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노동비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
<차

례>
례>

Ⅰ. 조사개요 ·········································································································· 4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8

Ⅲ. 조사설계 ······································································································· 18

Ⅳ. 자료수집 ······································································································· 38

Ⅴ.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 66

Ⅵ. 자료처리 ······································································································· 67

Ⅶ. 통계추정 및 분석 ······················································································· 79

Ⅷ.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82

Ⅸ. 통계기반 및 개선 ····················································································· 100

Ⅹ. 참고문헌 ····································································································· 102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표개발,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조사개요
1. 통 계 명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8008호)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
- 조사표 기재 상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거나 조사표 제출이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통계조사관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타계식 조사 실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기준기간: 회계연도(1년간)
○ 조사실시기간: 회계연도 익년 5.15. ~ 6.14.(1개월간)
○ 조사주기: 연간
○ 공표주기: 연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2017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일반사항

- 본 조사는 조사설계(조사항목 및 표본설계 포함) 실시계획 수립, 통계조사관 교육, 조
사 실시, 내용검토 및 보완, 자료 추정·분석,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

※ 표본설계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함

표본설계
(본부)

실시계획
(본부→지방관서)

통계조사관 교육

➤ (ʼ18. 5.10.) 실시계획 수립･송부 및 조사표 유인･배포
- 조사표, 조사요령서, 입력프로그램 보완･배부

➤ (ʼ18.5.15. ~ 5.18.) 통계조사관 교육

※ 조사관련 유의사항 및 조사지침 관련사항 교육

(지방관서)

조사 실시
(지방관서→표본기업체)

내용 검토 및 보완
(본부↔지방관서)

자료 추정‧분석
(본부)

결과 공표
(본부)

➤ 기업체모집단

➤ (ʼ18.5.15. ~ 6.14.) 조사 및 입력
※ 조사 실시, 검정, 자료입력 및 완료보고
※ 표본 기업체 변동사항(휴･폐업, 이전여부 등) 확인, 표본대체 등

➤ (ʼ18.6.15. ~ 7.15) 검토리스트 송부 및 내용 검토･보완

➤ (ʼ18.7.16. ~ 8월 말) 자료 추정･분석, 모집단 확보 등

➤ (ʼ18. 8월말) 공표자료 작성 및 공표

7. 조사연혁

□ 개발배경

○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파악하여 기업 활동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 고용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개발
- ILO 160호 협약(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노동비용’ 관련 조사 필요
- 일본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현재는

취로조건종합조사 로 통합)를 벤치마킹하여 조사

표 개발

□ 조사연혁

○ 1983년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1986년에는 내역별 노동비용의 추정모수로 “매월노동통계조사(지정통계
호)”의 평균인금수준(정액 및 초과급여, 특별급여)를 사용하였고,

제118002

○ 1999년부터 조사대상을 30인에서 1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 2005년(2004 회계연도 기준)에는 모집단자료와 추정모수로 통계청이 “기업체모집단명
부”를 활용함에 따라 조사범위는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
관’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추
가로 제외한 전 산업으로 축소되었고, 조사대상도 회사법인(주식·유한, 합자, 합명회
사)으로 한정되었다.

○ 2009년 표본개편, 제9차 표준산업분류(’08.2.시행)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1년, 2014년, 2017년에 각각 표본개편을 하였다.

□ 조사표 문항 등 주요 변경 내용
○ 2006년 기준

- 퇴직금 등의 비용에 퇴직연금 불입액 항목 추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른 퇴
직연금 항목 신설)

○ 2007년 기준

- 법정외 복지비용의 기타를 분리(보험료 지원금, 학비보조 비용, 근로자 휴양·문화·체
육·오락에 관한 비용,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항목 추가)
- 교육훈련비용을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구분한 것을 통합

○ 2012년 기준

- 퇴직보험 등 적립액 항목 삭제(퇴직보험은 2011년부터 납입이 불가능)
- 성과/상여금 총액을 고정상여금+성과상여금 등으로 설명 변경
- 법정복리비용에 대한 설명을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부담분만 기재로 변경
- 퇴직연금적립액과 해고예고수당의 순서 변경(비용이 많은 순서대로 변경)

○ 2013년 기준

[기업체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연인원 및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 항목 삭제
- 전년도 조사표 작성여부 삭제
- 임금지급 연인원 항목을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의 임금 항목으로 이동
- 상용근로자 수(내,외국인 구분)을 내외국인 통합하여 외국인근로자 포함 문구 삽입함
[임금]
-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삭제
[퇴직급여 등의 비용]
- “퇴직연금 적립액”을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으로 명칭 변경
- “퇴직 충당금”을 “기타 퇴직금 준비액”으로 명칭 변경
[법정외 복지비용]
- “학비보조 비용”을 “자녀 학비보조 비용”으로 변경
- “기타”를 “기타 노동비용”과 통합하고 기타 세부내역 기재란 추가

- “교통·통신지원비용” 추가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 현물지급비용 삭제
- 기타는 법정외 복지비용의 기타와 흡수·통합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조사목적

○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기업 활동 및 근로
자 복지 증긴 등 고용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제공

□ 활용분야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는 산업별,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통계를 제공하
여, 기업 경영 시 근로자 1인당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1인당 노동비용을 내역별로 파악하는데도 유용함

-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임금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복지비용, 교육훈련비, 채용관련비 등)으로 나누어 각 내역별로 제공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고용 시 수반되는 제반 비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국고용정보원)

○ 기업의 내역별 노동비용 분석을 통하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한국은행)
○ 기업체 규모별 직·간접 노동비용 분석을 통해 기업의 합리적인 인건비 활용 방안 모
색(한국경영자총협회)

□ 관련 국내·외 통계 간 사전 검토 사항

○ 일본의 취로조건종합조사의 노동비용 부분 조사항목
- 급여지급 연인원수
- 현금급여액(세금포함액)
- 현물급여 비용
- 퇴직급여(일시금·연금) 등 비용
- 법정복리비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노동보험료, 아동수당갹출금, 장애자고용
부담금, 법정보상비, 기타 법정복리비
- 법정외복리비
·주거에 관한 비용, 의료보건에 관한 비용, 식사에 관한 비용, 문화, 체육, 오락에 관
한 비용, 사적보험제도의 갹출금, 노재(勞災) 부가 급부 비용, 경조위문 등의 비용, 재
산형저축장려금 및 기금의 갹출금, 기타 법정외복리비
- 교육훈련비
- 모집비
- 기타 노동비용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

○ 정부부처의 정책입안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일반인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내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정부 각
부처, 공공도서관 등 기관에 배부

□ 통계의 용도
○ 활용 방향

-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고용전망의 정확성
제고, 합리적 인건비 방향 모색 등

○ 활용 내용

- 각종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에 따른 지원비 산정 등
- 연구기관, 학회, 대학교 등 원시자료 제공
-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간행물 보고서 배부(약 200개소)
- 고용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rstat.moel.go.kr)에 결과공표 및 원자료 요청 가능

3. 이용자 의견수렴

□ 2017년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목적) 고용노동통계 자료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통계의 품질
을 점검하고, 품질 향상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방법) 외부업체

(주)네이알앤에스 에 의뢰하여 실시

- 2017년 9~10월 경 전화조사 실시, 이용자 만족도 파악 및 향후 개선사항 파악

○

(조사내용)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통계자료, 자료 활용의 불편사항, 자료의 활용목적,
기대 정도 및 만족도, 향후 지속 이용 의향, 타인 추천 의향 등

○ 우리 부 3종의 조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이용 비율은 13.5%로 가장 낮았음

- 활용가치는 78.6점으로 1위(타 조사와 동점), 만족도는 76.7점으로 2위로 나타남
<2017년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요약>
1. 주 활용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 및 활용 목적

○

주로 활용해 본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로는 ‘인터넷 통계DB’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시자료' 26.0%, ’보고서‘ 20.3%, ‘보도자료’ 18.3% 순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업무상 참고자료’가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술(학위) 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9.3%, ‘기타’ 1.3%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1 ❚ 주 활용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
(단위 : %)

Base: 전체, n=400

그림 2-2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 활용 목적

(단위 : %)

Base: 전체, n=400

2. 원시자료 활용 유형별 활용가치 및 만족도

○ ‘원시자료를 이용해 본 응답자(26.0%, 104명)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를 이
○

용한 비율이 60.6%로 가장 높았음
원시자료의 활용가치와 만족도 모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각각 78.6점, 77.4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그림 2-3

원시자료 활용 유형(중복 응답)
(단위 : %)

Base: 원시자료 이용자, n=104

그림 2-4

활용가치 및 만족도
(단위 : %, 점)

활용 가치

만족도

Base: 원시자료 이용자, n=104

3. 고용노동통계 자료 활용 기대 정도

○ 고용노동통계 자료 활용 기대 정도는 항목별로 ‘자료의 정확성’이 78.2점으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자료의 포괄성‘ 78.0점‘, ’접근 용이성‘ 7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고용노동통계 자료 활용 기대 정도
(단위 : %, 점)

Base: 전체, n=400

○ 고용노동통계 자료 활용 기대 정도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는 ‘결과 공표의 시의성’이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료의 포괄성’ 20.7%, ‘이용자를 위한 설명’
19.6%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

고용노동통계 자료 활용 기대 정도 중요도
(단위 : %)

Base: 전체, n=400

4. 연도별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종합 만족도는 75.7점으로 ‘14년 대비 3.1점 상승함
○ 항목별로는 ‘자료의 정확성’이 8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료

의 포괄성’ 75.8점, ‘접근 용이성’ 74.9점, ‘결과 공표의 시의성’ 74.3점 등의 순
으로 조사됨

그림 2-8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추이
(단위 : 점)

Base: 전체, n=400

5. 고용노동통계 자료 만족도

○ 고용노동통계 자료 만족도는 항목별로 ‘자료의 정확성’이 80.1점으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자료의 포괄성’ 75.8점, ‘접근 용이성’ 74.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항목별 고용노동통계 자료 만족도
(단위 : %, 점)

Base: 전체, n=400

○ 만족도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결과 공표의 시의성’이 21.5%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이용자를 위한 설명’ 21.2%, ‘자료의 포괄성’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

고용노동통계 자료 만족도 및 중요도
(단위 : %)

Base: 전체, n=400

6. 고용노동통계

자료 활용 기대 정도 와

만족도

비교

○ 고용노동통계 자료 활용에 대한 기대 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만족
수준(75.7점)이 기대 정도(77.5점)에 비해 소폭(1.8점)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항목별로는

‘자료의 정확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만족 점수가 기대 점수에 다소

못 미침
그림 2-11

고용노동통계 ｢자료에 대한 기대 정도｣와 ｢만족도｣ 비교
(단위 : 점)

Base: 전체, n=400

7. 고용노동통계 자료 향후 이용 의향 및 타인 추천 의향

○ ‘향후 이용 의향’(98.5%)과 ‘타인에게 추천 의향’(94.3%)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에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12

고용노동통계 자료 지속 이용 의향 및 타인 추천 의향
(단위 : %)

향후 이용 의향

추천 의향

Base: 전체, n=400

8. 개선 사항 Portfolio

○ 각 세부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로 Portfolio Chart를 통해 개선 사항을 분석한 결과,
‘결과 공표의 시의성’과 ‘이용자를 위한 설명’은 「최우선 개선」영역에 해당돼
개선 노력이 시급함

○ 「점진 개선」영역에는 ‘접근 가능성’ 항목이 해당돼 꾸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자료의 포괄성’과 ‘자료의 정확성’ 항목의 경우 「현상유지」영역으로 나타남
그림 2-13

영역 명칭

개선사항 Portfolio

의미

유지강화 영역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차별적 우위 요소로, 현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분야

현상유지 영역

중요도가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만족도를 현행 유지해야 할 분야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이나, 장기적인 개선 대상으로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

최우선개선 영역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약점 분야

□ 고용노동통계조사(6종)에 대한 시범·부가조사 신설 수요 파악
○ 일자: 2018.1.16.
○ 대상: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및 외부
○ 내용: 외부(보건복지부)에서 법정외 복지비용

중 건강·보건 비용 항목을 치료서비스,

의약품, 예방서비스로 세분화 할 것을 요청

□ 기업체노동비용조사(2017회계연도) 조사항목 관련 의견 수렴

○ 일자: 2018.3.19.
○ 대상: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 내용: 유연근무제 도입현황·미실시 사유, 연차유급휴가 현황,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도입현황·미실시 시유 등에 대한 시범조사 요청
- 일하는 문화 개선, 여성고용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영, 시범조사 실시

Ⅲ.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 항목

□ 조사항목 체계

○ 기업체에 관한 사항
- 기업체명, 대표자명, 회계기간, 소재지, 노동조합 유무, 주요 사업내용, 상용근로자수

○ 노동항목에 관한 사항

- 임금총액(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
- 임금지급 연인원
- 퇴직급여 등의 비용(일시금 지급액, 중간정산 지급액,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해고예고 수당)
- 법정노동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 법정외 복지비용(주거, 건강·보건, 식사, 교통·통신, 보육, 보험료, 자녀학비보조, 휴양·
문화·체육·오락,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타 법정외 복지비용)
- 채용관련 비용
- 교육훈련 비용

○ 그 외 부처 내 요구를 반영하여 시범조사 등 실시
- 조사항목 의견 수렴 후 반영 여부 등을 결정

□ 주요 용어 정의 및 해설
○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수혜받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자영업주, 임시·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상용근로자로
채용이 내정된 수습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합법, 불법 불문)도 상용
근로자인 경우는 해당되나,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 지사의 근무자,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은 근로자, 외국회사의 경우 자국 본사에서 우리나라 지사에 파견한 외국인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임금총액

- 임금, 급료,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상용근로자에게
조사대상기간(회계기간 1년간) 동안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미지급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포함한다.

①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수당, 기타수당, 연차수당 등

②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총액

③ 상여금 및

성과금: 급여지급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

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의 실적이나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
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의 총액

○ 퇴직급여 등의 비용

-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시금, 중간정산액, 해고예고 수당 및 퇴직연금으로 연간 적
립한 금액을 말한다.

① 일시금 지급액: 기업이 퇴직일시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중간정산 지급액: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③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으로 1년간 적립한 금액

④ 해고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 2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30

일 전)을 두지 않고 해고하여 지급한 수당

○ 법정노동비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등 법령
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 법정외 복지비용

- 기업체에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
거, 건강보건, 식사, 보육지원 등의 비용을 말하고, 물적 시설의 시설 장비 비용으로
자체소유인 경우 감가상각비, 임차한 경우 임차비용을 포함하며, 유지보수비용 및 전
담 관리인력의 인건비 등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① 주거비용: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독신

자주택(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 장비 비용 또는 임차비용,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 및
근로자 주택구입 지원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임차비용: 전세금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간주임차료)
·근로자 주택구입비용 지원: 근로자의 주택건축·구입비(증·개축 포함)를 보조한 경
우 그 보조금액. 기업이 주택·택지를 신축, 조성하여 여기에 소요된 비용보다 저렴하
게 근로자에게 분양한 경우 기업부담분만 해당

② 건강 보건비용: 근로자를 위하여 직접 운영하는 병원, 의원, 진료소 등의 시설 장비
비용,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 등과 의약품 구입 비용, 기업이 부담한 건강진료 비용,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각종 건강진료,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기업이 지원한 비
용을 말한다.

③ 식사비용: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비 비용, 유
지보수 비용, 관리비용을 말하고, 급식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비용을 말하며 외부기
관에 위탁한 경우 지불한 위탁비용 등을 말한다. 근로자의 식사제공을 위해 지출된 재
료비 및 인건비, 근로자에게 외부급식업체가 주문 생산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특정식당
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지원금 또는 식권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교통·통신지원비용: 통근버스 운영비(인건비 포함), 교통비·주차비 지원비용, 통근정
기승차권을 구입하여 지급한 비용 등의 교통지원비용,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통신비 지원비용, 휴대폰 등을 구입하여 지급한 통신지원비용 등을 말한다.

⑤ 보육 지원금: 탁아 및 육아비용, 보육시설 유지비, 보육교사 및 종사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⑥ 보험료 지원금: 기업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 보험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의 지원금을 말한다.

⑦ 자녀 학비보조비용: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을 보조한 금액(융자의 경우 회사에서 부담
⑧

한 순수 이자부분만 기입)을 말한다.

․ 문화 ․ 체육 ․ 오락비용: 시설유지비용(도서관, 오락실,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장비 비용,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 등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임
휴양

차 비용(근로자를 위한 휴양소, 콘도미니엄 등의 임차금), 보조금 및 지원금(체육대회,
문화제 등 각종 행사와 관련된 기업체 부담액 및 동호회 활동 보조금,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교양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
는 지원금)을 말한다.

⑨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회사출연금은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을 말한다.
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회사에서 회계기간 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신규
또는 추가로 출연한 금액(근로자에게 보조․융자한 금액은 제외)을 말한다.
⑪ 기타: 경조비용(결혼·출산축하금, 장기근속표창금, 재해위로금, 상병위로금, 퇴직전별
금, 사망조의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 이·미용실, 구판장, 매점, 휴게소 등의 유지 및
운영비용, 피복비(직무상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제외), 전근에 따른 이사비 지원금, 사
보(社報)에 관한 비용, 표창,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에 관한 비용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채용관련 비용

- 채용광고비, 채용시험에 소요된 비용(예: 시험장소 임대비, 출제수당, 수험생에게 지급
된 교통비·식사비 등), 채용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예: 시험감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한 감독관 등)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을 말한다.

