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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합계출산율

행정구역분류

혼인

혼인상태

환경산업

환율

활동제약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휴경지

흑자율

10a당 생산량

15세 이상 인구

1인 1일당 양곡소비량

1인 가구

1인당 총여행비용

5년전 거주지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ㅌ

ㅍ

ㅎ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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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specific  Fertility  Rate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Farming household income

Amount  of Export

Aquaculture

Arable  Land

Asset 

Base  Period

Cause  of  Death

Consumer Price Index

Consumption  Expenditure 

CPI  for  Living Necessaries

Crude  Birth  Rate 

Crude  Death  Rate

Crude  Divorce Rate

Crude  Marriage  Rate

Current Account Balance

Current Transfer

Death  Rate  by  Age

Debt, Liability 

Direct  Labor  Cost

Disposable Income(DI)

Divorced

Domestic Wast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58

158

158

158

159

159

159

159

160

160

160

160

161

161

161

161

162

162

162

163

163

163

163

164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E-learning  Industry 

Employed  Person 

Employment  Rate

Enterprise

Environment  Industry

Establishment

Exchange  Rate

Fallow  Groun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Financial Asset

Fixed Asset

Foundation Date

GDP Deflator

General Divorce Rate

General Fertility Rate

Gini Coefficient

Gross Domestic Product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Healthcare  Expenditure

Household

Households

Income  Quintile  Share  Ratio

Index

164

164

164

165

165

165

165

166

166

166

166

167

167

167

167

168

168

168

168

169

169

169

169

170

<참고> 유럽통계처의 관련 통계용어
(Eurostat Glossary에서 발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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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Labor  Cost

Industry

Infant  Mortality  Rate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Job  Openings 

Labor  Cost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abor  Productivity

Life  Expectancy

Life  Table

Marital  Status

Marriage

Median  Age 

Measure of Dispersion

Non-consumption  Expenditure

Non-regular  Workers

Organic  Agriculture

Percent / Percentage Point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Growth  Rate 

Producer  Price Index

Public  Education  on  Expenditure

Relative  Poverty  Rate

170

170

170

171

171

171

171

172

172

172

173

173

173

173

174

174

174

174

175

175

175

175

176

176

Renewabl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Retail  Trade

Sample  Survey

Seasonal  Adjustment

Sightseeing,  Tourism 

Spatial  Information  Industry(Geo)

Statistical  Unit

Surplus or Deficit in Farming Household Economy

Temporary  Employee

Total  Fertility  Rate

Total  Numbe r of  Children  Ever  Born

Total Population

Unemployed   Person 

Unemployment  Rate

Value  Added

Wage  and  Salary   Income

Wages

Waste

Weighted  Average

Wholesale  Trade

Youth,  Adolescent 

176

176

177

177

177

177

178

178

178

178

179

179

179

179

180

180

180

180

181

181

181

181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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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Household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경제활동의결과로얻은대가를수입원으로하여상품과서비스를최종적으로소비하는경제주체를

말한다.

국민계정(SNA)에 따르면 가계란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

하며특정유형의재화와서비스(주로주거와음식)를집합적으로소비하는소규모개인집단을말한다.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

A household, in the context of surveys on social conditions or income such as EU-SILC or the Household
budget survey (HBS), is defined as a housekeeping unit or, operationally, as a social unit:  
•having common arrangements; 
•sharing household expenses or daily needs; 
•in a shared common residence.  (Eurostat)

1

정의

해설

출처

가구에서가구원의생활에필요한재화나용역을구입한대가로지출하는모든비용을말한다.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크게 구성된다. 소비지출에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

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등이포함된다. 

비소비지출에는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이전지출등이포함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2

정의

해설

출처

조사등을 통해 수집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1차 통계와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추계 등의

방법으로통계를내는것을말한다.

1개 이상의 1차 통계자료를 이용, 수학적·논리적으로 다양한 가공(계절조정 등) 절차를 통해 생산된

통계를의미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경제통계심사조정과, OECD, UNECE 통계메타용어집, 2010 

3 가공통계 Derived Statistics

가계지출 Household Expenditure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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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한가구에서함께사는모든구성원을말한다.먼 친척, 친구, 가사도우미,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함께살면가구원에포함한다.

조사기준시점이전에태어난아이와이후에사망한사람은포함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5 가구원 Member of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한가구를대표하는사람이다. 주민등록상세대주와는관계없이실질적으로가구를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있는생계책임자를말한다.

생계책임자는단순히가구원중에소득이제일많은사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가계운영에관한

사항을계획하고결정하는책임을지는사람을말한다. 사실상생계유지비용을주로조달하는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가계지출의 의사결정자와는 다르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중한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6 가구주 Head of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참고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말한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과 다를 수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다는 점

에서주민등록상의‘세대’와다를수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A household includes either one person living alone or a group of people, not necessarily related, living
at the same address with common housekeeping, i.e. sharing at least one meal per day or sharing a
living or sitting room. (Eurostat)

4 가구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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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장래가구추계의작성대상이되는인구(대상인구) 중 가구주가되는비율을말한다.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사람끼리모여사는경우에는그중한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가구추계)

7 가구주율 Household Headship Rate

정의

해설

출처

생산능력대비실제생산량의비율을말한다.

생산설비가어느정도이용되는지를나타내는지표로서, 사업체를주어진조건(설비, 노동, 생산효율

등)에서 정상으로 가동하였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생산능력)에 대한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

8 가동률 Capacity Utilization Rate

정의

해설

출처

한집안의살림을위해하여야하는여러가지일을말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집에서 가사를 한 경우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한 경우에 해당

된다. 청소, 빨래, 밥하기등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9 가사 Housework

정의

해설

출처

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가따르는행위를말한다.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

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있었던사람, 동거하는친족을말한다.

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

10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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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각항의수치에그중요도에비례하는계수를곱한다음산출한평균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으로 주어진 값 x1,x2,...,xn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f1,f2,...,fn이며 가중치의 총합이

f1+f2+···+fn=N이라 할 때 가중평균은 (x1f1+x2f2+···+xnfn)/N 이다. <두산백과>

통계적으로는 각 항목의 중요도를 곁들인 것(가중치를 곱한다고 함)을 가중산술평균이라고 하며

그것이 없는 단순산술평균과 구별된다. 계산이 간단하므로 물가지수 등의 작성에 사용되고 있으나

극단적인수치의항목에영향을받기쉬운결점이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A weighted average or weighted mean is an average which is obtained by combining different numbers

(e.g. prices or index numbers) according to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Eurostat)

13 가중산술평균 Weighted Average

정의

해설

출처

전체집단에서개별구성요소가차지하는비중이나중요도를수치로나타낸값이다.

비중을 달리하는여러품목의평균을산출할때,  비중에 따라각개별품목에알맞은중요도를결정

하고 이를 적용해 평균값을 얻는다. 표본조사에서는 추출된 표본과 추출틀이 다른 경우 적용하는

설계가중값, 무응답의편향을감소시키고자무응답가중값, 최근 모집단의분포를반영하는사후가중

값등이추정의정도향상을위해쓰인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12 가중값 Weighted Value

정의

해설

출처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한집안을이룬사람들(2인 이상)의 집단을말한다.

혈연관계와는상관없이주거와생계를같이하는단위인가구와구분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1 가족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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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유형·무형 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으로 소모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비용으로 차감하는

평가적비용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6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Cost

정의

출처

직접건설공사에종사하지는않으나작업현장에서보조작업에종사하는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또는, 품질시험관리인등에게지급하는급료를말한다.

대한건설협회(건설업경영분석)

15 간접노무비 Overhead Labor Cost

간접노동비용 Indirect Labor Cos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사업체가근로자를고용하면서부담하는, 임금 이외의금액을말한다.

퇴직급여등의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 외복지비용, 채용관련비용, 교육훈련비용등으로구성됨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Indirect costs: employers’ actual social contributions (i.e. statutory, collectively agreed, contractual and
volunta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mployers’ imputed social contributions (mostly guaranteed pay
in the event of sickness or short-time working, plus severance pay and pensation instead of notice);
vocational training costs; recruitment costs and work clothes given by the  employer; taxes paid by the
employer (based on their wages and salaries bill or on the numbers they employ) minus subsidies
received by the employer (intended to refund part or all of the cost of direct pay). Indirect costs are
dominated by employers’ actual social contributions, in particular by employers’ statuto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urosta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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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업할목적으로사업체에서보유하고있는접객시설의수를말한다.

숙박업은객실수, 음식점업은객석수를파악한다.

•객실수: 고객에게 대여해 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의 개수를 의미하며, 대여 목적이 아닌

주인이나종업원이사용하고있는객실은제외

•객석수: 고객을위한접객용으로설치한좌석수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9 객실(석)수 Number of Rooms and Seats

정의

해설

출처

신제품, 신기술등의개발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으로서개별적으로식별할수있고미래의경제적

효익을확실하게기대할수있게하는비용을말한다.

개발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에는소프트웨어개발비도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7 개발비 Development Cost 

정의

해설

출처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혼자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사업체를말한다.

회사와 제품·상품 등의 판매 계약을 맺고 개인경영주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등도여기에해당된다. 예를들면개인이소유하고경영하는주유소, 슈퍼마켓, 음식점,

비디오대여점, 피시방, 노래방, 당구장, 서점, 문구점, 안경점, 독서실등이있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8 개인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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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

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된다. 주택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주택이 있으며,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기타 등이

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0 거처 Living Quarters

정의

해설

출처

건설기성은건설업체의시공실적을금액으로평가한것이다.

건설기성액은물가변동분이포함되어있는경상금액으로조사되어실질적인건설투자동향을알려면

물가변동분을제거한불변기성액을활용해야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건설경기동향조사)

22 건설기성 Value of Construction Completed

정의

해설

출처

건설수주액은발주자와체결한공사계약액과직영공사총공사비의합계액을말한다.

부가가치세액과발주자공급원자재비는포함하고, 토지비는제외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건설경기동향조사)

23 건설수주 Value of Construction Orders Received

정의

출처

유형자산(건물 신축, 기계설비 등)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되거나 도착할

때까지잠정적으로처리하는계정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1 건설중인자산 Construction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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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따라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과 구축물의 신축·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

품질·안전관리부문등을전체적으로책임지고관리하는경우를나타낸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24 건설업 Construction

정의

해설

출처

영리를목적으로연간 30일 이상농사이외의일에종사하는가구원이있는농가를말한다.

1종겸업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외수입(겸업수입·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말한다. 2종겸업농가는겸업농가중농업총수입이농외수입보다적은농가를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등)

25 겸업농가 Part-time Agricultural Household Part-time Farming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농가또는어가등에서주된업종이외의사업을경영하여얻은소득으로서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등겸업수입에서제비용을뺀금액을말한다.

겸업소득 = 겸업수입 - 제비용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등)

26 겸업소득 Income from Subsidiary Bus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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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기순환의국면을구분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경기저점에서정점까지경제활동이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저점까지경제활동이위축된수축국면으로나누는이분법이주로이용된다.

확장과수축의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다음저점까지또는정점에서다음정점까지의기간을순환

주기라고하며, 순환의강도를의미하는정점과저점간의차이를순환진폭이라고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 (경기종합지수)

27 경기순환 Business Cycle

정의

해설

출처

경기변동의국면ㆍ전환점과 속도ㆍ진폭을측정할수있도록고안된경기지표의일종으로, 국민경제의

각부문을대표하고경기를잘반영하는경제지표들을선정한후이를가공ㆍ종합하여작성한다.

우리나라의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예, 2015=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매월 통계청에서 19개(선행

7개, 동행 7개, 후행 5개) 구성지표의자료를수집하고이를가공ㆍ종합하여작성ㆍ공표한다.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 재고순환, 경제심리지수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가공ㆍ종합하여만든지수로향후경기변동의단기예측에이용된다.

•선행종합지수구성지표

1. 재고순환지표 2. 경제심리지수 3. 건설수주액(실질) 4.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5. 수출

입물가비율 6. 코스피 7. 장단기금리차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공급측면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과 수요측면의 내수출하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ㆍ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이용된다.

•동행종합지수구성지표

1. 광공업생산지수 2.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 3. 소매판매액지수 4. 내수출하지수 5. 건설기

성액(실질) 6. 수입액(실질)  7. 비농림어업취업자수

•후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는 재고, 취업자수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ㆍ종합하여만든지표로현재경기의사후확인에이용된다. 

후행종합지수구성지표

1. 생산자제품재고지수 2.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서비스) 3. 소비재수입액(실질) 4. 취업자수 5. CP

유통수익률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경기종합지수)

28 경기종합지수 Composite Index of Business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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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현재직종에서종사한기간을말한다.

경력연수에 ① 휴직기간은 제외되나, ②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견습기간은 포함되며, ③ 자동차

운전기사, 간호사 등처럼 면허가 필요한 직종은 면허 취득 후 실제로 그 직종에 종사한 연·월수를

경력연수로한다.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9 경력연수 Years of Experience

정의

해설

출처

경상적으로지급되는개발비를말한다.

연구개발 활동과 일상적인 제조활동이 섞여 수행되고, 연구개발을 위한 특정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개발비용을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제조원가상의연구개발비에계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31 경상개발비 Ordinary Development Expense 

정의

해설

출처

기업·국가의활동에따르는화폐지출을의미한다.

제품을 제조하려고 투입한 원가요소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하고 당기 제품제조에 투입한 모든

비용을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30 경비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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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가구에서 가구원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말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구성된다. 

- 근로소득: 사업장에고용되어제공하는근로의대가로받은일체의현금, 상품및서비스

- 사업소득: 자영업에종사한대가로얻은소득으로, 총수입액에서영업비용을차감한금액

- 재산소득: 재산의운영을통해서발생하는소득으로이자소득, 배당소득등으로구성

- 이전소득: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공적인 사회보장 수혜금인 공적

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등)과 다른가구나비영리단체로부터받은사적이전소득이포함됨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33 경상소득 Current Income 

정의

해설

출처

우리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다보면 경상과 불변, 명목과 실질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명목

임금, 실질임금, 명목국민소득, 실질국민소득, 기계수주액(불변), 건설수주(경상) 등 그 예는 많다. 

경상은 불변과 대립되는 의미이고 명목과 실질도 또한 그러하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상과 명목이

란물가상승분이포함된것이며, 불변과실질은물가상승분을제외한것으로보면된다. 

예를 들어, 내가 받는 임금이 10% 인상되었다고 하자. 무척 좋은 소식이겠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이때에물가가얼마나오르는지에따라 10% 임금 인상이좋은소식일수도있고아니면나

쁜소식일수도있기때문이다. 

임금이 10% 올랐을 때 만약 물가도 10% 상승했다면 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purchasing power)

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 만약 물가가 10%보다 더 오른다면

임금은 1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며 살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매력 또는 생활 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이 명목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것이아니라실질임금이몇퍼센트(%)나 상승했는지에더관심을두어야할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산업동향과(건설기성액),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가계

수지동향조사) 

32 경상과불변, 명목과실질 Current and Constant, Nominal and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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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연도의경상수입과지출의차액을말한다.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문화체육관광부(컨텐츠산업실태조사)

35 경상이익 Ordinary Profi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수입에서지출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ㆍ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1)를 이루는중요한요소이다.

1) 국제수지는일정기간동안한나라의거주자와비거주자사이에발생한모든경제적거래를체계적으로기록한

통계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크게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등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증권

투자, 차입 또는대출등의돈의흐름을보여주는자본수지로구성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4가지로 나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소득수지는 외국과 거래에서 노동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벌어

들인돈과나간돈의차액을, 경상이전수지는무상원조등대가가따르지않는국제거래수지를말한다.

•경상수지를포함한국제수지는매월한국은행에서작성하여공표하고있다.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

The current account covers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goods, services, income, and current transfers; 

(Eurostat)

34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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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재산소득이나손해보험과달리반대급부없이 일어나는소득의이전거래로서강제적이전과자발적

이전이있다.

강제적이전은법적의무또는법집행과관련하여발생하는이전으로소득세나법인세같은직접세,

가계가 부담하는 운전면허시험료나 교통범칙금 등과 같은 징수요금·벌과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

장기금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회보장부담금·수혜금등이해당된다. 

자발적 이전은 각 주체가 자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경조비, 종교단체 헌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해당된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보험금, 구호금, 장학금, 기부금 등의 이전소득 및 소득

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 또는 부에 대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경상이전이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전체적으로소득이재분배된다.

한국은행(국민계정)

Current transfers cover transactions in which goods, services or financial items are transferred between
units without something of economic value being received in return. The transfers may occur either
domestically or across borders. (Eurostat)

36 경상이전 Current Transfer

정의

해설

출처

사업에전반적인책임을지고경영을총괄하는사람을말한다.

농업의 경우 재배할 작물의 결정, 비료·농약 등 농용자재의 구입, 인부의 고용, 수확물의 처분 등

주로 농사일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축산업의 경우 조사대상 축산가구의 가축 사육 관련 경영

책임자를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림어업총조사등)

37 경영주 Business Owner

정의

해설

출처

농업용토지의총면적중재배불능면적을제외한면적을말한다.

재배불능면적은용수정, 양수·배수시설, 암반, 관정, 웅덩이, 돌무덤, 진입로 등작물재배가불가능

한부분의면적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

38 경작가능면적 Cultivatable Area



S t a t i s t i c s  K o r e a   27

정의

해설

출처

상품을만들고서비스를제공하여수입얻는일을하는것을말한다.

수입이있더라도다음의활동은경제활동으로보지않는다.

- 법률에위배되는비생산적인활동 (예: 도박, 매춘 등)

- 법률에따른강제노역및봉사활동

-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투자활동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39 경제활동 Economic Activity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만 15세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에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하여실제로수입이있는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즉시 하려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

인구라한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The labour force or workforce or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lso shortened to active population,
includes both employed (employees and self-employed) and unemployed people, but not the
economically inactive, such as pre-school children, school children, students and pensioners. (Eurostat)

40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만 15세 이상인구중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인구) × 100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The proportion of active persons in the total population of the same age group. (Eurostat)

41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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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법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는 논, 밭, 과수원을 말하며 하천부지, 개간지, 간척지

등을포함한다. 

논이란 물을 이용하여 논벼, 미나리, 연근 등의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경지를 말한다. 밭에는 논

이외경지를말하며과수원도밭에포함하며, 2년 이상인휴경지는제외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

Arable land is land worked (ploughed or tilled) regularly, generally under a system of crop rotation.
(Eurostat)

42 경지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계절조정이란 시계열의 다양한 변동요인 중 경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을 보고자 할 때 원계열에서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변동요인을 추출하여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계절적 요인이 제거

된계열을계절조정계열이라한다.

계절요인은 기후, 온도,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일정한 기간(통상1년)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변동요인을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같은 시계열은 여름에는증가

하고겨울에는감소하는등계절에따라변화한다. 

또한, 우리나라의경우설과추석이특정월에고정되지않고 1월과 2월, 9월과 10월을 오가면서명

절이 있고, 월의 길이나 요일의 수가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시계열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시계열의 전월대비 변동을 보고자 할 때는 계절요인들을 제거하고 분석해야 보다 정확한 경기동향

분석이가능하다. 

원계열(지수)에는 일반적으로 경기적 요인(추세, 순환)과 비경기적 요인(계절,불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계열(지수)에서 계절요인을 제거한 계열(지수)을 계절조정계열(지수) 이라 한다. 통계청에

서는광공업생산·출하·재고동향, 서비스업생산동향, 소비동향, 고용동향등을공표할때원계열과

함께계절조정계열을같이공표하고있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산업활동동향통계)

Seasonal adjustment (or the adjustment of seasonal changes) is a statistical method for removing the
effects of recurring seasonal influences which have been observed in the past from an economic time
series, thus showing non-seasonal trends more clearly. (Eurostat)

43 계절조정 Seasonal Adjustment

Arabl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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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호적이나주민등록과는관계없이사실상의만나이가 65세 이상인사람을말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44 고령자 The Elderly

정의

해설

출처

사용자가근로자를얼마동안고용하기로하고체결한계약기간을말한다.

고용주와 계약기간을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정한(약속하거나 계약한)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을정한것으로본다.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5 고용계약기간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만 15세 이상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고용률(%) = (취업자수/15세 이상인구) × 10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고용률은 15~64세 연령기준에따라작성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employment rate is the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in relation to the comparable total
population. For the overall employment rate, the comparison is made with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but employment rates can also be calculated for a particular age group and/or gender 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for example the males of age 15-24 employed versus total in one European Union
(EU) Member State). (Eurostat)

46 고용률 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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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노동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을나타내는지표이다. 고용률, 실업률과함께고용시장상황을다각적으로설명할수있다.

고용보조지표1 = (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2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 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3 = (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 경제활동인구*100  

확장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47 고용보조지표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정의

해설

출처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일을수행하거나사업체를운영하는사람을말한다.

개인사업자, 작가 등 예술인, 농부·어부, 행상·노점상, 프리랜서 등이있다. 무급가족종사자 외에

유급고용원이있는경우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로분류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

48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Own-account Worker

정의

해설

출처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운영하는사람을말한다.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조사대상 기간에 임금을 주는 고용원을 1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사람(자영업

자)이 해당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

49 Employer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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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1년 이상생산활동에쓰이며수익의원천이되는자산으로, 유형자산과무형자산으로분류한다.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등형체가있는자산을말한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

하고미래에경제적효과와이익이있는자산을말한다. (경작권, 영업권, 어업권등)

통계청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지역내총생산(GRDP))

Economic resources that have some value or usefulness (usually convertible in cash) and that are
owned by enterprises or individuals, for example a piece of machinery or a house. (Eurostat)

50 고정자산 Fixed Asse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제공하는산업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조>

공간정보란 지형과 도로 같은 지리적 정보를비롯한지상·지하·수상·수중등 공간상의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은 지도, 지적도, 3차원지도, 항공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하거나 이를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서비스하는 산업이다. 과거에는 공간정보를‘생산·관리’하는 측량·DB구축

업 위주였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및 스마트 폰 등을 통한 공간정보기반의 서비스

수요가증가함에따라공간정보융·복합 SW 개발과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발전하고있다.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의 대표적인 품목은 네비게이션, 배달서비스 앱, 자율자동차용 정밀도로

지도, 상권및입지분석서비스, 증강현실및가상현실서비스등이있다.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조사)

Merging statistics and geospatial information (Eurostat)

51 공간정보사업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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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정부기관이나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경영하는공공을위한기관등을말한다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준정부기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기타공공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활동조사)

52 공공기관 Public Organization

정의

해설

출처

지역 주민의 도서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대형도서관은물론이고주민센터에있는작은도서관, 마을문고등도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독서실태조사)

53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y

정의

해설

출처

민간부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정부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영역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활동주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 포함된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부문을 의미한다. 해설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

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된다. 

