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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 시기 저조한 경제성장률, 실업과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통계들이
언론지상을 뒤덮으면서 활동가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계는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가 담긴 보도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경제위기가 민중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을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해 통계를 활용하려는 활동가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경제통계 가이드는 통계를 처음으로 접하는 활동가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도록
돕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내용 역시 활동가들의 주 관심분야인 고용, 실업, 임금 등 노동
관련 통계들과 국가/기업의 성장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의
기본 구성은 해당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며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모든 통계에 예시를 제시하여 통계를 찾는 혼란을 줄이고자 했고,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실었다. 통계를 직접 찾는 일이 대다수의 활동가들에게 생소하고 복잡
한 일로 느껴지겠지만,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지들에게 가이드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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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1>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
➀통계명: 경제활동 인구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매월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 인구조사->경제활동 인구 총괄)
▷경제활동 인구 총괄(공식 실업률, 구직기간 4주 기준/ 구직기간 1주 기준)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성별, 연령별, 성/연령별, 성/교
육별, 교육정도별, 행정구역별로 검색할 수 있음.

(예시-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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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취업자 수를 산업별, 성별, 행정구역별, 종사자지위별, 취업시간별, 교육정도별, 종사자 규모별, 연령별, 성별추가취업 희망자(18
시간/36시간미만 취업자 중)별로 검색할 수 있음.
(예시-성별 추가취업 희망자)
[단위: 천명]

▷실업자(구직기간 4주 기준)
실업자 수를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구직기간별, 취업경험 유무별, 행정구역별로 검색할 수 있음.
(예시-구직기간별 실업자)

▷실업률
실업률을 성별/연령별, 성별/교육정도별, 연령별/교육정도별, 행정구역별/성별, 행정구역별/연령별로 검색할 수 있음.
(예시- 성별/연령별 실업률)
[단위: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을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행정구역별, 활동상태별, 성별구직단념자별로 검색할 수 있음.
(예시-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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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어
1) 15세 이상 인구 :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2)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3)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
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5)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6)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7)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8)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9)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10)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육아, 가사, 재학 수강 등(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
함), 연로, 심신장애, 기타[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
ㆍ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 등을 포함],
※취업애로계층:▲실업자 ▲ 비경제활동 인구(취업준비생, 육아 ·가사 담당자)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주 36시간미만
단기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희망자 ->정부에서 연내 통계를 만들겠다는 계획.

2>비정규직의 실태
➀통계명: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매월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 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근로형태(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제, 시간제, 비전형)에 따라 성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취업자수를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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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성/근로형태별 취업자)
[단위: 천명]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개요: 조사개요 내용은 통계청에서 공개하지 않으므로 원 자료를 구해서 확인하거나 통계청
(http://kostat.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할 수 있음. 한노사연의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 참조 가능.
Ⅰ. 근로형태별 규모 (➀근로형태별 규모 총괄 ➁한시적 근로자 ➂비전형 근로자 ➃시간제 근로자)
Ⅱ. 특성별 비정규직( ➀성별 ➁연령계층별 ➂산업별 ➃직업별 ➄교육정도별)
Ⅲ. 항목별 분석 일자리 형태 (➀선택 동기 ➁근속기간 ➂근로복지 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➃월평균 임금 ➄주당 평균 취
업 시간 ➅교육․훈련 경험 비율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➆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여부 ➇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➈노동
조합 가입 비율 ➉임금지불형태 ⑪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실태 비교’를 확인할 수 있음.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임금격차와 평균근속기간을 비교하는 것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추계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➁통계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사회보험가입률/상여금, 퇴직금 적용률/노조가입률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1년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별 통계->사회보험가입률/
상여금, 퇴직금 적용률/노조가입률)

▷사회보험가입률/상여금,퇴직금 적용률/노조가입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을 산업, 직종, 고용형태별, 규모별로 확인할 수 있음.
(예시-고용형태별)

➂통계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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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1년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별 통계->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업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규모별로 확인할 수 있음.
(예시-성별)
[단위: 일, 시간, 천원]

(예시-고용형태별)
[단위: 일, 시간, 천원]

※ 노동운동과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 추계방식의 차이
- 5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www.pssp.org

[표-1]

[단위: 천명,%]
본조사

부

설문문항 없음

(전형)

소계

상용

임시일용

④

①

①+④

7,934(48.1)

2,705(16.4)

10,639(64.6)

③

②

②+③

1,538(9.3)

4,301(26.1)

5,839(35.4)