○ 교육훈련 비용

- 기업에서 주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기업이 자체 교육시설 또는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경
우에 소요된 비용,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사용된 시설 장비 비용, 자체 교육훈련 시설
의 운영경비 등 교육훈련 제공에 소요된 비용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에 대하여 위탁기관에 지급한 전체 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강료, 학비, 교재비 등 근
로자 자기계발 지원금

□ 주요 개념에 대한 국내·외 기준
○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기업체” 용어 정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전수조사)와
비교하면 동일함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서, 원가명세서 등)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기업체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기업체와 사업체의 구별이 중요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경우라도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제도적 경영단위라면 하나의 기업체로
봄
조사표>

<

1-2. 적용 분류체계

□ 산업 분류

○ 통계분류 중 표준분류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 UN)을 따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분류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
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
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 표>

<

□ 종사상 지위 분류

○ 통계분류 중 일반분류 기준인 종사상지위분류(KCSE)
- 기업체노동비용에서 적용하는 종사상지위분류는 상용근로자를 사용함

종사상지위분류

Ⅰ . 종사상지위분류 및 항목 내용
종사상지위분류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항 목 내 용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121 임시근로자
임금근로자
122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 용 하 지 않 고 자 기 혼 자 또 는 1인 이 상
2 자영업자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
(고용주)
용하고 있는 사람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
(단독자영업자)
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
3 무급가족종사자
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
9 기타 종사자
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
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
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
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
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99 그 외 종사자
- 그 외 종사자

1-3.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 및 변경의 기본 방향

○ 조사 항목 및 문구 설명 등 내 외부 관계자(정책 부서,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
부회의 후 수정 결정

○ 지방관서 조사 담당공무원 및 통계조사관에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함

□ 문항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문항 개선/시범 조사 항목 등 부처 의견 수렴 후 내부회의를 거처 반영여부 검토
○ 조사표를 작성하는 응답자의 의견 등을 지방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

□ 문항 관련 주요 요구사항 및 반영 결과

○ (외부) 보건복지부에서 법정외 복지비용 중 건강·보건 비용 항목을 치료서비스, 의약품,
예방서비스로 세분화 할 것을 요청 ➡ 기업체에서 세분화하여 관리하지 않아 미반영
○ (내부) 유연근무제 도입현황·미실시 사유, 연차유급휴가 현황, 모성보호·육아지원제
도 도입현황·미실시 시유 등에 대한 시범조사 요청 ➡ 반영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조사표 설계 및 변경절차 방법

○ 관련 정책부서에 조사항목 등 정기·수시 의견 수렴
- 조사 실시 전 관련 정책부서에 조사항목 등 의견 수렴, 반영여부 검토(3~4월 중)
- 조사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수시 수렴, 반영여부 검토
- 수시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지방관서 실무자 및 통계조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답
자의 응답 편의 및 오류 방지를 위한 문항 로직 검토

○ 항목 확정 및 통계청 변경승인 요청

- 통계청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 문항 확정, 승인

1-5. 조사표 변경이력

□ 통계청 문항 변경 승인 이력

○ 2006년 기준(작성변경 연월일: 2007.5.31.)
- 퇴직금 등의 비용에 퇴직연금 불입액 항목 추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른 퇴
직연금 항목 신설)
- 교육훈련비용을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구분(물적시설에 따른 간접비용 분리)

○ 2007년 기준(작성변경 연월일: 2008.5.14.)

- 상용근로자수에 남자, 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수 파악
- 퇴직보험 등 적립액 항목 추가(퇴직연금 적립액에 포함된 퇴직보험 분리하여 파악)

- 퇴직충당금 항목 추가
- 법정외 복지비용의 기타를 분리(보험료 지원금, 학비보조 비용, 근로자 휴양·문화·체
육·오락에 관한 비용,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항목 추가)
- 교육훈련비용을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구분한 것을 통합

○ 2012년 기준(작성변경 연월일: 2013.5.13.)

- 전년도 연인원 및 노동비용에 관련된 조사항목 삭제
- 퇴직보험 등 적립액 항목 삭제(퇴직보험은 2011년부터 납입이 불가능)
- 성과/상여금 총액을 고정상여금+성과상여금 등으로 설명 변경
- 법정복리비용에 대한 설명을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부담분만 기재로 변경
- 인원에 대한 단위를 “천명”등을 삭제하고 “명”으로만 표시
- 퇴직연금적립액과 해고예고수당의 순서 변경(비용이 많은 순서대로 변경)

○ 2013년 기준(작성변경 연월일: 2014.4.22.)
[기업체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연인원 및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 항목 삭제
- “회계결산기간”을 “회계기간”으로 변경
- 전년도 조사표 작성여부 삭제
- 임금지급 연인원 항목을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의 임금 항목으로 이동
- “주요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을 “주요사업내용”으로 변경
- 상용근로자 수(내,외국인 구분)을 내외국인 통합하여 외국인근로자 포함 문구 삽입함
[임금]
-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삭제
[퇴직급여 등의 비용]
- “퇴직연금 적립액”을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으로 명칭 변경
- “퇴직 충당금”을 “기타 퇴직금 준비액”으로 명칭 변경
[법정외 복지비용]
- “학비보조 비용”을 “자녀 학비보조 비용”으로 변경
- “기타”를 “기타 노동비용”과 통합하고 기타 세부내역 기재란 추가
- “교통·통신지원비용” 추가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 현물지급비용 삭제
- 기타는 법정외 복지비용의 기타와 흡수·통합

1-6. 응답 소요시간

□ 응답 소요시간 분석

○ 전체 평균 응답시간: 약 4시간
○ 규모별 응답시간
전체

30인미만

3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

약 4시간

1.5시간

3시간

4.6시간

6.7시간

※ 규모 기준은 상용근로자수 기준
※ 지방관서 조사담당공무원 대상으로 규모별 응답시간을 조사하여 분석함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업체의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수준, 법정외 복지비용

여부, 부서별

협조도 등에 따라 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 조사모집단

○ 2015. 12. 31. 기준으로 조사된 2015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기업체명
부 중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로,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
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교
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회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
회사)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

○ 조사상의 이유로 인한 제외 기업체 발생
- 일반적 기업체 특징을 가지지 못하는 농림어업, 소규모 염전, 영세한 종교단체, 작목
반, 어촌계, 동창회, 종친회 등은 조사모집단에서 제외

○ 회사법인이 대상이므로 회사 이외 법인이 대부분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제외

○ 공무원재직기관 제외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표본추출틀

○ 2015.12.31. 기준의 기업체모집단 명부
○ 출처

- 작성기관: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작성)
- 작성연도: 2017년

○ 표본 노후화 등으로 3년 주기로 표본개편(2017년 표본개편)

□ 표본추출틀 선정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체 모집단은 통계청에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기업체 명부로, 기업체 규모, 산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표본틀로 사용하기 적합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설계의 기본원칙

○ 산업중분류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전체 규모)과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규모로 구분
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산업대분류별 통계는 기업체규모(싱용 10-299인, 상용 300인 이
상, 1규모(10~29인), 2규모(30~99인), 3규모(100~299인), 4규모(300~499인), 5규모(500~999
인), 6규모(1000인 이상)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산업중분류 및 기업체 규모를 부차모집단으로 하여 목표오차 관리를 하도록 산업중분
류 및 규모별 기업체 수와 상용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서 산업중분류별 목표오차에 차
등을 두고 표본설계를 함
- 산업대분류별 오차관리 고려

○ 목표오차 관리를 위한 기준변수는 총 노동비용임
○ 층화변수는 산업중분류이며, 1,000인 이상을 전수층으로,

1,000인 미만을 표본층으로

층화

○ 표본배분을 위한 기준 변수는 기업체의 종사자 수 규모와 기업체의 조직형태임
- 표본층의 기업체 규모는 1규모(10~29인), 2규모(30~99인), 3규모(100~299인), 4규모
(300~499인), 5규모(500~999인)의 5개이고 전수층 포함 시 6개 층으로 구분
- 조직형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회사법인과 회사법인 이외 기업체로 구
분

○ 산업중분류별 표본층의 표본크기는 규모별·조직형태별로 결정
- 산업중분류별 표본층의 표본크기는 산업대분류별로 목표 오차를 차등하여 산업중분류
별 표본크기를 계산하는데, 3개년 상대표준오차를 반영하기 위해 각 년도 기준으로 표
본크기를 산출하여 3개년 평균으로 절충하여 결정
- 산업중분류별 부모집단 기업체 수의 차이가 크므로 산업중분류별 표본크기의 편중을
통제하기 위해 최소 및 최대 표본크기 기준을 적용
i) 산업중분류별 부모집단 기업체 수가 30개 이하이면 전수추출
ii) 산업중분류별 부모집단 기업체 수가 30개 이상이지만 표본크기가 30개 미만인 경
우는 최소 30개 표본을 우선 결정하여 산업중분류별 최소 표본크기가 30개 이상이 되
도록 함

iii) 산업중분류별 표본크기가 60개를 초과하더라고 표본층의 최대 표본크기는 60개
로 함
· 전수층의 부모집단 기업체 수는 관리하지 않고 산업중분류별 표본크기에 관계없이 전
수추출함
- 산업중분류별 규모별 부모집단 기업체 수의 제곱근비례배분으로 배분하여 산업중분류
의 표본층 규모별 표본크기 결정
· 표본층의 규모별 부모집단 기업체 수가 2개 이하이면 전수 추출, 규모별 최소 표본
크기는 2개 이상이 되도록 함

○ 기본적인 층화 변수로 고려하지 않은 지역은 표본추출과정의 정렬 기준변수로 사용하
여 지역에 대해 내재적 층화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 단순계통추출로 추출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단 기업체 수가 계통 추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부 산업 중분류는 단순확률추출로 추출

○ 원표본을 추적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무응답 및 부
적격 표본은 대체함
- 3년간 조사하기에 표본 탈락 및 조사 거부 등 표본의 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비
표본을 추출하여 본표본과 함께 관리

□ 층화

○ 1차 층화기준은 산업중분류, 2차는 기업체 상용근로자 규모, 3차는 조직형태임
- 산업중분류는 표본크기 결정을 위한 층화변수이고, 2차 및 3차 층화변수는 산업중분류
내 표본배분을 위한 층화변수임

※ 상용종사자 규모에 따라 6개로 구분, 1000인 이상을 전수층으로 함

〈표〉 산업대분류, 기업체규모별 모집단 현황

10
30
100
300
500 1000인
～29인 ～99인 ～299인 ～499인 ～999인 이상 합계
B.광업
204
45
3
0
0
0 252
C.제조업
27,497 12,455 2,664
329
169
68 43,182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6
48
20
6
2
6 128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1,086
405
38
1
1
0 1,531
환경복원업
F.건설업
11,740 2,056
300
32
13
19 14,160
G.도매 및 소매업
14,314 3,211
742
131
108
58 18,564
H.운수업
2,920 2,326
982
109
48
18 6,403
I.숙박 및 음식점업
1,431
434
91
25
15
8 2,004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4,675 1,820
469
70
46
29 7,109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531
289
124
27
36
61 1,068
L.부동산업 및 임대업
1,559
419
114
43
29
17 2,181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839 2,217
752
172
124 121 9,225
N.사업시설관리 및
2,725 2,003
904
267
200
88 6,187
사업지원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500
298
49
2
0
2 851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2,193
652
73
11
8
1 2,938
기타 개인서비스업
합계
77,260 28,678 7,325 1,225
799 496 115,783
주1) 상용10인 이상 기업체의 회사법인 대상임
주2) 2017년 표본설계보고서에는 회사법인(전국사업체조사에 기반한 기업체모집단)과 회사이외법인(기업체 BR
자료)을 합쳐서 모집단 현황을 분석함

□ 목표오차 설정 및 표본크기 결정

○ 3년간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중분류별 총 노동비용의 상대표준오
차를 분석하여 산업중분류별 표본 크기 결정
- 노동비용총액에 대한 허용오차를 산업대분류 및 산업중분류별로 15~30%로 하여 결정
표본크기 결정을 위한 산업대분류 및 산업중분류별 목표 상대표준오차>

<

대분류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소 및 소매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미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3
표본
크기 CV(%)
60 21.83
670 12.24
56 34.96
100
9.97
193 12.53
193 13.56
366 12.21
154 18.33
213 17.52
293 16.87
211 11.34
258
8.72
401
8.00

103
107

24.52
10.70

2014
표본
크기 CV(%)
60 21.02
670 12.62
56 34.88
99
9.72
193 12.81
196 10.93
370 12.37
154 18.17
214 18.46
295 16.48
210 11.18
259 13.87
402
7.64

103
107

22.29
11.32

2015
표본
크기 CV(%)
60 20.21
671 11.48
56 36.19
99 10.14
192 11.40
194 10.91
370 12.27
155 16.45
212 15.43
293 16.67
211 11.32
256 15.60
402
7.91

102
107

20.89
9.33

2013-2015 평균
표본
크기 CV(%)
60 21.02
670 12.11
56 35.34
99
9.94
193 12.25
194 11.80
369 12.28
154 17.65
213 17.14
294 16.67
211 11.28
258 12.73
402
7.85

103
107

22.57
10.45

목표 오차(%)
산업
산업
대분류 중분류
20.00
15.00
15.00
30.00
30.00
15.00
1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20.00
15.00
15.00
15.00
20.00
15.00
15.00
15.00
15.00
15.00
20.00
10.00
20.00
15.00
15.00
15.00
15.00
20.00
15.00
10.00
15.00

① 산업대분류별, 산업중분류별, 기업체 규모별 및 조직형태별 조사모집단의 기업체수를 작성한다. 여기서
   는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의 표본층에 대한 조사모집단 기업체 수이다.

② 기업체의 규모가 1,000인 이상인 기업체를 전수층과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는 전
수추출하도록 우선 배분한다.

③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결과를 각각 이용하여 산업중분류별 표본 기업체 수(
④

 )를

정리하고, 상대

표준오차를 계산한다. 여기서,  는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에서 해당년도의 표본 기업체 수이다.
2016회계연도 기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위한 새로운 표본설계의 산업중분류별 목표상대표준오차
(   )를 산업대분류별로 차등해 설정한다.

⑤ 산업중분류별 조사모집단이 30개 이상이면 최소 표본크기가 30개 이상이 되도록 우선 결정하고, 전체
표본크기 이내에서 우선 배분된 표본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산업중분류별 표본층의 최대 표본크기를 60
개로 제한한다. 그리하여 산업중분류별로 최종 표본크기는 표본층과 전수층의 기업체 수를 더해 산업중
분류별 표본크기를 확정한다.
  min  max     if   ≧ 

⑥ 산업중분류별 표본층의 기업체 규모별 표본배분은 규모별 기업체 수의 제곱근 비례배분으로 배분한다.
이때, 표본층의 규모별 부모집단 기업체 수가 2개 이하이면 전수추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이면 산업중
분류 및 표본층의 규모별 최소 표본크기가 2개 이상 되도록 우선 배분한다. 여기서 k는 표본층의 기업
체 규모를 의미한다.


  

  
   max   × 
  









if    ≧ 

⑦ 산업중분류별 표본층의 기업체 규모별 표본은 회사법인과 회사법인이외 기업체의 조직형태별로 3차 배
분한다. 조직형태별 표본배분은 조직형태별 기업체 수의 비례배분으로 배분한다. 이 때, 가급적 표본층
의 규모x조직형태별 부모집단 기업체 수가 2개 이하이면 전수추출하도록 하지만 기업체 규모별 표본크
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회사법인에게 우선 적용한다. 실제 배분 결과를 보면, 규모별 표본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회사법인이외 기업체는 많은 경우가 1개 표본이 배분된다. 여기서 l는 조직형태를 의미
한다.

  

     × 






⑧ 산업중분류별, 기업체 규모별, 조직형태별 최종 표본크기는 ⑥~⑨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산업
중분류별 최종 표본크기는 규모 및 조직형태별 배분과정에서 최소 2개 이상 확보를 위한 조정으로 인
해 일부 산업중분류의 표본층 표본크기가 60개를 초과하게 된다. 산업대분류별 및 기업체 규모별 표본
크기는 결정된 산업중분류 표본크기를 더해 확정한다.

〈표〉 산업대분류, 기업체규모별 표본배분 현황

10
30
100
300
500 1000인
～29인 ～99인 ～299인 ～499인 ～999인 이상 합계
B.광업
30
18
3
0
1
0
52
C.제조업
387
282
166
93
90 148 1,166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9
29
15
6
3
8
80
E.하수폐기물처리,
67
33
11
1
1
1 114
환경복원업 원료재생 및
F.건설업
92
38
14
10
6
16 176
G.도매 및 소매업
92
48
22
18
17
37 234
H.운수업
89
63
46
13
17
20 248
I.숙박 및 음식점업
42
44
13
12
12
15 138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162
100
64
27
23
31 407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42
35
19
17
28
53 194
L.부동산업 및 임대업
57
23
18
9
9
11 127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88
57
25
18
16
20 224
N.사업시설관리
및
37
42
24
13
24
86 226
사업지원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40
29
11
2
0
3
85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37
22
11
9
8
1
88
기타 개인서비스업
합계
1,281
863
462
248
255 450 3,559
주1) 상용10인 이상 기업체의 회사법인 대상임
주2) 2017년 표본설계보고서에는 회사법인(전국사업체조사에 기반한 기업체모집단)과 회사이외법인(기업체 BR
자료)을 합쳐서 집계함

<표본설계 보고서>
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조사 개요

①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의 목적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
로자의 고용에 따른 제반 노동비용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이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목적은 기업에 대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노동정책 수립 자료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②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의 전 산업 중 농업, 임업 및 어업(A)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를 제
외한 17개 전 산업 69개 산업중분류에 대하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
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이다.