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

54 공공부문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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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공립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55 공공체육시설 Public Sports Facility

정의

해설

출처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가

포함된다.

행정업무활동은비정부기관이수행하는경우도있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56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Public Administration, Defence and Social Security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정규학교에서받는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로서학교에내는여러경비를말한다.

정규학교는 초등(학령 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고등 교육수준의 교육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공교육비는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실험실습비등을말한다.(사교육비조사등)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 사회통계국복지통계과

Expenditure by the government including payments and transfers for education to the non-educational
private sector.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generally refers to: 
•direct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bearing directly the current and capital expens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ransfers to private households and firms: supporting students and their families with scholarships and

public loans, as well as transferring public subsidies for educational activities to private firms or non-profit
organizations. (Eurostat)

57 공교육비 Public Education 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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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58 공동주택 Apartment House 

정의

출처

경영을총괄하는본사등이있고그본사등으로부터업무전반에관하여지시를받는사업체이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전국사업체조사)

59 공장, 지사(점), 영업소 Factory, Branch Office and etc 

정의

해설

출처

국가가운영주체인연금을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가지 연금제도(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

금)가 있다. 

국민연금공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0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다른지방이나다른나라의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을 구경하는것을의미한다.

레저, 사업, 기타 다른 목적으로 3년 미만의 기간을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거나 다른

곳에서머무는활동을말한다.  

지방자치단체(부산관광실태조사)

Activity of visitors taking a trip to a destination outside theirusual environment, for less than a year. Tourism
means the activity of visitors taking a trip to a main destination outside their usual environment, for less than
a year, for any main purpose, including business, leisure or other personal purpose, other than to be
employed by a resident entity in the place visited. Three types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visitors: 
•domestic tourism means visits within a country by visitors who are residents of that country. 
•nbound tourism means visits to a country by visitors who are not residents of that country. 
•outbound tourism means visits by residents of a country outside that country. (Eurostat)

61 관광 Sightseeing,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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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생산자가상품, 제품의판매를촉진하려고소비자에게광고하거나선전하는데드는비용을말한다.

신시장(신제품 판매)을 개척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시적인 광고선전비는 개발비로 처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62 광고선전비

정의

해설

출처

광공업생산지수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총량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생산 확산의 정도

등을측정하는 경제지표이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광공업생산 소분류 75개 업종[광업1, 제조업73, 전기가스업1] 중 생산이

전월대비“증가 또는 보합인 업종의 수”를 백분비로 산출하고, 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는 서비스업

생산 소분류 83개 업종 중 생산이 전월대비 생산이 전월대비“증가 또는 보합인 업종의 수”를 백분

비로산출한다. 

생산확산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범위값을갖는데, 지수가 50이상이면전월대비증가업종의수가

감소업종의 수보다 많아 확산도 측면에서 본 생산경기가 확장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2007년 2월부터 제조업부문에 한정하여 생산확산지수를 공표하다가, 2009년 7월부터 광공업 및

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를공표하고있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경기종합지수)

63 광공업및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 Industry Production and Service of Product Diffusion Index

정의

해설

출처

일정기간 중 이루어지는 광공업 부문의 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하나로서, 기준년도

(2015년=100)의 생산수준에 비해 현재의 생산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동행

지표이다. 우리경제의생산활동동향을신속하게보여주는지표이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공장이 쉼 없이 돌아가고 제품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서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그에따라생산활동이활발해지기때문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기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이나 민간부문의

투자계획수립 등은 물론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장단기 경기변화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있다. 

통계청은 광공업생산지수 작성을 위해 주요 485개 품목을 생산하는 약 7,3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되는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를통하여생산실적등을 조사하여그 결과를기초로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쇄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산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며, 기준

연도에는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가중치를 산출하고, 기준년 이후는 매년 광업

제조업조사결과등을이용하여가중치를산출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

64 광공업생산지수 Index of Manufacturing Production

Advertising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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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광공업재고지수

광업 및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재고(다만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은 제외)의 변동을 파악

하여월말재고수준을나타내는경기후행지표이다.

•제조업재고율(재고/출하비율)

제조업의재고/출하비율을말한다.

•제조업재고출하순환도

X축에출하계절지수전년동월비, Y축에 재고계절지수전년동월비를표시하여출하와재고의상호

작용을나타내고, 이를이용하여경기국면변환을판단하는도표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기업은이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자재고를비축하거나처분하는과정에서생산을조정

하기 때문에 재고수준의 변동은 단기적인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광공업

재고지수는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재고(다만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은 제외)의 변동을

파악하여월말재고수준을나타내는경기후행지표이다. 

통계청은매월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를통하여 광공업생산지수의 대표품목 485개 중에서 재고의

의미가 없거나 주문생산 품목 등을 제외하고, 417개 품목을 조사하여 재고지수를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광공업재고지수를 이용할 때 생산ㆍ출하ㆍ재고지수의 관계에서 다음 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를 보다보면 때로는 생산ㆍ출하ㆍ재고의 총지수 또는 지수간의 부조화 현상(예: 생산감소, 출

하증가 → 재고증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각 지수별로 대표품목 및 품목별가

중치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제조업재고율(재고/출하비율)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을 말한다. 제조업 재고율은 생산자의 재고가 적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 이용되는데, 계절조정재고지수를 계절조정출하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재고

율이상승한다면그만큼재고가많다는것으로경기가나빠짐을의미한다.

•제조업재고출하순환도

X축에 출하계절지수 전년동월비 Y축에 재고계절지수 전년동월비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이다. 이 도표는 전년동월비를

이용하여작성하므로전년의경기상황에유의하여야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

65 광공업재고지수, 제조업재고율, 재고출하순환도

Index of Manufacturing Inventory, Proportion of Inventory to Shipment, Inventory-Shipmen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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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66 광공업출하지수 Index of Manufacturing Shipmen

정의

해설

출처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

을말한다.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및정리활동, 손질및품질개선등의작업을수행할수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정광및선광활동은채굴활동에결합수행되는지의여부를불

문하고여기에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

약에의하여광물굴착및시험굴착, 유정 장치물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 목적의광물탐사

활동등광물채굴, 채취, 추출에수반되는광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을포함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67 광업 Mining and Quarrying

정의

해설

출처

공교육과사교육에드는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학원비, 문방구비등을말한다.

가구주나 구성원(자녀 포함)에게 지출하는 총교육비를 말한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여기에포함하지않고이전지출로파악해야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8 교육비 Educational Expenditure

생산자의판매활동과광업ㆍ제조업및전기ㆍ가스업제품의출하동향을나타내는지표

출하지수는 물건을 생산한 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내며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업·제조업제품의 수급(수요공급)동태를 나타내는 실물경제지표로서 산업전체 또는 산업별 수요

동태를파악하여단기경제동향분석을위한지표로널리이용되고있다. 

출하지수는출하내역에따라내수출하지수와 수출출하지수로 구분된다. 

광공업출하지수는 판매 등을 위하여 제품의 장소적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하액과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된 실적과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주요 485개 품목을 생산하는

약 7,3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광공업출하지수를작성하고있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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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지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

한다.

•초등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과초등학교의교육과정을담당하는교육기관을말한다.

•중등교육기관: 중학교및고등학교의교육과정을담당하는교육기관을말한다.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및대학원의교육과정을담당하는교육기관을말한다.

•기타교육기관: 성인 또는특정인을대상으로교육하기위하여설립된교육기관을말한다.

•교육 지원 서비스업: 교육 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 활동

을말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69 교육서비스업 Educational Services Industry

정의

해설

출처

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정규교육중이수한최고학력을말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4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과정, 대학원 박사

과정등이있다. 검정고시에합격한경우는정규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한다. 이(미)용·요리·컴퓨

터 학원, 자동차학원, 재수생을 위한 학원, 기술학원, 노인대학, 주부대학 및 평생대학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않는다. 학제가다른외국인은교육연수를참고하여학력을파악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70 교육정도 Educational Attainment

정의

해설

출처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시설유지 비용, 교육훈련 실시 비용, 위탁훈련에 든

비용, 근로자자기개발지원비용등을말한다.

교육훈련을실시하기위해사용된시설유지비용에는시설·장비비용, 운영경비등이있다. 교육훈련

실시 비용에는 강사료, 교재비, 인건비, 숙식비. 교육훈련 수당 등이 있다. 근로자 자기개발 지원

비용에는학교, 학원등교육기관이실시하는교육과정수강료, 학비, 교재비등이있다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71 교육훈련비용 Education and Train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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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통하여 구인한 인원으로 조사기준의 채용인원을 위해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했던인원을말한다.

조사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 동기간 사이에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경우

에는채용인원이아니라최초모집공고당시에채용하려고했던모집인원으로산정한다.

고용노동부(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72 구인인원 Number of Recruited

정의

해설

출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사람가운데 1년 안에구직경험이있는사람을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중향후노동시장에유입될가능성이있는잠재인력이란점에서그의미가중요하다.

*노동시장적사유

①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주변환경) ② 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자격이 부족하여(교육·기술 경험 부족,

고용주가나이가너무어리거나많다고생각할것같아서)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74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 

정의

해설

출처

일자리를찾으려고조사대상기간에적극적으로활동하는것을말한다.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 사업주와 면담 또는 전화상담,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견습

또는직장훈련(무보수)은 적극적인활동으로본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75 구직활동 Job-Seeking Activity

정의

출처

구인활동은 신문·방송 광고, 구두 홍보, 지원 서류 접수, 면접 등 최종적으로 채용 확정 공지일 전

까지의과정을포함한다.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73 구인활동 Recru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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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토지에부착하여설치되는건물이외의구조물, 토목설비또는공작물을말한다.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부교, 저수지, 갱도, 상하수도설비 등을

말한다. 농작물 생산이나 가축 사육에 이용되는 소류지(용수정), 보, 명거, 도랑, 우물 등의 배급수시

설로, 건축물로분류되지않는시설물(공작물)이 이에해당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76 구축물 Structure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정의

출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

으로여기에는비거주자가제공한노동, 자본 등생산요소에의하여창출된것도포함되어있다.

부가가치란생산활동에의해새로이창출된가치로서총산출액에서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단위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의 포함여부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로 구분된다. GDP는 당해연

도 및 기준년도 중 어느 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및 실질GDP

로 구분된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

이고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

량변동만을반영하게된다. 

이와 같이 GDP를 명목과실질로구분하여추계하는것은각각의용도가다르기때문이다. 국민경제

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하며 경제성장, 경기변

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동향등을알아보기위해서는실질계열을이용한다. 

한편,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

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실질GDP의 증감률로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 GDP 통계는 UN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한국은행에의해작성되어

분기별로공표되고있다.

한국은행

Gross domestic product, abbreviated as GDP, is a basic measure of the overall size of a country's
economy. As an aggregate measure of production, GDP is equal to the sum of the gross value added of
all resident institutional units engaged in production, plus any taxes on products and minus any
subsidies on products. Gross value added is the difference between output and intermediate
consumption. (Eurostat)

77

참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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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정의

출처

참고

GDP 디플레이터는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사후적으로계산하는값이다.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GDP추계시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나 소비자물가지수(CPI)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

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고할수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기도한다.

•한국은행매분기별국민소득통계공표시 GDP 디플레이터도포함하여공표하고있다.

한국은행

A deflator is a figure expressing the change in prices over a period of time for a product or a basket of
products, which is used to 'deflate' (price adjust) a measure of value changes for the same period (for
example the sales of this product or basket), thus removing the price increases or decreases and
leaving only volume changes. (Eurostat)

78

정의

해설

해설

출처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표가 국내총생산(GDP)라면 국민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경제지표가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이다.

국민총소득(GNI)은 한나라의 국민이 국내 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 국내총

생산중에서외국인(비거주자)에게지급한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국민소득의크기와더욱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민들의생활수준을알아보기

위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이 1인당 GNI이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보통 시장환율로

환산하여미달러($)화로 표시하고있다.

참고

한국은행

Gross national income, abbreviated as GNI, is the sum of incomes of residents of an economy
in a given period. It is equal to GDP minus primary income payable by resident units to non-
resident units, plus primary income receivable from the rest of the world (from non-resident
units to resident units). (Eurostat)

79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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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임금근로자가근로의대가로받은모든현금과현물보수를말한다.

봉급, 임금과상여금, 수당 등을포함하며세금이나각종부담금을공제하기전의총액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Earnings are the wage or salary paid to an employee There are two main types:Gross earnings are paid in
cash directly to an employee before any deductions for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the employee. All bonuses, whether or not regularly paid, are included (13th or 14th month, holiday bonuses,
profit-sharing, allowances for leave not taken, occasional commissions, etc.). Net earnings represent the
part of remuneration that employees can actually spend and are calculated by deduct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income taxes payable by employees from gross earnings and by adding family allowances
if there are children in the family.  (Eurostat)

80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정의

출처

가구주가정부나기업(준법인기업포함)에 고용되어정신적또는육체적노동을제공하고그대가로

급여를받는가구를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81 근로자가구 Salary & Wage Earners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근로자가한사업체에서근무한기간을말한다.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휴직기간은 제외되며, 해고

또는 퇴직 후에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제외되나재고용후수습및견습기간등은포함된다.

기업의 명의변경, 분할, 합병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형식적인 해고, 재고용의 수속이 행하여졌

으나실질적으로계속근무한경우는전후의기간을통산한다.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2 근속연수 Job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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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금융업, 보험업및연금업과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금융업: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 리스·개발

금융·신용 카드 및 할부 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운용

기관과지주회사등이수행하는산업활동을포함한다.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또는연금사업을포함한다.

•금융, 보험,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서비스활동을포함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83 금융및보험업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현금및예금, 유가증권과대부채권등의청구권형태로보유하는자산을말한다.

저축성보험금, 부은곗돈, 빌려준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등을포함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등)

Financial assets are economic assets, comprising all financial claims, equity and the gold bullion component
of monetary gold. (Eurostat)

84 금융자산 Financial Asset

정의

해설

출처

조사대상기간중선박을포함하여기계류관련지정조사품목의생산을주문받은금액을말한다.

계획생산및자가사용분을포함한다.

•계획생산분은 수주와 판매(출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판매(출하)시점을 기준으로

수주액에포함한다.

•자가사용분은계획이확정된시점을기준으로수주액에포함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기계수주동향조사)

85 기계수주액 Value of Machinery Order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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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즉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말한다.

태어나는시점인출생연도의 0세출생자가앞으로몇세까지생존할것인지기대되는수명이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생명표)

86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정의

출처

참고

특정연도에특정연령의사람이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를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생명표)

Life expectancy at a certain age is the mean additional number of years that a person of that age can expect
to live, if subjected throughout the rest of his or her life to the current mortality conditions (age-specific
probabilities of dying, i.e. the death rates observed for the current period).Life expectancy being expressed as
the number of years persons of different ages may expect to live, starting from age zero, life expectancy at
birth is the mean number of years a newborn child can expect to live if subjected throughout his or her life to
the current mortality conditions, the probabilities of dying at each age.Any later age can also be chosen as a
starting point; the total expected life span is then this age plus the life expectancy at that age, the number of
years a person of that age may expect to live if mortality patterns stay unchanged. Life expectancy is
normally calculated separately for all age levels, as well as for males, females and the total population.
(Eurostat)

87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정의

해설

출처

결산일현재생산과정중에있는재공품의잔액을말한다.

재공품은제품이나반제품을제조하려고생산과정중에있는물품을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88 기말재공품원가 Ending Work-in-process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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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과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단위이다.

한 개의 기업은 한 개의 사업체이거나,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

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An enterprise is an organisational unit producing goods or services which has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in decision-making. (Eurostat)

89 기업 Enterprise

정의

해설

출처

합계 또는 평균값의 변화에 대하여, 각 항목이 전체를 증감시키는 데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지표이다.

기여율과 기여도는 특정 항목이 전체의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기여율이란 합계 또는 평균값의 증감에 대하여 그 구성항목이 전체를 증감시키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 항목의 변화의 크기를 전체의 증감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가령 AㆍBㆍC 세 가지 상품을 파는 상점에서 당일 매출액이 전날에 비해 50만원 증가했는데 A가

40만원 증가, B가 20만원 증가, C가 10만원 감소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각 상품의 기여율은

A가 80%(=40/50×100), B가 40%(=20/50×100), C가 -20%(=-10/50×100)가 된다.

기여율 = (개별구성항목의증감액 / 전체증감액) × 100 

기여도는 물가상승ㆍ하락이나 GDP성장률 등에 대해 특정 항목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1% 상승하고 이 가운데 쌀 가격의 상승만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0.25% 상승하였다면쌀가격의기여도는 0.25%포인트가된다.

기여도 = 그 항목의기여율×통계치의전체증감률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90 기여율, 기여도 Contribution Rate, Contribu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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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종사상지위분류의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분류되지않는사람을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그외종사자가포함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

93 기타종사자 Other Workers

정의

해설

출처

지수를작성할때기준이되는시기를말하며, 보통특정연도로표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 연도의 평균이 될 수도 있고, 1개월, 1주일이될 수도 있다.우리나라의 물가

지수나산업생산지수작성에서기준시는서력기원의 5의 배수로되는해로하여 5년마다기준시를

바꾸는것을관례로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92 기초재공품원가 Beginning Work-in-process Cos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지수를작성할때기준이되는시기를말하며, 보통특정연도로표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 연도의 평균이 될 수도 있고, 1개월, 1주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나산업생산지수작성에서기준시는서력기원의 5의 배수로되는해로하여 5년마다기준시를

바꾸는것을관례로하고있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산업생산지수등)

Base period or reference period refers to the period of time used as the basis for an index number, for
comparison with other periods. (Eurostat)

91 기준시(점) Bas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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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1년 이상사용할수있는것으로, 주로고가상품이해당된다.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가구 등이해당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조사)

94 내구재 Durable Goods

정의

출처

총매출액중수출비중이 50% 미만인기업을말한다.

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

95 내수기업 Domestic Company

정의

해설

출처

육지내의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에서하는어업이다.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한 담수 등에서 수산동식물을양식, 채포, 채취하는 어업

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영어자금소요액조사)

96 내수면어업 Inland Fishery

정의

해설

출처

국내에서판매한제품의총액을말한다. 

내수액 = 생산 + (수입 - 수출) × 환율

※환율 : 한국은행의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월 평균자료

※정보통신방송기기를제외한타품목은생산(매출)액과동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월별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97 내수액 Amount of Domestic Sales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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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고정자산이경제적으로사용될수있는연수를말한다.

보통의 상태와 조건에서 통상의 수리를 전제로 하여 그 자산이 폐물로 되어 파기될 때까지의 이용

기간이나사용예정기간을의미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등) 

98 내용연수 Service Life

정의

해설

출처

노년부양비란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대한고령(65세 이상)인구의비를말한다.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인구÷ 15~64세 인구) × 100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를 의미한다.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경제적부담을나타내는지표로서사회의고령화추세를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기초 및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청 장래인구추계(2019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2017년 18.8명

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5.5배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99 노년부양비 Old-age Dependency Ratio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고용주가근로자를고용하면서실제로부담하는총금액

노동비용은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동비용과 임금 이외의 금액 즉, 퇴직급여, 법정복지비

용, 교육훈련비등의간접노동비용으로구성된다.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Labour cost or total labour cost is the total expenditure borne by employers for employing staff. The
labour cost includes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Eurostat)

100 노동비용 Labo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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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노동투입단위(노동자또는노동시간)당 산출량을의미한다.

노동생산성지수 : 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input)과 산출물(output)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투입요소 한 단위가 산출한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로 정의

됨. 생산성이 향상(증가) 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거나, 또는 동일한산출물(생산량또는부가가치)을 보다적은투입으로얻는것을의미함. 

노동생산성은 생산과정에 있어 생산효율의 향상정도, 기술수준의 변화 등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임금결정, 성과배분, 국제경쟁력비교등의중요한지표로도활용된다. 

한국의 사회지표 : 일반적으로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 생산성과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노동생산성으로 대별된다. 생산활동이

활발하면 노동생산성의 신장률도높아지는비례적관계가있으므로노동생산성지수의동향은생산

활동의동향을보는중요한지표로이용된다.

한국생산성본부(노동생산성지수)

Labour productivity measures the amount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each member of the labour
force or the output per input of labour. It can be measured in a variety of ways. For structural indicators, it
may be measured by gross domestic product (GDP), expressed in terms of the purchasing power standard
(PPS), either relative to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or to the number of hours worked. In both cases, it is
then expressed as an index. Within national accounts and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labour productivity is
often defined as the value added per employed person.  (Eurostat)

101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정의

해설

출처

유소년(14세이하) 인구 100명에대한고령(65세이상) 인구의비이다.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14세) × 1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102 노령화지수 Aging Index

정의

해설

출처

제품생산에직접·간접으로종사하는사람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을말한다.

기본급, 제 수당,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등을합한금액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03 노무비 Labo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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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자연상태의농경지에서작물을재배하는일체의농업방법을말한다.

