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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개인  기업의 응답부담을 이고 장조사 비용을 

감소시키기 한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 작성을 한 행정자료 활용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하 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 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통계 작성에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까지 행정자료에 한 근이 어려워 행정자료에 한 연구나 통계이론이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을 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비교 검토에 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

식을 가지고 출발하 다.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에 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을 한 연구

상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 비 이 높은 G 도매  소매업, I 숙박  

음식 업,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S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의 

분류를 선정하 다. 이를 상으로 주요 변수에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비표본오차로 볼 수 있는 매출액 차이를 측정하기 해 ‘측정척도’를 새롭게 구성하

여 분석하 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를 평균값 측면에서 악하

기 해 짝을 이룬 두 표본에 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 고,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미치는 향을 단

하기 해 회귀분석을 통해 매출액 차이의 방향과 크기를 악하고 오차의 발생원

인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자료 매출액이 행정자료보다 을 

것이라는 상과는 달리 모든 분류에서 행정자료의 매출액 합계가 더 크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G 도매  소매업에서 매출액 차이의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행

정자료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와 (-)가 혼재되어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업종별로 실시한 두 표본에 한 평균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2010년 자료가 2011년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산업소분

류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

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산업 분류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산업 분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  함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 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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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 즉 행정자료가 매출액 차이에 매우 

요한 변수이므로 조사자료 내검이나 매출액 항목 체 등에 행정자료의 극 인 

활용을 통해 장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수, 지역, 표자 

성별 등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사항에 따라 장조사의 실제 인 조사지침 

마련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자료수집체계의 효율성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하기 한 기 자료로 이용하여 라데이터(Paradata) 수집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자료 간의 비교가능성  일 성 확보를 한 행정자료의 추가  입수 

노력이 필요하다. 한 행정자료 서식변경 사항을 수시로 검하고 주기 이 행정

자료 활용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 행정자료에 한 신규 수요를 악해 나가는 작업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수된 행정자료는 련 통계조사 항목과의 정합성

을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간 작성 기 이나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표 화를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자료 련 행정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워

서 이에 한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의 매출액 차이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 다는 에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에 발생하는 매출액 

차이를 검토할 때 분석의 편의상 행정자료는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 다. 둘째, 연구

결과의 외  타당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이미 조사된 자료항목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에 의해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넷째, 개인사

업체의 매출액만을 상으로 분석하여 사업실 의 정합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주요어: 개인사업체, 행정자료, 조사자료, 교차검증

학번: 200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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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최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 기업의 경 정보 노출 우려 증  등으로 인한 응

답기피 등 장조사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통계조사 증가  조사항목 

확  등으로 개인  기업의 응답부담이 가 되어 응답률 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 조사원 인건비 상승 등 장조사 비용의 증가는 국가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

하며 새로운 통계수요에 선제  응도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규모 

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에 해서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 산 감

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랑스 등 부분의 OECD 국가는 개인  기업의 응답부담

을 이고 장조사 비용을 감소시키기 한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해 

오랜시간 동안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비교 검토를 실시한 후 행정자료 기반 통계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고, UN․EU 등 국제기구도 비용  응답부담 감소를 고려하

여 행정자료1)를 통계자료2) 작성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유엔 공식통계 기본

원칙  제5원칙3))  

  우리나라도 통계 작성을 한 행정자료 활용을 한 법  근거로서 통계법(’07.4

월), 국세기본법(’09.2월) 련 조항을 개정한 이후 지속 으로 행정자료 보유기 간 

업제도를 마련해왔다. 그리고 행정자료를 국세청, 안 행정부, 국토해양부 등 공

공기 으로부터 141종(’13.12월 기 )의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있고 그  사업자등

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사업자 황신고서, 사업소득세, 법인세자료, 근로소득지

명세서 등 79종 자료는 DB를 구축하여 통계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방, 공유, 소통, 업이 핵심인 「정부 3.0 시 」를 맞아 통계청이 정부자

료를 민간과 공유하는 「정부 3.0 허 」가 되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

료를 국가통계 생산에 활용하여 「정부 3.0 구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의 

1)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 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리하고 있

는 문서․ 장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산자료를 말한다.(통계법 제3조의 7)

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 이 통계의 작성을 하여 수집․취득 는 사용한 자료(데이터

베이스 등 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통계법 제3조의 4)

3) "통계자료는 통계조사나 행정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 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으며 이

때 통계기 은 통계품질, 시의성, 비용  응답자 부담을 고려하여 수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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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활용 요구가 증 되고 있다. 한 통계청은 ‘행정자료 활용 확 로 국가통계 

선진화’라는 비 을 가지고 ‘조사체계 개선을 통해 통계조사의 효율성 제고  응답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 통계 개발  조

사통계 항목 체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통계가 행정통계로 체되는 과정 에 있지만 아직 행정통계에 한 연구나 

통계이론 정립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경제통계의 요한 원천자료인 국세자료에 

해 근이 어려워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비교 검토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이다. 한 최근 자 업자에 한 사회 인 심이 증 되고 이에 한 지원 

 활성화 책이 많이 마련되고 있는 시 에 정책수립에 요한 지표가 되는 개인

사업체의 매출액에 한 정확성 제고는 매우 요한 사안이라고 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을 통계  방법으로  실시

하여 이를 통해 얻은 분석 결과를 토 로 조사자료의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

r)4)의 방향과 크기를 악하여 오차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조사과정상의 개선방

안을 마련하고,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 가능성 여부  한계를 검토하여 보다 정

확하고 효율 인 통계생산의 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을 심으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

에 해 이론이나 실증분석을 통해 크게 1)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상  개

념 차이 유무, 2) 주요 변수별(업종, 매출액 규모, 종사자 규모, 부가가치세 과세유

형, 지역, 표자 성별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 크기 는 내용, 3) 행정

자료와 조사자료 간 차이 발생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련하여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상(Unit) 차이나 매출액

의 범 (Coverage) 차이에 의한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자료의 유형 

 내용, 조사자료의 유형  내용에 한 이론  논의내용을 검토하여 악하고자 

한다.