∙이 조사의 단위는 기업단위로 법인, 단독 및 개인기업체 등의 기업이나 본사가 조사대상이 되며, 본사
의 경우에는 기업에 속하여 있는 전체의 기업체(본사 이외의 지점, 공장, 영업소 등)분을 일괄하여 조사
하고 있다. 한편, 이 조사는 표본기업체에 고용된 전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의 조사기준기간은 노동비용에 대해서는 조사연도 이전의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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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를 경우 당해년도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③ 자료 산출 범위
∙이 조사의 자료 산출 범위는 산업중분류와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기업체의 노동비용 구조에 대한 제반
통계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① 모집단변동을 표본에 반영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체의 노동비용 구조를 전국․산업중분류․규모별로 파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표본설계는 2014년도에 설계되어 그 동안의 양적 · 질적으로 변화된 기업체
모집단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상황이다. 새롭게 개편된 표본은 변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하고
통계조사 결과의 비교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설계 및 조사대상 표본기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노동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층화(stratification)와 불균등확률추출 등이 복합적으

로 사용된 표본설계(sample design)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고, 추
정량의 정도(精度)를 높이기 위해서 모집단의 정보를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단계에서 이용하는 방
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모집단과 새롭게 반영할 모집단을 비교하여 모집단 변화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모집단 변화가 표본 변동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3년 주기로 수행되고, 설계 시점에서 추출된 표본기업체를 3년간 추적 조사
하여 자료를 수집하므로 3년 주기의 시점마다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고, 특히 조사가
수행되는 3년 동안 발생하는 표본 탈락 및 마모로 인한 교체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이 때, 원표본과
동일한 산업, 지역,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이용자 편의성 제고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각 조사항목에 대해서 근로자별 평균 노동비용의 추정방법과 통계적 정도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작성된 통계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모집단 전체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 규모별 통계 작성 등의 다양한 영역

구분별(domain)로 여러 가지 통계의 작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다양한 영역 구분별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연도별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3~2015년 회계연도 조사항목에 대한 추정의 정확도를 산업별로 분석하고 기존조사인
2013～2015년 회계연도 조사결과의 오차변동을 분석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① 현재의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표본설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5년 기준의 기업체 모집단 자료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및 산업별, 규모별
로 대표성 있는 노동비용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한다. 효과적인 기업체 대상 고용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산업분류와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층화하고, 모집단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서 표본설계에 반
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설계가 양질의 통계 생산을 보장한다. 또한 추정단
계에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급변, 휴․폐업에 의한 기업체 변동을 반영하여
생산되는 통계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각 산업분류 및 기업체 규모별 통계 산출이 가능한 표본설계
∙기업체 대상의 노동통계조사는 각 산업분류별 및 기업체 규모별 통계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노동비용 관련 통계에 대한 생산뿐만 아니라 각 산업분류별, 기업체 규모별 통계
- 33 -

생산을 위해서는 표본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층화와 표본배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효과적인 정책형성이나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로부터 신속한 결과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관서별 조사인원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표본을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및 각 층에 대한 절충배정 방법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③ 모집단의 변화와 표본의 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
∙대부분의 노동통계조사에서 표본 기업체는 휴·폐업으로 인해서 표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또한 표본선정과 조사 과정에서 조사거부나 장기 무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표본기업체의 휴·폐업과 기업체 규모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의 모집단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본교체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교체 표본이 원표본과 동일
한 산업, 지역, 규모가 유지하도록 예비표본을 추출해 제공한다.

④ 비표본오차에 대한 분석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통계조사에서는 비표본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사결과에 대한 이상치 판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자계식(自計式) 조사방법의 정확도를 제고시키
는 방안 연구 등을 통해서 비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
(2) 연구방법

①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단계
∙모집단의 특성 파악, 표본 추출틀의 확보, 조사항목의 분포 파악, 표본오차의 추정을 위하여 연관된 조
사자료를 수집한다. 참고로, 모집단 자료는 회사법인 기업체와 그외 기업체로 각각 제공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

료

유

형

활

용

방

안

년 말 기준 기업체 모집단 자료(통계청)
회사법인 기업체
모집단 특성 파악, 표본 추출틀
- 그외 기업체(개인기업체, 회사이외법인, 비법인
단체)
표본오차 계산,
‘13 ~’15 회계연도 기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
표본크기 결정 및 배분 방안
2015
-

∙모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2015년 말 기준 통계청 기업체 모집단 자료를 분석하고, 기업체별 특성치는

2013년, 2014년 및 2015 회계연도 기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현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은 가능한 3개년 통계조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표본오차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다.

② 모집단 분석 단계
∙이 조사의 모집단인 2015년 말 기준 통계청 기업체모집단 자료를 분석하여 산업별, 기업체 규모별 표본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다. 또한 과거 3개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임금 특성치를 파악
하여 산업별

․기업체 규모별 표본 기업체 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모집단 자료를 분석하여 각 산업분류별, 기업체 규모별 통계 작성에 알맞은 표본오차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분류별 통계자료 생산 범위를 결정한다. 이때 각 지역의 조사인력과 여건을 고려하고, 산
업별 특성을 파악하여 알맞은 목표오차를 설정하고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한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모집
단과 새로운 모집단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모집단의 변화가 표본 변동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③ 현행 표본 분석단계
∙현행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2013년부터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표본설계의

조사항목별 목표오차 결정과 표본크기 산정에 이용한다. 대부분의 노동통계조사는 복합표본설계
(complex sample survey)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량의 표본오차는 복합표본설계가 반영된
계산방법에 따라서 구해져야 한다. 또한 각 산업분류, 기업체 규모에 따라 각 조사항목별 추정량에 대
한 표본오차를 계산하여 새로운 표본설계에서의 목표오차 설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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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를 마련한다.

④ 표본설계 단계
∙조사대상
- 이 조사의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의 전 산업 중 농업, 임업 및 어업(A)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
회보장 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를 제외
한 17개 전 산업 69개 산업중분류에 대하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이다. 다만, 중소규모 기업체 자료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조사대상 규모의 적정
성을 검토하고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층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전체 기업체를 69개 산업중분류(17개의 산업대분
류)별로 1차 층화하고, 이를 고용 규모별로 6개의 군(상용근로자 기준 10
300

～29인, 30～99인, 100～299인,

～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2차 층화한다. 고용 규모의 경우 기존 자료의 검토를 통합하

여 확인하여 300인 이상, 500인 이상 및 1,000인 이상의 통합방안을 검토해 전수층의 경계를 결정한다.

∙표본크기 및 배정

- 2013년~ 2015년 회계연도 기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데이터의 표본오차를 분석하여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
되 새로운 표본설계를 위한 목표상대표준오차는 특수 산업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산업중분류별로 노
동비용총액의 대한 허용오차를 15%~30% 이내로 한다.
- 층(산업중분류)별 목표정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조사능력과 조사비용을 감안하여 층별 표본크기를 산출
한다.
- 추정의 정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절충배정 방안을 검토하여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표본배정 방안을 찾는
다. 이 때, 산업중분류별 최소 표본크기는 조사모집단 수가 30이상이면 30개 이상, 산업중분류 x 규모별
로는 최소 2~5개 이상(3개 미만이면 전수 추출) 배분되도록 조정하여 결정한다. 산업대분류별 표본크기
는 산업중분류별 표본크기를 결합하여 결정한다.
- 추가적으로 현행 6개 규모를 통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수층을 500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와 1,000인 이
상으로 전수층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표본오차의 검토와 표본크기(재배분 포함)에 대해서 검
토한다. 또한 2014년 설계에서 시범조사로 검토하였지만 현행 조사에서 제외한 교육서비스사업(P), 보건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에 대해서도 표본크기를 결정한다.

∙표본추출

- 추정의 정도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부적절한 추출방법의 선택은 추정식과 분산식
의 유도를 어렵게 한다.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산업중분류 및 규모를 층으로 하는 층화 추출법에 의해서 기업체를 표본으로 추출
하여 조사한다. 전체적으로 조사비용과 조사 정도를 고려하여 알맞은 기업체 추출률을 결정해야 한다.

⑤ 추정식 유도 단계
∙가중값 작성 및 모수 추정

- 각종 모수의 추정은 층화, 추출률, 추출방법을 고려하여 표본의 복원 가중값을 결정함으로써 얻어진다.
- 모수 추정을 간단하기 위해서 표본설계는 가능하면 자체가중설계로 설계하고, 다른 노동통계조사와 마찬
가지로 모집단(기업체 모집단 자료)의 보조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를 통해서 모수를 추정한다.
- 정확한 보조정보가 있는 경우에 보조정보를 추정단계에서 이용하면 추정의 정도는 상당히 향상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대해서 노동통계 특성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중값 작성 방
법과 추정방법을 제시한다.

∙추정량의 분산 추정

- 발표된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지표로서 추정량의 분산 혹은 변동계수가 사용된다. 또한 노동 통계조사에
서 발표된 통계자료가 이후 새로운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경우에 정확한 분산은 더욱 필수적이다.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해서 표본이 추출되고 추정단계에서 사후층화 방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분산 추정법도 복합표본설계와 사후층화를 반영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추정치의 통계적 정확성
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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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모집단의 변화와 표본의 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
- 이 조사의 표본 기업체는 휴·폐업에 의해서 표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
다. 또한 비정형근로자 속성상 잦은 노동이동으로 양질의 통계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표본기업체의
휴·폐업과 잦은 노동이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대체방안을 제시한다.

⑦ 자계식 조사방법의 정확도 제고 방안 마련

-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통계조사에서는 비표본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조사표와 외국의 조사사례 검토,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표를 개선하고,
자계식 조사방법의 정확도를 높이는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서 비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다. 기본적으로 본 조사는 계속조사이므로 비표본오차에 대한 개선 방안은 과거 조사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관점으로 제안한다.

➡ 전체 표본설계보고서는 온나라정책연구 프리즘 홈페이지(http://www.prism.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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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본관리

□ 신설 기업체 반영

○ 표본기업체의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기업체 대체 등을 통하여 신설 기업체 반영

□ 폐업 기업체 처리

○ 표본 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층의 예비표본들 중에서 랜덤하게 추
출한 기업체를 폐업 기업체의 교체 표본으로 사용(동일산업, 동일규모)

□ 산업분류 및 규모 변동, 전입, 전출 기업체 처리 및 반영

○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의 산업분류가 중분류 기준으로 바뀐 경우에는 대체, 소·세·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대로 조사하고 산업분류를 변경해줌

○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의 규모가 ±2규모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
○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가 이전 등으로 의하여 조사관할 관서가 바뀌면

관서간 이관

처리

○ 조사결과로부터 모집단 특성을 추정할 때 최종 가중치는 창업, 폐업, 전업 및 규모변동 등과
같은 모집단의 변동을 감안하여 모집단을 새롭게 정비할 때마다 사후조정을 통해서 산정,
만약 특정 층에서 다수의 기업체에 규모 변동이 생겨서 해당 층에 있는 표본 기업체
수가 너무 작게 되면 추가로 표본을 추출. 이 때 통상적으로 모집단이 추출률(기업체
추출률)의 역수만큼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에 비례해서 표본을 증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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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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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도구

○ 종이 조사표

(PAPI: paper and peccil)

□ 조사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

통계조
사관

⇨
⇦

조사대상기업체

○ (지방관서 조사 관리 체계)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 조사 실시 및 내용 검토→ 본
부 결과 보고

○ (통계조사관 역할) 사업장 방문, 전화·팩스 등을 통해 조사표 작성(증감사유 확인) 및
전산 입력, 오류검토 등

□ 조사방법별 조사과정
(1) 전화조사

○ 기업체 통화 요령
< 통화 시 유의사항 >

○ 통화억양: 차분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하기(권위적, 강압적 표현 삼가)
○ 통화자세: 조사표와 질문내용(확인·보완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①여러 번 전화하지 않고, ②통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 통화시기: 미리 예약된 경우를 제외하고 너무 이르거나 점심시간·퇴근시간 전·후는 피하기

- 38 -

인사말

ò

통화 사유

ò
인사․급여담당자
(조사표 응답자)

ò

조사 실시

ò

끝인사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힘
▷고용노동부 00(지)청 지역협력과 통계통계조사관 000입니다.
▪조사의 취지, 내용을 설명
▷며칠 전에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아시는지요?
▷바쁘시더라도 2017 회계연도 기준 직접노동비용, 법정복지비용 등을 파
악하는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자료는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유
형별로 파악하여 기업 활동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 고용노동여건 개
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됩니다.
▪ 적격 담당자(응답자) 찾음
▷본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를 담
당하시는 000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적격 응답자】

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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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조사 시 면접 요령

○ 방문일정 협의 절차

- 방문대상 기업체와 연락하여 조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응답대상자를 확인한 후 구체
적인 방문일정을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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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정 협의 절차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힘
▷ 고용노동부 00(지)청 지역협력과 통계조사관 000입니다.

인사말

ò

▪조사의 취지, 내용을 설명
▷ 며칠 전에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아시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기업의 경영활동 및 근로자 복지관련 정책수립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적격 응답자 찾기
▷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무(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를 담당하시는
000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통화 사유

ò

▪방문일정 협의

방문일정 협의

○ 기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출장일정)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사전보고
- (출장준비) 기업체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려면 단정한 복장, 올바른 언행, 통
계조사관증(필수) 패용, 조사표, 협조 공문 등을 준비하여 기업체가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함
- (방문시간) 기업체의 적격 담당자(응답자)와 협의 후 결정

· 기업체 담당자가 조사응답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후 조사 실시
·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 방문조사는 피하여야 함
· 야간 방문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함
· 유흥업소, 숙박업체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방문함
· 기업체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양해를 구함)
- (방문조사) 기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적격자(대표자나 인사

→

노무담당자)를 만남

협조공문 을 전달하고 조사의 취지·목적, 조사내용을 설명한

후 조사표를 작성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응답 적격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
응답 거부 시에는 조사목적, 지정통계 작성의 중요성을 설명

→ 계속 거부 시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조 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응답 적격자

▪급여, 회계 및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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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태도) 통계조사관이 방문 시 지켜야 할 태도, 자세, 기업체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 발굴을 위한 질문방법 등 교육
기본자세: 부드럽고 상냥한 표정, 당당한 시선, 자연스러운 대화, 적당한 추임새, 되
묻기 등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한 분위기 조성
기업체로부터 답변 캐어묻기
기업체 응답자의 불성실, 추상적 답변 시(조사불응, 반발심 작용)

→ 응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공감대 형성
→ 긍정적 어구 등 사용하여 기업체 응답자의 관심을 유도
→ 조사목적 및 조사항목과 연계하여 정확한 응답 유도

※ 단, 유도 질문 등을 피하고 중립적인 태도 유지

○ 기업체 재방문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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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배부 후 약속된 날에 기업체를 재방문하여
조사표 회수 → 조사표 내용을 반드시 현장에서 검토
반드시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해당 사항을 수정 보완
토록 함
응답자 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면담할 수 있
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조사담당 공무
원과 상의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채용방법 및 선발자격
○ 통계조사관 채용방법

- 조사 예산에 따라 각 통계거점지방관서(18개관서)별로 채용기간, 채용인원 등을 결정한
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방식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채용 절차
Ÿ
서류전형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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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전형

Ÿ

NCS기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

Ÿ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면접전형

※ 지방노동관서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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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 통계조사관】
채용분야

기관
주요사업

주요업무

주요업무
수행내용

전형방법

대분류

02. 경영·회계·사무

통계

분류

중분류

01. 기획사무

조사관

체계

소분류

03. 마케팅

세분류

03. 통계조사(능력단위 미개발 영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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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통계조사 실시

03. 통계자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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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요건
교육요건

연령

만 60세 미만

성별

무관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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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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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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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자격

없음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참고사이트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관리, 직업윤리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 laborstat.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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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구 분
학력 및 전공
성별, 연령
병역
우대사항
기타

주 요 내 용
·
·
·
·

학력 및 전공 무관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직무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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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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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조사관 근무조건

○ 보수수준 : 일급 60,240원(‘18년 기준), 면접조사 등으로 출장시 출장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계약기간 : 1개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통계조사관은 해당 지방관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지방관서에서 각각 관리

2-2. 조사원 교육훈련

□ 교육과정

○ 본부: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공무원) 교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실시 전 지방관서 담당자(공무원)에게 조사용어 정의 및 조사 내
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

- 계획 및 결과는 내부 메일로 보고: 일시, 장소, 대상자(인원), 강사, 특이사항 등

□ 교육내용 및 시간

○ 본부: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공무원) 교육, 1일
- 조사취지, 항목별 조사지침
· 항목별 내용검토 방법, 지난 조사에서 자주 나타난 오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43 -

- 입력시스템 사용 방법, 조사내용 검토 기준 설명 등

○ 지방: 통계조사관 교육, 1일

- 지방관서별 교육시간 및 진행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보통 기본교육(보안교육 포함) 1시
간, 조사요령교육(입력시스템 교육 포함) 4시간으로 진행
- 교육계획 수립 후 계획, 교육 실시 후 결과에 대해 메일로 본부에 보고