채소, 꽃 등을재배할때특수한설비나보온을하지않고키우는것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등)

104 노지재배 Outdoor Cultivation

정의

해설

출처

토지대장상의지목에관계없이관개설비를갖추고물을대어작물을재배할수있는경지를말한다.

주로 논벼, 미나리, 왕골, 연뿌리등을재배하며논벼를심은곳은반드시논으로조사하며관개배수

시설이 없는 천수답도 논으로 조사한다. 관개배수시설을 한 경우일지라도 관행적으로 밭작물을

심는경지는밭으로조사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등)

105 논 Paddy Field

정의

해설

출처

통계청은 매년 농(어)가경제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어)가경제의 동향과

농(어)업경영실태를파악하고있으며, 이를 농(어)업정책수립과농(어)업경영개선을위한기초자료

로제공하고있다.  

소득은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화를 말한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농(어)가 소득을산출하는방식은기업회계와유사하다. 

농(어)업소득은농축산물(어업) 판매수입인농(어)업총수입에서농(어)업활동에투입된일체의비용인

농(어)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농(어)가의 당해연도 농(어)업생산활동의 최종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대한총보수를의미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등)

106 농(어)가 소득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Farming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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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농업을직접경영하는가구를말한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농가로본다.

(1)조사기준일현재논,밭 등경지 1,000㎡(10a)이상을직접경작하는가구

(2)연간 농축산물의판매또는평가액이 120만원이상인가구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림어업총조사)

107 농가 Agricultural Household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농가처분가능소득에서가계지출중소비지출을뺀금액을말한다.

연간 농업생산활동과 농외소득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로,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

하는지표로활용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등)

Surplus means in general that the sum or bala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mounts is positive, or that the

total of positives is larger than the total of negatives. (Eurostat)

108 농가경제잉여 Surplus or Deficit in Farming Household Economy

정의

해설

출처

농업경영자이외의채권자가농가에대하여지니고있는청구권을말한다.

경영주입장에서보면채무로서차입금과미불금과선수금이이에해당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등) 

109 농가부채 Debt of Agricultural Household Debt of Farming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을합한총액을말한다.

농가의 경상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농가의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않고우발적인사건에의해발생한소득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등)

The main indicator for agricultural income is the ‘factor income per labour input’ expressed in annual work
units (Eurostat)

110 농가소득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Farming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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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시점현재, 농가에서취사, 취침 등생계를같이하는사람을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

거인을모두포함한다.

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더라도같이살고있는결혼해서같이사는외국인, 농업 고용인등가구의

일을 위해 고용되어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단, 1개월 이상 집을 떠나 정착 여부를 알

수없는자는제외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림어업총조사)

111 농가인구 Agricultural Population

정의

해설

출처

농업을경영하는데용역편익을제공하는일체의경제적자원을말하며, 크게 고정자산과유동자산

으로구분한다.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유형자산은 토지,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과

같이 1회의 생산과정(회계기간 : 1년) 동안에 전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환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산을 말하며, 무형자산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농가의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경작권, 영업권, 어업권등을말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당좌자산은 자체로서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

고고정자산또는유동자산으로교환과정을거쳐야만투입될수있는현금과예금, 미수금 등의금

융자산을 말하며, 재고자산은 그 회계연도에 생산되어 회계연도 안에 대부분 처분이 되는 농산물과

1회의생산과정에투입되어그가치가생산물로거의모두전환되는생산자재등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

112 농가자산 Agricultural Household Asset Farming Household Asset

정의

해설

출처

작물을재배하여수확한일정기준(품질규격) 이상의양을말한다.

개별작물의총생산량은단위면적(10a=1,000㎡) 당 생산량과재배면적을곱하여산출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작물생산조사)

113 농작물생산량 Crop Production



S t a t i s t i c s  K o r e a   53

정의

해설

출처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연면적이 660㎡이하인주택을말한다.

•호실 또는 층별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호실또는층별로분리하여소유하거나매매(분양)하기가불가능한주택을말한다. 

•단독주택에 두 가구 이상이 살고 있을 경우, 가구별 독립된 출입구가 있으면 다가구주택이 되며,

독립된출입구가없을경우일반단독주택이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14 다가구주택 Multi-dwelling House

정의

해설

출처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면서건축당시다세대주택으로허가받은주택을말한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15 다세대주택 Multiplex Housing

정의

출처

다른장소에본사, 본점또는공장, 지사(점), 영업소등이없는 1기업 1사업체를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16 단독사업체 Single-unit Establishment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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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말한다.

•단독주택에는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으로구분된다. 

•일반단독주택 :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을갖추고통상한가구가살수있는주택

•다가구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살수있도록건축된주택으로서호실또는층마다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갖추어져한가구씩독립하여생활할수있으나, 호실 또는층마다분리하여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것이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문이 함께 있는 건물 중주거용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더많은주택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17 단독주택 Detached Housing

정의

해설

출처

일정회계기간동안발생한기업의전체수익에서비용을차감한금액이다.

법인세 비용차감 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

성과를나타낸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18 당기순손익 Net Income or Loss

정의

해설

출처

제품원가는생산된상품(제품)을 위하여소요된원가의집계액을말한다.

당기 중 제품 생산에 들어간 총비용으로서 기초재공품 재고액에 당기 총제조비용을 가산하고 기말

재공품재고액과타계정대체액을차감하여산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19 당기제품제조원가 Costs of Goods Manufactured

정의

해설

출처

환금하기쉬운유동자산

판매과정을거치지않고바로현금화할수있는자산을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20 당좌자산 Quick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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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처리한것이이에해당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21 대손상각비 Bad Debt Expense

정의

해설

출처

대중교통수단과대중교통시설로이루어지는교통체계를말한다.

여러사람이공동으로사용하는교통수단으로버스(마을버스포함), 지하철을말한다.

국토교통부(대중교통현황조사)

122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

정의

해설

출처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특정 값이다. 대표값은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자료분포의 중심의 위치

를 나타내주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평균(mean), 중위수(median), 최빈수(mode) 등이

있다.

산술평균은자료의모든측정값을합산하여이값을전체자료의수로나누어준값을말한다. 일반

적으로 평균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대표값으로 볼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인구증가율과같이변화하는비율을나타낼때는기하평균을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만원으로사업을시작하여첫해에는자본금이 2배, 두 번째해는자본금이 8

배증가했다고하자. 그러면자본금은 2년 동안 총 16배가 늘어났고, 매년 평균적으로 4배 늘어났다

고 볼 수 있다. 기하평균은 여러 개의 수를 연속으로 곱하여 그 개수의 거듭제곱근으로 구한다. 

만약 자료값이 가지는 중요성이 서로 다르다면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가중평균은

각각의 자료값에 자료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을 각각의 가중치의 합계로 나

누어 구한다. 중위수는 중앙값이라고도하며,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때 한가운데에위치하는

자료값을말한다. 최빈수는자료중가장많이있는수를의미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123 대푯값 Representativ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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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또는다른도매업자에게재판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개인이나사업자를위하여상품매매를중개하거나또는대리하는활동을포함한다. 도매활동과관련

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등이부수될수있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125 도매업 Wholesale Trad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또는다른도매업자에게재판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등에상품을공급해주는산업공급자및수출, 수입업자등이있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조사)

Wholesale trade refers to the sale of goods in bulk to resellers, professional users or groups, who then sell
the products to final consumers. (Eurostat)

126 도매판매 Wholesale Trade 

정의

해설

출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체인등규모가대형인유통업체를말한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매장면적이 3,000㎡ 이상)

슈퍼체인(롯데슈퍼, GS슈퍼등)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조사)

124 대형유통업체 Large-scale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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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추세ㆍ순환계열인동행종합지수에서추세요인을제거한순환요인으로, 현재경기의국면및전환점을

파악하는데활용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추세를 제거한 수치로 기준치 100은 추세선을 의미한다. 동행종합지수의

증가 속도가 추세치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준치를 상회하게 되고, 반대로

동행종합지수의 증가 속도가 추세치 증가 속도보다 느리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준치를 하회

하게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동행종합지수를 이용하나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은 동행종합지수

보다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이용한다. 일반적으로경기지표는계절, 불규칙, 추세, 순환요인 4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非景氣的)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추세·순환요인또는순환요인이경기분석에이용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경기종합지수)

127 동행지수순환변동치 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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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가영업활동을하기위하여실제로사용하고있는면적을말한다.

자기 소유의 매장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한 매장부분은 제외되며, 주거 병용의 경우 순수하게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매장면적으로 한다. 판매보조를 위한 자가·임차 창고, 관리업무

보조사무소등은매장면적에포함된다. 

백화점은 직영하는 부분만 포함되고 분양이나 임대된 면적은 제외된다. 분양이나 임대된 사업체는

개별사업체로본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동향통계심의관

130 매장면적 Sales Space

정의

해설

출처

장기간앓고서서히진행되고, 사람간전파되지않는비감염성질환을말한다. 

6개월 혹은 l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하며, 급성질환과 대응한다. 심혈관질환, 암,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등이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128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정의

해설

출처

부부가모두직업을가지고일을하는가구를말한다. 

지역별고용조사 : 수익을 목적으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일하는 가구, 비맞벌이가구는유배우

자가아닌가구주가구또는유배우자인가구주가구에서부부모두가취업자가아닌가구

생활시간조사 : 2009년 조사에서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부에 한정. 2014년 조사에서는 연령

대 한정하지 않음. 비맞벌이가구는 유배우자가 아닌 가구주 가구 또는 유배우자인 가구주 가구에서

부부모두가취업자가아닌가구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지역별고용조사), 사회통계기획과(생활시간조사)

129 맞벌이가구 Dual-income Household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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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매출환입액과에누리액을공제한순매출액을말한다.

매출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 실현된 것으로 계상

하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미완성공사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

계상할수있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31 매출액 Sales

정의

해설

출처

매출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이나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액과 기타 경비를

말한다.

판매업에서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 매입액의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

여 산출하며 제조업에서는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 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산출한다. 

•매출원가(판매업)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매출원가(제조업)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32 매출원가 Cost of Sales

정의

해설

출처

일반적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출금과받을어음을말한다.

업체의주된영업활동과정에서재화나용역을판매하는것과같은수익창출활동으로발생한채권을

말한다. 회수 불가능을대비, 대손상각비를계상하므로대손상각비를공제하고기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33 매출채권 Trade Accounts and Notes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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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차감한금액을말한다.

매출원가가매출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매출총손실로표시한다.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34 매출총이익 Gross Sales Profit

정의

해설

출처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가족관계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임금근로자’에 해당된다. 일부 가구조사의 경우, 무급

가족종사자의 범위를 같은 가구 내의 친인척으로 한정한다. 또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을포함하기도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 통계청사회통계국

136 무급가족종사자 Unpaid Family Worker

정의

해설

출처

정보를얻고자하는대상이되는집단전체를말한다.

모집단에는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목표모집단은 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조사대상의개괄적인모집단이며, 조사모집단은조사에서정보를얻고자하는모집단이다. 

측정이나조사를하기위하여표본을뽑아내는바탕이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135 모집단 Population

정의

해설

출처

다른사람소유의건물등을사용하지만임차료등대가를지불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관사, 사택 또는친척집등에서세없이무상으로살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37 무상 Rent-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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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이다. 서비스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상품에 국한해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따진다는 면에

서 두 수지는 같다. 하지만 발표되는 통계치를 보면 항상 다른데 그 이유는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이어서 세관의 검사를 거쳐서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되면 수출입 집계에 포함

된다. 이에 비해상품수지는인도기준이어서통관을한다음수입업자에게물품이전달돼야만수출

입통계에포함된다. 무역수지와상품수지를산출할때는가격책정방식도다르다. 

무역수지는수출의경우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상품수지는본선인도가격(FOB)만으로 계산한다. 운임과 보험료를빼고물건값으로만수출

입액을계산하는방식이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공표한다. 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이 발표하고 상품수

지는한국은행이매월발표한다.

한국은행, 통계청경제통계국

138 무역수지/상품수지 Balance of Trade/Commodity Balances

정의

해설

출처

재화를 만들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에

경제적효과와이익이있는것을말한다.

–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창업비등

–농가에서소유하고있는자산중경작권등

–어가에서소유하고있는자산중어업권등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39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

정의

해설

출처

무형자산을그자산의추정내용연수동안체계적인방법에따라배분된비용을말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으로 장부가액을 감소

시키게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40 무형자산상각비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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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혼인한사실이없는사람을말한다.

사실혼주의에서는 사실상의 혼인 또는 동거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등) 법률혼주의에서는법적으로배우자가없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42 미혼 Never Married

정의

해설

출처

공공부문을제외한기업체, 개인등을말한다.

기업체에는정부투자기관이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활동조사)

143 민간부문 Private Sector

정의

해설

출처

적극적구인에도불구하고채용하지못한인원을말한다.

구인인원에서채용인원을뺀값

고용노동부(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41 미충원인원 Number of Not to H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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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자기회사에서직접제조한중간제품과부분품으로, 그 자체로판매, 저장이가능한것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44 반제품 Semi-finished Goods

정의

해설

출처

법적지목에관계없이물을대지않고일반밭작물과과수, 나무등을재배하는경지를말한다.

밭에는 1년생인 초본성 작물을 재배하는 보통 밭과 다년생인 목본성 작물을 재배하는 과수원, 뽕밭,

묘포(모밭) 등의 수원지(나무밭)가 포함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등)

145 밭 Upland Field

정의

해설

출처

결혼하여배우자가있는사람을말한다.

사실상의혼인상태로남편(부) 또는 아내(처)가 있는경우에해당된다. (인구주택총조사등)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법적으로 혼인하여 남편(부) 또는 아내(처)가 있는

경우에해당된다.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46 배우자있음 Having a Spouse or a Partner

정의

출처

단일 경영체제하에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 주된 취급품목 없이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갖추고의류, 가구, 귀금속, 식료품등각종상품을종합적으로소매하는점포를말한다. 

매장별로배치된전용판매원이판매와계산을담당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147 백화점 Department Store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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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변수가가지는데이터값들의집합에서최댓값과최솟값의차이를말한다.

범위는 그 자체가 산포정도의 척도로 사용되며, 표본추출을 반복해 얻은 평균을 모집단 표준편차를

추정하는데이용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148 범위 Range

정의

해설

출처

정의

해설

출처

정의된분류내에서임의의수준에있는항목에대한속명이다.

어떤 모집단에서 동질적인 일부 집단을 말하며, 예를 들어 사람은 성별(남·여), 나이(5세 미만, 5세

이상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 등으로범주화할수있다.

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경제통계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사회통계국/통계데이터허브국

SDMX(2011)

149 범주 Category

정의

해설

출처

자연인이아니지만법률에의해권리능력이인정된단체혹은재산을의미한다.

상법, 민법과특별법등에따라법원에법인설립등기를마친기업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어업법인조사등)

150 법인 Corporation

정의

해설

출처

법령에따라기업체에서의무적으로부담하고있는노동비용을말한다.

국민연금(사학연금등포함),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해보상비가있다.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151 법정노동비용 Legally Require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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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기업체에서소속근로자의복지를위하여자율적으로부담하는비용을말한다. 

주거비용, 건강·보건비용, 식사비용, 교통·통신지원비용, 보육지원금, 보험료지원금, 자녀 학비
보조비용,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우리사주제도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등이있다.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152 법정외복지비용 Non-statutory Welfare benefits Service Life

정의

해설

출처

부부가사이가좋지않아따로떨어져사는것을말한다.

기간이 비록 짧더라도 부부관계의 악화, 배우자의 유기, 가출 등으로 헤어져 있는(아직 이혼한 상태
는아님) 경우이다.

보건복지부(노후준비실태조사)

154 별거 Separation

정의

출처

변동률이란 어떤 수치의 기준시점에 대한 비교시점에서의 증감률을 의미한다. 변동률은 통계지표를

해석하는데 이용되는 중요한 도구로서 기준시점에 따라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전년대비 증감

률등으로구분된다.  

전년동월(기)비는 전년도의같은시점과수준을비교하여증가율을측정하는방법으로월또는분기

자료의움직임을분석할때사용된다.      

전년동월(기)비(%) = (금년동월(기) - 전년동월(기))/ 전년동월(기) × 100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한 것이므로 계절요인이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를 산출할 때는

원계열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월비는 바로 전월을 기준으로 금월의 증가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비율이다. 통계의 단기적인 동향을 보려면 직전 달과의 추세를 비교하는 전월비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볼수있다.         

전월비(%) = (금월 - 전월)/전월 × 100  

전월비는 계절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월별로 비교할

경우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이 매월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와 해당

기사는전년동월비와전월비를잘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9.37(2010=100)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0.8% 각각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4% 각각상승했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사회통계국

153 변동률,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Fluctuation Rate ( Year-on-year; YoY / Month-on-month;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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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말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155 병원 Hospital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수술·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값, 보건의료용품(기구) 구입비등을말한다.

건강보험에서부담한것을제외한본인부담분만고려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care covers th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resident units on healthcar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the healthcare goods and services provided directly to individual persons as
well as collective healthcare services. 〈Healthcare expenditure statistics - methodology〉(Eurostat)

156 보건의료비 Healthcare Expenditure

정의

해설

출처

일정액의보증금없이매월집세(또는월세)를 내는경우를말한다.

•일정액의보증금을내고매월집세(방세)를내는보증금있는월세와구분된다.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사글세와구분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158 보증금없는월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정의

해설

출처

법령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의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작성된통계이다. 별도통계조사과정이필요하지않다.

제2의 통계라고도하며, 주민등록인구현황,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등이이에속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경제통계심사조정과

157 보고통계 Reporting Statistics



S t a t i s t i c s  K o r e a   67

정의

해설

출처

일정액의보증금을내고매월집세를내는경우를말한다.

집주인에게 주택임대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임차기간에 이자 없이 맡기고 일부는 월세로

매월지불하는형태를말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59 보증금있는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정의

해설

출처

급여이외에종업원의복지와후생을위하여지출한제비용을말한다.

위생, 보건, 위안, 요양 등의 비용과 장기 결근자에 대한 급여, 종업원 레크리에이션 위한 운동시설,

운동회개최등을위한제비용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61 복리후생비 Welfare Benefit

정의

출처

동일한 경영 하에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을 1개 이상을 두고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를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62 본사, 본점등 Head Office

정의

출처

기능이필요하지않은일반잡역에종사하면서단순육체노동을하는사람을말한다.

대한건설협회(건설업임금실태조사)

160 보통인부 Gener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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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그 본점과 타 지점 간 상호 상품의 이동액이 총 상품 이동액에서 차지

하는구성비를말한다.

이동비율에는구입처별이동비율과판매처별이동비율이있다. 

•구성비 = [상품 본지점간상품매입액 / 연간상품매입액]×100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63 본지점간이동(구성비) Movement Between Head Office and Branch(Composition Ratio)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기업이산업활동을한결과, 생산물의원래의가치등에새로더해진가치를말한다.

부가가치를구하는방식은공제방식과가감방식이있다. 공제방식은생산액에서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및수선비등주요중간투입비를공제하는것이다. 가산 방식은아래와

같다.

부가가치=급여총액+퇴직급여충당전입액+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임차료+세금ㆍ공과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Gross value added (GVA) is defined as output (at basic prices) minus intermediate consumption (at
purchaser prices); it is the balancing item of the national accounts' production account. (Eurostat)

164 부가가치 Value Added

정의

해설

출처

제품의생산과정에서나온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을 판매해얻은금액을말한다.

생산과정이외에서나오는것은제외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65 부산물·폐품판매액 Sales of By-Products and Wast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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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인구의연령구조를나타내는지표이다.

총 부양비 = (유소년인구+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5~64)×100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생산가능인구(15~64)×100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1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166 부양비 Dependency Ratio

정의

출처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

하기위하여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을말한다.

고용노동부(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67 부족인원 Number of Vacancie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실체의

의무를말하며, 유동부채, 고정부채로분류한다.

부채는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사채나 친인척에게서 빌린 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 연대보증 등으로 진 빚의 잔액과 마이너스

통장사용액, 신용카드사용액등을말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A liability is a present obligation of a company arising from past events, in some cases specified in a written
contract. A company's liabilities may include bank loans, short-term debts for goods and services received,
as well as the company's loan capital and capital subscribed by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accounting, the capital of a company corresponds to the assets plus liabilities. (Eurostat)

168 부채 Deb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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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타인자본과자기자본의관계를나타내는비율을말한다.

기업 자본구성의안전도, 특히 타인자본의존도를표시하는지표이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표

준비율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전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측면에서는단기적채무변제의압박을받지않은한투자수익률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연속이용하는것이유리하다. 

따라서 이 비율을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의 측정기준으로 또는 기업경영자 측에서

타인 자본의 합리적 조달기준으로 이용하려면 이 비율 이외에 차입금평균이자율과 유동부채비율을

아울러비교하여야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업경영분석)

169 부채비율 Debt Ratio

정의

해설

출처

어떤 두 개의 수 또는 양을 서로 비교하여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관계 A에 대한 B의 비는 B/A로

계산한다.

두 개 숫자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분자와 분모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서로 다른 범주일

때사용된다. 주로성비, 인구밀도등을나타낼때사용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

170 비 Ratio

정의

해설

출처

비거주용 건물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 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가, 공장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주택의요건을갖추고있는것을말한다.

주거용면적보다영업용면적이큰주택을말한다. (주거용면적＜영업용면적) 

•이 경우 주거 부분만 따로 사고팔 수 없어도 주택에 해당된다.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집이지만살림하는부분이주택의요건을갖추었으면비거주용건물내주택이된다. 사람이

살고있으나주택의요건을갖추지못한거처는주택이외의거처로서주택에서제외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171 비거주용건물내주택 House within commerc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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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정기적이지않고우발적으로발생한소득을말한다.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만기 이전에사고로보험탄금액등비경상적인소득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등)

172 비경상소득 Non-current Income

정의

해설

출처

주로 1년 미만사용되는상품이해당된다.