  둘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업종, 매출액 규모, 종사자 규모, 지역 등 주요 변수(통계 결과표 작성시 기 이 되

4)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행정자료는 오차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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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들을 기 으로 하여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차이 액에 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차이를 ‘측정척도’를 통해서 업종, 매출액 규모, 종

사자수 규모, 지역, 표자 성별 등 주요 변수를 기 으로 두 자료간 매출액 차이의 

상 ,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해 업종(산업분류 기 )5)을 함

께 고려하여 짝을 이룬 두 표본에 한 평균비교 분석을 통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업종을 찾아내어 장조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자료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요인들에 한 악을 하고자 한다. 

  다섯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차이는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다 회

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업종, 매출액 규모, 종사자수 규모, 지역, 표자 

성별 등 차이에 향을  것이라 단되는 요인들을 고려한 다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 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5) 생산단 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 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 매․제공되는 재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분류구조는 분류(1자리, 문 문자), 분류(2자

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되며, 분류는 분류 21개, 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세분류 487개, 세세분류 1,145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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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이론  논의

  1. 행정자료6)의 유형  내용

  (1)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리목 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으로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자, 재화의 수입을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면세사

업자는 면세사업장 황신고를 하는 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규모가 세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해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해 간이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

과세제도가 용되는 사업자는 연간 재화와 용역의 공 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

는 개인사업자들이다. 

  (2) 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개인단 에 기 한 종합소득세제가 원칙이다. 소득세법에서

는 과세 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8가지로 나 어 이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6가지 소득은 합하여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은 이듬해 5월 31

일까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자료와 비교하기 한 소득세의 과세 상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하여 얻게 되는 소득  복식부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6)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으로 행정자료  소득세상 사업소득 신고자료를 지칭한다. 이하

에서 특별한 언 이 없으면 행정자료는 ‘사업소득 신고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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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사업업종별 복식부기 의무는 업종에 따라 7,500만원 ~ 3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한 기 액을 과한 경우에는 외부 세무사가 작성한 조종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일정 수입  이하 세사업자로서 기

경비율, 단순경비율 2가지 형태를 이용하여 추계과세한다.(표 2-1 참조) 

[표 2-1]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유형 기 7)

(단 : 만원)

업종                 유형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 경비율 단순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업, 도․소
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0,000이상

(60,000이상)
30,000미만 6,000이상 6,000미만

제조업, 숙박․음식 업, 

기․가스․증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 ․ 상․방송통신  정

보서비스업, 융  보험업

15,000이상

(30,000이상)
15,000미만 3,600이상 3,600미만

부동산임 업, 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술․스포츠  여

가 련 서비스업,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이상

(15,000이상)
7,500미만 2,400이상 2,400미만

 주) 1. 복식부기 의무자  (  )안의 액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

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 상임.

     2. 상기 수입 액은 매출액 등으로서 직 연도 수입 액 기 임.

  본 연구에서 조사자료 매출액과 비교하는 행정자료라 함은 소득세 상의 사업소득 

신고자료  매출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업소득 신고자료 상이 아닌 사업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통해 조사자료의 매출액 내용 검토  체 등에 활용

7) 안종석 외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 」의 pp 69 내용을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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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간의 차이에 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다. [표 2-2]를 보면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 상, 과세표  등이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는 다르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 은 기본 으로 부가가치세 과

세표 과 한 연 을 갖고 있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 액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표 2-2]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간의 비교

구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의의 일반소비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사업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납세지 사업장 주소지

과세 상 재화  용역의 공 , 재화의 수입 열거소득

과세기간 1/1~6/30, 7/1~12/31 1/1~12/31

신고기한 ~7.25, 다음해 ~1.25 다음해 ~5.31

과세표 공 가액 소득 액-소득공제

세율 10% 6~38%(5단계)

 2. 조사자료의 유형  내용

  (1) 경제총조사 자료(2010년 자료)

  경제총조사는 지정통계(제 10171호)로서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우리나라 체 산업

에 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한 구조를 악하기 하여 동일시 에 통일

된 조사기 으로 실시하는 규모 수조사로서 기존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조사

를 통합하여 2011년(2010년 기 )에 최 로 실시하 다.

  조사 상은 한국표 산업분류 21개 산업 분류(A~U)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생산활동(T), 국제  외국기 (U)단 를 제외한 19개 산업 분

류의 종사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

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 조사가 원칙이며, 사업체(응답자)가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는 응답자 기입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조사항목은 공통항목(12개)과 산업별 특성항목(산업별로 1~8개)으로 구분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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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20개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표 2-3 참고). 조사표는 15종으로 장조사 

상 조사표는 10종에 해당된다.