→ 보고결과를

검토후 교육시간 적절성에 대해 피드백, 필요에 따라 추가 교육 실시토록 함
- 통계조사관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중간 교체시, 또는 조사 중간에 공무원이 조사표
를 검토한 결과 특정항목 등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조사관에 대한 재교
육 실시(수시)
- 수시로 공무원이 조사표를 검토하거나 입력시스템 상 오류리스트를 보며 개별 수시 교
육 실시

<통계조사관 교육결과 보고>

교육참석현황
교육 교육
교육시간
총
교육
관서명 교육단계 담당자
비고
일자 (00:00～00:00) 시간 장소 공무원 통계조
사관
기본교육
조사요령
2-3. 조사원 업무량

□ 통계조사관 업무 배정
○ 업무량 배정 고려사항

- 지방관서별 업무량은 기업체 조사만 전담 또는 타 조사와 병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으나, 조사표 내용 및 규모별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통계조사관 배
정

※ 지방관서별 세부 표본 배정은 조사 관할지역, 기업체 규모, 통계조사관의 역량 등
을 고려하여 지방관서 담당공무원이 배정
- 업무난이도는 조사항목 및 검토항목이 많아 높음

※

회계연도 1년간의 임금, 법정노동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

해보상비),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외 복지비용(주거비용, 건강·보건비용 등 10개
항목), 채용관련비용, 교육훈련비용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검토하므로 높음
- 조사기간(약 22일) 동안 1인당 평균 약 30개의 표본을 배정받으며 투입통계조사관은
약 170명(중도하차 등 포함)임
- 조사표 회수, 내용검토 등을 위해 응답자와 1회 이상 접촉 시도
- 응답소요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일까지 기업체의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수준,
항목별 담당자가 다른 경우에 부서별 협조 등이 필요하여 응답소요시간의 편차가 크
며 실제 기업체 불응 등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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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표본설계
(본부)

실시계획
(본부→지방관서)

통계조사관 교육

➤ 기업체모집단

➤ (ʼ18. 5.10.) 실시계획 수립･송부 및 조사표 유인･배포
- 조사표, 조사요령서, 입력프로그램 보완･배부

➤ (ʼ18.5.15. ~ 5.18.) 통계조사관 교육

※ 조사관련 유의사항 및 조사지침 관련사항 교육

(지방관서)

조사 실시
(지방관서→표본기업체)

내용 검토 및 보완
(본부↔지방관서)

자료 추정‧분석
(본부)

결과 공표
(본부)

➤ (ʼ18.5.15. ~ 6.14.) 조사 및 입력
※ 조사 실시, 검정, 자료입력 및 완료보고
※ 표본 기업체 변동사항(휴･폐업, 이전여부 등) 확인, 표본대체 등

➤ (ʼ18.6.15. ~ 7.15) 검토리스트 송부 및 내용 검토･보완

➤ (ʼ18.7.16. ~ 8월 말) 자료 추정･분석, 모집단 확보 등

➤ (ʼ18. 8월말) 공표자료 작성 및 공표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준비

○ (본부)조사계획 수립 및 시달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조사표 및 조사요령서 작성·배부, 표본명부 배부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
- 본부: 지방관서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NCS기반) 및 교육

○ (지방관서) 조사준비

․

- 배부된 표본명부를 기준으로 조사시작 1~2주일 전 조사표본기체 확인=> 기체 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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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규모변동, 이전 등 확인하여 표본명부 주소, 대체여부 등 확인, 표본명부 수정

․

- 조사실시 공문 등을 제작하여, 수정 보완된 표본명부에 따라 조사표 및 공문 등 우편
발송(조사실시 1주일 전)
- 채용 확정된 통계조사관 신분증 등 제작

○ (지방관서) 조사안내 및 홍보

-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조사실시안내문 등 공지
- 각 지방관서별 조사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조사일정, 조사소개가 포함된 달력, 메모
지 등 기념품 발송, 현수막 제작, 매년 1회)
- 응답기업체에 한해서 1년에 한번 씩 응답사례품(1만원권) 지급(본부에서 일괄 구매후
지방관서에 지급, 지방관서에서 사례금지급계획에 따라 응답기업체에 지급)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일반지침

○ 표본 관리(조사시작 전)

․폐업 등을 확

- 기업체명칭, 기업체소재지, 주요 사업내용, 전화번호, 상용근로자수, 휴
인한 후, 조사진행, 표본대체(대체기준에 따라)

․이관 등 판단해야 함

※ 휴폐업, 산업분류 중분류 변경, 규모 ±2규모 이상 차이 날 경우, 상용근로자 10

인 미만일 경우 등에 대체해야함
- 표본기업체가 타 관할지역으로 전출(이관)된 경우 “이관관서번호”에 입력후, 본부 및
이관할 관서에 보고(통보)

○ 이 조사는 일단 조사표로 작성된 후에는 조사된 사항의 진위 또는 누락 여부를 파악하
기가 어려우므로, 조사표 완성 전 조사 대상 기업체의 인사·노무 관련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침서상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담당자와 협의하여 동일 지침이 모든
지방관서에 시달될 수 있도록 함

□ 조사표 지침
I.

기업체에 관한 사항

기 업 체 명

5

2

대 표 자 명

1. 회사법인( )
6 조 직 형 태
2. 회사법인 외( )

3

회 계 기 간

4

소

1

재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7

노동조합 유무 1. 있음( ) 2. 없음( )

주요 사업내용

지

상용근로자수
(2017년 12월말
현재인원)
※ 외국인 근로자
포함
8

계
남자
여자

w

1.1. 기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상 명칭을 생략하지 말고 기재합니다.

w

1.3. 회계기간 : 기업체의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일자와 종료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이 때 2017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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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w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종료가
종료가
종료가
종료가

12월말인
3월말인
6월말인
9월말인

경우:
경우:
경우:
경우:

회계기간
회계기간
회계기간
회계기간

2017. 1.
2017. 4.
2016. 7.
2016.10.

1.
1.
1.
1.

~
~
~
~

2017.12.31.
2018. 3.31.
2017. 6.30.
2017. 9.30.

1.4. 소 재 지 : 본사(본점) 이외에 지사(지점), 공장, 영업소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의 규모,
인력 등과 관계없이 본사(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w

1.5. 노동조합 유무 : 산별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체의 노동조합 유무를 기재합니
다.

w

1.6. 조직형태 : 조직형태를 확인한 후, 표본명부와 다른 경우 동일 조직형태로 대체해야
합니다.(회사법인, 회사법인 이외 기업체)

w

1.7. 주요 사업내용 : 생산(판매)하는 주요 제품(상품) 또는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정확한 산업분류 결정을 위해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판매)하는 주요 제품(상품) 또는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재

－ 제품(상품)명 또는 서비스 내용은 포괄적인 명칭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제품(상품)명 또는 서비스 내용이 외국어이거나 특수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기재
예시 ▶ 목재류, 식품류, 기계류(×) ⇒ 가구제조, 낙농제품가공, 프레스제조(○)
운송업, 유통업, 대행업(×) ⇒ 택배운송, 문구유통, 청소대행업(○)
w

1.8. 상용근로자수 : 2017년 12월말 현재 귀사의 전체 기업체(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에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총 수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합법, 불법 불문)도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포함
－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지사의 근무자,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은 근로자, 외국회사의 경
우 본사에서 우리나라 지사에 파견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거나 상여금, 퇴직급여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을 모두 포함함
∙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
람
∙ (해 당)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상용근로자로 채용이
내정된 수습근로자 포함, 단 개인사업체의 사장은 제외
∙ (비해당) 자영업주, 임시･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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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
w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비용)을 말합니다.

※ 주의: 금액은 천원, 인원은 명 단위로 기재합니다.

w 임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회계기간 1년간 발생한 노동비용을
작성합니다.
2.1

1. 임금(회계기간 12개월 세금공제전 총액)
1

임금(세금 공제전 임금을 기재)
조

십억

백만

천원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 초과급여 등

1‐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성과급

1‐2. 상여금 및 성과급

1‐3. 임금 지급 연인원(12개월 합계)
명

합 계

w 임금이라 함은 급료,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상용근로
자에게 조사대상기간(회계기간 1년간)동안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미지급금액이 발생하
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임금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상여금 + 성과급)
w

1-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 1년동안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로 지급한 총액을 기재합니다.

w

1-2. 상여금 및 성과급 : 1년동안 상여금 및 성과급으로 지급한 총액을 기재합니다.
•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식비 및 통근수당은 현금급여액에 한하여 포함
•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 상여금 및 성과급: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의 실적이나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성과
상여금 등)의 총액
※ 설날, 추석 등 명절상여금, 휴가비용도 포함

w

1-3. 임금 지급 연인원(12개월 합계) : 1년 동안 월급여가 지급된 상용근로자의 12개월
합계 인원을 기재합니다.

※ 기업체에 관한 사항 (ʻ7. 상용근로자수ʼ × 12개월)과 임금 지급 연인원(12개월 합계)을
비교하여 격차가 큰 경우, 특이사항 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표 검토 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임금 합계 / 임금 지급 연인원)을 기재하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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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퇴직급여 등의 비용
2

퇴직급여 등의 비용
조

십억

백만

천원

2‐5. 퇴직급여 지급 연인원(12개월 합계)

2‐1. 일시금 지급액
2‐2. 중간정산 지급액
2‐3.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명

중간정산

명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기업형 IRP로적립한

2‐4. 해고예고 수당

퇴직연금액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지급한 수당

합 계
조

십억

백만

천원

◀ʻ2-3ʼ 항목 외에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비용이 아닌 다른 자산에

적립한 금액(퇴직급여 충당금)

❖ 기타 퇴직금 준비액

w

일시금

2-1. 일시금 지급액 : 기업이 퇴직일시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재(퇴직금 지
급을 위해 적립 자산에서 인출한 것도 포함)합니다.

w

2-2. 중간정산 지급액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액을 기재합니
다.

w

2-3.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1년간 적립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연간누적적립금액이 아닌
당해 회계연도 중 발생한 비용임)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구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따라 변동

사용자부담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년1회이상 납
부)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근로자 각자의 연금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부분사외적립, 부분보장, 도산위험 존재 전액사외적립, 보장

적립금의 운용 사용자

근로자

※ 퇴직급여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존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각각 선택하거나 두 개 모두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체에 따라서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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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고예고 수당 :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기간

w

(30일 전)을 두지 않고 해고하여 지급한 수당을 기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

2-5. 퇴직급여 지급 연인원 : 회계기간에 1년간 퇴직급여가 지급된 자를 기재합니다.

－ 회계기간 1년간 퇴직급여(일시금)를 지급한 퇴직자,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재직자 수를
기재

－ 이전에 중간정산금을 지급 받은 재직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잔여액을 지급한 경우는
일시금 지급액 항목에 기입하고, 일시금 연인원에 포함
❖ 기타 퇴직금 준비액 : ‘2-3.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외에 기업이 퇴직금 지급에 대

w

비하여 다른 자산에 1년간 적립한 금액
2.3

3. 법정 노동비용(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 기재)
3

법정 노동비용 (회사 부담분만 기재)
조

십억

백만

천원

3‐1.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포함)
3‐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3. 고용보험
◀건설업은 확정보험료로 기재

3‐4. 산재보험
3‐5.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인원보다 적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3‐6. 재해보상비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

합

납부한 부담금

계

w 법령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정 노동비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부록2, 부록3 참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부담분을 1-1. 정액 및 초과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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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5. 장애인고용부담금
3-6. 재해보상비

w

※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
※ 건설업은 확정보험료로 기재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주가 부담 (장애인공단에
납부)한 금액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주가 직접 지급한 재해보상비용 등을 기재

3-3. 고용보험

－ ①실업급여와 ②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

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부담

－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월별보험료 ± 정산보험료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함

w

3-4. 산재보험

－

건설업 하청관계의 경우 통상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인(원청업체)이 납부하고 있
으므로 건설업의 하청업체는 원수급인(원청업체) 등에게 문의하여 산재보험료가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w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8

38

38

39

2018년
39

(출퇴근재해
포함시
40.5)

3-5. 장애인고용부담금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 시 장애
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

로 나누어 산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7%

2.9%

2.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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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 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ʻʻ의무고용률ʼʼ)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①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w

3-6. 재해보상비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사망에 이르면 사용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휴업보상】① 사용자는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장해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2조【유족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장의비】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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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법정외 복지비용(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회사 부담분만 기재)
4

법정외 복지비용(회사 부담분만 기재)

※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은 제외, 관련 인건비는 포함
조

십억

백만

천원

4‐1. 주거비용

◀사원 주거시설 임차비 및 시설유지비, 주택구입 지원비 등

4‐2. 건강･보건비용
4‐3. 식사비용

◀사원 의료시설 유지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진료비 등
◀급식시설 운영비, 급식비(식재료비, 인건비, 식권) 등

4‐4. 교통･통신지원비용

◀버스 운영비, 교통 지원금, 승차권 비용, 통신 지원금 등

4‐5. 보육지원금

◀탁아 및 육아비용, 보육시설 유지비용, 보육 인건비 등

4‐6. 보험료지원금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 지원 비용

4‐7. 자녀 학비보조비용

◀(※ 본인 학자금은 5-2. 교육훈련 비용임)

4‐8.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관련 시설 유지비, 임차비, 행사 보조금 등

4‐9.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우리사주조합운영 지원금 (※ 회사출연금 제외)

4‐1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업주 출연금액 (※ 근로자 대부 금액 제외)

4‐11. 기타

◀이·미용실, 매점, 휴게소 등 운영비, 경조비, 이사
지원금, 직무상 의무착용이 아닌 피복비 등

합

(※ 정기적인 정액식비는 1.임금에 기입)

계

◆ ʻ4‐11. 기타ʼ에 해당하는 복지비용을 금액이 큰 순서대로 최대 4개까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w 법정외 복지비용의 기재 시 주의사항
-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된 경비는 제외, 투입된 인건비는 포함
- 복지시설 등에 전담 종사하는 자(관리인, 의사, 간호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는 ｢1. 임
금｣에 포함하지 말고 법정외 복지비용의 해당되는 곳에 분할하여 기재
- 법정외 복지비용은 비용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예시1] 생일축하비: 생일 축하를 위한 목적이므로 4-11. 경조사비가 해당되는 기타로 분류
[예시2] 체육대회 시 지급된 상품권: 근로자 체육을 위한 목적이므로 4-8.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으로 분류

- 복지시설 등의 비용에는 기업회계상 자산의 증가인 신규설비비, 증･개축비 등은 포함
하지 않음
- 기부금, 출자금 등의 일시적인 지출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음(단, 세법상 이연자산화한 것
의 상각비는 포함)
- 주거, 학비보조 등을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융자금액을
기재하지 말고 그 융자 이자율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의 이
자율에 융자금을 곱하여 산정한 지원 금액
[예시1] 시중금리가 10%일 때 1,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 경우: 1,000×10%=100만원,
[예시2] 시중금리가 10%일 때 1,000만원을 3%로 융자한 경우: 1,000×7%=70만원을 기재

- 53 -

w

4-1. 주거비용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시설유지 비용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독신자주택(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장비
비용(감가상각비로 계상),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 등

임차 비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독신자주택(기숙사 포함) 등의 임차금(다만,
전세금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간주임차료))
※ 이자비용(간주임차료) = 전세보증금 × 시중금리
- 주택건설의 보조: 근로자의 주택건축･구입비(증･개축 포함)를 보조한 경우 그
보조금액
- 주택, 택지의 분양: 기업이 주택･택지를 신축, 조성하여 여기에 소요된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근로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기업 부담분만 기재

근로자 주택구입
비용 지원

※ 주거시설(사원용주택, 독신자주택 등)에 별도의 전담 관리인력이 있는 경우 관리인력의 인건비 포함
※ 그룹의 여러 계열사(기업체)가 하나의 교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열사 중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기업체
에만 감가상각비 적용(만약 교육시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면(단독 기업체) 교육시설 자체의 감가상각비로 책
정)

w 4-2. 건강 보건비용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시설유지 비용

기업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병원, 의원, 진료소 등 시설․장비
비용(감가상각비로 계상),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 등

의약품 구입비용

의약품 등을 구입한 금액

건강진료비용
지원

건강보험료 이외의 기업이 부담한 건강진료비용,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각종
건강진료,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기업이 지원한 비용

w

4-3. 식사비용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급식시설운영
비용

- 식사 제공을 위한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장비 비용(감가상각비로 계상),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 등
- 급식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비용,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각종 비용
(예: 전기, 수도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
- 외부기관에 지불한 위탁비용
※ 근로자로부터 비용 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을 공제한 금액

식사제공을 위한
각종 비용

- 식사 재료비 및 인건비
- 근로자에게 외부급식업체가 주문 생산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특정식당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지원금, 식권 등의
비용
※ 근로자로부터 비용 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1-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에 해당
※ 식사비용이 임금에 포함된 경우 4-3. 식사비용에 중복하여 기재하지 말 것
w

4-4. 교통 통신지원비용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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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원비용

통신지원비용

- 통근버스 운영비(인건비 포함), 교통비･주차비 지원비용,
통근정기승차권을 구입하여 지급한 비용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통신비 지원 비용, 휴대폰 등을 구입하여
지급한 비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예: 출장교통비 지원, 영업사원 등 통신비 지원 등)
w

4-5. 보육지원금 : 탁아 및 육아비용, 보육시설 유지비, 보육교사 및 종사원의 인건비 등
을 기재합니다.

w

4-6. 보험료 지원금 : 기업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의 지원액(퇴직보험료는 해당되지 않
음)을 기재합니다.

w

4-7. 자녀 학비보조비용 :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을 보조한 금액(융자의 경우 회사에서 부
담한 순수 이자부분만 기입)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ʻ5-2. 교육훈련 비용ʼ에 포함
※ 융자의 경우, 순수 이자부담액은 ‘법정외 복지비용 기재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계산
w 4-8.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도서관, 오락실,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장비 비용(감가상각비로 계상),
시설유지 비용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용 등
※ 근로자로부터 비용 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을 공제한 금액

임차 비용

- 근로자를 위한 휴양소, 콘도미니엄 등의 임차비용(다만, 전세금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간주임차료))
- 체육대회, 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관련된 기업체 부담액 및 동호회 활동 보조금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교양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러한 교육을

보조금 및 지원금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 기업체내 산업체부설 학교 등의 비용은 ʻ5-2. 교육훈련 비용ʼ에 기재
-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휴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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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4-9.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을 기재합니다.