③+④

①+②

가
조
사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비전형)

특수고용형태
소계

16,478(100.0)
9,472(57.5)
7,006(42.5)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규직=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형태)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1]에서②+③)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01만명
(42.5%)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54만명(9.3%)을 합쳐 855만명(51.9%)으로 추계했다.([표-1]에서 ①
+②+③)1)
[표-2]
한노사연
임금노동자(1)
정규직(2=1-3)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①
고용
한시근로②
계약
(기간제근로)
근로시간
근로
제공
방식

시간제근로 ③
호출근로④
특수고용⑤
파견근로⑥
용역근로⑦
가내근로⑧

상용

2009년 8월
임시
일용

전체

9,472
7,934

5,117
-

1,890
-

16,479
7,934

1,538

5,117

1,890

8,545

1,377
1,377

5,117
3,340
1,776

1,890
1,337
553

8,384
4,677
3,706

1,365

1,196

255

2,816

51
11
98
342

750
548
58
215

625
883
78
9
65

1,426
883
637
165
622

6

26

67

99

상용

2009년 8월
임시
일용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

9,472
7,829

5,117
2,565

1,890
331

16,479
10,725

비정규직

1,643

2,552

1,559

5,754

1,492

1,589

426

3,507

1,365

1,196

255

2,816

비기간제

126

394

172

629

시간제
일일근로
특수형태근로
파견
용역

51

750

625

457

843

983

1,426
883
637
165
622

통계청

한시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가정내근로

99

*자료 출처: 한노사연 2009년 8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보
도자료
*위의 표에서 한노사연과 통계청의 비정규직 합계는 유형 중복으로 불일치함.
○ 주요 용어(한노사연 정의)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
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9년 8월

- 6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www.pssp.org

○ 주요 용어(정부정의)
-비정규직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②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③비
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
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
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
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
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ㆍ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ㆍ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ㆍ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
함 ㆍ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상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3>산업별고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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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통계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산업분류별 통계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1년
-찾는 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산업분류별 통계)

▷산업분류별 통계
근로자수, 근로시간, 임금, 근로 실태를 고용형태/산업분류별로 확인 할 수 있음.

➁통계명: 광업‧제조업조사->산업편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1년
-찾는 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광공업․에너지->광공업->광업․제조업조사->산업편)

▷시/도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 수 및 급여(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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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 등, 연간급여
액, 상용근로자 연간급여액, 임시 및 일용근로자 연간급여액, 기타 종사자 연간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음.

➂통계명: 광업․제조업조사->산업편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1년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광공업․에너지->광공업->광업․제조업조사->산업편)
▷시도/산업분류/종사자 규모별 주요지표(10명 이상)
시도/산업분류/종사자 규모별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을 확인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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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통계명: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특별조사)->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인원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반기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노동->사업체 고용동향 조사->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
계획인원)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인원
산업별 규모별(전국/시도별), 직종별로 현원/ 구인/ 채용/ 미충원/ 부족/ 채용계획인원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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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작성기관: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조사주기: 매월
-찾는 방법: (http://www.index.go.kr ->외국인근로자 고용 동향 검색)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업종별

○주요용어
외국인고용허가제 개념: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을 고용허가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됨.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09.11월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이고, 특례고용허가제에 의
한 고용허가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임.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5개
업종임.

2. 임금
➀통계명: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구 매월노동통계)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분기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9,980개 표본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노동->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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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임금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별/산업별로 전체근로일수, 상용근로일수, 비상용근로일수, 전체근로시간, 상용총근로시간, 상용소정실근로시간, 상용
초과근로시간, 비상용근로시간, 전체임금총액, 상용임금총액, 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상용특별급여, 비상용임금총액을 확인
할 수 있음.

➁통계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1년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직종분류별 통계

직종별 학력별 연령계층별 성별 규모별로 평균연령, 평균근속년수,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
수,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예시-직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 조건)

▷산업분류별 통계
산업별, 학력별 성별, 연령별, 직급, 임금계층, 혼인상태별로 평균연령, 평균근속년수,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예시-임금, 근로실태 (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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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학력별 통계
사업체 규모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총액별, 성별로 평균연령, 평균근속년수,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
시간수,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예시-규모,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➂통계명: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작성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주기: 매년
-조사내용: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임금실태->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
균 조사노임)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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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통계명: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중소제조업 월급여 현황
-작성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주기: 매년
-찾는방법: (http://kosis.kr->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임금->임금실태->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월급여 및 일반현황
->중소제조업 월급여 현황)
▷중소제조업 월급여 현황