[표 2-3]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공통항목

사업체명, 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여액, 자상거래여부, 사업실 (매출액, 

업비용), 유․무형자산, 녹색산업활동

특성항목

업기간, 기업총매출액,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제품 출하액  재고액, 임가공 

수입액, 재고액, 연간 주요 력량, 연간 증기생산  매, 발 업 유형, 건물(매장) 

연면 , 상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상품

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매 리기기 보유여부, 객실(석) 수, 체인  

가입 여부, 복수학   공동학 , 외국어 용강좌, 직능별 종사자 수 등

  (2)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2011년 자료)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는 지정통계(제 10126호, 제10127호)로서 통계청이 

매년(1988년에 최  실시 통계청이 국의 한국표 산업분류상 10개(E, G, I, J, L, 

N, P, Q, R, S)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표본으로 선정된 약 120천개 사

업체(2011년 기 , 제 21회 조사)를 상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이다.(표 2-4 참조)

[표 2-4]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 상 업종

도․소매업조사

G 도매  소매업 (47920 노   유사 이동 소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 포 소매업 제외)

I  숙박  음식 업 (56132 이동 음식업 제외)

서비스업조사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J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61 통신업 제외)

L 부동산업  임 업

N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855~857 일반 교습 학원  기타 교육기  등만 조사)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회  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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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은 경제총조사와 동일하고, 조사항목은 공통항목과 특성항목은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5]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항목

공통항목
사업체명, 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여액, 사업실 (매출액, 업비용)

특성항목

자상거래여부, 건물(매장) 연면 , 상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상품 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매 리기기 보유여부, 객실(석) 수, 체인  가입 여부, 산장비 보

유 수, 무형자산 보유건수, 이용인원수, 직능별 종사자 수 등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간 조사이고, 해

당 산업에 한 더 상세하고 포 인 정보를 확보하기 해 5년(기 연도 0, 5자)

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두 조사의 조사 상이 동일하므로 경제총조사

가 실시되는 해에는 조사단 가 사업체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해당 산업에 한 통계자료는 경제총조사 결과를 통해 제공된다.

 3. 개인사업체의 개념

  본 연구에서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비교하기 한 요

한 제조건은 비교하는 단 (Unit)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자료와 조사자

료는 실시 목 이 다르므로 비교단 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조사자료의 개인사업체

와 행정자료의 개인사업자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은 두 자료간 교차검증을 해 매

우 요한 작업이다.  

  (1)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체란 용어는 경제통계 조사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조사자료

에서는 사업체를 조사 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개인사업체, 회사법

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다.(표 2-6 참조) 

이때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 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 로서 여기에는 편의 , 식당, 공장,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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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업소, 본사․본 , 연락사무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개인사업체란 개인

이 경 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 하는 사업체도 포함

된다. 

[표 2-6] 조직형태의 유형  개념(조사자료 기 )

조직형태 유형 개념

개인사업체
개인이 경 하는 사업체로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

하는 사업체도 포함

회사법인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로서 주식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포함

회사이외 법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법무법인, 정부투자기

  재투자기 , 농 , 상공회의소 등)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등이 포함(문화단체, 경기후

원단체, 후원회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그에 속한 행정

기 이나 공공시설 등

  (2) 개인사업자

  행정자료에서는 사업자란 사업 목 이 리이든 비 리이든 계없이 사업상 독

립 으로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한 사업

자는 사업장8)마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

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에 따라 법인사업

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경우에는 원칙 으로 사업장단 로 조사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

로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 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주사업장총 납부9)와 사업자단

과세제도10)를 통해 사업장 단  외에 본  는 지  등에서 세 납부를 인정하고 

8)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하여 거래의 부 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9) 사업자가 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

가가치세를 총 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10) 부가가치세의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의 외로, 2 이상의 사업장



- 10 -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과세자료는 사업체 단 가 아니므로 '1사업자 1사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조사자료와 연계해서 비교하면 연계오차(Matching Erorr)가 발생하

게 된다. 를 들어,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을 1사업자가 운

하면 사업체 단 와 일치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과세자료는 사업체 단 가 아니므로 조사자료와 연계해서 비교하면 연계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결론 으로 조사자료의 개인사업체와 행정자료의 개인사업자의 개념이 달라서 하

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 할 수 있고, 여러 사업자가 1개의 사업체를 공

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부분은 ‘1사업자 1사업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복되지 않은 ‘1사업자 1사업체’

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3)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연계

  통계청에서는 매년 행정구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명 등을 통해 조사자료와 동

일한 사업체를 사업자등록자료에서 찾아 조사자료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수정  

락 보완을 한 후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되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같은 사업

체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계시킨 후 행정자료 DB를 구축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는 1:1로 연계된 사업체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으므로 연계오차와 범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연계 구조도

〈행정자료〉 〈연계 구조도〉 〈조사자료〉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법인세자료

•사업소득자료

•사업장 황신고서 

*행정자료간 연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명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연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명, 표자명, 소재지  등 

•경제총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조사

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 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세 계산

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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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출액의 정의

  (1) 조사자료

  조사항목인 매출액은 조사 상 기간 1년 동안(1.1 ~ 12.31.) 업활동으로 얻은 총

수입액을 말하며, 부수 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업외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겸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총매

출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일치한다. 