※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
연한 금전과 물품,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등은 제외
근로복지기본법
•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ʻʻ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ʼʼ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w

4-1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회사에서 회계기간 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신
규 또는 추가로 출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당해연도

출연한 기금원금에서 근로자 대부(주택구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보조)

금액은 제외

※ 사내복지기금

사업주 출연금이 근로자 체육 문화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상해보험, 근로복지시설(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등 근로자 복지비용으로 지출된 경우, 비용 사용 목적에 따라 각 해당 비용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에 포함하여서는 안됨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
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
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 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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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개정 2012.2.1., 2014.1.28.>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w

4-11. 기타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아래 공란에는 기타에 해당하는 복지비용을 금액이 큰 순서대로 최대 4개까지 기입
작성된 4개 이외에도 남은 비용이 큰 경우, 최대한 많은 비용에 대한 항목 확인
- 경조비용: 결혼･출산 축의금, 생일축하비, 장기근속 표창금, 재해위로금,
사망조의금, 상병위로금(임금성격의 것은 제외), 퇴직전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
기타 비용

- 이･미용실, 구판장, 매점, 휴게소 등의 유지 및 운영비용
- 피복비(직무상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제외), 전근에 따른 이사비 지원금,
사보에 관한 비용, 표창,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등에 관한 비용
-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소요된 비용

※ 복지포인트는 지급사유 및 목적이 전반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면 4-11. 기타로 분류하고, 만약 부여된 복지
포인트가 사용 비용별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해당 노동비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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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5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조

w

십억

백만

천원

5‐1. 채용관련 비용

◀채용에 소요된 비용(광고, 시험장 임대, 출제, 면접 등),
채용업무 종사자 인건비 등

5‐2. 교육훈련 비용

◀교육훈련시설 유지비, 훈련 실시비용, 자기계발 지원비 등

5-1. 채용관련 비용 : 채용광고비(민간채용사이트 이용비, 광고비 등), 채용시험에 소요된
비용(예: 시험장소 임대비, 출제수당, 수험생에게 지급된 교통비 식사비 등), 채용관계
업무에 종사한 자(예: 시험감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한 감독관 등)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을 기재합니다.

w

5-2. 교육훈련 비용 :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시설유지 비용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사용된 시설･장비비(자체 소유시설･장비인 경우에는 매년
감가상각비, 임차한 시설･장비인 경우 임차료), 운영경비 등의 비용
근로자 교육훈련에 소요된 강사료, 교재비, 인건비, 숙식비, 교육훈련 수당,

훈련 실시 비용

교육훈련담당자 인건비 등의 비용
※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비용도 포함

근로자 자기계발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강료, 학비, 교재비 등 근로자 자기

지원 비용

계발을 위해 지원한 비용

※ 순수한 직무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문화, 체육, 오락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4-8.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에 포함

3-4. 현장조사 관리

□ 관리체계

○ 본부 사무관 및 주무관 각 1명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며, 18개 거점 지방
관서 팀장 및 담당자(주무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관리
- 1차 지방관서 조사 담당 주무관(18개 관서 각 1명), 2차 지방관서 팀장(18개 관서 각 1
명), 3차 본부 조사 담당 주무관(1명), 4차 본부 조사담당 사무관(1명) 순으로 현장 조
사관리

※ 18개 거점 지방관서: 서울청, 서울동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중부청, 고양지청, 경기

지청, 성남지청, 강원지청, 부산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대구청, 포항지청, 광주청, 전
주지청, 제주, 대전청, 청주지청
- 본부에서는 조사표, 조사관련 지침, 일정 등을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지방관서에서는
통계조사관관리, 조사진행, 조사표 내검 등 현장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

○ 담당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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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부 담당자(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 조사관련 업무 총 관리 및 조사업무 제반 점검
- 조사 애로사항 청취 및 반영 등
- 실사지도 업무 총괄
- 조사전반 지침 전달
- 조사상 문제점 대처 방안 강구
- 조사업무 진행 파악
- 입력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오류 조건, 재검 사항 등 시달
2) 18개 거점 지방관서 담당자(팀장, 담당주무관)
- 현장지도 총괄
- 본부에서 시달해 준 표본 기업체의 조사기준시점에 기업체 변동을 확인하고, 통계조사
관에게 업무량 배정(인당 조사량 할당, 방문조사 비율 할당 등)
-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사항 답변, 조사 불응기업체 설득=>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불응기업체 설득 노하우 등 공유, 독촉공문 등 발송
- 불응기업체 등 기업체 출장, 방문조사 실시
- 조사표 내검, 입력시스템 오류 등 확인
- 기타 조사관련 서류 및 행정사항 확인(조사표, 협조공문 등 발송)
- 조사도구 및 조사자료 현장 관리 총괄
- 답례품 등의 물품관리, 조사홍보 관련 기념품, 홍보계획 수립 등
- 통계조사관 관리(근태, 출장 등) 및 불편사항 접수 등
- 본부담당자에게 진행사항, 조사시 발생한 특이사항 등 보고(수시)

○ 통계조사관 및 조사관리자 업무량

- ‘18년(2017 회계연도 기준) 평균 통계조사관 170명* 정도(18개 관서 합계)
* 중도 하차 등으로 그만 둔 통계조사관도 포함하여 산정
- 각 지방관서당 담당공무원은 평균 5명의 통계조사관을 관리함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응답자의 질의응답 대응 체계
○ 질의응답 체계

- 기업체 응답자는 통계조사관이나 거점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

○ 질의응답 체계 운영 방법

- 유선 전화를 통한 문의(조사 실시 공문에 담당자 전화번호 등 기재)
- 노동통계홈페이지,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 현장조사 사례집: 조사요령서(55~67페이지)에 조사항목과 관련된 사례, 기업체 변동사
항과 관련된 사례. 조사 시 나타날 수 있는 기타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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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관 질의응답
○ 질의응답 체계

- 통계조사관의 문의는 대부분 거점관서 담당공무원 단계에서 처리되며, 거점관서 담당
자가 처리 못하는 경우 거점관서 담당자가 본부담당자에게 문의

○ 질의응답 체계 운영 방법

- 상시 유선 및 메일 등을 통한 질의응답 채널 구축
- 고용노동부 “다우리

- 어울림공간-(커뮤니티)노동통계누리터“에 질의응답 내용 업

․공유(현장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 답변 등

데이트, 질의응답 사례집 등 제작
은 조사요령서에 추가)

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 적격 응답자
○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응답 적격자(급여,
회계, 인사·노무 책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지정

- 관련업무 총괄 부서의 실무자가 응답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대리응답 여부: 관련 업무 총괄 부서의 책임자가 응답할 수 있게 하되, 실무자가 응답
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확인란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음

4-2. 기억응답

□ 대부분 기업체의 실적 장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므로 기억응답은 하지 않음
4-3. 무응답 대처

□ 응답 유도를 통한 무응답 최소화
○ 항목 무응답의 응답유도 방안

- 응답이 어려운 문항에 대하여 조사표에 관련 지침을 표기하거나 응답이 어려운 사유를
별도로 기입
- 바로 응답하기 곤란한 문항은 차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

○ 단위 무응답의 응답유도 방안
- 단위 무응답 사유에 따라 대처 방안 사용
1) 기업체 응답자 불만으로 조사거부 시: 접촉횟수, 출장조사 등의 결정은 지방관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결정
- (조사표 불만 등)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조사표를 쉽게 설명하여 심적 응답
부담을 줄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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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업무 과다, 다년간 조사응대에 대한 피로도 등) 간단한 조사 취지 설명 후 조
사표 및 공문, 연락처 등을 남기고 재방문 또는 재연락, 지속적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거점관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득

경우는 관리자와 상의

①응답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거부 시 조사의 활용분야 설명을 통해 직․간접
적인 이익이 있음을 설명, ②개인 고충으로 거부 시 이를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 → 조

- (기타)

사 중요성 및 목적 설명 후 협조 요청
2) 조사기관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거부 시
- (조사 또는 국가에 대한 불신) 개인정보 및 통계법에 의한 보호와 조사 목적 활용 등
을 설명하여 조사 협조 요청
- (통계조사관 불신 등) 공문, 통계조사관증, 승인된 조사표 등 제시하여 기업체의 불신

→거점관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득

을 해소한 후 조사 협조 요청
3) 추적실패

․폐업, 이전여부 등 확인(인근 기업체/부동산 등에 문의, 고용보험이력 및

- 방문하여 휴

인터넷 조회 등)하고 처리

○ 조사신뢰도 제고를 통한 응답 유도
- 조사안내문(공문) 발송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및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내용 안내
- 거점관서 공무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득

○ 조사협조도 제고를 통한 응답 유도
- 조사완료 후 답례품 지급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고용노동통계조사의 인지도 확보

4-4. 표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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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응답 거부 보고 및
설득계획 수립
지방관서

(통계조사관→담당공무원→
팀장)
*

②
거부 설득

③
무응답 조사대상
판정 및 대체

④
무응답 조사대상
보고 및 입력

(통계조사관,
담당공무원,
팀장)↔
조사대상(응답자)

지방관서
(담당공무원,
팀장→부서장)

지방관서(문서시행,
입력시스템)
→ 본부

지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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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 사유 및 대응

- 각 거부사유별 대응요령에 따라 대처

- 61 -

□ 무응답 관리과정 절차
○ 응답거부 보고

- 거부발생(거부의사 표시, 3회 이상 제출지연)
공무원

→ 팀장) ⇨ 설득계획 수립

⇨ 거부발생 보고(통계조사관 → 조사 담당

* 거부발생 보고받은 조사관리자(담당공무원, 팀장)은 전화설득 시도

○ 거부대상처 설득

- (설득기준) 거부발생 월 포함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설득 진행, 마지막 회 설득 시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 관리자(담당 공무원 또는 팀장) 방문(동행 또
는 단독)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 방문조사가 가능한 기간 중 병가, 해외출장, 질환 등으로 출장업무 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

- 설득을 위한 방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를 직접 만나 협조 요청한 경우만 ‘설득 횟수’
에 포함
- 단, 전수층에 속하는 표본인 경우에는 표본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결과 추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준 횟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기간 중 최대한 설득을
진행하여 조사표를 회수하여야 함
* (설득과정 관리) 자료제출 명령(요청) 실시, 입력프로그램-방문통화기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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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 횟수 기준 >
조사명

(규모 또는 산업 기준)*
상용근로자 1,000인 이상

설득 횟수 기준

적용제외

조사기간 중 2회 이상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적용제외: 전수층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규모는 ‘표본명부 상 규모’ 기준임

- 응답거부 조사대상처를 설득 할 때마다 반드시 ‘입력시스템-방문통화기록’에 조사대
상처와의 상담내역(조사자,응답자,일시,조사방법,상담 내용 등)을 반드시 입력

○ 무응답 조사대상 판정 및 관리

- 조사기간 중 2회 이상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답 거부 시 팀장 보고 및 부서장 결재 후
무응답 조사대상 으로 판정하여 설득 중단 가능
*

(설득 중단 효력) ‘다음 표본 개편 시점 전’까지

관서번호
<작성예시>
99
⋮

기업체
고유번호
1234567890
⋮

< 무응답 조사대상 보고(양식) >
기업체명

거부사유
(코드)

㈜통계상사
⋮

1
⋮

○ 무응답 조사대상 처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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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 설득방문 횟수 등 무응답 매뉴얼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충족 기업체는 다음 조사 표본
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
- 미충족 기업체는 지방관서에 ‘처리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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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 관리과정 흐름도 >
① 표본명부 송부

(본부 → 지방관서)
∙표본명부 송부


조사
불가

②-1. 표본 대체 및 확인

(지방관서→조사대상)
∙대체기업체 운영여부 및 기본사항 확인
조
사
거
부



조사가능

② 표본 확인

(지방관서 ↔조사대상)
∙운영여부 및 기본사항 확인
 조사가능
③ 조사표 등 발송

(지방관서 → 조사대상)
∙조사표, 협조공문 등 발송


 응답거부 보고

표
본
대
체

(지방관서: 통계조사관→조사담당공무원→팀장)
∙조사대상 거부발생 보고 및 설득계획 수립
※ 거부발생 보고받은 조사 관리자(공무원,
팀장)은 전화설득 시도

 거부 설득

(지방관서↔조사대상, 방문)

④ 조사표 수령 작성 제출
거부
(조사대상 → 지방관서)

➡ ∙조사표 작성 제출(조사대상 응답자)
설

득
성
⑤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공
(지방관서 ↔ 조사대상)
∙자료입력
∙내용검토(오류사항 등 확인)


∙조사별 설득 횟수 기준 이상 설득
(마지막 설득 회차에는 조사
관리자 방문-동행 또는 단독)
 설득 실패

⑥ 자료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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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 조사대상 판정

(지방관서)
∙팀장 보고, 부서장 결재 후 설득중단
∙ 입력프로그램-방문통화기록 관련사항 입력
∙설득 중단 표본에 대해서도 지속적 설득
 설득 중단

⑦ 추정 및 집계

∙결과 추정 및 집계

(본부)


⑧ 공표

 무응답 조사대상 보고 및 입력

(지방관서→ 본부)
∙무응답 조사대상 보고(조사별 완료 보고 시)
※ 무응답 조사대상 관리대장 첨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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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5. 사후조사

□ 지방관서 출장점검 실시

○ 일부 지방관서의 조사 진행 상황 및 통계조사관의 이해도 파악을 통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과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출장점검

○ 시기: 조사 시작 후 조사가 절반정도 진행된 시점(5월 말~6월 초)
○ 주요 점검 사항
1) 조사과정 점검, 조사표 검토 및 통계조사관 면접을 통한 통계조사관의 조사 이해정
도 파악 등
- (조사과정) 교육현황, 조사표 검토체계, 진도율, 업무배분 등 파악, 건의 및 특이사항
청취
- (조사표) 임금.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등 작성항목 검토
- (이해도 파악) 통계조사관 최소 3명에 대해 사전 준비된 예상 질문지를 통해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 발견 시

① 현장 시정 조치, ② 타 관서 내용 전달

- (교육의 적정 여부 파악) 교육 내용 및 시간, 이해도
2) 표본기업체 방문
- 필요 시 조사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확인 등

○ 결과 및 활용

- 응답 재확인 결과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응답 수정
- 통계조사관 및 응답기업체 확인 결과 어렵다고 느끼거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
지 않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침 작성
- 접수된 불만 및 건의사항 내용에 따라 해당 통계조사관 재교육 실시

6.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 표본기업체 ‘방문통화기록’ 작성

○ 입력시스템상에 ‘방문통화기록’을 작성하게 하여, 방문, 접속횟수, 요일, 시간대, 사
유 등 다양한 현장의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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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목적 및 활용 정도
○ 정확성 검증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업로드 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에서 제공되는 퇴직연금 적립 및 운영현황 분석 통계
- 내부 고용보험시스템 상 고용보험 납입내역
-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통계

⇒ 각 자료와 조사기준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활용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 원래 수집 목적에 대한 기술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은 투자자들이 기업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공시실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기업정보 열

○

람을 목적으로 함
금융감독원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업무보고서 외
에도 개별 협회를 통해 취합하는 실적 보고 등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생산·축적하고 있음

□ 행정자료 원래 수집 과정 및 내용, 관리기관에 대한 기술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 각 기업체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시스템에 입력
- 내용: 감사보고서 혹은 사업보고서 등과 같은 보고서를 pdf 형태로 업로드

○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업무보고서 등을 분석
- 매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을 게재

□ 행정자료 활용기관의 행정자료 입수 방법 및 경로 설명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http://dart.fss.or.kr)
○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통계: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http://pensi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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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코딩

□ 방법 및 내용
○ 항목변수

- 보기 문항번호를 입력

○ 연속 변수

- 응답 값을 그대로 입력
- 비용 응답 기본 단위는 ‘천원’이며, 소수점 표기 없음

□ 코드체계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공개하는 분류 체계 적용

○ 표준 코드 체계

- 한국표준산업분류(3자리): 소분류를 사용하여 코딩하고, 자료 제공시 중분류로 공표

○ 일반 코드 체계

- 지방관서(2자리): 48개 항목으로 코드화
- 규모: 상용근로자수 기준 6개 항목으로 코드화

2. 자료입력

□ 전산입력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개발한 입력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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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 및 방법

○ 본부: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공무원) 교육
- 기본 지침 교육과 함께 입력시스템 변경내용 등 교육(3시간)

○ 지방관서: 통계조사관 채용 및 교육(전달교육 실시)
- 조사실시 전 기본 및 지침 교육과 함께 실시
- 보통 3~4시간 소요

- 입력시스템 PPT 또는 실제 입력시스템을 보면서 교육 진행
- 통계조사관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중간 교체시, 또는 조사 중간에 공무원이 조사표
를 검토한 결과 특정항목 등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조사관에 대한 재교
육 실시(수시)

□ 노동통계입력시스템 전산입력 시 항목별 검토 및 오류사항 확인
○ 중점 검토사항
구분

검토내용

산업분류코드

앞자리 2자리가 틀린 경우(대분류가 맞지 않을 경우)

회계기간

년(2016~2018),월(1~12),일(1~31)

소재지

시군구코드와

관서코드

해당 관서의 시군구코드가 아닌데 이관처리 하지 않은 경우

상용근로자수(계)

8명 미만인 경우

상용근로자수(계)

상용근로자수'와 '규모' 비교해서 2규모이상 차이 날 경우

매칭되지 않은 경우

임금
미입력

오류

인당월평균급여액,법정노동비용(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법정외복지비용(확인후저장가능)

합계오류

상용근로자수(계)≠남자+여자

합계오류

1. 임금합계 ≠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 상여금 및 성과금

합계오류
합계오류

2. 퇴직금 등의 비용 ≠ 일시금 지급액 + 중간정산 지급액 +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 해고예고 수당
3. 법정 노동비용의 합계 ≠ 국민연금(사학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재해보상비
4. 법정외복지비용의합계≠주거+건강･보건+식사+교통･통신+보육+

합계오류

보험료+자녀학비보조+휴양･문화･체육･오락+우리사주제도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기타

합계오류

4-11. 기타 < 아래 4개 기타(최대 4개값의 합)

1-3.