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서적 및문구, 차량연료등이해당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

174 비내구재 Non-durable Good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만15세 이상인구중조사대상주간에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들은주된활동상태에따라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구분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A person is economically inactiv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definition, if he or she is
not part of the labour force. So inactive people are neither employed nor unemployed. The inactive
population can include pre-school children, school children, students, pensioners and housewives or -men,
for example, provided that they are not working at all and not available or looking for work either; some of
these may be of working-age. (Eurostat)

173 비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정의

해설

출처

법인격이없는단체나모임으로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등을말한다.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의 구분은 법적으로 법인등록 여부에 따른다. 단체의 성격이 같은 동창회,

종교기관이라하더라도법인등록여부에따라회사이외법인과비법인단체로구분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75 비법인단체 UnincorPorate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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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수입가운데에서세금이나의료보험같은사회보장의분담금으로납입되는금액을말한다.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지출과 자산구입이

아닌금액을말한다. 

조세: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등

연금: 국민연금기여금, 기타연금기여금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기타 사회보험료등

기타 비소비지출: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경조비, 교제비, 송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종교기부금,

단체회비, 사회단체기부금등)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Income taxes and pension contributions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s the total amount of money
households have available for spending and saving after subtracting income taxes and pension
contributions.”   (Eurostat)

176 비소비지출 Non-consumption Expenditure

정의

해설

출처

비의특수한형태로전체집단에서대상이차지하는분포를말한다.

전체미혼자중남자미혼자의비율{남자미혼자/(남자 미혼자 + 여자미혼자)}이 그 예이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178 비율 Proportion

정의

출처

1년 이후에지급기한이도래하는부채를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177 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ies

정의

해설

출처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의 이윤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형태로구분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179 비임금근로자 Self-employed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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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근로형태가한시적근로자또는시간제근로자또는비전형근로자인임금근로자

<참고> 고용노동부는‘사업체조사’기준이고, 통계청은‘가구조사기준’으로조사대상이다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

(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자영인의중간영역에있음

•재택/가내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

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이며, 가내근무자는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지급받는자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고용되어있으나사용사업주의사업체에파견되어근로하는자. 임금이나

신분상의고용관계는파견사업주의관리를받지만, 업무상지휘·명령은사용업체로부터받음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

관계및업무상지휘·명령등모두를용역업체의지휘·감독을받음

•일일근로자: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일자리가생겼을경우일시적으로단기간근무하는자. 고용·근무형태와관계없음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라도짧은소정근로시간동안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

근로자, 계약사원등) 등과관계없음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

든지근로계약을종료한다는조건으로근무하게하는근로자<통계청고용통계과_경제활동인구조사>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

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부가조사)

Employee whose main job will terminate either after a period fixed in advance.An employee with a
temporary contract is an employee whose main job will terminate either after a period fixed in advance, or
after a period not known in advance, but nevertheless defined by objective criteria, such as the completion of
an assignment or the period of absence of an employee temporarily replaced. (Eurostat)

180 비정규직(근로자)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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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참고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말한다.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A job vacancy is defined as a paid post that is newly created, unoccupied, or about to become vacant: for
which the employer is taking active steps and is prepared to take further steps to find a suitable candidate
from outside the enterprise concerned; and which the employer intends to fill either immediately or within a
specific period of time. (Eurostat)

181 빈일자리 Job Openings

정의

해설

출처

기준시점현재, 사람이살지않는주택을말한다.

매매, 임대, 이사, 미입주, 일시적(가끔) 이용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을 포함하며, 폐가는 제외

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182 빈집 Vaca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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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말한다.

일정액의보증금없이매월집세(또는월세)를 내는보증금없는월세와구분된다. 

일정액의보증금을내고매월집세(방세)를 내는보증금있는월세와구분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183 사글세 Monthly Rent Paid in Advance

ㅅ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나

폭력을말한다.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이란 직접사망에 이르게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의미한다. 사망원인별 사망률(Cause-

specific death rate)이란 특정사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나타낸것으로어떤사망원인에의한사망이얼마나발생하는가를표시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사망원인통계)

The cause of death is defined as the disease or injury which started the train (sequence) of morbid (disease-
related) events which led directly to death, or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or violence which produced
the fatal injury.This definition is derived from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lthough international definitions are harmonised, the statistics may not be fully
comparable among countries, as classifications may vary when the cause of death is multiple or difficult to
evaluate, and because of different notification procedures.  (Eurostat)

184 사망원인 Cause of Death

정의

해설

출처

혼인은하였으나배우자가사망하고현재재혼하지않고혼자사는경우를말한다.

사실혼주의에서는사실상의배우자가사망하여현재배우자없이혼자사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법률혼주의에서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법적으로

사망처리되고현재배우자가없이혼자사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등

185 사별 Death of a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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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나 상점의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지식·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액에서인건비, 재료비등모든사업지출(총비용)을 뺀금액을말한다.

자영업에종사한대가로얻은소득으로, 총수입액에서영업비용을차감한금액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186 사업소득 Business Income

정의

해설

출처

사업시설청소, 방제등을포함한사업시설유지·관리활동,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산업용기계·장비또는개인및가정용기계·장비및용품등을임대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활동도여기에분류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

의사무지원서비스활동등의사업운영에관련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 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

함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18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정의

해설

출처

농가또는어가가사업외의활동에서얻는소득을말한다.

농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급료 등의 소득과 그 외 임대료, 배당이자 등을 모두

합산한것에서제비용을뺀잔액을말한다. 어가 가구원이노동력을제공하고얻은노임, 급료 등의

근로소득과 그 외 임대료, 이자 및 배당수입, 유가증권매매차익금등의자본수입을합산한금액을말

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등)

188 사업외소득 Non-busines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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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단일또는주된경제활동을독립적으로수행하는기업체나기업체를구성하는부분을말한다.

사업체의판단에영리ㆍ비영리, 적법ㆍ위법여부는관계없다. 참고로기업체란재화와서비스를생산

하는 법적·제도적 단위의 최소결합체로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따라서 기업체 하나가 여러

장소에서경제활동을할경우장소별로각각의사업체가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An establishment is an enterprise or part of an enterprise that is situated in a single location and in which
only a single productive activity is carried out or in which the principal productive activity accounts for most
of the value added. (Eurostat)

189 사업체 Establishment

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가영업활동을위하여직접사용하고있는사업용건물의전체면적을말한다.

타 업체(인)로부터임차한부분은포함하나타업체(인)에 임대한부분은제외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90 사업체건물연면적 Floor Space of Establishment

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를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등, 공장, 지사(점), 영업소등으로구분한다.

단독사업체: 다른 장소에본사, 본점 또는공장, 지사(점), 영업소등이없는 1기업 1사업체를말한다.

본사, 본점 등: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을 1개 이상 두고 사업 전반을 실질

적으로총괄하는사업체를말한다.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에서 업무

전반에관하여지시를받는사업체이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91 사업체구분 Type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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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가조사대상기간중사업을운영하면서정기적으로쉰날을말한다.

종사자의 휴무일이 아닌 해당 사업체의휴무일을말하며, 사업주나 종사자의 경조사로인한 휴무일,

사업체창립기념일, 명절과같은부정기적인휴무일은제외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92 사업체정기휴무일수 Number of Regular Holidays

정의

해설

출처

산업사용자에게판매한상품판매액이총상품판매액에서차지하는구성비를말한다.

구성비 = [산업사용자에게상품판매액 / 연간총상품판매액]×100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194 산업사용자(구성비) Ratio of Users for Industrial Activity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유사한성질을갖는산업활동에주로종사하는생산단위의집합을말한다.

산업의 분류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1년에 개정된 6차 한국표준 산업분류 기준, 2000년

부터 2008년까지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008년 이후 자료는 2007년에 개정된 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성하되, 시계열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신구 분류를 병행 수록하고

있다. 

2017년에 고시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4)을 추가적

으로반영하여작성되었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In the context of national accounts, industry consists of a group of local kind-of-activity units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kinds of activity. (Eurostat)

193 산업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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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일정기간동안특정상품을생산하기위해어떤상품이얼마나투입되었는지(투입구조)와특정상품이

어떤부문에중간수요또는최종수요의형태로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통계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자세히 나타

내는일종의해부도라할수있다.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설비투자지수)

195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보통 하나의 수치로 표현되며 작을수록

자료들이대표값에밀집되어있고, 클수록자료들이대표값을중심으로멀리흩어져있다. 

산포도는 자료의 분포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두 자료의 평균이 같다고 하더라도 산포도에 따라

자료의내용이나성질이달라질수있다. 따라서자료특성비교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평균과특정

자료값의차이(편차)를 모두합하면항상 0이되므로산포도로는부적합하다. 

따라서 각각의 편차를 제곱하여 산술평균한 것이 분산이다.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단위를잃어버린다. 따라서 분산에 제곱근 값을 구한 것이 표준편차이다. 표준편차는 산포도를

나타내는지표로가장널리이용되고있다. 

여러 집단 간의 산포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변이계수(변동계수, CV)이다. 변이계수는표준편

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경우에따라서는 100을곱하여퍼센트(%)로 나타낸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Price level dispersion, employment rate dispersion (Eurostat)

196 산포도 Dispersion →Measure of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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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

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각종수혜를받는사람을말한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

가 아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채용된 경우 상용

근로자이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

198 상용근로자 Regular Employee 

정의

해설

출처

인간이생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생계비에는 실제 조사결과로 나타난 지출 비용을 나타내는 실질생계비(실태생계비)와 일정한

생활조건, 즉 표준적인 소비유형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표준생계비(이론생계비)가 있다. 임금 수준

(특히최저임금제)이나최저생활비수준을결정하는데이용한다.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계측조사)

199 생계비 Cost of Living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전체인구중소득수준이상대적인빈곤선이하에속한인구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에서 빈곤선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50%를 주로 사용

하며 60% 또는 40%를사용하기도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The at-risk-of-poverty rate is the share of people with 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after social
transfer) below the at-risk-of-poverty threshold, which is set at 60 % of the national medi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after social transfers. (Eurostat)

197 상대적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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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양식용사료로사용하는수산동식물을말한다.

활어, 선어, 냉동 등의형태로보관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어류양식동향조사등)

201 생사료 Grounded (raw) Fish Feed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특정한 출생 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소멸되어가는과정을정리한표를말한다.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 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낸다. 

사망원인 생명표(Cause-elimination life-table)는 특정 사인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의 생명표로,

주어진 특정 사인을 예방하거나 그 질병을 퇴치함으로써 사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가정하고나머지사인에따른사망률, 사망확률등으로작성한다. 

세별로 작성한생명표는완전생명표(Complete Life-Table), 5세계급 별로작성한생명표는간이생명

표(Abridged Life-Table)라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생명표)

A life table breaks down the number of people who, of a given number born or living at a specified age, live

to attain successive higher ages, together with the number who die in the intervals. (Eurostat)

200 생명표 Life Table

정의

해설

출처

경제활동을할수있는연령의인구

경제활동을할수있는만 15세 이상의 인구.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교도소

수감자, 외국인등은제외됨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202 생산가능인구 Working Ag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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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를 주어진 조건(설비, 노동, 생산효율 등)에서 정상으로 가동하였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실적을말한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생산능력은 적정생산능력을 말한다. 적정생산능력은 사업체가 보유한 설비,

노동력의 효율과 사업체의 작업환경에서의 최대 생산 수준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설비와 의도되지

않은유휴설비중즉시가동가능한설비를포함하며, 의도된유휴설비와예비설비는제외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3 생산능력 Production Capacity

정의

해설

출처

생산물의생산을위하여투입한재화나용역의가치를화폐액으로평가한것을말한다.

제조업 등에서의 원가와 유사한 개념이며, 현행 농산물생산비조사에서는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

비로 분류하고있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축산물생산비조사등)

204 생산비 Production Cost

정의

해설

출처

판매(출하), 재고 증감, 상품과 서비스의 전매(재판매)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으로 사업체가

실제생산한금액으로측정한다.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수탁제조)과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재공품의연초·연말재고액의증감액을가감한것을말한다.

통계청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등), 산업통계과(광업제조업조사등)

205 생산액 Produc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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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해당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다른 생산업자에게서 직접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총 상품매

입액에서차지하는구성비를말한다.

원재료를 구입하여 하청공장과 같은 생산업자에게제공하고위탁기관을시켜생산된상품을인수할

경우도이에해당된다. 

구성비 = [생산업자에게준상품매입액 / 연간총상품매입액]×100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06 생산업자(구성비) Ratio of Producers

정의

해설

출처

제조업, 광업, 건설업, 공사업 등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생산직은 공장, 작업장, 현장 등에 고용되어 제품을 생산, 제작, 조립하는 등의 단순 노동을 의미

하며단순생산, 프로그램이입력된기계조작과운반등이해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인력동향실태조사)

208 생산직(근로자) Factory Worker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국내생산자가국내(내수)시장에 공급하는상품의가격및서비스의요금을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

도를고려하여평균한종합적인가격수준을지수화한통계를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및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와 함께 구매력변화 측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명목금액으로부터물가요인을제거하여실질금액으로환산해주는디플레이터(deflator)의 용도로도

활용되고있다. 

또한 계약가격 조정과 예산편성, 상품의 수급상황 파악 및 경기동향을 판단하는 경기지표로도 이용

되는등경제및사회각분야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한국은행

The (industrial) producer price index, abbreviated as PPI and also called output price index, is a business-
cycle indicator showing the development of transaction prices for the monthly industrial output of
economic activities. (Eurostat)

207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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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의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을

대상으로작성된소비자물가지수의보조지표이다.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작성한지수이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물가동향과(소비자물가지수)

Frequent out-of-pocket purchases, abbreviated as FROOPP, constitute a recently added special
aggregate of th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 It is calculated in the same way as other
HICP special aggregates, using the data on prices and weights available to Eurostat.The aggregate is
compiled from sub-indices which are considered to mainly represent purchases done by the consumers
typically at least every month and paid for directly and actively; the rest of HICP sub-indices are then “non-
FROOPP”, neither frequent nor “out-of-pocket”. (Eurostat)

209 생산자물가지수 CPI for Living Necessarie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사람들의일상생활에서생기는폐기물을말한다.

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이다.

환경부(전국폐기물통계조사)

Municipal waste consists of waste collected by or on behalf of municipal authorities and disposed of
through waste management systems. Municipal waste consists mainly of waste generated by
households, although it also includes similar waste from sources such as shops, offices and public
institutions. (Eurostat)

210 생활폐기물 Domest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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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서비스업 전체와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기준가중치를적용하여지수화한것이다.

국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과 연구

자료, GDP 추계자료에활용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조사등)

211 서비스업생산지수 Index of Services

정의

해설

출처

선박과자동차및기타육상운반구와항공기등해상·항공운송수단을말한다.

해상운반구는화물선, 유조선등을포함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12 선박·차량운반구 Ship, Vehicle and Transport Equipment

정의

해설

출처

추세ㆍ순환계열인 선행종합지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향후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단기예측하는데활용된다.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단기 예측을 할 때는 선행종합지수가 이용되는데, 특히 경기국면과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는 선행종합지수 그 자체보다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주로 이용된다. 통상 지표가

현재까지와 반대방향으로 2분기 이상 연속하여 움직이면, 이 시점(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전환

시점)을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고, 여기에 과거의 평균 선행시차를 더하면 향후 국면전환이

발생할시점을대략추정해볼수있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의 1980년 이후평균선행시차는약 7개월로정점에서 약 9개월, 저점에서 약

5개월 정도되며, 각각 3~19개월 및 1~7개월의 범위를 가진다.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반대방향으로 움직여도 실제 경기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거짓신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경기분석을 위해서는 당시 경기 변동을 주도하는 부문 및 다른 지표들

의분석과함께경제외적상황의움직임도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경기종합지수)

213 선행지수순환변동치 Cyclical Component of Lead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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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가생산에필요한유형자산을구입하는것을말한다.

일반 조사통계에서는편의상토지, 건물 등 모두포함한다. 국내총생산(GDP) 등 가공통계설비투자는

건설투자와상대적인개념으로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만포함한다.

KDB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

214 설비투자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정의

해설

출처

신속한 설비투자 동향파악을 위해 매월 국내에 공급되는 설비투자재의 투자액을 추정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설비투자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중 기계류 및 운송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 경제의 총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설비투자지수)

215 설비투자지수 Estimated Index of Equipment Investment

정의

해설

출처

인구의성별구조를나타내는지표로여자 100명당남자의수를나타낸다.

성 비 = (남자인구/여자인구) × 100출생성비 = (남자 출생아/여자출생아) × 1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216 성비 Sex Ratio

정의

해설

출처

지난 1년간영업활동과관련하여납부한각종세금과공과금을말한다.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공제받지 못한매입부가가치세등의세부담액을말한다.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체의소득세, 법인의법인세는세금과공과금에포함되지않음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17 세금과공과금 Taxes and 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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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한다.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는 개념이

다르다.

세대와 가구는 개념의 차이는 없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는 실제 함께 사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있어가구와차이가발생할수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18 세대 Register-based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한가구를대표하는사람인가구주와혈연및친족이포함된 2세대가함께사는가구를말한다.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등이해당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21 2세대가구 Two Generational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가구주와같은세대에속하는친족들만함께사는가구를말한다.

부부, 부부+형제자매, 가구주+형제자매등이해당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20 1세대가구 One Generational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일반가구에 한하여 가구주와 그 가족의 친족관계에 따라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가구로구분한것을말한다.

예시

•1세대가구: 부부, 부부+형제자매, 가구주+형제자매등

•2세대가구: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부부+부모등

•3세대가구: 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등

•4세대이상가구: 부부+자녀+손자녀+부모, 부부+자녀+부모+조부모등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19 세대별가구 Household b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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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한가구를대표하는사람인가구주와혈연및친족이포함된 3세대가함께사는가구를말한다.

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등이해당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정의

해설

출처

한가구를대표하는사람인가구주와혈연및친족이포함된4세대이상이함께사는가구를말한다.

부부+자녀+손자녀+부모, 부부+자녀+부모+조부모등이해당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22

223

3세대가구 Three Generational Household 

Four and More Generational Household4세대이상가구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평균(점유율)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소득평균(점유율)으로나눈값이다.

소득상하위층간의소득격차를비교하는지표이며, 중간 소득층은고려되지않는경향이있는것으

로알려져있다.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or the S80/S20 ratio is a measure of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t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otal income received by the 20 % of the population with the highest income (the
top quintile) to that received by the 20 % of the population with the lowest income (the bottom quintile).
(Eurostat)

225 소득 5분위배율 Income Quintile Share Ratio

정의

해설

출처

가구의자산을실질적으로늘려주는현금과현물수입을말한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사업을 경영해 얻은 수입 중 제 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 이자·배당

금 등 재산소득, 가구 간 또는 정부·비영리단체로부터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경상소득과 경조,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단,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평가손익및자산거래로인한평가손익및자산거래로인한손익은포함되지않음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224 소득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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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포함한다.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의하여소유자를대리하여상품을판매하는경우도있다. 

소매업은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 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 판매, 전자 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 판매하거나 행사 형

식으로고객을유치하여판매하기도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226 소매업 Retail Trad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포함한다.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또는통신판매등을포함하며소비재가아닌상품의판매는도매업으로본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

Retail trade is a form of trade in which goods are mainly purchased (bought) and resold to the consumer or
end-user, generally in small quantities and in the state in which they were purchased by the retailer (or
following minor transformations). (Eurostat)

227 소매판매 Retai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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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편의점등소매판매점의매월판매금액을조사하여작성하는통계이다. 

최종수요자에게판매된실적에근사하다는점에서소비동향을잘나타낸다고할수있다.  통계청은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업동향조사와 행정자료(관세청, 수입자동차협회, 한국석유공사, 건강보험관리

공단 등)를 이용하여 약 2,800개의 소매표본사업체를 조사하여 소매판매액지수를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내구재

내구재는 1년이상반복적으로사용이가능하고주로고가의상품으로승용차, 가전제품, 가구등이

해당된다.

•준내구재

준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가능한 지속성이 내구재에 비해 떨어지는 상품으로

의복, 신발ㆍ가방, 운동 및오락용품등이해당된다.

•비내구재

비내구재는주로이용할수있는기간이짧고반복적으로이용이곤란한상품으로음식료품, 화장품,

서적및문구등이해당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

228 소매판매액지수 Retail Sales Index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측정한지수

1. 지수 기준연도 : 2015년 = 100 

2. 조사품목 : 상품 및서비스 460개 품목

3. 가격조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8개 지역에서조사

4. 계산식 : 가중산술평균방식(라스파이레스산식)

통계청경제통계국물가동향과(소비자물가지수)

The consumer price index, abbreviated as CPI, measures the change over time in the prices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acquired, used or paid for by households. It is an important measure of infl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 Eurostat compiles harmonised indices of consumer prices (HICPs) to allow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nsumer price inflation. (Eurostat)

229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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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가계를운영하기위해소비하는상품및서비스의구입에대한대가로지출하는금액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등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abbreviated as HFCE, consists of the total outlay on individual
goods and services by resident households, including those sold at below-market prices. HFCE includes
imputed expenditures or transactions which do not occur in monetary terms and can therefore not be
measured directly. (Eurostat)

230 소비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

정의

해설

출처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나타내는동태적재무보고서를말한다.

손익계산서는회계정보이용자가기업의수익성을판단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232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정의

출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서의 정규 업무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231 소정근로시간 Regular Hours Worked

정의

해설

출처

구입한 수산물 또는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처리 한 후 판매

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염장·건조·훈제·절임·통조림·냉동, 기타가공하는것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어업법인조사등)

233 수산물가공업 Fishery-product Processing Industry



2 0 2 0  통계용어 92

정의

해설

출처

생산활동을위하여보유한유형자산의정상적인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지출한모든비용을말한다.