  (2) 행정자료

  ① 소득세 상의 사업소득 신고자료

  소득세 상의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리를 목 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산정은 총수입 액에서 사업활동

을 한 제경비를 공제한 액으로 산정된다.(그림 2-2 참조) 사업소득 액은 기업

회계에 따른 결산을 기 로 하여 소득 액을 계산한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

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법의 다른 만을 조정하여 소득 액을 계산하게 된다.(이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그림 2-2] 세무조정 과정

결산서 세무조정 소득세법

     수    익

  (-) 비    용

(+) 총수입 액산입

(-) 총수입 액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 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 액불산입

    총수입 액

 (-) 필요경비

(=) 당기순이익 (=) 사업소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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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신고시 제출하는 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조사자료의 매출액 개념

과 일치한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사업소득 신고자료  총수입 액이 아니라 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행정자료로 입수하고 있고, 해당 행정자료를 가지고 조

사자료의 매출액 검증  체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 2014년 3월에는 복식부기 기

장업체의 경우 소득세법이 2014년 3월에 개정이 되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표 손

익계산서 양식에서 매출액을 세분화하고 있어 사업체의 매출 발생원천에 한 악

이 더욱 용이해져서 경제통계 생산에서 행정자료 활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상

된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소득세법상의 표 손익계산서 양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앞쪽)

표 손익계산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매출액 01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22 :    :    :

  1. 상품매출 02 :    :    :  중략

  2. 제품매출 03 :    :    :  11. 보험료 32 :    :    :

  3. 공사수입 04 :    :    :  12. 리스료 33 :    :    :

  4. 분양수입 05 :    :    :  13. 세금과공과 34 :    :    :

  5. 임대수입 06 :    :    :  14. 감가상각비 35 :    :    :

  6. 서비스수입 07 :    :    :  15. 무형자산상각비 36 :    :    :

  7. 기타 08 :    :    :  16. 수선비 37 :    :    :

 Ⅱ. 매출원가 09 :    :    :  17. 건물관리비 38 :    :    :

  1.상품매출원가(①+②-③-④) 10 :    :    :  18. 접대비 (①+②) 39 :    :    :

   ① 기초재고액 11 :    :    :    ① 해외접대비 40 :    :    :

   ② 당기매입액 12 :    :    :    ② 국내접대비 41 :    :    :

   ③ 기말재고액 13 :    :    :  19. 광고선전비 42 :    :    :

   ④ 타계정대체액 14 :    :    :  20. 도서인쇄비 43 :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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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가가치세 자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재화와 용역 제공의 시가인 공 가액이다.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장 황신고서를 통해 면세수입 액을 신고한

다. 통계청에서는 사업장 황신고서 자료에서 면세수입액을 매출액에 응되는 과

세면세합계액11)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합계액과 조사자료의 매출액 범 를 비교해보면 고정자산 매

각으로 인한 수입, 장기 할부 매 는 할부 매로 인한 이자상당액, 특정 세 (특

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 특별세, 세 등), 직매장 공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는 포함되지만 조사자료의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

합계액과 조사자료의 매출액 범 는 차이가 존재한다.(표 2-7 참조) 따라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 과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범 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사업소득 총수입

액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 은 

기본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 과 한 연 을 가지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

면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과세표 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소득세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해 수입 액 조정을 한 후 최종 으로 사업소득 액이 결정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소득세 과세소득이 산출된다. 

[표 2-7] 부가가치세 과세표 과 조사자료 매출액 범  비교

항목 과세표 매출액

재화와 용역 제공의 시가 ○ ○

고정자산 매각 수입 ○ ×

장기 할부 매 는 할부 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 ×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 특별세 상당액, 세 ○ ×

직매장 공 ○ ×

주) ○(일치), ×(불일치)

11) 과세면세합계액은 매출액을 체하기 해 과세표 합계액에 면세수입 액을 합하여 생

성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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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차의 유형, 측정방법  크기 측정

  오차의 유형은 크게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나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

석의 편의상 오차 원인으로 비표본오차만 고려하고자 한다.

  (1) 오차의 유형

  ① 범 오차(Coverage Error): 모집단 구성단 들을 표본추출시 사용된 표본

임에 모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Undercoverage)와 표본

임에 복된 단 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오차(Overcoverage)이다

  ②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 조사 상처에서 의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발생

하는 오차로서 단  무응답(unit nonrsponse)과 항목 무응답(item nonrsponse)

이 있다. 단  무응답은 조사 상처에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이고, 항

목 무응답은 조사항목  일부에 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③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측되지는 않았지만 변수들의 참값과 변수의 

측치 간에 발생하는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로서 발생원으로 크게 정보에 

한 공식  표 과 요구수단인 질문지(Questionnaire), 정보요구를 실 시켜 주

는 수단인 자료수집방법(Data Collection Method), 질의내용 달자인 면 자

(Interviewer)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응답자(Responde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자료처리오차(Processing Eroor): 자료가 수집된 이후 조사결과의 최종 공표까

지 각 자료처리단계에서 원데이터와 공표된 통계량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

다. 자료처리오차는 자료입력, 코딩, 편집  체오차를 포함한다. 

  (2) 오차의 측정방법

  측정오차에 한 계량화 근방식(Approaches to Quality Measurement Error)에

는 ① 확률화 실험(Randomized Experiments), ② 인지 인 연구방법(Cognitive Reasearch 

Methods), ③ 재면  연구(Reinteview Studies), ④ 행 의 부호화(Behavior Coding), 

⑤ 기록검토에 한 연구들(Record Check Studi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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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검토 연구설계의 경우 Groves(2004)는 배후 기록검토연구(The reverse record 

check study), 향 기록검토연구(The forward record check study), 완 설계 기록

검토연구(The full design record check study)로 구분한다. 첫째, 배후 기록검토연구

는 조사표본은 연구  요한 특성에 한 정확한 자료를 포함한 출처로부터 선정한

다. 둘째, 향 기록검토연구는 조사응답자에 한 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외부기록체계는 조사응답을 얻어진 후에 알려진다. 셋쩨, 완 설계 기록검토연구는 

표본이 모집단을 포 하는 틀로부터 추출되고 표본사건과 련한 모든 출처로부터

의 기록을 찾아낸다. 