(임금지급연인원/상용근로자 계) < 9 or (임금지급연인원/상용근로자 계) > 15

임금지급연인원

1. 임금(합계)
1. 임금(합계)
1-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1-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임금합계/연인원합계*

인당합계 < 0.9 또는

임금합계 / 연인원

합계 * 인당합계 > 1.1
월평균 1인당 임금합계<900천원 or 월평균 1인당 임금합계 >5000
천원
월평균 1인당 정액초과액<900천원 or 월평균 1인당 정액초과액>5000천원
정액급여및초과급여 / 전년 정액급여및초과급여 > 9 또는 정액급여
및초과급여/ 전년 정액급여및초과급여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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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 상여금 및 성과급
2. 퇴직급여 등의 비용(합계)
2-1. 일시금 지급액
2-1. 일시금 지급액
2-2. 중간정산 지급액
2-2. 중간정산 지급액
2-3. 퇴직연금 연간적립액
2-4. 해고예고 수당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기타 퇴직금 준비액
1인당 평균 퇴직급여액(일시금)
1인당 평균 퇴직급여액(중간정산)
3-1.국민연금(사학연금)
3-1.국민연금(사학연금)
3-2.건강보험
3-2.건강보험
3-3. 고용보험
3-5.장애인고용부담금
4. 법정외 복지비용
4. 법정외 복지비용
4‐1.주거비용
4‐2.건강･보건비용
4‐3.식사비용
4‐4.교통･통신지원비용
4‐5.보육지원금
4‐6.보험료지원금
4‐7.자녀학비보조비용
4‐8.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4‐9.우리사주제도지원금
4‐10.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4‐11.기타
4‐11.기타
4‐11.기타
4‐11.기타
5-1. 채용관련비용
5-2. 교육훈련비용
3-1-1. 국민연금(사학연금)
3-2-1. 건강보험
3-3-1. 고용보험
3-3-2.

고용보험

3-3-3.

고용보험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검토내용
금년 상여성과총액(1-2)이 '정액초과총액'(1-1)의 30%초과
퇴직급여 등의 비용 합계 > 입금합계
일시금지급액 >= (임금합계 / 12) × 3
퇴직일시금지급액 > 1000000 이고 퇴직금지급인원 = 0
중간정산 지급액 >= (임금합계 / 12) × 2
중간정산지급액>1000000이고중간정산인원=0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 (임금합계 / 12)*2
해고예고 수당 >= (임금합계/ 12)
일시금 지급액>0 and 퇴직 지급인원 (일시금) = 0
퇴직금 일시금이 연인원 > 상용근로자
중간정산지급액>0and퇴직지급인원(중간정산)=0
퇴직일시금지급액 = 0 이고 퇴직일시금인원 > 0
퇴직금 중간정산 연인원 > 상용근로자
퇴직금중간정산인원 = 0 이고 퇴직급중간정산금액 > 0
기타퇴직금준비액이 퇴직급여비용 총액의 10% 초과
인당 퇴직일시금 > (임금합계/임금지급연인원)×5
인당 중간정산액 > (임금합계/임금지급연인원)×2
(국민연금/임금합계)<0.02or(국민연금/임금합계)>0.06
국민연금 = 0
(건강보험료/임금합계)<0.01or(건강보험료/임금합계)>0.04
건강보험료 = 0
(고용보험/임금 합계) < 0.002 or (고용보험/임금 합계) > 0.02
((상용근로자>100)and장애인고용부담금=0)OR
(상용근로자<100AND산업(041,042)AND장애인고용부담금>0
법정외 복지비용 합계 > 임금 합계 × 0.1
법정외 복지비용 합계 = 0
인당 비용 > 50천원
인당 비용 > 50천원
인당 비용 > 200천원
인당 비용 > 70천원
인당 비용 > 70천원
인당 비용 > 50천원
인당 비용 > 100천원
인당 비용 > 50천원
인당 비용 > 200천원
인당 비용 > 200천원
인당 비용 > 100천원
법정외복리비용기타 > 0 이고 기타합(4-11기타) = 0
법정외복리비용기타 =0 이고 기타합(4-11기타) > 0
법정외복리비용기타>기타합(4-11기타)
인당 비용 > 50천원
인당 비용 > 70천원
ABS((국민연금/임금총액*100)-4.5) > 1
ABS(건강보험/임금총액*100)-3.16)>1
(임금지금연인원/12)<150andABS(고용보험/임금총액*100)-0.9)>0.5
150<=(임금지금연인원/12)<1000andABS(고용보험/임금총액
*100)-1.3)>0.5
(임금지금연인원/12)>=1000 and ABS(고용보험/임금총액*100)-1.5) >0.5
1-1.(1,2규모)정액급여및초과급여→1인당정액급여및초과급여전년대비30%차이
(3,4규모)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1인당 정액급여및초과급여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정액급여및초과급여→1인당정액급여및초과급여 전년대비 15% 차이
1-2.(1,2규모)상여/성과금→1인당상여/성과금전년대비30%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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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토내용
(3,4규모) 상여/성과금 → 1인당 상여/성과금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상여/성과금 → 1인당 상여/성과금 전년대비 15% 차이
2-1.(1,2규모)일시금지급액→1인당 일시금지급액 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일시금 지급액 → 1인당 일시금 지급액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일시금 지급액 → 1인당 일시금 지급액 전년대비 15% 차이
2-2.(1,2규모)중간정산지급액→1인당중간정산지급액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중간정산지급액→1인당 중간정산지급액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중간정산지급액→1인당 중간정산지급액 전년대비 15% 차이
2-3.(1,2규모)퇴직연금적립액→1인당 퇴직연금적립액 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퇴직연금적립액 → 1인당 퇴직연금적립액 전년대비 20% 차이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검토

(5,6규모) 퇴직연금적립액 → 1인당 퇴직연금적립액 전년대비 15% 차이
2-4. 해고예고수당 → 1인당 해고예고수당 전년대비 15% 차이
기타 퇴직금 준비액 → 1인당 기타 퇴직금 준비액 전년대비 15% 차이
3-1. 국민연금 → 1인당 국민연금 전년대비 15% 차이
3-2. 건강보험 → 1인당 건강보험 전년대비 15% 차이
3-3. 고용보험 → 1인당 고용보험 전년대비 15% 차이
3-4. 산재보험 → 1인당 산재보험 전년대비 15% 차이
3-5. 장애인고용부담금 → 1인당 장애인고용부담금 전년대비 15% 차이
3-6. 재해보상비 → 1인당 재해보상비 전년대비 15% 차이
4-1.(1,2규모)주거에관한비용→1인당주거에관한비용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주거에관한비용 → 1인당 주거에 관한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주거에관한비용 → 1인당 주거에관한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2.(1,2규모)건강·보건에관한비용→1인당건강·보건에관한비용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건강·보건에 관한비용 → 1인당 건강·보건에 관한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건강·보건에관한비용→ 1인당 건강·보건에관한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3.(1,2규모)식사에관한비용→1인당식사에관한비용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식사에 관한 비용 → 1인당 식사에 관한 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식사에 관한 비용 → 1인당 식사에 관한 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4.(1,2규모)교통통신지원비용→1인당교통통신지원비용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교통통신 지원비용 → 1인당 교통통신지원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교통통신 지원비용 → 1인당 교통통신 지원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5.(1,2규모)보육지원금→1인당보육지원금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보육지원금 → 1인당 보육지원금 전년대비 20% 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5,6규모) 보육지원금 → 1인당 보육지원금 전년대비 15% 차이
4-6. 보험료지원금 → 1인당 보험료지원금 전년대비 15% 차이
4-7.(1,2규모)자녀학비보조비용→1인당자녀학비보조비용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자녀 학비보조비용 → 1인당 자녀학비보조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자녀 학비보조비용 → 1인당 자녀 학비보조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8.(1,2규모)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1인당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전년대비30%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 → 1인당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 → 1인당 휴양, 문화, 체육,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오락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9.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 1인당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전년대비 15% 차이
4-1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년대비 15% 차이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4-11.(1,2규모)기타→1인당기타전년대비30%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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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토내용
(3,4규모) 기타 → 1인당 기타 전년대비 25% 차이
(5,6규모) 기타 → 1인당 기타 전년대비 15% 차이

□ 전산입력관리

○ 통계조사관이 조사표 회수 및 내검 후 직접 입력시스템에 입력
○ 입력된 자료는 지방관서 조사담당자 및 본부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검토
오류코드 조회: 입력 완료된 자료 중 오류 코드 확인>

<

3. 자료내검

□ 단계별 내검
○ 조사진행

1) Pre-Cleaning
- 조사 진행률 10%시점에 지방관서 조사담당자가 실물 조사표 전수 검수
- 오류가 발견된 응답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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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재교육 진행
2) 지방관서 담당자의 조사표 검토 및 입력시스템 입력을 통한 오류 등에 대한 수시 확
인 작업 실시(전화 또는 면접조사)
3) 일부 지방관서에 대한 본부 담당자의 중간 출장 점검 실시

○ 조사완료(데이터 클리닝)

- 전산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논리 내검과 범위 내검
실시
- 실시 후 지방관서에 재검토 리스트 시달, 오류 등 수정

□ 오류 유형 및 처리 방안
○ 유형

- 실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 전산입력으로 인한 오류, 응답자의 응답 오류로 구분

○ 처리방안

- 단순 입력 오류일 경우 재입력
- 문항들간 응답값을 비교하거나 이전 분기 조사 결과 참고하여 오류 수정
- 응답자에게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call-back)실시

□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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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내검의 범위 및 논리내검 적용 내용
구분

코드

항목

검토 수정('18.5.30)

오류

e2

산업분류코드

앞자리2자리가틀린경우(대분류가맞지않을경우)

오류

e3

회계기간

년(2016~2018),월(1~12),일(1~31)

오류

e4

소재지

시군구코드와

오류

e5

관서코드

해당

오류

e6

조직형태

회사법인과회사법인외가다른경우

오류

e7

상용근로자수(계)

8명 미만인 경우

오류

e8

상용근로자수(계)

상용근로자수'와 '규모' 비교해서 2규모이상 차이날 경우

오류

e9

미입력

매칭되지 않은 경우

관서의 시군구코드가 아닌데 이관처리 하지 않은 경우

임금
오류

인당월평균급여액,법정노동비용(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법정외복지비용(확인후저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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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항목

검토 수정('18.5.30)

오류

e10

합계오류

상용근로자수(계)≠남자+여자

오류

e11

합계오류

1. 임금합계 ≠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 상여금 및 성과금

오류

e12

합계오류

오류

e13

합계오류

오류

e14

합계오류

오류

e15

합계오류

검토

[ch1_1]

1-3. 임금지급연인원

검토

[ch1_2]

1. 임금(합계)

[ch1_2_2]

1. 임금(합계)

2.

퇴직금 등의 비용 ≠ 일시금 지급액 + 중간정산 지급액 +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 해고예고 수당
3.

법정 노동비용의 합계 ≠ 국민연금(사학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재해보상비
4.법정외복지비용의합계≠주거+건강･보건+식사+교통･통신+보
육+보험료+자녀학비보조+휴양･문화･체육･오락+우리사주제도
지원금+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기타

검토

[ch1_3]

검토

[ch1_4]

검토

[ch1_5]

1-1.

정액급여 및 초과급

여
1-1.

(임금지급연인원/상용근로자
근로자 계) > 15
임금합계/연인원합계*

계) < 9 or (임금지급연인원/상용

인당합계 < 0.9 또는

임금합계 / 연인

원합계 * 인당합계 > 1.1
월평균 1인당 임금합계<900천원 or 월평균 1인당 임금합계
>5000천원
월평균 1인당 정액초과액<900천원 or 월평균 1인당 정액초과
액>5000천원

정액급여 및 초과급

여

정액급여및초과급여

/ 전년 정액급여및초과급여 > 9 또는 정

액급여및초과급여/ 전년 정액급여및초과급여 < 0.12

1-2. 상여금 및 성과급
2.

4-11. 기타 < 아래 4개 기타(최대 4개값의 합)

퇴직급여 등의 비용(합

금년

상여성과총액(1-2)이 '정액초과총액'(1-1)의 30%초과

검토

[ch1_6]

검토

[ch1_7]

2-1. 일시금 지급액

일시금지급액

검토

저장금지

2-1. 일시금 지급액

퇴직일시금지급액

검토

[ch1_9]

2-2. 중간정산 지급액

중간정산

검토

저장금지

2-2. 중간정산 지급액

중간정산지급액>1000000이고중간정산인원=0

검토

[ch1_11]

2-3. 퇴직연금 연간적립액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 (임금합계 / 12)*2

검토

저장금지

2-4.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 >= (임금합계/ 12)

검토

저장금지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일시금

지급액>0 and 퇴직 지급인원 (일시금) = 0

추가

[ch1_13]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퇴직금

일시금이 연인원 > 상용근로자

검토

저장금지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중간정산지급액>0and퇴직지급인원(중간정산)=0

검토

저장금지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퇴직일시금지급액

추가

[ch1_15]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퇴직금

검토

저장금지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퇴직금중간정산인원

삭제

[ch1_17]

2-5.퇴직급여지급연인원

퇴직지급인원>상용근로자수또는중간정산>상용근로자수

검토

[ch1_18]

기타

기타퇴직금준비액이

검토

[ch1_19]

검토

[ch1_20]

검토

[ch1_21]

3-1. 국민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임금합계)<0.02or(국민연금/임금합계)>0.06

추가

[ch1_21]

3-1. 국민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검토

[ch1_22]

3-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임금합계)<0.01or(건강보험료/임금합계)>0.04

계)

퇴직금 준비액

1인당 평균 퇴직급여액
(일시금)
1인당 평균 퇴직급여액
(중간정산)

퇴직급여

등의 비용 합계 > 입금합계
>= (임금합계 / 12) × 3
> 1000000 이고 퇴직금지급인원 = 0

지급액 >= (임금합계 / 12) × 2

= 0 이고 퇴직일시금인원 > 0

중간정산 연인원 > 상용근로자
= 0 이고 퇴직급중간정산금액 > 0

퇴직급여비용 총액의 10% 초과

인당

퇴직일시금 > (임금합계/임금지급연인원)×5

인당

중간정산액 > (임금합계/임금지급연인원)×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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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항목

검토 수정('18.5.30)

추가

[ch1_22]

3-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검토

[ch1_23]

3-3. 고용보험

(고용보험/임금

검토

[ch1_24]

3-5. 장애인고용부담금

검토

[ch1_25]

4. 법정외 복지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합계 > 임금 합계 × 0.1

추가

[ch1_25]

4. 법정외 복지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합계 = 0

검토

[ch1_26]

4‐1.주거비용

인당

비용 > 50천원

검토

[ch1_27]

4‐2.건강･보건비용

인당

비용 > 50천원

검토

[ch1_28]

4‐3.식사비용

인당

비용 > 200천원

검토

[ch1_29]

4‐4.교통･통신지원비용

인당

비용 > 70천원

검토

[ch1_30]

4‐5.보육지원금

인당

비용 > 70천원

검토

[ch1_31]

4‐6.보험료지원금

인당

비용 > 50천원

검토

[ch1_32]

4‐7.자녀학비보조비용

인당

비용 > 100천원

검토

[ch1_33]

4‐8.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인당

비용 > 50천원

검토

[ch1_34]

