMS

-

8.4

: Visual Basic 6.0

- 2Tier(Client-Ser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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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입력: 통계조사관이 조사표(엑셀파일)를 제출받아 입력(업로드)

□ 처리, 집계, 추정, 분석 등 자료분석 프로그램
○ SAS 9.3, MS Excel

□ 자료입력시스템, 처리, 집계, 추정, 분석 등 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주체
○ 자료입력시스템 관리주체: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 자료입력시스템 유지보수: 전문인력 1명이 상주하여 지원

5.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실적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 매년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여 본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
관성, 관련성, 접근성에 대하여 평가
○ ‘17년 ｢고용노동통계조사 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 실시(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현 조사통계의 정책활용성 진단
- 정책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 개발 및 조사신설(고용노동정책 수요 변화 분석을
토대로 신규 조사항목 개발연구)
- 행정통계 활용 가능성 연구(조사통계와의 연계, 대체 및 보완 가능성 분석)
- 해외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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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및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 인터넷 주소

- http://kssc.kostat.go.kr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일본 후생노동성

- https://www.mhlw.go.jp

3. 기타 문헌

□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
○ http://www.prism.go.kr/
- 연구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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