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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계관리

1. 통  계

 가. 통계 리

    1) 기본현황 및 목적

  통계는 국가행정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기업경 에 이르기까지 현대 행정수행

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자료로서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의 주요업무로는 매 5년 주기마

다 인구주택 총조사, 산업 총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서비

스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1년 주기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

업 통계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통계연보

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 목   표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생산 활동 및 저출산․고령화, 청소년 실업, 빈곤층,  

이혼율 등과 같은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는 새로운 정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3) 기본방침

     ❍ 국가지정통계 및 지역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수행

     ❍ 각종 통계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  

        계 품질관리 강화

    4) 추진실적

     가) 사업체기초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  계획 수

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

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

으며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시작하여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제20

회 조사임.

  통계청의 기술지원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조사․실시되며, 종사자 1인 이

상의 모든 사업체의 기본특성을 파악하고자 사업체명, 조직형태, 연간총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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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 결과 총 사업체수는 28,722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702개)증가되었으며, 총 종사자수는 172,027명으로 전년대비 

0.52%(883명)증가하 고 평균 종사자는 5.99명으로 전년대비 0.12명 증가추세

에 있음

      ❍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사업체수
구        분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사업체

28,722 3,843 481 24,398   

      ❍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종사자수
사 업 체 규 모 별

4명이하 5~99명 100~299명 300명이상

172,027 41,305 99,737 20,594 10,391   

     나)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

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이며, 1955년 이래 2~3년 주기

로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 으며 1973년에 한국 산업은행에서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된 이후 1년 주기로 실시되었고 올

해 2007년 기준(2008년 실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제33회 조사임.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 3,404개사업체로 집계 되었으며, 월 

평균 종사자수는 72,392명으로 조사됨

      ❍ 사업체 현황                                   (단위: 개,명,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월 평 균
종사자수

연  간
급여액

생 산 액 출 하 액
연말잔액
(유형자산)

주  요
생산비

부 가
가 치

남동구 3,404 72,392 1,677,143 13,282,735 14,448,034 5,127,606 8,990,554 5,504,871  

     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족,교육,환경,정보통신,복지,사회참여부문 40여개 

문항 항목을 심층 조사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사회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며, 올해는 관내 17개동 59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여 1382명이 

조사대상이었으며 이중 1373명이 조사에 응하여 99%의 조사율을 보임.

     라) 통계연보 발간

  1989년 처음 통계연보를 발간한 이래로 제19회 통계연보를 발행하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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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보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부응하고 우리구의 연혁, 

인구, 토지,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각종 자료를 연보에 수록함으로써 행정

의 기초자료로 활용

    5) 2009년 추진계획

     가) 2008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사업내용 : 종사자1인 이상 전 사업체조사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체단위 

모집단명부 및 지역 소득추계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약 28,000업체) 

       ❍ 추진기간 : 4월 ~ 7월

     나)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사업내용 : 종사자 10인 이상 전 사업체 경 실태조사(약 3,600업체)

       ❍ 추진기간 : 4월 ~ 7월

       ☞  2009년부터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다) 2009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 추진기간 : 2009. 9월중

       ❍ 사업내용 : 590개 표본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라) 통계연보 간행물 발간

       ❍ 추진기간 : 2009. 6월(통계연보), 12월 중(사업체기초통계)

       ❍ 통계연보 : 100부(기준일 : 2008. 12. 31)

       ❍ 사업체기초통계보고서 : 100부(기준일 : 2008.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