4‐9.우리사주제도지원금

인당

비용 > 200천원

검토

[ch1_35]

4‐10.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인당

비용 > 200천원

검토

[ch1_36]

4‐11.기타

인당

비용 > 100천원

검토

저장금지

4‐11.기타

법정외복리비용기타

> 0 이고 기타합(4-11기타) = 0

검토

저장금지

4‐11.기타

법정외복리비용기타

=0 이고 기타합(4-11기타) > 0

추가

저장금지

4‐11.기타

법정외복리비용기타>기타합(4-11기타)

검토

[ch1_39]

5-1. 채용관련비용

인당

비용 > 50천원

검토

[ch1_40]

5-2. 교육훈련비용

인당

비용 > 70천원

검토

[ch1_41]

3-1-1. 국민연금(사학연금)

ABS((국민연금/임금총액*100)-4.5)

검토

[ch1_42]

3-2-1. 건강보험

ABS(건강보험/임금총액*100)-3.16)>1

검토

[ch1_43]

3-3-1. 고용보험

검토

[ch1_44]

3-3-2. 고용보험

검토

[ch1_45]

3-3-3. 고용보험

= 0
합계) < 0.002 or (고용보험/임금 합계) > 0.02

((상용근로자>100)and장애인고용부담금=0)OR
(상용근로자<100AND산업(041,042)AND장애인고용부담금>0

> 1

(임금지금연인원/12)<150andABS(고용보험/임금총액
*100)-0.9)>0.5
150<=(임금지금연인원/12)<1000andABS(고용보험/임금총액
*100)-1.3)>0.5
(임금지금연인원/12)>=1000

and

ABS(고용보험/임금총액

*100)-1.5) >0.5
1-1.(1,2규모)정액급여및초과급여→1인당정액급여및초과급여전년
대비30%차이

검토

[ch2_1]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 1인당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 1인당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전년대비 15% 차이
1-2.(1,2규모)상여/성과금→1인당상여/성과금전년대비30%차이
(3,4규모) 상여/성과금 → 1인당 상여/성과금
검토

[ch2_2]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상여/성과금 → 1인당 상여/성과금

전년대비

15% 차이
2-1.(1,2규모)일시금지급액→1인당일시금지급액전년대비30%차이
검토

[ch2_3]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일시금 지급액 → 1인당 일시금 지급액

전년

대비 20% 차이
(5,6규모) 일시금 지급액 → 1인당 일시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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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구분

코드

항목

검토 수정('18.5.30)
대비 15% 차이
2-2.(1,2규모)중간정산지급액→1인당중간정산지급액전년대비30%
차이

검토

[ch2_4]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중간정산지급액 → 1인당 중간정산지급액

전

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중간정산지급액 → 1인당 중간정산지급액

전

년대비 15% 차이
2-3.(1,2규모)퇴직연금적립액→1인당퇴직연금적립액전년대비30%
차이
검토

[ch2_5]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퇴직연금적립액 → 1인당 퇴직연금적립액

전

년대비 20% 차이
(5,6규모) 퇴직연금적립액 → 1인당 퇴직연금적립액

전

년대비 15% 차이
검토

[ch2_6]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2-4. 해고예고수당 → 1인당 해고예고수당 전년대비 15% 차이

검토

[ch2_7]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검토

[ch2_8]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1. 국민연금 → 1인당 국민연금 전년대비 15% 차이

검토

[ch2_9]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2. 건강보험 → 1인당 건강보험 전년대비 15% 차이

검토

[ch2_10]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3. 고용보험 → 1인당 고용보험 전년대비 15% 차이

검토

[ch2_11]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 산재보험 → 1인당 산재보험 전년대비 15% 차이

검토

[ch2_12]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검토

[ch2_13]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기타

퇴직금 준비액 → 1인당 기타 퇴직금 준비액 전년대비

15% 차이

3-5.

장애인고용부담금 → 1인당 장애인고용부담금 전년대비

15% 차이
3-6. 재해보상비 → 1인당 재해보상비 전년대비 15% 차이
4-1.(1,2규모)주거에관한비용→1인당주거에관한비용전년대비30%
차이

검토

[ch2_14]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주거에관한비용 → 1인당 주거에관한비용

전

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주거에관한비용 → 1인당 주거에관한비용

전

년대비 15% 차이
4-2.(1,2규모)건강·보건에관한비용→1인당건강·보건에관한비용전
년대비30%차이
검토

[ch2_15]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건강·보건에관한비용 → 1인당

건강·보건에관

한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건강·보건에관한비용 → 1인당

건강·보건에관

한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3.(1,2규모)식사에관한비용→1인당식사에관한비용전년대비30%
차이
검토

[ch2_16]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식사에 관한 비용 → 1인당 식사에 관한

비

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식사에 관한 비용 → 1인당 식사에 관한

비

용 전년대비 15% 차이
4-4.(1,2규모)교통통신지원비용→1인당교통통신지원비용전년대비
30%차이
검토

[ch2_17]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교통통신 지원비용 → 1인당 교통통신

지원

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교통통신 지원비용 → 1인당 교통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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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코드

항목

검토 수정('18.5.30)
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5.(1,2규모)보육지원금→1인당보육지원금전년대비30%차이
(3,4규모) 보육지원금 → 1인당 보육지원금 전년대비

검토

[ch2_18]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20% 차이
(5,6규모) 보육지원금 → 1인당 보육지원금 전년대비
15% 차이

검토

[ch2_19]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4-6. 보험료지원금 → 1인당 보험료지원금 전년대비 15% 차이
4-7.(1,2규모)자녀학비보조비용→1인당자녀학비보조비용전년대비
30%차이

검토

[ch2_20]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자녀 학비보조비용 → 1인당 자녀

학비보조

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자녀 학비보조비용 → 1인당 자녀

학비보조

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8.(1,2규모)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1인당휴양,문화,체육,오락
비용전년대비30%차이
검토

[ch2_21]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 → 1인당
문화, 체육, 오락비용 전년대비 20% 차이
(5,6규모)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 → 1인당

검토

[ch2_22]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검토

[ch2_23]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휴양,
휴양,

문화, 체육, 오락비용 전년대비 15% 차이
4-9.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 1인당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전
년대비 15% 차이
4-1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년대비 15% 차이
4-11.(1,2규모)기타→1인당기타전년대비30%차이

검토

[ch2_24]

1인당 비용 전년대비검토

(3,4규모) 기타 → 1인당 기타 전년대비 25%

차이

(5,6규모) 기타 → 1인당 기타 전년대비 15%

차이

4. 무응답
4-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항목무응답을 허용하지 않음
- 각 조사항목간 긴밀한 연관(논리오류 등)을 가지고 있어 항목 무응답을 인정하지 않음

4-2. 단위무응답 실태

□ 단위 무응답 현황

○ 단위 무응답률 산출식
단위 무응답률(%)

○ 단위 무응답률

=

단위 무응답 기업체수

 × 
대상표본 기업체수

- 0.5%(2017년 기준 조사)
<단위 무응답 현황(2017년 기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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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기업체 수
단위 무응답률(%)
전체

3,557
단위무응답 표본수

17

폐업 등으로 인한 대체불가

12

업무과다로 인한 조사거부

2

회사사정 상 조사불가

1

통계조사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한 거부

2

- 78 -

(0.5)
(0.3)
(0.1)
(0.0)
(0.1)

Ⅶ. 통계추정 및 분석
1. 통계추정
1-1. 가중치 조정

□ 가중치 산정 및 추정
○

일반적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같은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
치는

ⅰ)설계가중치, ⅱ)무응답에

대한 조정,

ⅲ)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
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가중치는 산업중분류 내의 6개 기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와 응
답 기업의 조사 근로자 수의 복원배율로 계산한다.

1-2.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처리는 산업, 규모별 각 노동비용 항목에 대한 전년 대비 검토를 주로 이용
○ 이상치 식별방법
- 중위수(median) 활용
- 사분위수 활용: box-plot의 상한이나 하한 즉 바깥쪽 울타리를 벗어나는 관측치를 이상
치로 정의
- 비율(Ratio) 활용: 추세자료로 전년동기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값에 의해 이상치
판단

⇨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체에서 비율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주의 필요

○ 이상치 처리 방법

- 이상치를 제외하는 방법: 추정치의 분산은 작아지지만 실제보다 과소(또는 과대) 추정
되어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필요
- 이상치 값을 변경(Winsorization): 관측값 자체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이상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 중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가까운 값으로 이상치를 대체
- 가중치 조정: 이상치 값 자체를 바꾸거나 제외하지 않고 가중치를 조정해서 이상치의
영향을 감소시킴

1-3.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가중치 산정 및 추정
① 가중치 산정 방법

일반적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같은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
치는

ⅰ)설계가중치, ⅱ)무응답에

대한 조정,

ⅲ)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
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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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가중치는 산업중분류 내의 6개 기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와 응
답 기업의 조사 근로자 수의 복원배율로 계산한다.

② 각 분류별 각종 평균치에 대한 추정

근로자 일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모수는 다음과 같은 비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 g번째 산업대분류와

 번째 규모의 층에서 표본기업체 수

  

: g번째 산업대분류와

 번째 규모의 층에서 각 표본기업체에 부여된 가중치

 

: g번째 산업대분류와

 번째 규모의 층에서 각 표본기업체에서 얻은 변수값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노동비용 총액 등)
 

: g번째 산업대분류와

 번째 규모의 층에서 각 표본기업체의 1년간 월급여 지급인원

③ 분산 추정

앞서 제시한 월 평균 노동비용 총액 등의 비추정량에 대한 분산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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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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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표본조사)

□ 표준오차

○ 표준오차 추정량과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ˆ
se ( θ̂ ) =

Var ( θ̂ ) :
ˆ

CV (
ˆ

se ( θ̂ )
ˆ

θ̂ ) =

θ̂

표준오차 추정량

×100 :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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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주요 추정항목의

상대표준오차
(단위: 천원, %)
노동비용 총액
Total
labor cost

산업분류
Industry(section)

평균
Average
산

업

B

광
Mining and quarrying

업

C

제
Manufacturing

업

D

TL.

전
All industries

직접노동비용
Direct labor cost

상대표준오차
RSE

평균
Average

상대표준오차
RSE

간접노동비용
Indirect labor cost
평균
Average

상대표준오차
RSE

5,023.4

0.9

3,994.9

0.9

1,028.5

1.3

5,444.1

2.7

4,123.4

2.7

1,320.7

4.4

5,728.1

1.5

4,467.1

1.4

1,261.0

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8,787.4

0.5

6,707.3

0.6

2,080.1

0.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
경
복
원
업
Sewer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and remediation
activities

4,287.5

2.7

3,542.8

2.5

744.7

5.3

F

건
Construction

5,050.3

1.9

4,048.3

1.9

1,002.0

3.1

G

도
매
및
소
매
Wholesale and retail trade

업

4,786.5

2.8

3,935.8

2.8

850.7

3.5

H

운
Transportation

업

3,889.3

3.9

3,142.1

3.7

747.2

5.1

I

숙 박
및
음 식 점 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3,175.8

1.9

2,644.4

1.8

531.4

3.4

J

출판 , 영 상, 방송 통신 및 정 보서 비스 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484.7

3.0

4,455.0

3.0

1,029.7

3.4

K

금
융
및
보
험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8,668.9

1.5

6,510.8

1.5

2,158.1

1.8

L

부 동 산 업 및 임 대 업
Real estate activities and renting and
leasing

3,600.0

8.1

2,962.3

8.0

637.7

9.9

M

전 문, 과 학 및 기 술 서 비 스
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5,009.9

2.8

4,177.7

2.7

832.2

4.0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2,363.7

1.9

1,993.7

1.8

370.0

3.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4,687.8

4.5

3,704.8

4.6

983.1

5.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
비
스
업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4,019.3

4.0

3,317.1

3.9

702.2

5.4

E

조

설

수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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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통계 항목 및 범위

○ 보도자료 배포, 보고서 발간, 통계DB구축(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통계청 KOSIS), 원시자료 제공
- 전규모(10인이상), 30인이상: 산업중분류별, 직접노동비용(정액 및 초과급여), 간접노동
비용(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리비용)
- 기업규모별*: 산업대분류별, 직접노동비용(정액 및 초과급여), 간접노동비용(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리비용)
* 10~299인, 300인 이상, 30~299인, 1규모:10~29인, 2규모: 30~99인,, 3규모: 100~299인, 4규
모: 300~499인, 5규모: 500~999인, 6규모: 1,000인 이상
* 규모는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함

□ 원시자료 제공 항목

○ 2010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제공함
영

역

제

공

항

목

1. 산업
공통사항

2. 기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임금

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2.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급여 등의 비용

퇴직급여 등의 비용 총액

법정노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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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외복지비용

현물/채용/교육훈련/기타노
동비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1. 주거비용
2. 건강보건비용
3. 식사비용
4. 교통·통신지원비용
5. 보육지원금
6. 보험료지원금
7. 자녀 학비보조비용
8.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9. 우리사주지원금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1. 기타
1. 채용관련비용
2. 교육훈련비용

* 2010~2012년 자료는 일부산업을 산업대분류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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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범위
중분류*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주요 통계표 및 해석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 2017 회계연도 주요 통계표

- ’17회계연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023천원으로 ’16년(4,934천원)보다 1.8%(89천원) 증가
- 직접노동비용은 3,995천원으로 전년대비 1.4%, 간접노동비용은 1,029천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음
-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은 79.5%로 ’16년(79.8%)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간
접노동비용은 20.5%로, '16년(20.2%)보다 다소 높아짐
< 회계연도별 노동비용 추이 >

구 분
총 노동비용

(구성비)

2014

[증감률]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4,670

(100.0)
3,662
(78.4)
1,008
(21.6)

* 노동비용의 내역별 항목 구성:

․

(단위: 천원, %)

2015
[2.6]

4,782

2016
[2.4]

4,934

(100.0)
(100.0)
[2.1] 3,786 [3.4] 3,938
(79.2)
(79.8)
[4.5] 996 [-1.2] 996
(20.8)
(20.2)

2017
[3.2]

[4.0]

5,023

[1.8]

(100.0)

[0.1]

3,995

[1.4]

(79.5)
1,029

[3.2]

(20.5)

노동비용은 크게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분되며,

‘직접노동비용’은 정액 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되며,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4대보험 등), 법정외 복지비용(주거, 건강보건, 식사비 등) 및 채용, 교육훈련비로 구성됨

○ 산업별 노동비용 총액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은 8,787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1.3% 상승하였
고,

-

금융 및 보험업 은 8,669천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

제조업 은 5,728천원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
* 산업중분류로는 정유사 등이 포함된
담배제조업 (7,963천원),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1,800천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896천원)

순임
- 반면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은 2,364천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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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노동비용 추이 >

전체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하수, 폐기물처리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단체 및 기타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014
4,670 (2.6)

2015
4,782 (2.4)

2016
4,934 (3.2)

5,373 (2.8)
7,703 (-0.7)

5,397 (0.5)
8,076 (4.9)

5,655
8,679

4,688 (-1.5) 4,819 (2.8)

3,675 (3.6)
4,625 (0.8)
4,408 (5.2)
3,482 (3.7)
3,058 (2.9)
5,090 (0.0)
7,548 (0.3)
3,073 (2.6)
4,773 (5.7)
2,263 (5.4)
4,333 (1.1)
3,415 (-0.9)

5,191 (7.7)

3,847 (4.7)
4,729 (2.2)
4,434 (0.6)
3,549 (1.9)
3,078 (0.7)
5,142 (1.0)
7,938 (5.2)
3,260 (6.1)
4,925 (3.2)
2,297 (1.5)
4,308 (-0.6)
3,517 (3.0)

(4.8)
(7.5)

4,024 (4.6)
4,928 (4.2)
4,577 (3.2)
3,771 (6.2)
3,152 (2.4)
5,285 (2.8)
8,427 (6.2)
3,375 (3.5)
4,895 (-0.6)
2,347 (2.2)
4,463 (3.6)
3,780 (7.5)

(단위: 천원, %)
2017
5,023

(1.8)

5,728

(1.3)

8,787

(1.3)

5,444 (4.9)
4,288 (6.6)
5,050 (2.5)
4,787 (4.6)
3,889 (3.1)
3,176 (0.8)
5,485 (3.8)
8,669
(2.9)
3,600 (6.7)
5,010 (2.4)
2,364
(0.7)
4,688 (5.0)
4,019 (6.3)

○ 규모별 노동비용 총액

- ‘300인 미만’ 규모의 노동비용은 4,079천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나, ‘300
인 이상’ 규모의 노동비용은 6,222천원으로 0.5% 감소
- 노동비용은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 기업체의 65.6% 수준으로 전년(63.0%)보
다 2.6%p 차이가 축소
< 기업체 규모별 노동비용 추이 >

(단위: 천원, %)

전 규 모
300인 미만(A)

2014
4,670 (2.6)
3,683 (1.7)

2015
4,782 (2.4)
3,871 (5.1)

2016
4,934 (3.2)
3,940 (1.8)

2017
5,023
(1.8)
4,079
(3.5)

300인 이상(B)

5,907

5,993 (1.5)

6,251

6,222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3,394 (2.9)
3,703 (1.1)
3,948 (1.7)

(3.5)