➄통계명: 법정최저임금
-작성기관: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주기: 매년
-찾는 방법: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최저임금 검색), 최저임금 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일반 현황
[단위: 원, %, 천명]

○주요용어
영향률: 수혜근로자 수/적용대상 근로자 수* 100
cf)수혜근로자와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
자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영향률 추정하는 방식이 다름. 한노사연은 정부와 노동
연구원이 영향률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미달자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 한노사연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제외하고 영향율을 산출(ex: 2010년
최저임금 영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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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통계명: 협약임금인상률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매월
-찾는방법: (http://www.index.go.kr ->협약임금 검색)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

○주요용어
협약임금인상률 : 사업장에서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인상하기로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인상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
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협약임금에는 정액급여, 고정상여금만 포함되고,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초과급여·특별상여금 등은 포
함되지 않음

3. 노동조합 활동
➀통계명: 민주노총 조직현황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매년
-찾는 방법: 민주노총 홈페이지 조직현황 (바로가기-> http://www.nodong.org/formation)
▷민주노총 조직현황
조직 현황을 연도별, 산업별, 지역본부별로 확인 할 수 있음. 여성조합원 수도 함께 공개하고 있음.
(예시-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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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계명: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매년
-찾는 방법: e-나라지표(http://index.go.kr)->노동조합 조직현황 검색
▷노동조합 조직 현황
[단위: 천명]

○주요 용어
노동조합 조직률 : 조합원수 / 조직대상 근로자 * 100
조직대상근로자 :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노동조합수 : 단위노조(기업, 지역업종노조)＋연합단체(총연합단체, 산업별연합단체, 전국규모 산별노조)

➂통계명: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노동조합 결성유무
-작성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주기: 매년
-찾는 방법: (http://kosis.kr->고용․노동․임금->임금->임금실태->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월급여 및 일반현황->노동조합
결성유무)
▷노동조합 결성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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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통계명: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작성기관: 노동부
-조사주기: 매년
-찾는 방법: (http://www.index.go.kr -> 노사분규 검색)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업종별/ 규모별/ 시도별/ 발생원인별 노사분규 건수를 확인할 수 있음.
(예시-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주요용어
노사분규발생건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
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4.국민계정
1>국내총생산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
산한 것.

➀통계명: 실질국내총생산(GDP)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국민소득-> 주요지표)
-조사내용: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즉 국민경제수준이 일정기간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위한 지표. 보
통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감률을 경제성장률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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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통계명: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국민소득 주요지표)
-조사내용: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분기별 증감률

[2005=100]

➂통계명: 지출항목별 증감률(실질)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국민소득 주요지표)
-조사내용: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분기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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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

➃통계명: 노동소득 분배율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국민소득 주요지표)
-조사내용: 피용자의 보수를 피용자의 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눠진 값.

[2005=100]

○주요용어
-실질 국민소득: 그 해의 생산물에 특정기준 시점의 가격(기준년가격)을 매년 똑같이 곱해서 살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감액을
제거하여 생산물 수량의 변동만을 포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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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국민소득: 경제 규모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그 해의 생산물에 그해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생산물의 수량
과 가격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남.
-계절조정/ 원계열: 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
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원계열은 계절변동조정 전 통계.
-전기 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전년의 같은 분기에 비해 당해분기가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연간 증감률을 가늠하는 데 적합. 원계열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며 변동성이 작음. 그러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계절성분이 매년
바뀌게 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며, 명절 공휴일 수 영업일수의 차이 등과 같은 달력효과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
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비교대상이 1년 전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변동의 파악이 어렵고 경기전환점 포착시기가 지연.
경기 흐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원통계열에서 계절성분이 제거된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증감률을 이용.
-GDP 디플레이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값으로, GDP 추계 시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나 소비
자 물가지수(CPI)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냄.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해당분기 종료 후 속보치는 28일 이내에, 잠정치는 70일 이내에 발표. 해당년 종료 후 잠정치 3개월
이내에, 확정치는 익익년 3월에 발표.
-순생산물세: 생산물세(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와 같이 생산자에게 부과되어 생산비에 포함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
게 전가되는 조세)-보조금

5. 물가
➀통계명: 생산자 물가지수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매월
-찾는방법: (http://ecos.bok.or.kr->물가->생산자물가지수) (http://kosis.kr ->주제별통계, 물가->생산자물가지수)
-조사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기업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출하되어 1차거래 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이루어진 가격의 변동
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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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➁통계명: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매월
-찾는방법: (http://ecos.bok.or.kr->물가->소비자물가지수), (http://kosis.kr ->주제별통계, 물가->소비자 물가지수)
-조사내용: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지표로서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함으
로써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 전국 38개 주요도시에서 상품 및 서비스 489개 품목을 조사
함.
▷기본분류지수
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한 지수(12개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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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주요용어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52개 품목으로 작
성한 지수.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보다 근접한 물가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
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36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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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수지
➀통계명: 국제수지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매월,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국제수지/무역->국제수지) (http://kosis.kr ->주제별통계, 무역/외환/국제수지)
-조사내용: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국제수
지라 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을 기준으로 함.