건물ㆍ차량ㆍ기계장비ㆍ공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수선ㆍ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가축 사육에 이용된 농기구, 건물 및 구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

수리에든실질비용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34 수선비(수리유지비) Repair Cost (Maintenance Cos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재화 수출액과 서비스 수출액의 합. 재화 수출액은 외국으로 반출됨으로써 본국의 물적 자원 총계를

감소시키는상품의금액. 서비스수출액은외국으로의서비스제공으로수취한금액을말한다.

수출액 통관통계의 경우 본선인도가격으로 기록하며, 서비스수출액은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특허권사용료등으로구성된다. 

업체가 생산하는 전체 제품 중의 해외수출금액. 수출면장에 나타난 본선인도가격 기준의 제품 수출총

액을 말함. 본선인도가격은 물품자체가격 + 운송비용(생산지에서 물품을 수출항구까지 운송하는데

드는비용)

산업통상자원부(나노융합산업조사)

In national accounts exports consist of transactions in goods and services (sales, barter, gifts or grants)
from residents to non-residents. An export of a good occurs when there is a change of ownership from a
resident to a non-resident. Also smuggled goods must be included in exports.  any direct purchases by
non-residents in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are recorded as exports of services; therefore all
expenditure by foreign tourists in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is considered as part of the exports of
services of that country. Also international flows of illegal services must be included. (Eurostat)

235 수출액 Amount of Export

정의

해설

출처

수출및수입상품의종합적인가격수준을측정하여지수화한통계를말한다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갖도록 통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를 작성하며,

수출입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변동 파악 및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교역조건측정등에이용한다.

한국은행

236 수출입물가지수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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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 미만)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

잡화등을함께판매하는소매점을말한다.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47129]과 그 외기타종합소매업[47190]은 제외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등)

237 슈퍼마켓 Supermarket

정의

출처

아르바이트로일하거나같은업무에종사하는사람들보다적은 시간을일하거나임금이시간단위로

지급되는경우를말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고용노동부/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238 시간제근로자 Part-time Worker

정의

해설

출처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시설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

한다.

비닐을 씌워 하는 재배나 터널 재배는 포함하지 않는다.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설비등과같은특수고정시설은포함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

239 시설재배 Cultivation under Structure

정의

해설

출처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식량(먹을거리)을 생산할수있는작물을말한다.

식량작물의 종류는 미곡(논벼, 밭벼),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옥수수, 메밀 등), 서류(감자, 고구마등)로 구성되어있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작물생산조사)

240 식량작물 Food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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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통계에서어떠한값이알맞은추정값이라고믿을수있는정도이다. 

보통은 95%의 신뢰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정치인 지지율 조사에서 A후보는 40%, B후보는

25%의 지지율을 얻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란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형태의 여론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에 95번은 A후보가 40%에서 ±3.1% 인

36.9% ~ 43.1%, B후보는 25%에서 ±3.1% 인 21.9% ~ 28.1% 사이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는의미이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241 신뢰도(신뢰수준) Confidence Level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The unemployment rate is the number of people unemployed as a percentage of the labour force.

(Eurostat)

242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수입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①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③조사대상기간에일이주어지면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을말한다.

실업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에 따른 ①~③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구직기간

(seeking-work period)은 1999년 6월부터 4주 기준으로작성하였고 이전에는 1주 기준으로 작성

하였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An unemployed person is defined by Eurostat,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s: someone aged 15 to 74 (in Italy, Spain, the United Kingdom, Iceland, Norway: 16 to 74 years);
without work during the reference week; available to start work within the next two weeks (or has already
found a job to start within the next three months); actively having sought employment at some time during
the last four weeks. (Eurostat)

243 실업자 Unemploy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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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물가상승효과를제거한실질적인임금을말한다.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 임금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한국생산성본부(노동생산성지수)

244 실질임금 Real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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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살수있도록건축된주택을말한다.

4층 이하라도아파트로허가를받았으면아파트로본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245 아파트 Apartmen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자연 혹은 인공적인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기타 시설을 활용하여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을기르는어업이다. 

수면을구획하여그수면의바닥을이용하거나기타시설을하여해조류, 패류, 어류 등을양식한다.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어류, 기타 유용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도 포함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영어자금소요액조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영어자금소요액조사)

Aquaculture, also known as aquafarming or fish farming (although it does not just concern fish), refers to
the farming of aquatic (freshwater or saltwater) organisms, such as fish, molluscs, crustaceans and
plants for human use or consumption, under controlled conditions. (Eurostat)

246 양식어업 Aquaculture

ㅇ

정의

출처

지난 1년간 판매할목적으로 1개월 이상어선어업, 마을어업(맨손, 나잠, 기타어업), 양식어업을직접

경영한 가구이거나, 지난 1년간 직접 잡거나 양식한 수산물을 판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어업생산동향조사등)

247 어가 Fishery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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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어업활동에투입되는기본비용을말한다.

어업활동에필요한출어경비, 임금, 기타 관리비, 감가상각비등을말한다.  

•출어경비: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 출어비

•임금: 선원 임금

•기타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 관리비

•감가상각비

해양수산부(원양어업통계조사)

248 어로원가 Fish Catching Cost

정의

해설

출처

다양한목적으로일상생활에서벗어나다른지역을방문하는행위를말한다.

일시적으로 일상 생활권에서 벗어나 레저, 위락, 친목, 답사, 관람, 레포츠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 출장(업무) 여행, 다른 지역의

가족·친지를방문하는가사여행도여행에포함한다. 

자연경관·명소구경, 등산·낚시·스키·골프투어·온천휴양·오락·유흥, 수학여행·엠티(MT)·

수련회, 신혼여행·효도관광·바캉스, 드라이브·먹거리 여행 등도 포함된다. 단, 단순 귀향, 출산, 

성묘, 관혼상제등의개인적인가사만을위한여행과비즈니스등의업무만을위한여행은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관광실태조사)

249 여행 Travel

정의

해설

출처

본인을포함하여함께여행하는모든사람의수를말한다.

만 2세까지의영아는여행경비가추가로발생하지않으므로동반자수에포함되지않는다.

지방자치단체(관광실태조사)

250 여행동반자수 Number of Travelling Compa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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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국민한사람의 1년간(동안) 쌀 소비(먹는)량

우리나라 국민은 쌀을 주식으로 한다. 그런데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리곤 한다.

요즘 밥 대신 빵이나 피자, 스파게티 등 쌀 이외 먹거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일까, 아니면 다이어트

열풍때문에우리가일년에먹는쌀의양은과연얼마나될까궁금하지않을수없다. 

통계청은 매년 양곡소비량조사를 통하여 1인당 쌀 소비량을 공표하고 있다. 양곡소비량조사는 양곡

수급계획, 식생활개선, 식량생산목표설정, 식량문제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위하여매년표본가구를대상으로조사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양곡소비량조사)

251 연간 1인당쌀소비량 Annual Rice Consumption Per Capita

정의

해설

출처

조사대상기간중정상적으로영업한개월수를말한다.

계절적요인, 노동쟁의및기타요인으로휴업한기간은제외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52 연간영업개월수 Annual Business Month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업체에서해당 1년간신제품및신기술을개발하기위해연구활동에들인총비용을말한다.

제조원가명세서·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대차대조표상의 기술연구

개발과 관련한 토지·설비 취득액을 말한다. 연구비와 개발비는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연구개발을 위해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에

외부수탁연구개발에드는비용또한연구개발비용에포함된다. 이는 판매비와관리비뿐만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상의금액도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Expenditure, personnel an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Eurostat)

253 연구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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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전문지식을갖고연구개발활동을직접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

연구개발 활동부서에서 행정·경영·관리등의 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 연구원경력이있는사람을

포함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부속연구소 등 연구개발

활동부서에서 종사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활동조사)

254 연구원 Researcher

정의

해설

출처

만나이

2010년 이전 현장조사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실제로 태어난 사실상의 만나이를, 2015년 이후

등록센서스방식의인구주택총조사는주민등록상의만나이를기준으로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255 연령 Ag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 연령의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또는

100,000분비)로 나타낸것으로어떤특정연령층에서얼마나사망하는지를표시한다.

연령별사망률 = 특정연령의사망자수 / 특정연령의연앙인구× 1,000(또는 100,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1) A death,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definition, is the permanent disappearance of all vital functions
without possibility of resuscitation at any time after a live birth has taken place; this definition therefore
excludes foetal deaths (stillbirths).                                                                                                                      

2) Mortality is the number of deaths for a given area during a given period.                            
3)The mortality rate or death rate is the mortality expressed as a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4) The crude mortality rate or crude death rat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ath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Eurostat)

256 연령별사망률 Death Rate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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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연도의 15∼49세 모(母)의 연령별출생아수를해당연령의여자연앙인구로나눈수치를 1,000

분율로나타낸것이다.

연령별출산율 = 특정연도의 15∼49세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 당해 연령별 여자 연앙인구 ×

1,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 or the fertility rate by age of mother is the number of births to mothers of age

x proportional to the average female population of age x. (Eurostat)

257 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정의

해설

출처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서건축당시‘연립주택’으로허가받은주택을말한다.

2~4층의빌라, 맨션도연립주택에포함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58 연립주택 Row House

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연도 12월 31일 현재장부가격에따른잔액을말한다.

장부가격이없거나비현실적인경우에는시가로추정한액수를말한다.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연간감가상각비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59 연말잔액 Balance at The End of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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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연도 1월 1일 현재장부가격에따른잔액을말한다.

장부가격이없거나비현실적일때에는현시가로추정한액수로한다.

•연초잔액=전년도연말잔액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60 연초잔액 Balance at The Beginning of Year

정의

해설

출처

농가의주된농업형태로, 지난 1년간가장많이팔았던농산물을기준으로한다.

농업형태는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등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림어업총조사등)

261 영농형태 Type of Farming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출생 후 1년 이내(365일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를 해당 연도의 1년 동안의 총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서보통 1,000분비로나타낸다.

건강수준이향상되면영아사망률이줄어들므로국민보건상태의측정지표로널리사용되고있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infant mortality rat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aths of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to the number of live births in the reference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live births. (Eurostat)

262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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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어업을운영하기위한경비를말한다.

어선어업의 출어경비나 양식어업의 운영경비 등 단기 운전성 생산자금이 해당된다. 연근해 또는

내수면에서수산동식물을채포, 양식하는사업에드는시설성자금은제외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영어자금소요액조사)

263 영어자금 Fishery Fund

정의

해설

출처

한 가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과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가 함께 결합된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주거용과영업용이함께있는건물중주거용부분이영업용부분과같거나더많은주택이

해당된다.

만약주거용부분보다영업용부분의연면적이더많은경우는비거주용건물내주택에해당된다.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64 영업겸용단독주택 Detached House with Shop

정의

해설

출처

1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매출원가’와‘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

을말한다.

매출원가는 매출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이나 구매 과정에서 발생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액 및 기타

경비로서, 상품구입비, 재료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판매비와 관리

비는 상품판매활동 및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

상각비등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65 영업비용 Operating Expense 

정의

해설

출처

주된영업활동이외의보조활동이나부수활동에서발생하는금융또는투자수익을말한다.

영업외수익에는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등이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266 영업외수익 Non-operating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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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매출액등영업수익에서매출원가및판매비와관리비등의영업비용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영업이익=매출액-영업비용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67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정의

해설

출처

온라인쇼핑거래액은 PC 및 모바일, 인터넷 등을이용한온라인쇼핑몰에서의전자상거래(B2C)액을

말한다.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온라인쇼핑몰이라고하며, 온라인쇼핑몰의거래대상은주로개인(소비자)이다.

•온라인쇼핑몰은 온라인쇼핑의 취급상품 범위에 따라 종합몰과 전문몰로 분류된다. 종합몰은 각종

상품군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하고, 전문몰

은하나혹은주된특정상품군만을구성하여운영하는온라인쇼핑몰을말한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거래 규모 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통계청은 매월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실시하여정부의관련정책수립과기업의경영계획수립등에필요한자료를

월별로제공하고있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온라인쇼핑동향조사)

268 온라인쇼핑거래액 Transaction Value of Online Shopping Mall

정의

해설

출처

해당사업체에서제조·완료된제품또는위탁생산한제품을말한다.

해당사업체의소유분으로작업장외부에보관중인것도포함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광업제조업조사등)

269 완제품 Finish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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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수탁사업체의 조사기준연도의

생산분에대하여지출하여야할가공비를말한다.

임금을포함하나공급한원재료의가액은외주가공비에는넣지않고원재료비에포함한다. 

생산품은반제품, 부분품또는완제품형태이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70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Processing Fee for Subcontracting

정의

해설

출처

지난 1년간생산을위하여사용된용수의구입요금을말한다.

사무실용과종사자의음료용수를포함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71 용수비(수도비) Water Cost 

정의

해설

출처

용역업체가고용하고다른사업주의사업체에서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용역업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를 위탁받아 전문적

으로관리하는업체

※예: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72 용역근로자 Subcontract Worker

정의

해설

출처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지난 1년간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

과화학약품, 포장재료와같은보조재료의사용금액을말한다.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한 경우의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에서 지급된 원재료와 자가 생산한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중간제품의 비용은 제외한다.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 1차

산업활동을겸하여경영하고있는사업체에서자가취득한원재료는사용당시의시가에따른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73 원재료비 Cost of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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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1년 이내에지급기한이도래하는부채를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274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정의

해설

출처

유동부채에대한유동자산의비율을말한다.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 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판단하는대표적인지표로이용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275 유동비율 Current Ratio

정의

출처

1년 이내에현금으로바꿀수있는자산으로서당좌자산과재고자산으로분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276 유동자산 Current Asset

정의

해설

출처

혼인상태에있는유배우인구 1000명당이혼건수를의미한다.

특정 1년간 신고한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 15세 이상 유배우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것을말한다.

*유배우 이혼율 =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 / 당해연도의 15세이상 유배우 연앙인구 ×

1,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277 유배우이혼율 Divorce Rate of Marri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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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일정 기간 조사대상자 중에서 새 환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아팠

던사람의비율이다.

질환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조사대상기간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를 같은 기간의 전체 조사대

상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병률에 대한 면접조사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구가 일반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병은 조사하기 힘들고 계절적 질병

(예: 감기 등)의 영향을많이받는등의단점이있음을유의하여이용하여야한다.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278 유병률 Prevalence 

정의

해설

출처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등형체가있는자산을말한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등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대부분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되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액손실

누계액이차감된순액으로표시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광업제조업조사등)

279 유형자산 Tangible Asse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전자네트워크를기반한학습산업

이러닝 산업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이러닝산업실태조사)

E-learning, or electronic learning, also referred to as web-based learning,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knowledge transferred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sometimes as a complement to traditional education
channels.  (Eurostat)

280 이러닝산업 E-learn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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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기업이손익거래를한결과나타난잉여금중사외유출분을제외하고사내에유보된이익을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등으로분류한다. 

이익준비금: 상법의규정에따라적립된금액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금액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

선적립금등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이익 가운데서 기업 내부에 유보해

임의로적립하는준비금으로서법정적립금과대비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281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정의

해설

출처

가구가비경제적활동으로얻은수입으로서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을모두합산한금액이다.

이전소득: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공적인 사회보장 수혜금인 공적이

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등)과 다른가구나비영리단체로부터받은사적이전소득이포함됨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농어업동향과

(농가경제조사)

282 이전소득 Transfer Income

정의

해설

출처

일반적으로이직자수를전기말근로자수로나누어계산한다.

이직자는 업체가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로 면직하는 해고, 근로자 자신의 희망 사직·퇴직, 동일

기업내의다른사업체배치전환에따른전출등으로이루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

283 이직률 Turnov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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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부부가합의또는재판에의하여혼인관계를종료한경우를말한다.

사실혼주의에서는 이혼 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도 이혼에 포함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법률혼주의 원칙에서는 이혼 신고 수리에 따른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의해서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의한신고로이루어진다.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A divorce is the final legal dissolution (ending) of a marriage. A divorce is the type of separation between
spouses that confers on both parties the right to remarry under civil, religious or other provisions,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untry. Divorce is possible in all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In almost
all countries, divorces are registered at a court. (Eurostat)

284 이혼 Divorced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지난 1년간유급임원, 상용, 임시 및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총금액을말한다.

임금, 급료,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계한 세액 공제 전

총액을말하며, 현물로지급한경우시가로환산하여포함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Labour cost or total labour cost is the total expenditure borne by employers for employing staff.

(Eurostat)

285 인건비 Labo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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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일정지역 내의 인구를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나타낸다. (통상 ㎢당인구수로표시) 

인구밀도 = 총인구(명) / 총면적(㎢)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density is the number of inhabitants per square kilometre. For the calculation of population
density, the land-area concept (which excludes inland water bodies like lakes or rivers) should be used
wherever available. However, in several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total area, which
includes the area of lakes and rivers, is used because it is the only concept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Eurostat)

286 인구밀도 Population Density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연도간의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을 모두포함한연평균인구증가(감소)율을말한다.

인구성장률 = ln(Pt/P0)/t × 100 (단, Pt는 t시점 인구)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1) Population change, defined generally, is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a population between the end and
the beginning of a given time period (usually one year). Specifically, it is the difference in population size
on 1 January of two consecutive years.             

2) A positive population change, when the result of net migration plus live births minus deaths is positive,
is referred to as population growth, a negative one is called a population decrease.           

3) The crude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the ratio of total population growth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of the area in questio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Eurostat)

287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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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만 3세이상인구중최근 1개월이내에 1회 이상인터넷을이용한사람을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이용실태조사)

289 인터넷이용자 Internet User

정의

해설

출처

현원에부족인원을합한전체인원중부족인원의비율을말한다.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고용노동부(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88 인력부족률 Rate of Vacancies

정의

해설

출처

통상한가구가살림할수있도록건축된주택을말한다.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따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단독주택에해당된다.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90 일반단독주택 General Detached Dwelling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15~49세(가임기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율로나타낸것이다.

일반출산율 = 특정 1년간의총출생아수 / 당해연도의 15~49세 여자연앙인구× 1,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Fertility is the ability to conceive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to children. (Eurostat)

291 일반출산율 General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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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인 가구중 외국인 가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한가구를말한다.

•일반가구에는혈연가족관계로만구성된가족가구, 가족과비혈연 5인 이하가구, 혈연관계가없는

5인이하의사람이한집에서생활을같이하는가구가있다.

•내국인이혼자사는 1인가구도일반가구에포함된다.

(단, 현재국적이외국인이혼자사는경우외국인가구로제외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292 일반가구 Ordinary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최종소비자에게판매한금액이연간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구성비 = [일반소비자상품매출액 / 연간상품매출액] × 100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93 일반소비자(구성비) Ratio of General Consumer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여자)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

율로나타낸것을말한다.

일반이혼율 = (특정 1년간의남자(여자) 이혼건수/해당연도의 15세이상남자(여자) 연앙인구) × 1,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crude divorce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ivorce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Eurostat)

294 일반이혼율 General Divorce Rate



2 0 2 0  통계용어 112

정의

출처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또는 지정기관이작성하는통계중 지정통계로지정받지않은 통계

를말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경제통계심사조정과

295 일반통계 General Statistics

정의

해설

출처

직장이나사업체가있으나조사대상기간에일시적인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연가, 노동쟁의등의

이유로전혀일하지못한경우를말한다.

일시휴직사유가해소되면직장또는사업체로즉시복귀가가능하여야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296 일시휴직 Temporarily Laid-off

정의

해설

출처

임금근로자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일급이나일당제로받고있는사람을말한다.

건설노무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그때그때 일을 얻거나 호출되어 일을 수행하여 일급 또는

일당제로급여를받는사람이해당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297 일용근로자 Daily Worker

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의정상적인영업일을기준으로개점시간에서폐점시간까지의영업시간을말한다.

계절적인요인등으로개점·폐점시각이일정하지않은경우에는평균적인시간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298 일일평균영업시간 Daily Average Operating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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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임업가구와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재배가구를말한다. 

1. 임업가구란조사기준일현재,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업을직접경영하는가구를말한다. 

① 조사기준일 현재 산림면적을 30,000m2(3ha)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나무심기, 숲

가꾸기, 솎아 베기(간벌), 나무 베기(벌목) 등)실적이있는가구

②지난 1년간벌목업, 양묘업(조림용묘목재배업)을 경영한가구

③지난 1년간직접생산(채취업포함)한 임산물판매금액이 120만 원이상인가구

2.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가구는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떫은감,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복분자)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한가구를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림어업조사)

299 임가 Forest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개인, 가구, 사업체와고용계약을체결하여일하고그대가로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받는근로

자를말한다.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종사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구분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301 임금근로자 Wage and Salary Worker

정의

출처

참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생산성본부

An employee is a person who has a contract to carry out work for an employer and receives

compensation in the form of wages, salaries, fees, gratuities, piecework pay or remuneration in kind.

(Eurostat)

300 임금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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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이상 1년 미만의기간동안사업완료의필요에의해고용된사람을말한다.

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처음부터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을체결한사람이해당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Temporary employment includes work under a fixed-term contract, as against permanent work where
there is no end-date. A job may be considered temporary employment (and its holder a temporary
employee) if both employer and employee agree that its end is decided by objective rules (usually written
down in a work contract of limited life). These rules can be a specific date, the end of a task, or the return
of another employee who has been temporarily replaced. (Eurostat)

302 임시근로자 Temporary Employee

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계장비 및 장치 등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지불한

비용을말한다.

특허권등을일정한기간임차또는사용했을경우그대가로지급한금액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303 임차료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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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표 기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조사방법의 유형으로서 자계식은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고, 타계식은조사원이기입한다. 