  모든 세가지 형태의 기록검토연구는 3가지 다른 제약을 가진다. 첫째, 기록체계는 

범 , 무응답, 는 결측치 등의 오차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 기

록체계는 개개인의 기록들은 완 하고 정확하고 측정오차가 없다고 추정한다. 셋째, 

조사자료와 기록체계 간의 매칭오차(즉, 응답자의 조사기록과 행정기록을 맞추는 과

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교차검증을 해 조사자료와 연계된 행정

자료를 통해 교차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므로 기록검토에 한 연구(Record Check 

Studies)  완 설계 기록검토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오차의 크기 측정

  ① 개별 인 수 (Individual Level) 

  ⅰ) 단순차이(Signed difference):  조사자료–행정자료

  ⅱ) 차이(Absolute difference): |조사자료–행정자료|

  ⅲ) 상 차이(Relative difference): (조사자료–행정자료)/조사자료

  ② 총합 수 (Aggregate Level)

  ⅰ) 평균 차이(Mean absolute difference): ∑|조사자료–행정자료|/ n

  ⅱ) 평균평방차이(Mean squared difference): ∑|조사자료–행정자료|2/ n

  ⅲ) 평균차이(Mean difference): 조사자료 평균 - 행정자료 평균

  ⅳ) 평균상 차이(Mean squared difference): (조사자료 평균 - 행정자료 평균)/조사자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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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 유형

  (1) 항목 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가구 단 의 일부 는 부 항목을 체하는 것이

다. 를 들어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사업체의 사업체명, 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조직형태, 매출액 등 조사항목을 체한다. 

  (2) 조사자료 검증(validation)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미시 는 거시 수 으로 조사자료의 정확성  타당성을 

검사한다. 를 들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한 과세 정보를 먼  채워 넣

은 후 조사 정보가 입력되기 시작하며 과세정보에 덮어 쓰어지면서 내검 로그램에 

의해 검증한다.

  (3) 신규 통계 개발

  정보에 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조사에 응답하는 사업체 소유자  개인의 응

답률은 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면 조사비용  응답자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필요한 신규 통계 개발이 가

능해진다.

  (4) 모집단 유지(maintenance)  생성(creation)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모집단을 유지․보완하거나 사회  경제 환경변화

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통계의 개발을 한 모집단을 구축  생성할 수 있

다. 를 들어, 국사업체조사의 명부를 작성할 때 사업자등록자료를 이용하여 명

부를 보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17 -

 제 2  선행연구

 1.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매출액 비교 연구

 (1) 소규모 사업체(G, I, S) 매출액 조사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 

  통계개발원(2010년)에서 종사자수 4인 이하이면서 산업 분류가 G 도매  소매

업, I 숙박  음식 업,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매출액을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해 검토하 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자료는 부가가치

세, 사업장 황신고서  사업자등록자료(2009년, 2010년)를 상으로 하 고, 조사

자료는 경제총조사 시범 행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조사(2009년)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산업세세분류별로 구분하여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매출액 차이를 모수방법

(Paired TTest), 비모수방법( 콕슨 부호순  검정), 상 분석 등을 통하여 매출액 차

이에 한 가설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 두 자료의 매출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Hidroglou-Berthelot 에 의해 고안된 특이치 검출 방법12)'을 이용하여 조정한 후 분

석하 다. 분석 결과는 원자료에서 특이치를 제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 으

로 행정자료를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구체 으로 비특이치 약 96.3%는 행정

자료를 직  활용하고, 특이치 2.3%는 행정자료 확인 후 활용하고, 결측치 약 1.4%

는 항목 무응답 체기법을 용하여 보완할 것을 제안하 다. 

 (2) 경제통계조사의 과세자료 체 검토 연구

  통계청(2010년)에서 경제통계조사의 과세자료 체 검토에 한 보고서가 작성되

었는데 크게 사업체단  조사와 기업체단  조사의 매출액 검토를 나 어서 과세자

료 체 가능성을 분석하 다. 사업체단  조사의 매출액 검토는 업  제조업조

사, 도소매업  서비스업조사, 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2008년) 자료와 부가가치

세 과세면세합계액을 비교 검토하 다.

  분석 결과는 개인사업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액으로 체하고, 단독법인사업

체는 기업회계기 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세신고서를 

12) 재의 자료에서 한 항목과 그와 련된 항목의 비율(ratio)이나 한 항목의 재자료와 

과거자료와의 비율이 일정 범  안에 포함되는지를 단하는 방법이다.



- 18 -

이용하여 매출액  업비용 항목 체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한 조사개념과 

불일치하는 비법인단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직  조사가 필요하고, 

업  제조업조사는 공업부문 품목별조사로 활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 다.

 2.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한 연구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한 박춘래․최평윤(1997)의 연구에서는 법

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해 실증  분석을 시도하

다. 그 결과 소득수 의 변수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음(-)의 방향

에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양(+)의 방향에서 조세회피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리고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이 건설업이나 제조업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

회피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심리  특성과 세무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향

에 한 김상호․황이규(2006)의 연구에서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조세

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나 과세유형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Young(1994)은 미시간 주의 개인소득세의 사면 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

용하여 참가자들의 특성요인들과 순응과의 계에 하여 회귀분석방법으로 연구하

다. 종속변수를 납세순응도로 하고, 독립변수로서 소득수 , 성별, 세 신고서 

비방식, 제출상태, 지리  치, 직업, 탈세경험 등 12가지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회피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있어서는 

매업이나 자 업자의 회피가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회피가 

컸다고 결론지었다.