[단위: 백만달러]
항목

경상수지
상품및서비스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소득수입
소득지급
급료및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경상이전수입
경상이전지급
일반정부경상이전수지
기타부문경상이전수지

자본계정
투자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자본수지
자본이전
비생산비금융자산취득및처분

2009년
42,667.6
38,924.9
56,127.6
-17,202.7
4,553.6
15,704.7
11,151.1
-198.7
4,752.3
-810.9
12,458.5
13,269.4
-1,474.6
663.7
26,447.9
25,260.6
-9,065.8
50,681.6
-10,817.1
-5,538.1
1,187.3
1,173.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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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1.1
-54.4

○주요용어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를 나타낸 지표(상품 및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
수지의 총합)
-상품수지: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재화는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지, 비 화폐용 금을
포함.
-서비스수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배
당 이자 등 투자 소득을 계상함.
-경상이전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차로서 해외교포가 국내친지에게 보내거나 국내친지가
해외교포에게 보내는 개인송금, 해외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됨.
-자본수지: 민간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가 해외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수출입 차로 투자수지 및 기타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한나라의 장기적
대외결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임.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표상 자본수지와 경상수지의 합계는 금융게정의 순자산 증감액과 같아야 하나 거래를 집계하는 기초
자료와, 금융계정을 집계하는 금융기관 외화 대차대조표가 일치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통상 회계제도가 발달된 금융계정을 정
확하다고 보고 금융계정 잔액과 경상 및 자본수지의 합계의 차이 분을 오차 및 누락 항목으로 계상하여 양자를 일치시킴.

➁통계명: 국제투자 대차대조표(IIP)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국제수지/무역, 국제투자 대차대조표) (http://kosis.kr ->주제별통계, 무역/외환/국제수지)
-조사내용: 특정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통계
임. 이는 국제수지와 달리 잔액(stock)자료로서 환율 및 금리,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누
계잔액(flow)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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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달러]

A.대외투자
대외직접투자
지분자본
기타자본
증권투자
지분증권
부채성증권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무역신용
대출
현금및예금
기타자산
준비자산

B.외국인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지분자본
기타자본
증권투자
지분증권
부채성증권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무역신용
차입
현금및예금
기타부채

C.순국제투자(A-B)

2009
6,047.3
1,156.2
1,035.1
121.1
1,023.7
768.9
254.8
62.3
1,105.2
155.3
451.5
167.7
330.7
2,699.9
7,527.6
1107.7
1,051.5
56.2
3,900.2
2,359.5
1,540.6
97.4
2,422.4
633.7
1,504.5
174.3
109.9
-1,480.3

➂통계명: 대외채무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국제수지/무역->대외채무/채권->대외채무)
-조사내용: 대외채무는 한 국가 내의 경제주체가 다른 나라에 다시 갚아야 할 돈의 총액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이 외국에서 빌
려온 돈과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금을 모두 포함.

- 25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www.pssp.org

7. 환율
➀통계명: 환율(일일, 월평균, 월말)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매일, 매월
-찾는방법: (http://www.ecos.bok.or.kr/->환율/외환->환율)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통계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통계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통계

8. 금리

➀통계명: 콜금리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매일
-찾는방법: ( http://www.ecos.bok.or.kr/->금리->시장금리)

➁통계명: 국고채 3년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매일
-찾는방법: ( http://www.ecos.bok.or.kr/->금리->시장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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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수지
➀통계명: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작성기관: 기획재정부
-조사주기: 매년
-찾는방법: (http://www.digitalbrain.go.kr ->재정통계->재정지표->통합재정수지, http://ecos.bok.or.kr ->증권/재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바로가기->http://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4_02_01.jsp?code=DB010402 )