배포조사방법, 우편조사방법, 집합조사방법은 자계식 조사방법이고, 면접조사방법과 전화조사방법은

타계식조사방법이다.

통계청조사관리국

304 자기기입식과조사원기입식 Self Enumeration Method and Interviewing Method

ㅈ

정의

해설

출처

총자본중에서자기자본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자기자본은금융비용을부담하지않고기업이운용할수있는자본이므로이비율이높을수록기업의

안정성이높다고할수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업경영분석)

305 자기자본비율 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정의

해설

출처

자녀를돌보는데필요한비용을의미한다.

실제가구소비지출중 18세 미만의자녀(재학생, 대학생포함)에게지출하는비용을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06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 Expense 

정의

출처

회사법인으로서 단독사업체 또는 본사·본점 등일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준일 현재 납입 완료한

자본(출자) 총액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307 자본금(출자금) Capital Stock(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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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주식의발행, 증자, 감자 등과같이회사내에투하된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을말한다.

주식발행초과금(액면초과액), 합병차익(합병대가-순자산의 공정시가), 감자차익(액면가액-상환액),

기타자본잉여금(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고정자산에 대해 발생하는 보험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

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고정자산평가이익등) 등을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308 자본잉여금 Capital Surplus

정의

해설

출처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

되지않은평가차손인의누계액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해외사버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309 자본조정 Capital Adjustment

정의

출처

참고

특정 제도단위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소유자가 이를 일정기간

보유하거나사용함으로써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는실체를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국가자산통계등)

Assets are economic resources that have some value or usefulness (usually convertible in cash) and that

are owned by enterprises or individuals, for example a piece of machinery or a house. (Eurostat)

310 자산 Asset

정의

해설

출처

법인화되지않은개인사업체를소유하며자기의책임아래사업체를직접경영하는자

법인사업체의대표자는자영업자가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봉제업체실태조사)

311 자영업자 Self-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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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일 현재 그 사업체나 점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평가

액을말한다.

연초재고액은 1월 1일 현재, 연말재고액은 12월 31일 현재 재고 대상물이 사업장 안에 있는지와

관계없이그사업체가소유한] 제품(완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연료의재고액을말한다. 

재고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하며,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의 시

가에따라추정한금액으로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광업제조업조사)

313 재고액 Inventory

정의

출처

제품또는반제품의제조를위하여공정중인것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광업제조업조사)

314 재공품 Work-in Process

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의상시근로자수대비장애인상시근로자수의비율을말한다.

(장애인상시근로자수/전체상시근로자수)*100

업종별 적용제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상시근로자라 함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동시에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되는근로자를 의미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312 장애인고용률 Employment Rate of Disab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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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작물또는식물을재배한땅의면적을말한다.

재배면적에는 이미 수확한 작물의 재배면적이나 전년에 파종하고 현재까지 재배 중인 작물면적을

모두포함하여조사하며, 이때재배면적은두렁면적도포함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

316 재배면적 Cultivated Area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潮力), 지열(地熱) 따위

와같이자연계에존재하는에너지를이른다. 

한국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원자력·

천연가스가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규정하고있다. 11개 분야는 크게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

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

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등신에너지 3개분야로구분하고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Renewable energy sources, also called renewables, are energy sources that replenish (or renew)
themselves naturally. Typical examples are solar energy, wind and biomass. (Eurostat)

317 재생가능에너지 Renewable Energy

정의

해설

출처

일정시점에서기업의재무상태를나타내는재무보고서를말한다.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항목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종류를 나타내며, 대변에 기록되는 부채와 자본

항목은자본의조달구조를나타낸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315 재무상태표 Financi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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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사전에 정해진 보수 산정 방식, 근로시간 등에 따라 자기 집(혹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근로자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업무를 행하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와, 고용관계 없이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가내근로자로 구분

된다. 

객공(봉제납품업자)이 대표적이지만, 예를 들어 번역일을 받아와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자도 재택근

로자에 포함된다. 재택근로자가 모두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임금근로자도 재택근로자

의형식으로일하는것이가능하다. 

보수 산정방식은 개당 보수(piece rate)일 수도 있고, 소정의 시간급과 시간에 따라 산정된 포괄보

수체계일수도있다.

사업체패널조사: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업무를 행하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

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와, 고용관계 없이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가내

근로자로구분된다. 

객공(봉제납품업자)이 대표적이지만, 예를 들어 번역일을 받아와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자도 재택근

로자에 포함된다. 재택근로자가 모두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임금근로자도 재택근로자

의형식으로일하는것이가능하다. 

보수산정방식은개당보수(piece rate)일 수도있고, 소정의 시간급과시간에따라산정된포괄보수

체계일수도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일하는 장소가 고객의 가정인 파출부,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재택/가내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다른 기업을 위해 노동 제공의 계약 또는 재화 또는

서비스공급계약을체결하고일하되일하는장소가그기업의사업장이아니라다른곳(주로자신의

집)에서일하는근로자

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부가조사)

318 재택/가내근로자 Worker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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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활동 동향을

월별, 분기별, 연간으로집계하여단일지수로나타낸것

단기적인 경제동향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광공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 등

여러 지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활동 동향을 월간

단위로한눈에알기에다소어려움이있다. 

국내총생산(GDP)은 경제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표이지만, 작성주기가 분기단위이어서

신속한 경제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

지만, 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관점(생산 및 공급 측면) 및 작성 기준이 상이하여 각 산업생산지수 간

의연관분석및전체산업의생산흐름을파악할수없다는한계등이있다.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은 작성주기가 월간단위로서 신속한 동향 파악은 가능하지만

그 포괄범위가 특정산업에 한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동향을 한 눈에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있다. 

예를 들어 어떤 월에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5%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0% 감소

했다고할경우, 이들 지표만으로는우리나라전체산업의생산활동이전월대비어느정도좋아졌는

지혹은나빠졌는지를한눈에알기가어렵다. 

반면, 전(全)산업생산지수(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IAIP)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활동 동향을 월별로 집계하여 단일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 지표를 보면 전체 산업의 생산활동 동향을 월간 단위에서 한 눈에 알 수가 있으며, 광공업 생산

등 특정산업의 생산 변화가 전체 생산의 변화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진단및주요정책추진및투자활동에활용이가능하다. 

통계청에서는 계열별 5개의 지수(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를 기준년(2015년)

의 산업별 총부가가치를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전산업생산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기초자료의제약으로현재연간지수로만작성하고있다. 

•월, 분기 전산업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의 4개계열

•연간전산업생산지수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의 5개계열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전산업생산지수)

319 전산업생산지수 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정의

출처

일정액의현금또는기타방법으로전세금을내고계약기간세들어사는경우를말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320 전세 Key Money Deposit



S t a t i s t i c s  K o r e a   121

정의

해설

출처

영리를목적으로연간 30일 이상농사이외의일에종사한가구원이없는농가를말한다.

농업종사에는 논, 밭을 직접 경작하는 것, 농사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거나 남의 경지를 빌려 경작

하는것도포함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농가경제조사등) 

321 전업농가 Full-time Agricultural Household Full-time Farming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의취업규칙등에서정한소정근로시간동안근로하는자

하루 8시간이상근무경비, 공장가동등은격일제근무또는 2~3교대제근무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22 전일제(근로자) Full-time Worker

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일현재사는집을점유하는형태를말한다.

점유형태는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무상으로구분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323 점유형태 Type of Occupancy

정의

해설

출처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참고> 고용노동부는‘사업체조사’기준이고, 통계

청은‘가구조사기준’으로조사대상이다름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않거나특별한사정이없는한계속고용이보장되는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부가조사)

324 정규직(근로자) Regula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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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기초 장부에 적혀 있는 고정 자산의 가격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기(每期)의 감가상각비를

계산방법이다.자산의가치가매회계기간일정비율로하락한다고가정한감가상각방법이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상각비가 매년 일정비율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상각률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매년의상각한도액으로서상각하는방법이다. 

통계청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국가자산통계등)

325 정률법 Geometric Depreciation Method

정의

출처

기본급과통상적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포함)으로지급한총액을말한다.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326 정액급여 Regular Payment

정의

해설

출처

자산의가치가매회계기간일정액씩하락한다고가정한감가상각방법이다.

감가상각비를연수에걸쳐균등하게계산하는방법으로서실무상정률법과함께많이이용되고있다.

통계청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국가자산통계등)

327 정액법 Linear  Depreciation Method

정의

해설

출처

물질또는구성요소에물리적·화학적작용을가하여새로운제품으로전환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분리·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

지않는처리활동은제조활동으로보지않는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328 제조업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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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

실적과생산능력과의비율인설비이용도(가동률)를 지수화한것으로서경기동향분석의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준년도

(2015년)의 제조업평균가동률에비교시점의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여산출한다.

우리는 경기상황이 나쁠 때 뉴스에서‘공장의 기계 일부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수있다. 경제상황이안좋아제품이팔리지않는다면기업주로서는당연히생산량을조정하고

불필요한장비가동을줄여나갈것이다. 따라서공장설비가가동되는현황은경기의단면을잘보여

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 지수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설비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과

설비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두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2015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

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하에서 생산 시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말하며 가동률이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백분율을말한다.   

가동률 = 생산실적/생산능력× 100       

통계청은매월광업제조업동향조사대상업체중약 7,300개 제조업체에서 434개품목에대한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를 이용할 때 다른

지수와의 관계에서 다음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동률지수의 증감방향이 때로는 광공업생산

지수의 증감방향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가동률지수가 생산량이외에도 생산능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그 이외에도 대표품목 및 대상 업종, 가중치구조 등 통계작성의 기본구조가

다르기때문이다.       

•제조업평균가동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공장 설비 가동률이 높고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이수치가낮아진다. 특히 제조업평균가동률이낮으면투자위축과실업등으로이어지므로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로 인식된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나치게 높으면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너무 낮으면 생산설비의 효율성이 낮은 수준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지나치게

높거나낮은것은바람직한현상이라보기어렵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

329 제조업가동률지수, 제조업생산능력지수, 평균가동률
Index of Manufacturing Capacity Utilization Rate, Index of Manufacturing Production capacity,
The Manufacturing Average Capacity Util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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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대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전체 단위나 지역을

행정 읍, 면, 동별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수 또는 면적에 근사하게 적당히 구획한 구역단위를 말

한다.

조사구설정의목적은가구·주택의누락이나중복방지, 조사원업무의적정한배분을위한것이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330 조사구 Enumeration Distric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사망수준을나타내는가장기본적인지표로연간총사망자수를해당연도의연앙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비율이다.

조사망률 = 특정 1년간의총사망자수 / 당해연도의연앙인구× 1,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crude mortality rate or crude death rat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ath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Eurostat)

331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정의

해설

출처

통계조사에서오차는참값과추정값의차이를말한다. 오차에는표본오차와비표본오차가있다.

표본오차는 자료 전체가 아닌 일부의 표본을 뽑아 조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로서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표본오차는 추출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표본의크기에반비례한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오차가 작아져 좀 더 정확한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비

표본오차가 존재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표본오차는 신뢰계수가

있어야 계산 가능하고 단위에 따라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대표준오차를 병행 사용한다. 

비표본오차는 보통 면접방법이나 질문지 구성방식의 오류, 조사원의 자질, 조사표의 작성 또는 집

계, 분석단계등조사의전체과정에서발생할수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332 조사오차 Survey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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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 1년간신고된총이혼건수를해당연도의연앙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이다.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총이혼건수 / 당해연도의연앙인구× 1,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crude divorce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ivorce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Eurostat)

334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정의

해설

출처

사업체(기업체)를 경영하는주체의법적조직형태를말한다.

법적조직형태는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법인등으로구분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335 조직형태 Type of Legal Organization

정의

해설

출처

통계작성을주목적으로조사를실시하여얻은통계를말하며, 제1의통계라고도한다.

통계조사란알고자하는집단을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 사업체, 기관 등 개개의 조사단위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찰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얻기 위한 일련의 조사

활동을말한다.

통계조사는 조사대상 전체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일부분만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나눌 수 있다. 집단의 기본적 구조, 특성, 지역적 세부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는 주로 전수

조사(총조사)에 의해 작성되며, 경상적인 동향과 추이를 나타내는 통계는 표본조사에 의하여 주로

작성된다.

통계청통계정책국경제통계심사조정과

333 조사통계 Surve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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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율로나타낸것이다.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총출생아수 / 당해연도의연앙인구× 1,000특정 인구집단의출산수준을

나타내는기본적인지표이다. 특정 1년간의총출생아수를당해연도의가임기간(15~49세)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일반출산율과 다른 개념이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crude birth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birth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 000 inhabitants. (Eurostat)

336 조출생률 Crude Birth Rat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특정 1년간신고된총혼인건수를해당연도의연앙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이다.

조혼인률 = 특정 1년간의총혼인건수 / 당해연도의연앙인구× 1,000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crude marriage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marriage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 000 inhabitants. (Eurostat)

337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정의

해설

출처

취업자가실제로일하고있는신분내지지위상태를말한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

사자등으로구분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338 종사상지위 Status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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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

행위를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

병리과, 정신과, 치과 등의진료과목이설치되어있고과마다전문의가있다.

통계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340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

정의

해설

출처

주거에드는비용으로, 거주하는곳의임차료와주거관리비를포함한금액을말한다.

주거관리비는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 관리비,

화재보험료등을말한다.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342 주거비 Housing Expenditure

정의

해설

출처

해당 지역의 야간인구(상주인구)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 인구(주간유입인구)를 더하고

타지역으로유출하는통근·통학인구(주간유출인구)를 뺀것을말한다.

주간인구 = 야간인구 + (주간유입인구 - 주간유출인구)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341 주간인구 Daytime Population 

정의

출처

조사기준일현재임금·봉급또는이에준하는형태의보수를받고사업체에고용되어있는피고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등을말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339 종사자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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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지난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344 주요생산비 Major Production Cost

정의

해설

출처

거처내에서가구가사용하고있는주거시설의형태를말한다.

부엌 : 개수 및 조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대식(입식)’은 조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

(입식) 시설을갖춘부엌이고, ‘재래식’은재래식아궁이를갖추고있는부엌을말한다.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시설은‘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

을제외한화장실시설을‘재래식’이라고한다.

목욕시설 : 욕조 또는샤워기등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조사한다.

수도시설 : ‘상수도’와‘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수도이며,

‘상수도’는 광역수도 등 대규모의 수도시설로 일반가구에 공급되고,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일반주택, 빌딩또는일정한지역등의 100~2,500명이내의급수인구에게공급하는

수도(100명 미만의주민이공동으로설치·관리하는소규모시설포함)이다. 

‘전용상수도’는 기숙사, 사택, 요양원, 학교 등의 특정시설에 공급되는 전용(자가)수도를 의미

한다.(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지않음)

온수시설 : 사용하고있는목욕시설이온수시설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조사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343 주거시설형태 Type of Housing Facilities

정의

해설

출처

하나이상의가구가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을말한다.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며,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고, 관습상소유또는매매의한단위를이루고있어야한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공장·점포·여관 등 건물

내의주택)으로분류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345 주택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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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주택 재고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또는여유가있는지를총괄적으로보여주는양적지표

•주택보급률 = 주택수(다가구구분거처수* 포함) / 일반가구수×100  

* 다가구구분 거처수: 1개의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의 주택수는 1호

이나, 주택보급률산출을위한주택수는 10호임

•주택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며, 다가구의 경우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로산정

•가구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토대로산정하며, 일반가구(총가구수에서집단가구와외국인

가구를제외한가구)로 산정

* 주택 유형: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국토교통부(국토교통통계연보),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347 주택보급률 Housing Supply Ratio

정의

해설

출처

한 가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

를말한다.

주택이외의거처의종류는아래와같다. 

•오피스텔·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기숙사·특수사회시설·판잣집·비닐하우스·업소의

잠만자는방등

*주택의 요건·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독립된 출입구·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한단위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346 주택이외의거처 Living Quarter Other Than Housing Unit

정의

해설

출처

1년 이상사용이가능하나주로저가인상품을말한다.

의복, 신발, 가방, 운동용품, 오락용품등이해당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서비스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조사)

348 준내구재 Semi Durabl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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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349 중위연령 Median Ag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전체 인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로렌츠(Lorenz)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면적을 불평등면적이라 하는데, 이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한 비율을

지니계수라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불평등도가높은상태이다. 즉, 0이면 완전균등

분배이고 1인 경우는 완전불균등분배이다.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순위에 따른 인구의 누적백분율과

가구의소득을균등화하여개인화한균등화소득의누적백분율을표시한그래프이다.

통계청사회통계국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350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The Gini coefficient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the distribution of income within a country deviates from
a perfectly equal distribution. A coefficient of 0 expresses perfect equality where everyone has the same
income, while a coefficient of 100 expresses full inequality where only one person has all the income.
(Eurostat)

총인구를연령순으로나열할때정중앙에있는사람의해당연령을말한다.

중위연령=a+ (N/2 -∑Nx)/(Na), (단, a는 중앙값이 속한 연령, Nx는 x세의 인구)인구추계의 각

세별 통계표에서 중위연령을 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만나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중위연령과는차이가있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The median age is the age that divides a population into two groups that are numerically equivalent.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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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물가나 임금을 나타낼 때, 시점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 어느 시점의 수량(가

격, 금액 등)을 기준 100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시점의 수량(가격, 금액 등)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를말한다.

어떤 현상에 대한 수준의 추이를 살피거나 몇 개의 현상에 대한 추이를 서로 대비하기 위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수량의 변동을 기준시점의 값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지수란 구체

적인 숫자 자체의 크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량이나 가격 등 해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면, 소매판매액지수가 2014년 109.7이라는 의미는 기준시점에 비해 소매

판매액이 9.7% 증가하였음을말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An index number represents the development of certain economic aggregates (such as the total
production of industry or turnover) over time. The index number abstracts from the real values (e.g. the
production of steel measured in tons) or the monetary values (e.g. the turnover in a certain sector) and
only reflects the change of such figures in comparison with the value of the aggregate in a reference
period.For simplicity the reference value is set to equal 100. An index value of 110 then indicates an
increase by 10% compared to the value in the reference period. (Eurostat)

352 지수 Index

정의

해설

출처

일정기간동안에일정지역내에서새로이창출된최종생산물가치의합, 즉 각 시ㆍ도내에서경제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즉, 쉽게 말해 시도별

GDP라고할수있다. 

지역소득통계는 지역소득의 생산ㆍ분배ㆍ지출 각 측면이나 경제주체 간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어, 지역의 재정ㆍ경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국민경제상의지역(시·도)경제의위치를알게하고, 지역경제상호간의비교를가능하게

함으로써국민경제의지역적분석과지역개발시책수립에활용되고있다.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매년통계청에서작성하여연말에전년도의잠정치를, 다음해에확정치를공표하고있다.

통계청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

353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정의

해설

출처

토지의주된용도에따라땅을구분하는것을말한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토지를 28가지로구분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국가자산통계, 지적통계)

351 지목 Land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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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이다. 지정통계는통계법제17조에규정되어있다. 

지정통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는 통계 중에

서 지정된다. 따라서 지정통계에는 통계법상 자료제출명령, 실지조사 등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이를지정할경우에는반드시고시하여국민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통계법제17조 참고)

통계청통계정책국경제통계심사조정과

354 지정통계 Designated Statistics

정의

해설

출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있는해로운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말한다.

특정폐기물이라고도한다. 1995년 8월 4일개정되기이전의폐기물관리법상의특정폐기물이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종류는 (1) 폐산 (2) 폐알칼리 (3) 폐유 (4)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5) 폐

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래커) (6) 폐석면 (7) 슬래그(광재) (8) 분진

(9)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10)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 (11) 소각잔

재물 (12) 안정화및고형화처리물 (13) 폐촉매 (14) 폐흡착제및폐흡수제 (15) 폐농약 (16) 폴리염화

비페닐 함유 폐기물(액상의 것, 액상 외의 것) (17) 슬러지(폐수처리 슬러지, 공정 슬러지) (18)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함) 등이다. <두산백과>

환경부(전국폐기물통계조사)

355 지정폐기물 Designated Waste

정의

해설

출처

소득을목적으로개인이수행하는직무(job)를 유사성에기초하여묶은집합을말한다.

직업은 주기적(계절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활동으로 경제적 거래관계가 성립하되, 윤리적이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지로 수행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활동, 무급자원봉사, 자가학습, 비윤리적영리행위, 법률에의한강제노동등은직업에해당되지

않는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직업분류)

356 직업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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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일당시학위취득을목적으로국내/국외교육기관으로진학한자를말한다.

국내진학자는조사기준일당시학위취득을목적으로고등교육법에서인정하는교육기관혹은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를 말한다. 국외진학자는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

취득을목적으로외국정규교육기관에진학한자를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졸업자공공 DB연계취업통계조사)

359 진학자 Advanced into Higher Schooling

정의

해설

출처

조사대상기간에 조사대상자의 주된 활동상태가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경우를말한다.

주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은 진학준비에

포함되지않고따로구분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360 진학준비 Preparation for Higher Learning

정의

출처

노무비중에서공사현장에직접투입된인력의급료를말한다.

대한건설협회(건설업경영분석)

358 직접노무비 Direct Labor Cost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사업체가근로자에대한임금으로지불하는금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성과급및상여금등으로구성됨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Direct costs (compensation of employees): gross wages and salaries paid in cash; direct remuneration
(pay) and bonuses; wages and salaries in kind (company products, housing, company cars, meal
vouchers, creches, etc.). Direct costs are dominated by wages and salaries paid in cash. (Eurostat)

357 직접노동비용 Direct Labor C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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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남남인사람이 6인이상함께살거나기숙시설및사회시설에집단으로살고있는가구를말한다.