 

 3. 선행연구의 한계

  사업소득 신고자료와 조사자료 간 매출액 차이에 해 직 으로 연구한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먼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매출액 비교 연

구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행정자료의 활용 가능성 검토에 을 두었기 때문에 

행정자료 매출액 차이의 발생원인을 업종(산업분류)만 고려하고 다른 요인들에 해서

는 검토하지 않고 분석하 다. 한 매출액 차이에 한 분석 상으로서 행정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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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면세합계액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

액과 과세면세합계액은 개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그 로 받아들이기는 어

렵다.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선행연구들은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보다는 주

로 납세자들에 한 설문연구를 통해 조세회피성향의 발생원인들을 규명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의 매출액 개념과 일치하는 소득세상의 사업소득 신

고자료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매출액 차이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

하게 고려한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매출액 차이의 발생원인을 악하고자 한다.

  



- 20 -

제 3 장 연구설계  분석모형

 제 1  연구문제  연구가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해 동일한 사업체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를 통

계 인 방법을 통해 교차검증을 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개인사업체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를 상으로 교차검증을 하고

자 한다.

 [가설 1] 업종(산업 분류, 산업 분류)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종사자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창설연도(사업존속기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표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부가가치세 과세면세합계액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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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연구 상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체의 수와 매출액 비

이 높은 업종으로 선정하 다.(2010년 기  경제총조사 자료) 그 결과 산업 분류 

기 으로 G 도매  소매업, I 숙박  음식 업,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선정되었다.(표 3-1, 3-2 참조)

  분석 상으로 행정자료는 2010년~2011년까지의 2개년간 사업소득 복식의무자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고, 조사자료는 2010년 기  경제총조사13)(5년 주기 

수조사), 2011년 기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연간 표본조사)의 매출액 자

료이다. 2010년 기  경제총조사 자료는 분류 G, I, S의 경우 종사자수 4인 이하인 

사업체  행정자료 연계된 일부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활용하 기에 행정자료 활용 

상이 아닌 사업체14)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비교 상이 2개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분석 상인 사업소득 복식기장의 행정자

료가 2010년 자료부터 입수되었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자료는 2012년 기

부터 사업소득 복식기장의 행정자료를 내검  항목 체에 부분 으로 활용하여 

장에서 조사한 사업체수가 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표 3-1] 연구 상                  

(단 : 개)

연구 상 산업 2010년 2011년

 체 295,134 17,537

G 도매  소매업 161,566 11,657

I 숙박  음식 업 57,711 2,401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3,186 1,776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22,671 1,703

13) 경제총조사가 실시된 2011년에는 2010년 기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는 미실시하여 

2010년 자료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14) 종사자수 4인 이하  표본으로 선정되어 모든 항목을 수조사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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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0년 기  경제총조사 산업 분류별 개인사업체 황

(단 : 개, 십억원, %)

산업분류
사업체수 매출액

체 개인 체 개인비 비

체 3,355,470 2,793,311 83.2 4,332 475 11.0

A 농업, 임업  어업 2,354 0 - 9,208 0 -

B 업 1,770 1,129 63.8 3,650 184 5.0

C 제조업 326,813 256,230 78.4 1,464 107 7.3

D 기․가스․증기․수도 1,499 32 2.1 120,557 5,913 0.0

E 하수·폐기물 처리 등 5,402 1,703 31.5 14,474 1,083 7.5

F 건설업 96,833 50,251 51.9 271,064 9,438 3.5

G 도매  소매업 876,654 773,422 88.2 819,828 198,902 24.3

H 운수업 347,179 325,639 93.8 147,571 14,810 10.0

I 숙박  음식 업 634,500 623,321 98.2 77,683 57,874 74.5

J 출 ․ 상․방송통신․정보 26,375 8,528 32.3 115,566 2,062 1.8

K 융  보험업 39,353 4,913 12.5 744,139 428 0.1

L 부동산업  임 업 126,081 92,003 73.0 64,306 4,571 7.1

M 문․과학․기술 70,601 45,458 64.4 117,678 8,052 6.8

N 사업시설 리․사업지원 35,910 16,747 46.6 36,3934 2,764 7.6

O 공공행정 11,929 0 - 97,290 0 -

P 교육 서비스업 165,964 135,087 81.4 84,002 11,328 13.5

Q 보건업․사회복지 107,012 84,141 78.6 69,553 34,685 49.9

R 술․스포츠․여가 102,948 96,568 93.8 34,229 5,385 15.7

S 회․단체․수리․기타 개인 376,293 278,139 73.9 40,765 16,456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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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매출액 차이에 해 2010년, 

2011년 2개년 자료의 업종, 매출액 규모, 종사자 규모, 부가가치세 유형, 표자 성

별 등 주요 독립변수를 상으로 하여 각 변수에서의 매출액 차이의 평균, 표 편

차, 최소값, 최 값 등 기술통계량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기본 인 특성을 

악하여 다.