4,396 (3.4)
4,729 (0.8)
6,532 (4.4)
A/B*100
62.3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3,579 (5.5)
3,858 (4.2)
4,198 (6.3)
4,502 (2.4)
5,038 (6.5)
6,533 (0.0)
64.6

- 84 -

3,888 (8.6)
3,822 (-0.9)
4,141 (-1.4)
(4.3)

4,423 (-1.8)
4,980 (-1.1)
7,043 (7.8)
63.0

3,954
4,040
4,254

(1.7)
(5.7)
(2.7)

(-0.5)

4,450 (0.6)
4,922 (-1.2)
6,987 (-0.8)
65.6

○ 항목별 노동비용 총액
- (직접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월 3,995천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
- 직접노동비용 항목 중 정액 및 초과급여는 3,237천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였으
며, 상여금 및 성과급은 758천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
< 항목별 직접노동비용 추이 >

총 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2014

2015

4,670 (2.6)

4,782 (2.4)

3,662 (2.1)

3,786 (3.4)

정액 및 초과급여 2,941 (3.8)
상여금 및 성과급
721(-4.1)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3,059 (4.0)
727(0.8)

(단위: 천원, %)
2016

4,934 (3.2)

3,938 (4.0)

3,175 (3.8)
763 (5.0)

2017

5,023 (1.8)

3,995 (1.4)

3,237 ( 2.0)
758 (-0.7)

- (간접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월 1,029천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 간접노동비용 항목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훈련비용(8.1%), 법정외 복지비용
(6.8%), 채용관련비용(5.9%) 순으로 증가폭이 큼
< 항목별 간접노동비용 추이 >

총 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련비용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014

2015

(단위: 천원, %)
2016

2017

4,670 (2.6)

4,782 ( 2.4)

4,934 (3.2)

1,008 (4.5)

996 (-1.2)

996 (0.1)

1,029

(3.2)

(10.9)

5

(5.9)

457 (10.8)
313 (1.6)
208 (-2.1)
25 (-5.4)
5(-5.7)

439 (-4.1)
319 ( 1.8)
210 ( 0.9)
24 (-3.6)
5(-8.0)

442 (0.7)
331 (3.6)
198 (-5.6)
21 (-11.3)
5

- (퇴직급여) 월평균 449천원으로 전년(442천원) 대비 1.6% 증가
< 연도별 퇴직급여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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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1.8)
449 (1.6)
340 (2.9)
211 (6.8)
23 (8.1)

- (법정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340천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 연도별 법정노동비용 추이 >

2014
법정노동비용

313

2015
(1.6)

319

국민연금
112 (1.9) 114
114 (2.2)
116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41 (2.0) 42
산재보험료
42 (-1.6) 42
기타1)
5 (4.2)
5
주 : 1. 기타 : 장애인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등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천원, %)

2016
(1.8)

(1.9)
(2.1)
(2.2)
(0.2)
(2.0)

331

117
121
44
43

6

2017
(3.6)

(2.3)

(4.3)
(6.3)
(2.1)
(11.8)

340

(2.9)

6

(-1.8)

119 (1.9)
127 (4.4)
46 (3.8)
43 (0.7)

- (법정외 복지비용) 근로자 1인당 211천원이며, 이 중 식사비용이 73천원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하고, 교통통신비용 24천원(11.2%), 자녀학비보조비용 22천원(10.6%) 순으
로 높음
* 전년대비 증가율은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10.8%), 교통·통신비용(10.7%), 보험료지원금
(10.7%), 건강·보건비용(4.8%) 순임

<항목별 법정외 복지비용 >

* ‘기타’ 법정외 복지비용은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보육지원금, 경조비,
피복비, 전근이사지원비, 현물지급비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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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조사기준, 기간

○ 조사기준: 매년 회계연도 기준
○ 조사실시 기간: 매년 (5.15.~6.14.)

□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보도자료 작성·공표(8월말)
○ 보고서 발간(9월)

□ 공표시기 단축 가능성

○ 조사실시기간을 앞당겨야 하나, 기업체 결산 보고서 등이 나오는 시기 등을 감안할 때
힘듦

2-2. 공표일정

□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보도자료 작성·공표(8월말)
○ 보고서 발간(9월)

□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메인 화면에 작성주기 및 공표일
정 공개

- 87 -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조사대상 확대, 산업분류 변경에 따라 시계열은 단절됨

○ ’94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97년 회계연도 기준까지는 상용 30인 이상, 산업분류 6차
적용

○ ’98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03년 회계연도 기준까지는 상용 10인 이상, 산업분류 6차
적용

○ ’04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07년 회계연도 기준까지는 상용 10인 이상, 회사법인 대
상

○ ’08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상용 10인 이상, 회사법인 대상, 산업분류 9차 적용
⇨ ’08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현재까지 동일기준으로 조사 진행되고 있음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에 대한 설명, 안내
○

조사대상 확대, 산업분류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됨에 따라 보고서에 기재,
고용노동홈페이지 상에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음

- ’83년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98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조사대상을 상용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
- ’04년 회계연도 기준에는 모집단자료와 추정모수로 통계청의 “기업체모집단명부”를
활용함에 따라 조사범위는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
외한 전 산업에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추가로 제외
한 전 산업으로 축소되었고, 조사대상도 회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으로 한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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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간 비교성

□ 일본의 취로조건종합조사
○ 조사목적

- 주요산업에서 기업의 임금제도, 근로시간제도, 노동비용, 복지시설·제도 및 퇴직급부
제도, 지급실태, 정년제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파악

○ 조사대상

- (제외산업) 기타 생활관련 서비스업 중 가사 서비스업을 제외, 정치·경제·문화단체·
종교 및 외국 공무 제외한 전 산업
- (기업) 사업소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의 기업(단독 사업소 및 본사·본점·혼죠 사업소)
을 모집단으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각
종 협동조합 등의 회사 조직 이외의 법인을 포함) 중에서 산업, 기업규모별로 층화하
고 무작위로 추출

※

2016회계연도 기준의 조사 대상수는 6,370개, 유효응답수는 3,697개, 유효응답률

58.0%

※ 2014년 조사 이전에논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30명 이상인 회사 조직의 민영기

업”으로 복합서비스사업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2015년 조사에서 “상용근로자 30명
이상 민영기업(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각종 조합 등의 회사조직 이외의 법인을 포함
한다)로 하고 복합서비스 사업을 포함

○ 조사방법

- 후생노동성이 위탁한 민간 사업자가 조사표를 조사 대상 기업에 발송하고, 조사 대상
기입 담당자가 기입한 후 민간 사업자에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보고 방식
으로 제출

○ 집계·추출방법
- 산업, 기업 규모별로 복원 배율을 산출하고, 복원 배율을 이용하여 집계 한 결과 구성
비 등을 산출

○ 조사사항

- 임금제도,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을 매년 조사하고, 노동비용, 복지시설, 제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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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을 로테이션으로 조사
조사연도

조사사항

헤세이 30년

노동시간제도, 임금제도, 퇴직급여(일시금·연금)제도, 퇴직급여(일시금·연금) 지급 실태

헤세이 29년
(2017년)
헤세이 28년
(2016년)
헤세이 27년
(2015년)
2014년
헤세이 25년
(2013년)
헤세이 24년
2011년
*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 노동비용, 파견근로자 관련 비용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 자산 형성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실태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 노동비용, 파견근로자 관련 비용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제외) 대상
노동비용은 기업전체의 상용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 대상

○ 주요용어
*

노동시간제도, 정년제 등, 임금제도

- 상용근로자:

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② 1개월 초과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③ 일

일 또는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중 조사일 전 2개월에 각각 18일 이상
고용된 자
- 파트타임 노동자: 상용근로자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와 같아도 1주 소정근로일수가 일반근로자보다 짧은 자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사업체노동력조사와 비교

○ 근로자의 임금총액(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 항목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 임금 항목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조사단위가 기업체 단위, 사업체 단위로 다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업체 단위의 임금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를 대상으
로 조사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 단위의 임금을 월 단위로 상용·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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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현황 비교>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부문과 임금·시간부문으로 구분

로
등을
조사하여
을 파악하여 경기지표 생산 및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고용)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별
종사자수, 입․이직자수,
발생하는 비용
빈일자리수, 임금, 근로시간
조사목적
고용 및 임금·근로시간
동향

을 유형별로 파악
하여 기업활동 및 근로자 복지증
진 등 고용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 기초자료 제공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조사대상
및 범위

※ 농림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회복지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및 (근로실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생산활동, ※ 농림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공무원 재직기관 제외

기업체에 관한
사항,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임 ․(사업체 전체) 종사자수(마지막
금,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 영업일 기준), 빈일자리수, 입․
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채용 및 이직자수, 임금, 근로시간 등
교육훈련비용)
연간
매월
30일간
18일간 (임금·시간부문은 30일간)
익년 8월 말
조사기준월부터 1개월 이내
(2017년 기준 -> 2018년 8월) (3월말 기준 → 4월말)
․(기업체 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
조사기간
공 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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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 비교(천원)>
2017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직접노동비용(상용임금총

산업분류별

액)

(10인이상 기업체)
전체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995
4,123
4,467
6,707
3,543
4,048
3,936
3,142
2,644
4,455
6,511
2,962
4,178
1,994
3,705
3,317

4. 접근성 및 명료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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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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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OSIS에 통계표 업로드

○ 가장 최근 공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 제공

4-2. 연락처 정보

□ 본부 담당자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50, 044-20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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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임금총액
(10인이상
사업체)
3,902
4,085
4,056
6,380
3,429
3,884
4,005
3,297
2,690
4,527
6,155
2,812
5,218
2,160
4,432
3,242
3,331
3,082

□ 지방관서 연락처(고용노동홈페이지에 수록)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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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http://www.prism.go.kr/)

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원시자료 신청서(개인 또는 기관)를 받은 후 원시자료제공 범위내에서 제공
- 원시자료신청서 및 제공범위, 이용절차는 고용노동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되고 있음
- 데이터는 text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공문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전송
- 보통 일주일 이내로 소요되며,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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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 신청서>

<

원 시 자 료

신 청 서

I. 통계명칭(선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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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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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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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항목
조사표 항목

요청여부

조사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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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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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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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이름: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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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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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 제공범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1. 조사목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복지
노동행정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
2. 조사대상
전 산업(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기업 중 약 3,500개 표본기업체
3. 조사주기: 매년
4. 원시자료 제공 항목
영

역

제

공

항

목

1. 산업
공통사항

2. 기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임금

1.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2.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급여 등의 비용

퇴직급여 등의 비용 총액

법정노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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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외복지비용

1. 주거비용
2. 건강보건비용
3. 식사비용
4. 교통·통신지원비용
5. 보육지원금
6. 보험료지원금
7. 자녀 학비보조비용
8.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9. 우리사주지원금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1. 기타

현물/채용/교육훈련/기타노
동비용

1. 채용관련비용
2. 교육훈련비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 2010~2012년 자료는 일부산업을 산업대분류로 제공함

6. 자료 제공 기간: 2010 회계연도 자료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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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범위
중분류*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원시자료 레이아웃(2017년 회계연도 기준>

<

변수명

변수설명

date
seq_no
l_ind
m_ind
규모
pay_all
pay_t
pay1_1
pay1_2
pay_t1
rt2_t
lc_t
lc3_1
lc3_2
lc3_3
lc3_4
lc3_5
lc3_6
lc4_t
lc4_1
lc4_2
lc4_3
lc4_4
lc4_5
lc4_6
lc4_7
lc4_8
lc4_9
lc4_10
lc4_11
gee5_1
gee5_2
sal_ct

회계연도
기업체구분
산업대
산업중(12. 담배제조업 삭제)
규모(1:10~29, 2:30~99, 3:100~299, 4:300~499, 5: 500인이상)
노동비용총액
직접노동비용 - 현금급여총액
정액 및 초과급여
상여 성과금
간접노동비용 - 현금급여 외 비용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복지비용 총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법적외 복지비용 총액
주거비용
건강보건비용
식사비용
교통통신지원비용
보육지원금
보험료지원금
자녀학비보조비용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법정외 복지비용 기타
채용관련 비용
교육훈련 비용
상용근로자 임금지급 연인원(12개월 누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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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수집

○ (통계조사관)보안서약서 작성
- 통계조사관에 보안 서약서 제출 의무화

○ (응답자보호)통계법에 의한 비밀 보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 자료 처리 및 보관

○ 조사표, 기업체명부 등 보안관리 철저
- (조사완료 후 자료 처리) 근거자료 등 보관이 필요한 자료 외에 조사 도중 작성된 자
료 등은 조사 완료 후 파쇄
- (금지사항) 개인 USB 사용 금지, 퇴근 시 서류 일체를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며 개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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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보관 금지, 조사표 및 기업체명부를 집에 가져가지 않음

○ 데이터

- 기업체에 무작위 일련번호(ID)부여(단, 모든 차수에 동일)
- 기업체 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하여 공개용 데이터를 별도 제작하여 관리

○ 고용노동통계조사 입력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시달
고용노동통계조사 입력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

□ 관리적 보안대책
ㅇ 통계조사관 컴퓨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ㅇ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통계조사 정보보안 지침 을 전담하여 수행

행사일)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 (

내용) 내

- (

PC

지키미 실행 등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ㅇ 정보보안 사고

*

*

인지 시 상황전파

①통계조사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②바이로봇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악성프로그램
,

에 감염되는 경우 등

⇒ 지역협력과장 및 고용관리과장에게 보고
⇒ 본부 사이버안전센터
에 신고
(044-202-7175)

□ 통계조사관실 물리적 보안대책
ㅇ 통계조사관실은 지문 키 번호 키
,

,

열쇠 등의 잠금 장치를 통해 관계자 외에 대해서

는 출입금지 조치

ㅇ 통계조사 담당 공무원이 통계조사관실 잠금장치 개폐
□ 통계조사관 인적 보안대책
ㅇ 통계조사 교육과 병행하여 정보보안 교육 실시
<주요 교육 내용>

- 통계조사 업무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공유 폴더 생성 금지
- 보안프로그램(PCPILTER, 바이로봇, TrojanCut, uToken 등)을 삭제 금지
- 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을 임의로 변경
금지
- 출처나 첨부파일 등이 의심스러운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담당공무
원에게 신고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 접속 금지
- 기타 정보보안 사고 의심 시 즉시 담당자에게 신고
※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ㅇ 통계조사관 보안서약서 징구
□ 통계조사관 컴퓨터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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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조사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ㅇ 통계조사관 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및 분기
*

CMOS

별로 변경,

,

분 이상 미사용시 화면보호 조치

10

ㅇ 월 회 이상 윈도우 보안패치 실시
ㅇ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1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암호화),

PCFILTER(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프로

TrojanCut(

그램이 외부로 파일 전송 시 차단), 바이로봇(해킹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감시),
uToken(USB

메모리에 저장되는 파일 암호화)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 제공시 기업체 식별가능성 제거 조치와 방법
○ 기업체 무작위 일련번호 부여
○ 식별 가능 조사항목 비공개

- 기업체 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하여 공개
- 단, 다음 조사를 위해 기업체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여 별로 관리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전산자료 관리 지침
○

통계법, 고용노동부 통계관리규정, 고용노동통계조사 입력시스템 정보보안 지침에 따
라 자료 수집 및 관리

7. 통계활용 실태

□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회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건수 등
○ 2018년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접속건수: 총 642천건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시자료 제공(2018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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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부서 및 담당자(’19.4월 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 ○○○사무관(18년) ○○○주무관(12년):

통계의 기획, 조사표 작성 및 표본설계,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

처리, 추정 및 분석, 공표 및 이용자서비스, 개선

○ 최근 3년 통계관련 교육이수 이력

- 통계청의 정기품질진단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이수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육 이수
- SAS코리아의 SAS(통계처리 소프트웨어) programming 교육
- 고용노동부 내부 통계세미나(조사통계 연구회) 참석

4.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입력

○ 시스템명: 고용노동통계입력시스템(행안부 클라우드시스템)
○ H/W 및 상용 S/W
구 분

DB

사 양

수량 및 제품명

CPU

4

개

메모리
디스크

서버

16MB
600MB

큐브리드
2개

DBMS
CPU
WAS/WEB1

WAS/WEB2

서버

서버

개발 서버

메모리
디스크

8.4

8MB
200MB

WEB

Jboss Web Server 2.0

CPU

2

개

메모리
디스크

8MB
200MB

WEB

Jboss Web Server 2.0

CPU

2

개

메모리
디스크

12MB
100MB

큐브리드

DBMS

8.4

○ 어플리케이션 S/W
- 개발 툴: Visual Basic 6.0
- 2Tier(Client-Server환경)

○ 자료입력: 통계조사관이 조사표(엑셀파일)를 제출받아 입력(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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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집계, 추정, 분석 등 자료분석 프로그램
○ SAS 9.3, MS Excel

□ 자료입력시스템, 처리, 집계, 추정, 분석 등 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주체

○ 자료입력시스템 관리주체: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 자료입력시스템 유지보수: 전문인력 1명이 상주하여 지원
5.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실적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 매년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여 본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
성, 관련성, 접근성에 대하여 평가

○ ‘17년

고용노동통계조사 체계개편 방안 연구 용역 실시(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현 조사통계의 정책활용성 진단
- 정책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 개발 및 조사신설(고용노동정책 수요 변화 분석을
토대로 신규 조사항목 개발연구)
- 행정통계 활용 가능성 연구(조사통계와의 연계, 대체 및 보완 가능성 분석)
- 해외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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