•6인 이상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이 같은 거처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구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 혈연관계가 없는 두사람 이상이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등의사회시설내에서생활하는가구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361 집단가구 Collectiv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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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기업의 부채 중 외자도입, 은행차입금, 사채 등 외부에서 차입형식으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으로

총자본과대비한것을말한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커 수익성이 낮아지며 기업 안전성 면에서도

불리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업경영분석)

362 차입금의존도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기업등이현행산업활동을실질적으로처음시작한연월을말한다.

사업체가현재의산업활동을실질적으로처음시작한연월

실질적으로처음산업활동을시작한연월

•주요업종(산업대분류기준)이 변경되었을경우

•조직형태가변경되었을경우 (예: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대표자가변경되었을경우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An enterprise birth occurs when an enterprise (for example a company) starts from scratch and begins
operations, amounting to the creation of a 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 with the restriction that no
other enterprises are involved in the event. An enterprise birth occurs when new production factors, in
particular new jobs, are created. Enterprise births do not include:  ·dormant enterprises being
reactivated within two years;  ·new corporate entities being created from mergers, break-ups, spin-
offs/split-offs or the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or a set of enterprises; ·the entry into a sub-population
resulting only from a change of activity. (Eurostat)

363 창설연월 Foundation Date

ㅊ

정의

출처

경영에서수지, 손익을따져이익이나는정도를말한다.

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 

364 채산성 Pay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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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소득에서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금액을 공제한, 실제로

가구에서처분할수있는소득을말한다.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복지통계과(가계금융복지조사)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s the total amount of money households have available for spending and

saving after subtracting income taxes and pension contributions. (Eurostat)

366 처분가능소득 Disposable Income(DI)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어린이와청년의중간시기에해당하는사람. 일반적으로 10대를가리킴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대상 연령은 법률마다 다르다. 만 10세~만 19세의 학생 그리고

직장인모두를조사한다.(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만 9세~24세(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청소년기본법의정의를준용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규정하여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Young people are defined to be between 15 and 29 years old. (Eurostat)

367 청소년 Youth,  Adolescent

정의

해설

출처

채용에소요된비용등을말한다.

채용광고비, 채용시험에소요된비용, 채용업무에종사한자

(예: 시험감독을위하여일시적으로고용한감독관등)의 인건비및수당등이있다.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365 채용관련비용 Recruit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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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초중고학생들이학교의정규교육과정이외에보충교육을위해개인이부담하는비용을말한다.

보충교육은사적인수요와공급에따라학교밖에서교육받는것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복지통계과(초중고사교육비조사)

369 초중고사교육비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정의

해설

출처

소정근로시간외의근무로추가지급되는급여를말한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총액.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근로에대해지급되는수당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

368 초과급여 Overtime Pay

정의

해설

출처

생산주체가고정자산을취득하는것을말한다.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을 고정자산이라

한다. 고정자산은 1년이상생산활동에쓰이며수익의원천이되는자산으로유형자산과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설비투자지수)

370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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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한여성이지금까지낳은자녀의총수를말한다.

여기에는결혼한자녀, 외지에서거주하는자녀, 사망한자녀등은포함되며입양한자녀는제외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A birth is defined as the start of life when a child emerges from the body of its mother. The total number of
births includes both live births and stillbirths. (Eurostat)

372 총출생아수 Total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정의

해설

출처

임금산출의기초로서이론적으로계산해낸값으로서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비용을의미한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금액을말한다.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계측조사) 

373 최저생계비 Minimum Cost of Living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일정시점에일정한지역내에살고있는모든인구(내·외국인)를 의미한다.

주민등록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신고에 기반하여 작성한 통계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매월

말일을기준으로집계한다. 

총조사 인구는 2010년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조사하여 5년주기로 실시,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를활용한등록센서스방식으로매년실시하여집계한다. 

추계인구는 총조사 인구를 토대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실제적인 인구

를추정하여작성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The population figure, or total population or simply population, of a given area is the total number of
people in that area at a given time. (Eurostat)

371 총인구 Tot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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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개별가계나사회전체가욕망을충족하기위해재화와서비스를사용하는것을말한다.

경제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사회통계국(한국의사회지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s expenditure by resident institutional units - including households and
enterprises whose main economic centre of interest is in that economic territory - on goods or services
that are used for the direct satisfaction of individual needs or wants or the collective needs of members of

374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정의

해설

출처

향후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별 가정에따라추계한장래인구규모와연령별구조에대한추

정치를말한다.

추계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발생하기 쉬운 무응답이나 연령응답 오류 등을 보정한 후, 인구동

태와국제이동자료를반영하여총조사시점의인구(11월 1일자)를 연앙기준(7월 1일자)으로 환산하여

추계의 시발점이 되는 기준인구(reference population)를 설정한 다음 최근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국제이동 등)의 추이를 반영하여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에 따라 장래

인구의규모와구조를추계한인구이다.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375 추계인구 Projected Population

정의

해설

출처

생산된제품이판매등의목적으로사업체에서출고되는것으로, 내수용과수출용으로나뉜다.

사업체에서 출고된 것을 출하로 간주하며, 판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인도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출하로보지않는다.

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산업동향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등)  

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광업제조업조사등)

376 출하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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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수입을목적으로일한사람이다.

15세 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에①수입을목적으로 1시간이상일한사람, ②같은가구내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의 수입을 위해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 ③직업

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시적 병, 사고, 연·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사유가해소되면다시일할수있는사람(일시휴직자)을 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Employed person is a person aged 15 and over (or 16 and over in Iceland and Norway) who during the
reference week performed work - even if just for one hour a week - for pay, profit or family gain.
Alternatively, the person was not at work, but had a job or business from which he or she was temporarily
absent due to illness, holiday, industrial dispute or education and training. (Eurostat)

377 취업자 Employed Person 

정의

해설

출처

조사대상기간에조사대상자의주된 활동상태가혼자 집이나도서실에서취업을준비하는경우를말

한다.

주된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은 취업준비에

포함되지않고따로구분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378 취업준비 Preparing for Employment

정의

해설

출처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실제취학자의비율이다. 

취학률 = (취학적령학생수/취학적령인구) * 100

•취학적령인구

통계청‘장래인구추계’기준 유치원(만3~5세), 초등학교(만6~11세), 중학교(만12~14세), 고등학교

(만15~17세), 고등교육기관(만18~21세)

•취학적령학생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조사’기준학교급별학생수(고등교육기관은재적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조사),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379 취학률 Enrollment Rate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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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재배하기 전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여서 농사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지은경우를말한다.

저농약 재배는 농약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내,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2 이내를 쓰는

경우이다. 무농약 재배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3 이내를 쓰는

경우이다. 유기농재배는농약과화학비료를전혀사용하지않고재배하는경우이다.

FAOWCA 2020(세계 농업총조사계획 2020)

Organic farming is a way of agricultural production which uses organic production methods and places
the highest emphasis on environmental and wildlife protection and, with regard to livestock production,
on animal welfare considerations.(Eurostat)

380 친환경재배 Organic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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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382 통계예산 Statistical Budget

통계생산에투입된비용을말하며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와 기타경비로구분한다.

인건비는 조사요원, 자료처리 요원 인건비 등 정규직원의 인건비가 아닌 조사를 위해 채용한 임시

직원임금을말한다. (기타 직보수포함) 

운영비는 조사표 인쇄, 책자 발간, 공공요금 등 통계를 내기 위해 예산 각목상 편성된 일반수용비

등예산을말한다. 

기타경비는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전체 금액을 말한다. (여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

비등) 

통계청통계정책국경제통계심사조정과(통계인력및예산조사)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생산단위의 활동(생산,재무활동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대상이되는관찰또는분석단위를말한다.

관찰단위는 통계가 수집되고 편제되는 단위를 말하며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가능성이있는생산단위가설정되어야한다. 

분석단위는 통계분석을 하기 위하여 관찰단위보다 더욱 세분되거나 통합된 단위로서 기술단위나

생산의동질성단위등이있다. 

통계 단위는 보고단위와 구분되는데, 보고단위는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실체를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가되나행정기관이나회계사무소등도될수있다.

통계청경제통계국

An observation unit, sometimes also called statistical unit, is the entity on which information is received
and statistics are compil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tistical data. (Eurostat)

381 통계단위 Statistical Unit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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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조사기준일현재인사발령에관계없이작성기관의통계 부서에서실질적으로통계업무를수행하고

있는인력을말한다.

조사기준일 현재 인사발령에 관계없이작성기관의통계 부서에서실질적으로통계업무를수행하고

있는인력을말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경제통계심사조정과(통계인력및예산조사)

383 통계인력 Statistical Manpower

정의

해설

출처

통계표는 조사결과의 통계수치를 목적에 따라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행과 열에

배치한것이다.

통계표를 만드는 목적은 통계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표시하는데 있고, 이

형태를써서통계자료의관찰, 비교, 해석이극히간단하게되는장점이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384 통계표 Statistical Table

정의

해설

출처

통근이란 집 혹은 거처하는 곳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러 가는 것이며, 통학이란 집 혹은 거처하는 곳

에서학교로이동하는것을말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근인구 및 통학인구를 나이가 만 12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논·밭에서 일하는 경우‘통근함’에 해당. 단, 집 울타리 내의 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통근ㆍ통학

안함’에해당된다. 

택시, 개별용달 운전사인 경우 차고지가 자기 집인 경우‘통근ㆍ통학 안함’에 해당된다. 자기 집 내

의사업장(가게)인경우‘통근ㆍ통학안함’에해당된다. 입시, 기술등각종학원에다니는경우‘통학

함’에해당된다. 

기숙사의 경우 학교ㆍ회사 등의 내부에 기숙사가 있으면‘통근ㆍ통학 안함’, 학교ㆍ회사 등의 밖에

기숙사가있으면‘통학함’에해당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385 통근·통학인구 Population Commuting to Work o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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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기업의정상적인영업활동과관계없이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이익을말한다.

자산수증이익(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에 한정)·채무면제이익(기타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것에한한다.)·보험차익·전기오류수정이익등경상이익이외의이익등이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388 특별이익 Extraordinary Gains 

정의

출처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직접제공하고일한만큼실적에따라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등은본인이알아서결정하는형태로일하는사람을말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종사상지위분류)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8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정의

해설

출처

기업의정상적인영업활동과관계없이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발생하는손실을말한다.

법률에 따른 자산의 몰수 또는 수용, 재해손실, 전기오류 수정 손실 등 경상손실 이외의 손실 등이
이에속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387 특별손실 Extraordinary Losses

정의

해설

출처

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특별한급여를말한다.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대출금제외) 등이있다.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386 특별급여 Special Payment



S t a t i s t i c s  K o r e a   145

정의

해설

출처

파견사업주에게고용되어있으나사용사업주의사업체에파견되어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사업주에게서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90 파견근로자 Agency Worker

정의

해설

출처

상품의판매활동과사업체의관리·유지에지출된비용을말한다.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을말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391 판매비와관리비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

정의

해설

출처

같은조사대상(표본)으로부터자료를반복적으로수집하는조사를말한다.

같은 대상을 장기간 조사(이사, 분가 시에도 추적조사)하여 정부정책, 경제변동이 어떤 유형의 가구

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빈곤 진입·탈출·고착화의 요인과 결과를 동태적

으로분석하는데적합하다.

통계청사회통계국

392 패널조사 Panel Survey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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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전체인구의연령을산술평균한값이다.

인구추계의 각 세별 통계표에서평균연령을구하는방식으로일반적으로쓰이는만나이를이용하여

계산하는평균연령과는차이가있음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장래인구추계)

395 평균연령 Mean age

정의

해설

출처

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100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100 : 가구의 소득에서 조세, 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

* 소비지출: 가구에서 가구원의생활에필요한재화나용역을구입한대가로지출되는일체의비용

으로서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서비스이용료등으로구성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

394 평균소비성향 Propensity to Consum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퍼센트 : 백분율을나타내는단위. 기호는 %. 

퍼센트포인트 : 백분율로나타낸수치가이전수치에비해증가하거나감소한양퍼센트는백분비라

고도하는데전체의수량을 100으로하여, 해당수량이그중몇이되는가를가리키는수로나타낸다.

퍼센트포인트는이러한퍼센트간의차이를표현한것으로실업률이나이자율등의변화가여기에 해

당된다. 

퍼센트는 기호는 %를 사용하며 [(어떤 양)/(전체의 양)*100](%)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작년 3%에서 올해 6%로 상승하였다면 이러한 변화는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100% 상승했다”혹은“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3%포인트상승했다.”

통계청조사관리국

When you have data for two or more points in time, you can calculate how much change there wa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oint in time.This rate of change, the percentage change, is calculated as
follows: (Number at later time ÷Number at earlier time) - 1] × 100 The term percentage point is used
when comparing two different percentages. The abbreviation is pp. (Eurostat)

393 퍼센트(%) 와 퍼센트포인트(%p) Percent / Percentag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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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참고

쓰레기, 연소재, 더러운흙(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사체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

활동에필요하지않게된물질을말한다.

환경부(전국폐기물통계조사)

Waste means any substance or object which the holder disposes of or is required to dispose of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in force.Disposal of waste means:the collection, sorting, transport and

treatment of waste as well as its storage and tipping above or under ground;the transformation

operations necessary for its re-use, recovery or recycling. (Eurostat)

396 폐기물 Waste

정의

해설

출처

표본추출틀로부터추출된추출단위들의집합으로서모집단의일부분이다.

표본은모집단을닮아있어야모집단의특성값인모수를추정할수있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397 표본 Sample

정의

해설

출처

참고

조사대상의일부를조사하여전체에대한정보를추측할수있도록계획된조사이다.

표본은모집단을대표해야하고, 각 표본개체의추출랜덤성이기본원리이다.   

통계청조사관리국표본과

A survey is an investig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population by means of collecting data
from a sample of that population and estimating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ystematic use of
statistical methodology. (Eurostat)

398 표본조사 Sampl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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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교육프로그램및개인의교육정도와이수상태및진학여부를분류하는것을말한다.

조사목적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분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수준을 분류하며, 교육이수 분류는

개인의 교육정도 및 이수상태를 분류할 때 사용한다. UNESCO의 국제표준교육분류(수준)(ISCED-

11)을 기반으로제정되었으며, 현재 2014년 고시한한국표준교육분류(수준)에 따라작성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교육분류)

401 한국표준교육분류(수준)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levels(KSCED-L)

정의

해설

출처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산출물(이동재, 비이동재, 서비스를 분류한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서는 유엔통계처의 중앙생산물분류에 기초하여 국민계정체계 및 생산물 통계작성을 위한

기준분류로 2012년에 제정하였다. 2018년 12월 제2차 개정분류가 발표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

되었다. 

여기에는 토지 등과 같은 비생산 자산과 특허, 허가, 상표, 복제권등 무형자산도포함되어 있다.분류

기준으로는 산출물의 성질과 산업원천(경제활동)이라는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산출물의 성질

로는 재화의 원재료, 생산(조립)단계, 재화의 생산방법이나 투여된 서비스, 산출물의 생산목적, 용도,

기능, 판매대상(수요자) 등이 고려되었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

400 한국재화및서비스분류 Korea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KCPC)

정의

해설

출처

노동시장 상황과 수요, 현실적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

관련행정 DB나통계조사자료의결과를집계하고비교하기위한통계목적으로활용한다. 

국가정책을 위한 정보수집 및 통계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도록 하나, 구직·취업알선 정보

제공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토록 고용직업분류를 특수목적분류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한국표준직업

분류가 직능수준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직무유형별로 구성한 것과 달리,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무

유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4단위(세분류)에서

연계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고용직업분류)

399 한국고용직업분류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ECO)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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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생산주체들이수행하는각종상품과서비스의생산활동을일정한분류기준과원칙을적용하여체계

적으로분류한것이다.

통계청에서는유엔의국제표준산업분류에기초하여국내의산업구조와기술변화를반영한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2017년에 고시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개정안(ISIC Rev.4)을 추가적으로반영하여작성되었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bbreviated as ISIC, is a
standar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rranged so that
entiti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ctivity they carry out. The ISIC classification combines the
statistical uni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 technology, organisation and financing of production. The
ISIC is used widely,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classifying economic activity data in the fields of
population, production, employment, gross domestic product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It is a basic
tool for studying economic phenomena, fostering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data and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ound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Eurostat)

403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KSIC)

정의

해설

출처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자격의 학문적 성격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 프로그램과 및 관련 자격을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학문의 성격을 교과목 내용 접근방식에

따라 내용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UNESCO의 국제표준교육분류(영역)(ISCED(F)-13)을

기반으로제정되었으며, 현재 2016년 고시한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에 따라작성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교육분류)

402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fields(KSC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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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과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것을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에 따라 분류한다. 통계청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근거로 표준화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질병사인분류는 2015년에

개정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작성한다. (※ 2020.7.1. 제8차 개정·고시하여

2021.1.1. 시행)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40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KCD)

정의

해설

출처

부모중어느한쪽만이있는가족을말한다.

어머니나아버지한쪽이세대주로아동을양육하는가족이해당된다.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사람도포함된다.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실태조사)

406 한부모가족 Single Parent Family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개인이 수입을 위해 하고 있는 일(경제활동)을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을말한다

통계청에서는국제노동기구의국제표준직업분류에기초하여국내노동시장현실을반영하여한국표

준직업분류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직업분류는 2017년에 개정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작성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한국표준직업분류)

ISCO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for organising jobs into a clearly defined set of groups according to the tasks and duties undertaken
in the job. ISCO is intended both for use in compiling statistics and for client-oriented uses such as the
recruitment of workers through employment offices, the management of migration of workers between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guidance. (Eurostat)

404 한국표준직업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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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전국의행정구역을일정한순서에따라부호화하여각종통계조사에대한지역자료를분류, 집계하는

것으로, 지역 간통계조사의비교성을제고하기위한분류이다.

행정구역분류는 행정동과 그 명칭과 관할구역(경계)이 동일하며, 행정동에 변동사항(합동, 분동, 

승격, 명칭변경등)이 발생시, 매번 새로운코드를부여한다. 

코드체계는 대분류(시·도), 중분류(시·군·구), 소분류(읍·면·동)의 3단계 위계구조의 총 7자리

로구성된다.

통계청통계정책국통계기준과(행정구역분류)

408 행정구역분류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한여자가가임기간(15~49세)에 낳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출생아수를말한다.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위해 대표적으로활용되는지표로서일반적으로연령별 출산율의총합으로

계산된다. 

합계출산율(TFR) = ∑(ASFR)/1000 - 연령별 출산율(ASFR)을 우리나라는 각세별로

작성하지만 5세계급별로작성되는경우는다음과같이구한다.

합계출산율 = 연령별(5세 계급)출산율의합÷ 1,000 × 5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등)

The total fertility rate is defined as the mean number of children who would be born to a woman during
her lifetime, if she were to spend her childbearing years conforming to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s, that
have been measured in a given year. (Eurostat)

407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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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처

참고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악화등과같은환경적유해요인을측정, 예방, 제어하거나

환경피해를최소화하고복원하기위하여제품을생산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환경부(환경산업통계조사)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ector, abbreviated as EGSS and also called environment industry
or eco-industries, consists of a heterogeneous set of producers of goods and services aiming a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Eurostat)

411 환경산업 Environment Industry

정의

출처

참고

호적이나주민등록상의신고와관계없이 15세 이상의사람에대한사실상의혼인상태를말한다.

(1)미혼: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 (2)유배우: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3)사별: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4)이혼: 배우자와 헤어진 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있는사람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Marital status is the legally defined marital state. There are several types of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separated and, in certain cases, registered partnership.(Eurostat)

410 혼인상태 Marital Status

정의

해설

출처

참고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법적관계를말한다.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경우와 직권에의해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의한신고로 이뤄

진다. (인구동향조사)

사실혼주의는법률혼주의와달리혼전동거, 별거등이혼인상태에포함된다. (인구주택총조사등)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총조사)

A marriage is the act, ceremony or process by which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wo persons is
formed. The legality of the union may be established by civil, religious or other means as recognised by
the laws of each country. (Eurostat)

409 혼인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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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참고

두나라돈의교환비율또는다른나라의화폐에대비한어느한나라의화폐의가격

•경상수지란외국과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산결과를종합한것으로외국과실행한

거래결과벌어들인수입에서지출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이는국가간상품및서비스의수출입,

자본ㆍ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

수지1)를 이루는중요한요소이다.

1) 국제수지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

한 통계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크게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등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증권투자, 차입 또는 대출 등의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4가지로 나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소득수지는 외국과 거래에서 노동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차액을, 경상이전수지는 무상원조 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국제거래 수지를 말

한다.

·경상수지를포함한국제수지는매월한국은행에서작성하여공표하고있다.

한국은행

Exchange rate is the price of one country’s currency in relation to another. (Eurostat)

412 환율 Exchange Rate

정의

해설

출처

건강상의 문제로 보는것, 듣는것, 걷거나 계단 오르는것, 기억하거나 집중하는것, 자기 스스로 목욕

하기, 옷입기가어려운경우, 다른 사람과의사소통하는것등이어려움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워싱턴그룹의권고사항을기준으로조사하고있으며, 건강상의문제로인한활동제약을조사한다.

•유아가스스로옷입기, 밥먹기를못하는경우와외국인과대화가안되는경우는활동제약이있다고

보지않는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등)

413 활동제약 Activity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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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민법또는특별법에따라설립된회사법인이아닌법인을말한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민간의료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정부투자기관(공사, 지방공사,

공단등) 조직구성원의신분이공무원이아닌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등) 농·림·수·축산업

협동조합(단위조합포함),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제조합등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415 회사이외법인 Non-business Corporation

정의

해설

출처

상법의규정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으로서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를말한다.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회사법인에 해당된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도 회사법인에

포함된다.