○주요용어
-통합재정수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05년부터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까지 포괄함). 재정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당해 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함.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자본수입) - 세출 및 순융자
-관리대상수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수지로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흑자+공적자금상환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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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통계명: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작성기관: 기획재정부
-조사주기: 매년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증권/재정, http://www.digitalbrain.go.kr ->재정통계 ->재정지표,)
(기획재정부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바로가기->
http://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4_08_01.jsp?code=DB010408 )

○주요용어
-조세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내국세, 관세: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
과되는 조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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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통계명: 국가채무
-작성기관: 기획재정부
-조사주기: 매년
-찾는방법: (http://www.digitalbrain.go.kr ->재정통계->재정지표)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바로가기->http://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4_03_01.jsp?code=DB010403 )

○주요용어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
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
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
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cf)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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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활동
➀통계명: 자동차 산업 동향
-작성기관: 자동차 공업협회
-조사주기: 매월
-찾는방법: e나라지표 (http://index.go.kr) ->자동차산업동향 검색, 자동차공업 협회 (http://www.kama.or.kr -> 조사통계->
자주 찾는 통계)
▷자동차 산업 동향

➁통계명: 조선 산업 동향
-작성기관: 한국조선협회
-조사주기:
-찾는방법: e나라지표(http://index.go.kr), 한국조선협회(http://www.koshipa.or.kr),

▷조선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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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통계명: IT 산업 생산
-작성기관: 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조사주기: 매년
-찾는방법: e나라지표(http://index.go.kr ->IT산업 생산 검색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http://www.gokea.org)
▷IT산업 생산

➃통계명: 외국인 투자
-작성기관: 지식경제부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e나라지표(http://index.go.kr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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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통계명: 제조업 평균가동률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월
-찾는방법: (http://kosis.kr->광공업에너지->광공업->광업제조업 동향조사->생사능력, 가동률->제조업 평균가동률)
-내용: 제조업 생산설비의 가동상태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의 가동률
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냄.

▷제조업 평균가동률
[단위: %]

11. 기업경영
①통계명: 제조원가명세서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월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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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용어
-당기총제조비용: 당기 중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제조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
-외주가공비: 경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하청업자에게 재료를 공급하여 가공을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가공비용.
-기초재공품원가: 재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과정에 있는 것으로, 기초재공품원가는 전기에서 이월된 재공
품 잔액.
-기말재공품원가: 결산일 현재 생산과정 중에 있는 재공품 잔액.
-유형자산(타계정)대체액: 자사의 제품을 자가소비하는 경우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자산 등 타계정으로 대체하게 되는
제품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 중 제품생산을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당기총제조비용+기초재공품원가-기말재공품원가-유형자산대체
액)

②통계명: 성장성에 관한 지표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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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 성장성에 관한 지표

○주요용어
-유형자산증가율: 건물, 기계장치 등 구체적 존재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 연도 중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음. (당기말 유형자산/ 전기말 유형자산)*100-100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영업활동에 의해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총액을 의미.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에 비
해 당해 연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은 회사의 영업활동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활발하
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줌. (당기말 매출액증가율/ 전기말 매출액증가율)*100-100

③통계명: 손익의 관계비율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 손익의 관계비율

○주요용어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 기업의 세전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조원가와 영업비용을 공제하고 다시 영업외 손익을 가감한 것. 매출
액세전순이익률은 기업의 영업·경상활동 수익에서 세전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비하는 성장성 지표. (세전순이익/매출액
*100)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조원가와 영업비용을 공제한 것. 영업외활동(재무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
활동만의 성과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대비한 지표로 영업활동의 능률 확인. (영업이익/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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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통계명: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작성기관: 통계청
-조사주기: 분기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주요용어
-부채비율: 자본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
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차입금의존도: 총자산(부채 및 자본 합계)에서 차지하는 차입금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재무지표. 기업재무구조의 건실도와 수
익성을 가늠하는 지수로 활용. 100이하에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구성 등이 좋은 것으로 평
가. (차입금/총자산*100)

12. 국제통계

➀통계명: 국제 경제성장률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분기, 년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해외/북한-> 주요국제통계->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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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계명: 국제 GDP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매년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해외/북한-> 주요국제통계->국내총생산)
[단위: 억달러]

➂통계명: 국제 실업률
-작성기관: 한국은행
-조사주기: 매월, 년
-찾는방법: (http://ecos.bok.or.kr ->해외/북한-> 주요국제통계->실업률)

※ 국제통계 참고 싸이트 및 자료
노동연구원 해외통계, 통계청 국제통계 연감.
OECD http://stats.oecd.org, ILO http://laborsta.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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