 (2)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에 의한 분석

  주요 독립변수를 기 으로 2010년, 2011년 2개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

액 차이 규모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하여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를 구성하 다.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는 차이 분석방법에 따라 D(단순 차이), RD(상  차이), AD

(  차이), RAD(상  차이) 4개로 구분하 다. 이는 단순 차이와  차이 

에서 매출액 차이의 액과 비 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척도를 구성하 다.(표 

3-3 참조) 

  매출액 차이의 황  발생원인을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해 주요 독립변수인 

업종(산업 분류, 산업 분류), 매출액 규모, 종사자 규모, 부가가치세 유형, 지역, 

표자 성별이다. 

[표 3-3]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15)

척도 척도명 설명

D 단순 차이 조사자료 - 행정자료

RD 상  차이 D/조사자료

AD  차이 ︳조사자료 - 행정자료 ︳
RAD 상  차이 AD/조사자료

15)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 실시국가의 심층연구를 통한 방법론 개발 연구(2011)」에서 사

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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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짝을 이룬 두 표본에 한 평균비교 분석

  사업체고유번호16)를 기 을 일 일로 연계시킨 사업체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매

출액을 짝을 이룬 두 표본으로 보고 두 표본에 한 모평균 차이에 한 검정을 실

시하 다. 분석 상은 산업 분류를 통제한 후 산업소분류별로 두 표본에 한 모

평균 차이에 한 검정을 실시하 다.

  짝을 이룬 표본의 경우에는 두 집단의 차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확률변수를 만든 

후 이 확률변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확률변수 D를 정의한 후 확률변수 D의 평균에 

해 가설검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사업체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매출액 차이의 평균을 μD라고 하고 ‘μD =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 다.

 (4) 회귀분석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선정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식별하고자 하 다. 따라서 행정자료

와 조사자료 간 매출액 차이 발생원인  향을 분석하기 해 회귀분석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 다. 

  < 다 회귀모형식 >

         ⋯ ⋯  

  (단, 는 찰 의 번호,   ⋯, 는 번째 독립변수의 모회귀계수, 는 

번째 독립변수의 번째 찰 , 는 번째 찰 의 종속변수의 오차항)

 제 3  변수의 선정  조작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차이 액으로 조사자료 매출액에서 사업소득 신고자

료 매출액을 뺀 액을 의미한다.

16) 사업체의 이동이나 기타사항을 악하기 해 통계청에서 임의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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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

  (1) IND(업종)

  산업 분류는 G 도매  소매업, I 숙박  음식 업, Q 보건업  사회복지서비

스업, S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되고, 산업 분류 내에서 산업 분

류, 산업소분류로 구분된다.

  (2)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자료값 에

서 음(-)인 경우는 분석 상에서 제외시켰다.

  (3) Worker(종사자수)

  조사자료의 종사자수 총계를 의미한다.  

  (4)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1(일반과세), 2(면세사업자), 3(간이사업자)로 구분하 다. 

가변수로 처리하 고 간이사업자를 ‘0’으로 처리하 다. 

  (5) Region(지역)

  지역은 크게 지역별 규모의 특성을 반 하여 ① 특․ 역시(서울, 부산, 구, 인

천, 주, , 울산), ② 일반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분된다. 가변수로 처리하 고 일반 시도를 ‘0’으로 처리하 다. 

  (6) F_Year(사업존속기간)

  조사기 연도에서 해당 사업체의 창설연도를 빼서 구한다. 따라서 사업존속기간

은 '0'부터 시작된다. 

  (7) Gender( 표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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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자 성별은 M(남자)과 F(여자)로 구분된다. 가변수로 처리하 고 남자를 ‘0’으

로 처리하 다. 

  (8) VAT_Sale(부가가치세 과세면세합계액)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합계와 면세수입합계를 합하여 구하며,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액에 응되는 개념이다. 값 에서 음(-)인 경우는 분석 상에서 제외시켰다.

 

[표 3-4] 변수명  변수 측정방법

변수 변수명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D(단순 차이) 조사자료 매출액 - 행정자료 매출액

독립변수

IND(업종) IND1(산업 분류), IND2(산업 분류)

Income_Sale(매출액)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Worker(종사자수) 조사자료의 종사자수

VAT_Type(부가가치세 유형) 일반(1), 면세(2), 간이(3)

Region(지역) 특․ 역시(1), 일반시도(2)

F_Year(사업존속기간) 기 연도 - 창설연도

Gender( 표자 성별) 남자(M), 여자(F)

VAT_Sale(과세면세합계액) 부가가치세 과세면세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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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기술통계분석

 1. 업종(산업 분류)

  산업 분류별로 매출액 차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값은  2010년에는 

G 도매  소매업의 평균 값이 가장 크고, 2011년에는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평균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편차는 모든 업종에서 2010년

에 비해 2011년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평균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여지고, 특히 G 도매  소매업은 평균값과 표 편차가 2010년, 2011년 모두 크게 

나타났다.(표 4-1 참조)

[표 4-1] 업종별 매출액 차이 기술통계량

   (단 : 개, 백만원)

업종 연도 사업체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G
2010 161566 -183.73 659.32 -47842 35268

2011 11657 -37.29 1072.83 -57464 36938

I
2010 57711 -26.56 225.67 -9658 10017

2011 2401 -21.42 834.37 -29535 9000

Q
2010 53186 -47.6 285.48 -21280 7482

2011 1776 -40.96 550.43 -17866 3813

S
2010 22671 -29.98 268.15 -17813 7568

2011 1703 -27.23 528.63 -5254 11593

 2. 매출액 규모(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기 )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을 기 으로 매출액 규모별로 매출액 차이의 기술통