통계청경제통계국경제총조사과(경제총조사등)

414 회사법인 Incorporated Company

정의

출처

참고

조사일 현재 경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작물재배가 가능함에도 그 해에 작물을 재배한

실적이없는경지를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업면적조사)

Fallow land is all arable land included in the crop rotation system, whether worked or ot, but with no
intention to produce a harvest for the duration of the crop yea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fallow land
is that it is left to recover normally for the whole crop year. (Eurostat)

416 휴경지 Fallow Ground

정의

해설

출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중에서흑자액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흑자율 = (흑자액/처분가능소득) * 100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통계청사회통계국가계수지동향과(가계동향조사등)

417 흑자율 Surplu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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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인구 Population 15 Years & Over

정의

출처

조사기준일현재만 15세 이상인사람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등)

정의

해설

출처

10a(1,000㎡)의 면적에서수확한작물생산량을말한다.

10a당 생산량은개별작물의재배면적을곱하여총생산량을산출하는데이용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통계과(농작물생산조사)

정의

해설

출처

한사람이하루평균소비하는양곡의양을말한다.

양곡은 양식으로 쓰이는 곡식으로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와 원료로 한 압착·분쇄·분말·

혼합 상태인것을말한다.

통계청사회통계국농어업동향과(양곡소비량조사)

419

418

420

10a당생산량 Production Per 10a

Daily Food Grain Consumption Per Capita1인 1일당양곡소비량

1인가구 One-person Household

정의

해설

출처

혼자서살림하는가구를말한다.

1인이 독립적으로취사, 취침등의생계를유지하는가구를말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42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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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출처

나이가만 5세이상인사람이 5년전에거주하였던곳을말한다.

5년 전에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가구원은 가족의 5년 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되, 가구원 간 5년

전거주지가다른경우가구주가살던곳을기준으로한다.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423 Residence 5 Years Ago5년전거주지

1인당총여행비용 Total Traveling Expense Per Capita

정의

해설

출처

여행목적으로지출한 1인당평균비용을말한다.

숙박비, 식사비, 쇼핑비, 교통비(주유비 포함), 입장료, 유흥비, 기타 비용 등 여행 목적으로 지출한

1인당 비용을 의미한다. 가사나 업무 중 여행일 때는 순수하게 여행 행위를 위해 사용된 비용만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강원관광실태조사) 등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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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 or the fertility rate by age of mother is the number of births to mothers of
age x proportional to the average female population of age x. 

1 Age-Specific Fertility Rate

The main indicator for agricultural income is the 'factor income per labour input' expressed in annual
work units.

2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Aquaculture, also known as aquafarming or fish farming (although it does not just concern fish), refers to the
farming of aquatic (freshwater or saltwater) organisms, such as fish, molluscs, crustaceans and plants for
human use or consumption, under controlled conditions.

4 Aquaculture

In national accounts exports consist of transactions in goods and services (sales, barter, gifts or grants)
from residents to non-residents. An export of a good occurs when there is a change of ownership from
a resident to a non-resident. Also smuggled goods must be included in exports.  any direct purchases
by non-residents in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are recorded as exports of services; therefore all
expenditure by foreign tourists in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is considered as part of the exports
of services of that country. Also international flows of illegal services must be included. 

3 Amount of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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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le land is land worked (ploughed or tilled) regularly, generally under a system of crop rotation.

5 Arable Land

Assets are economic resources that have some value or usefulness (usually convertible in cash) and
that are owned by enterprises or individuals, for example a piece of machinery or a house.

6 Asset

Base period or reference period refers to the period of time used as the basis for an index number, for
comparison with other periods.

7 Base Period

The cause of death is defined as the disease or injury which started the train (sequence) of morbid
(disease-related) events which led directly to death, or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or violence
which produced the fatal injury.
This definition is derived from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lthough international definitions are harmonised, the statistics may not be fully
comparable among countries, as classifications may vary when the cause of death is multiple or
difficult to evaluate, and because of different notification procedures.

8 Caus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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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umer price index, abbreviated as CPI, measures the change over time in the prices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acquired, used or paid for by households. It is an important measure of
infl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
Eurostat compiles harmonised indices of consumer prices (HICPs) to allow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nsumer price inflation.

9 Consumer Price Index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abbreviated as HFCE, consists of the total outlay on
individual goods and services by resident households, including those sold at below-market prices.
HFCE includes imputed expenditures or transactions which do not occur in monetary terms and can
therefore not be measured directly.

10 Consumption Expenditure 

Frequent out-of-pocket purchases, abbreviated as FROOPP, constitute a recently added special
aggregate of th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 It is calculated in the same way as other
HICP special aggregates, using the data on prices and weights available to Eurostat. 
The aggregate is compiled from sub-indices which are considered to mainly represent purchases done
by the consumers typically at least every month and paid for directly and actively; the rest of HICP sub-
indices are then “non-FROOPP”, neither frequent nor “out-of-pocket” 

11 CPI for Living Necessaries

The crude birth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birth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12 Crude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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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ude mortality rate or crude death rat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ath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13 Crude Death Rate

The crude divorce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ivorce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14 Crude Divorce Rate

The crude marriage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marriage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15 Crude Marriage Rate

The current account covers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goods, services, income, and current
transfers.

16 Current Account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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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ansfers cover transactions in which goods, services or financial items are transferred
between units without something of economic value being received in return. The transfers may occur
either domestically or across borders.

17 Current Transfer

A liability is a present obligation of a company arising from past events, in some cases specified in a
written contract. A company's liabilities may include bank loans, short-term debts for goods and
services received, as well as the company's loan capital and capital subscribed by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accounting, the capital of a company corresponds to the assets plus
liabilities.

19 Debt, Liability

1) A death,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definition, is the permanent disappearance of all vital
functions without possibility of resuscitation at any time after a live birth has taken place; this
definition therefore excludes foetal deaths (stillbirths).                                                                                                    

2) Mortality is the number of deaths for a given area during a given period.                             
3)The mortality rate or death rate is the mortality expressed as a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4) The crude mortality rate or crude death rat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ath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18 Death Rate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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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costs (compensation of employees): gross wages and salaries paid in cash; direct remuneration
(pay) and bonuses; wages and salaries in kind (company products, housing, company cars, meal
vouchers, creches, etc.). Direct costs are dominated by wages and salaries paid in cash. 

20 Direct Labor Cost

´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s the total amount of money households have available for spending
and saving after subtracting income taxes and pension contributions.

21 Disposable Income(DI)

A divorce is the final legal dissolution (ending) of a marriage. A divorce is the type of separation between
spouses that confers on both parties the right to remarry under civil, religious or other provisions,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untry. Divorce is possible in all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In
almost all countries, divorces are registered at a court.

22 Divorced

Municipal waste consists of waste collected by or on behalf of municipal authorities and disposed of
through waste management systems. Municipal waste consists mainly of waste generated by
households, although it also includes similar waste from sources such as shops, offices and public
institutions.

23 Domest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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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ur force or workforce or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lso shortened to active population,
includes both employed (employees and self-employed) and unemployed people, but not the
economically inactive, such as pre-school children, school children, students and pensioners.

24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ed person is a person aged 15 and over (or 16 and over in Iceland and Norway) who during the
reference week performed work - even if just for one hour a week - for pay, profit or family gain.
Alternatively, the person was not at work, but had a job or business from which he or she was
temporarily absent due to illness, holiday, industrial dispute or education and training. 

27 Employed Person

E-learning, or electronic learning, also referred to as web-based learning,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knowledge transferred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sometimes as a complement to traditional
education channels. 

26 E-learning Industry 

A person is economically inactiv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definition, if he or
she is not part of the labour force. So inactive people are neither employed nor unemployed. The
inactive population can include pre-school children, school children, students, pensioners and
housewives or -men, for example, provided that they are not working at all and not available or looking
for work either; some of these may be of working-age. 

25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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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loyment rate is the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in relation to the comparable total
population. For the overall employment rate, the comparison is made with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but employment rates can also be calculated for a particular age group and/or gender 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for example the males of age 15-24 employed versus total in one European Union
(EU) Member State). 

28 Employment Rate

An enterprise is an organisational unit producing goods or services which has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in decision-making.

29 Enterprise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ector, abbreviated as EGSS and also called environment
industry or eco-industries, consists of a heterogeneous set of producers of goods and services aiming
a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30 Environment Industry

An establishment is an enterprise or part of an enterprise that is situated in a single location and in
which only a single productive activity is carried out or in which the principal productive activity
accounts for most of the value added.

31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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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rate is the price of one country’s currency in relation to another. 

32 Exchange Rate

Financial assets are economic assets, comprising all financial claims, equity and the gold bullion
component of monetary gold.

35 Financial Asset

Fallow land is all arable land included in the crop rotation system, whether worked or ot, but with no
intention to produce a harvest for the duration of the crop yea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fallow
land is that it is left to recover normally for the whole crop year. 

33 Fallow Groun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s expenditure by resident institutional units - including households and
enterprises whose main economic centre of interest is in that economic territory - on goods or services
that are used for the direct satisfaction of individual needs or wants or the collective needs of members
of the community.

34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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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sources that have some value or usefulness (usually convertible in cash) and that are
owned by enterprises or individuals, for example a piece of machinery or a house.

36 Fixed Asset

An enterprise birth occurs when an enterprise (for example a company) starts from scratch and begins
operations, amounting to the creation of a 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 with the restriction that no
other enterprises are involved in the event. An enterprise birth occurs when new production factors, in
particular new jobs, are created. Enterprise births do not include:  ·dormant enterprises being
reactivated within two years;  ·new corporate entities being created from mergers, break-ups, spin-
offs/split-offs or the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or a set of enterprises; ·the entry into a sub-
population resulting only from a change of activity.

37 Foundation Date

A deflator is a figure expressing the change in prices over a period of time for a product or a basket of
products, which is used to 'deflate' (price adjust) a measure of value changes for the same period (for
example the sales of this product or basket), thus removing the price increases or decreases and
leaving only volume changes.

38 GDP Deflatoor

The crude divorce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ivorces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i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inhabitants. 

39 General Divor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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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ty is the ability to conceive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to children.

40 General Fertility Rate

Gross national income, abbreviated as GNI, is the sum of incomes of residents of an economy in a given
period. It is equal to GDP minus primary income payable by resident units to non-resident units, plus
primary income receivable from the rest of the world (from non-resident units to resident units). 

43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The Gini coefficient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the distribution of income within a country deviates
from a perfectly equal distribution. A coefficient of 0 expresses perfect equality where everyone has the
same income, while a coefficient of 100 expresses full inequality where only one person has all the
income.

41 Gini Coefficient

Gross domestic product, abbreviated as GDP, is a basic measure of the overall size of a country's
economy. 
As an aggregate measure of production, GDP is equal to the sum of the gross value added of all
resident institutional units engaged in production, plus any taxes on products and minus any subsidies
on products. Gross value added is the difference between output and intermediate consumption. 

42 Gross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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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xpenditure on healthcare covers th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resident units on
healthcar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the healthcare goods and services provided directly to
individual persons as well as collective healthcare services. 〈Healthcare expenditure statistics -
methodology〉

44 Healthcare Expenditure

A household includes either one person living alone or a group of people, not necessarily related, living
at the same address with common housekeeping, i.e. sharing at least one meal per day or sharing a
living or sitting room.

45 Household

A household, in the context of surveys on social conditions or income such as EU-SILC or the
Household budget survey (HBS), is defined as a housekeeping unit or, operationally, as a social unit:  
•having common arrangements; 
•sharing household expenses or daily needs; 
•in a shared common residence. 

46 Households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or the S80/S20 ratio is a measure of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t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otal income received by the 20 % of the population with the
highest income (the top quintile) to that received by the 20 % of the population with the lowest income
(the bottom quintile).

47 Income Quintile Sha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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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text of national accounts, industry consists of a group of local kind-of-activity units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kinds of activity.

50 Industry

The infant mortality rat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aths of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to the number of live births in the reference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000 live births.

51 Infant Mortality Rate

An index number represents the development of certain economic aggregates (such as the total
production of industry or turnover) over time. The index number abstracts from the real values (e.g. the
production of steel measured in tons) or the monetary values (e.g. the turnover in a certain sector) and
only reflects the change of such figures in comparison with the value of the aggregate in a reference
period.
For simplicity the reference value is set to equal 100. An index value of 110 then indicates an increase by
10% compared to the value in the reference period. 

48 Index

Indirect costs: employers’  actual social contributions (i.e. statutory, collectively agreed, contractual and
volunta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employers’ imputed social contributions (mostly guaranteed
pay in the event of sickness or short-time working, plus severance pay and pensation instead of notice);
vocational training costs; recruitment costs and work clothes given by the  employer; taxes paid by the
employer (based on their wages and salaries bill or on the numbers they employ) minus subsidies
received by the employer (intended to refund part or all of the cost of direct pay). Indirect costs are
dominated by employers’ actual social contributions, in particular by employers’ statuto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49 Indirect Labo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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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O,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for organising jobs into a clearly defined set of groups according to the tasks and duties
undertaken in the job. ISCO is intended both for use in compiling statistics and for client-oriented uses
such as the recruitment of workers through employment offices, the management of migration of
workers between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guidance.

52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abbreviated as ISIC, is a
standar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rranged so that
entiti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ctivity they carry out. The ISIC classification combines the
statistical uni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 technology, organisation and financing of production. The
ISIC is used widely,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classifying economic activity data in the fields
of population, production, employment, gross domestic product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It is a
basic tool for studying economic phenomena, fostering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data and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ound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53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Labour cost or total labour cost is the total expenditure borne by employers for employing staff. The
labour cost includes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55 Labor Cost

A job vacancy is defined as a paid post that is newly created, unoccupied, or about to become vacant: for
which the employer is taking active steps and is prepared to take further steps to find a suitable
candidate from outside the enterprise concerned; and which the employer intends to fill either
immediately or within a specific period of time.

54 Job Ope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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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rtion of active persons in the total population of the same age group. 

56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abour productivity measures the amount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each member of the
labour force or the output per input of labour. It can be measured in a variety of ways. For structural
indicators, it may be measured by gross domestic product (GDP), expressed in terms of the purchasing
power standard (PPS), either relative to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or to the number of hours
worked. In both cases, it is then expressed as an index. Within national accounts and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labour productivity is often defined as the value added per employed person. 

57 Labor Productivity

Life expectancy at a certain age is the mean additional number of years that a person of that age can
expect to live, if subjected throughout the rest of his or her life to the current mortality conditions (age-
specific probabilities of dying, i.e. the death rates observed for the current period).
Life expectancy being expressed as the number of years persons of different ages may expect to live,
starting from age zero, life expectancy at birth is the mean number of years a newborn child can expect
to live if subjected throughout his or her life to the current mortality conditions, the probabilities of dying
at each age.
Any later age can also be chosen as a starting point; the total expected life span is then this age plus the
life expectancy at that age, the number of years a person of that age may expect to live if mortality
patterns stay unchanged. Life expectancy is normally calculated separately for all age levels, as well as
for males, females and the total population.

58 Life 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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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e table breaks down the number of people who, of a given number born or living at a specified age,
live to attain successive higher ages, together with the number who die in the intervals.

59 Life Table

Marital status is the legally defined marital state. There are several types of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separated and, in certain cases, registered partnership.

60 Marital Status

A marriage is the act, ceremony or process by which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wo persons is
formed. The legality of the union may be established by civil, religious or other means as recognised by
the laws of each country.

61 Marriage

The median age is the age that divides a population into two groups that are numerically equivalent.

62 Media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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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es and pension contributions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s the total amount of money
households have available for spending and saving after subtracting income taxes and pension
contributions”.

64 Non-consumption Expenditure

Employee whose main job will terminate either after a period fixed in advance. 
An employee with a temporary contract is an employee whose main job will terminate either after a
period fixed in advance, or after a period not known in advance, but nevertheless defined by objective
criteria, such as the completion of an assignment or the period of absence of an employee temporarily
replaced.

65 Non-regular Workers

Organic farming is a way of agricultural production which uses organic production methods and places
the highest emphasis on environmental and wildlife protection and, with regard to livestock production,
on animal welfare considerations.

66 Organic Agriculture

Price level dispersion, employment rate dispersion

63 Measure of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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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have data for two or more points in time, you can calculate how much change there wa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oint in time.This rate of change, the percentage change, is calculated as
follows: (Number at later time ÷Number at earlier time) - 1] ×100 The term percentage point is used
when comparing two different percentages. The abbreviation is pp. 

67 Percent / Percentage Point

Population density is the number of inhabitants per square kilometre. For the calculation of population
density, the land-area concept (which excludes inland water bodies like lakes or rivers) should be used
wherever available. However, in several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total area, which
includes the area of lakes and rivers, is used because it is the only concept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68 Population Density

1) Population change, defined generally, is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a population between the end
and the beginning of a given time period (usually one year). Specifically, it is the difference in
population size on 1 January of two consecutive years.

2) A positive population change, when the result of net migration plus live births minus deaths is
positive, is referred to as population growth, a negative one is called a population decrease.                         

3) The crude rate of population growth is the ratio of total population growth during the year to the
average population of the area in question that year. The value is expressed per 1 000 inhabitants. 

69 Population Growth Rate

The (industrial) producer price index, abbreviated as PPI and also called output price index, is a
business-cycle indicator showing the development of transaction prices for the monthly industrial
output of economic activities.

70 Producer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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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risk-of-poverty rate is the share of people with 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after social
transfer) below the at-risk-of-poverty threshold, which is set at 60 % of the national medi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after social transfers.

72 Relative Poverty Rate

Renewable energy sources, also called renewables, are energy sources that replenish (or renew)
themselves naturally. Typical examples are solar energy, wind and biomass

73 Renewable Energy

Expenditure, personnel an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74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Expenditure by the government including payments and transfers for education to the non-
educational private sector.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generally refers to: 
·direct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bearing directly the current and capital expens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ransfers to private households and firms: supporting students and their families with scholarships

and public loans, as well as transferring public subsidies for educational activities to private firms
or non-profit organizations. 

71 Public Education 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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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trade is a form of trade in which goods are mainly purchased (bought) and resold to the
consumer or end-user, generally in small quantities and in the state in which they were purchased by
the retailer (or following minor transformations). 

75 Retail Trade

A survey is an investig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population by means of collecting data
from a sample of that population and estimating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ystematic use of
statistical methodology.

76 Sample Survey

Seasonal adjustment (or the adjustment of seasonal changes) is a statistical method for removing the
effects of recurring seasonal influences which have been observed in the past from an economic time
series, thus showing non-seasonal trends more clearly.

77 Seasonal Adjustment

Activity of visitors taking a trip to a destination outside theirusual environment, for less than a year.
Tourism means the activity of visitors taking a trip to a main destination outside their usual
environment, for less than a year, for any main purpose, including business, leisure or other personal
purpose, other than to be employed by a resident entity in the place visited. Three types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visitors: 
•domestic tourism means visits within a country by visitors who are residents of that country. 
•inbound tourism means visits to a country by visitors who are not residents of that country. 
•outbound tourism means visits by residents of a country outside that country.

78 Sightseeing,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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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bservation unit, sometimes also called statistical unit, is the entity on which information is received
and statistics are compil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tistical data.

80 Statistical Unit

Surplus means in general that the sum or bala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mounts is positive, or that
the total of positives is larger than the total of negatives.  

81 Surplus or Deficit in Farming Household economy

Temporary employment includes work under a fixed-term contract, as against permanent work where
there is no end-date. A job may be considered temporary employment (and its holder a temporary
employee) if both employer and employee agree that its end is decided by objective rules (usually
written down in a work contract of limited life). These rules can be a specific date, the end of a task, or
the return of another employee who has been temporarily replaced.  

82 Temporary Employee

〈Merging statistics and geospatial information〉

79 Spatial Information Industry(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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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fertility rate is defined as the mean number of children who would be born to a woman during
her lifetime, if she were to spend her childbearing years conforming to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s,
that have been measured in a given year.

83 Total Fertility Rate

A birth is defined as the start of life when a child emerges from the body of its mother. The total number
of births includes both live births and stillbirths

84 Total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The population figure, or total population or simply population, of a given area is the total number of
people in that area at a given time.

85 Total Population

An unemployed person is defined by Eurostat,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s: someone aged 15 to 74 (in Italy, Spain, the United Kingdom, Iceland, Norway: 16 to 74
years); without work during the reference week; available to start work within the next two weeks (or
has already found a job to start within the next three months); actively having sought employment at
some time during the last four weeks. 

86 Unemploy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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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mployment rate is the number of people unemployed as a percentage of the labour force.

87 Unemployment Rate

Gross value added (GVA) is defined as output (at basic prices) minus intermediate consumption (at
purchaser prices); it is the balancing item of the national accounts' production account.

88 Value Added

Earnings are the wage or salary paid to an employee There are two main types:
Gross earnings are paid in cash directly to an employee before any deductions for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the employee. All bonuses, whether or not regularly paid, are included
(13th or 14th month, holiday bonuses, profit-sharing, allowances for leave not taken, occasional
commissions, etc.).
Net earnings represent the part of remuneration that employees can actually spend and are calculated
by deduct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income taxes payable by employees from gross earnings
and by adding family allowances if there are children in the family.

89 Wage and Salary Income

An employee is a person who has a contract to carry out work for an employer and receives
compensation in the form of wages, salaries, fees, gratuities, piecework pay or remuneration in kind. 

90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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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means any substance or object which the holder disposes of or is required to dispose of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in force.
Disposal of waste means:
the collection, sorting, transport and treatment of waste as well as its storage and tipping above or
under ground;the transformation operations necessary for its re-use, recovery or recycling. 

91 Waste

A weighted average or weighted mean is an average which is obtained by combining different numbers
(e.g. prices or index numbers) according to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92 Weighted Average

Wholesale trade refers to the sale of goods in bulk to resellers, professional users or groups, who then
sell the products to final consumers.

93 Wholesale Trade

Young people are defined to be between 15 and 29 years old

94 Youth,  Adoles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