계분석 결과를 보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 평균 값이 2010년, 2011년 모두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고, 특히 매출액 6억 이상이 2010년, 2011년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다. 평균값은 2010년, 2011년 모두 매출액 6억 이상이 평균 값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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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 값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

났다. 표 편차는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2010년 보다 2011년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2 참조)

[표 4-2]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차이 기술통계량

(단 : 개, 백만원)

매출액규모 연도 사업체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3억 미만
2010 105434 4.16 169.18 -287 35268

2011 4658 34.49 364.2 -276 11797

3~6억 미만
2010 90558 -67.04 187.94 -589 6240

2011 4573 -13.7 252.94 -584 6678

6억 이상
2010 99142 -290.46 838.97 -47842 14565

2011 8306 -84.66 1350.41 -57464 36938

 3. 종사자 규모

  조사자료의 종사자수를 기 으로 종사자 규모별로 매출액 차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종사자 규모에 따라 4인 이하와 5인 이상 모두 2010년, 2011년 모두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값은 2010년, 2011년 모두 4인 이하 

평균 값이 5인 이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표 편차는 2010년, 2011년 모두 5

인 이상 값이 4인 이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차이 기술통계량

(단 : 개, 백만원)

종사자규모 연도 사업체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4인 이하
2010 208549 -129.43 454.18 -33512 8276

2011 8741 -42.92 888.05 -57464 36938

5인 이상
2010 86585 -85.87 659.16 -47842 35268

2011 8796 -26.16 1023.13 -56555 26960

 4. 부가가치세 유형

  부가가치세 유형별로 매출액 차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부가가치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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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0년에는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평균값이 간이과세자의 평균값보다 큰 

반면 2011년에는 차이가 음을 알 수 있다. 한 2010년에는 일반과세자의 평균 

값이 가장 크고, 2011년에는 면세사업자의 평균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편차는 2010년에는 일반과세자가 가장 크고, 2011년에는 면세사업자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표 4-4 참조)

[표 4-4] 부가가치세 유형별 매출액 차이 기술통계량

(단 : 개, 백만원)

부가세유형 연도 사업체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일반
2010 221190 -121.84 548.6 -47842 35268

2011 14065 -27.49 912.68 -57464 36938

면세
2010 71805 -103.42 441.84 -21280 8276

2011 3406 -65.13 1133.24 -56555 16555

간이
2010 2139 -24.87 249.61 -4947 1562

2011 66 50.41 355.96 -432 2600

 5. 지역

  지역별로 매출액 차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값은 특․ 역시와 일반 

시도 간에는 차이가 은 반면 연도별로는 2010년이 2011년보다 모든 지역에서 평

균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편차는 모든 지역에서 2010년보다 2011년이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2010년, 2011년 해당 연도에서는 특․ 역시와 일반 시도 

각각의 평균값에는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5] 지역별 매출액 차이 기술통계량

(단 : 개, 백만원)

지역 연도 사업체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특․ 역시
2010 148193 -117.05 519.32 -33512 35268

2011 8257 -33.72 960.27 -57464 36938

일반 시도
2010 146941 -116.25 526.87 -47842 14565

2011 9280 -35.22 956.40 -56555 2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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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자 성별

  표자 성별(행정자료 기 )로 매출액 차이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자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간의 평균값은 차이가 은 반면 연도별로 

보면 2010년보다 2011년이 모든 성별에서 평균 값이 더 게 나타난 반면, 표

편차는 모든 지역에서 2010년 보다 2011년이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6] 표자 성별 매출액 차이 기술통계량

(단 : 개, 백만원)

표자성별 연도 사업체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남자
2010 204228 -121.76 539.13 -47842 35268

2011 12518 -33.49 1082.73 -57464 36938

여자
2010 90906 -105.18 484.94 -33787 10017

2011 5019 -37.06 533.18 -12256 16555

 제 2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에 의한 분석

 1. 업종(산업 분류, 산업 분류)

  체 으로 보면 2010년 자료는 조사자료가 행정자료보다 D(단순 차이)는 약 –
34조 4천 3백억, RD(상  차이)는 -18.9%, AD(  차이)는 약 54조 3천9백억, 

RAD(상  차이)는 29.9%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 자료에서는 조사자료가 행

정자료보다 D는 약 –6천 5십억, RD는 -2.4%, AD는 약 2조 4천2십억, RAD(상  

차이)는 9.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2010년 자료는 모든 업종에서 D는 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G 도

매  소매업은 모든 측정척도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I 숙박  음식 업

은 RD는 지만 RAD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1년 자료

는 모든 업종에서 2010년보다 매출액 차이 액이나 차이 비 이 매우 낮아졌다. 

특히 G 도매  소매업이 D와 AD의 매우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표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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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업종별 차이 황                                      

 (단 : 개, 십억)

업종 연도 사업체수 조사자료 행정자료 D 　RD AD 　RAD

G
2010 161566 123163 152847 -29684 -24.1% 42376 34.4%

2011 11657 16469 16904 -435 -2.6% 1665 10.1%

I
2010 57711 20900 22433 -1533 -7.3% 5921 28.3%

2011 2401 4249 4301 -51 -1.2% 338 8.0%

Q
2010 53186 29883 32414 -2532 -8.5% 4196 14.0%

2011 1776 2357 2429 -73 -3.1% 189 8.0%

S
2010 22671 7752 8432 -680 -8.8% 1900 24.5%

2011 1703 2145 2191 -46 -2.2% 210 9.8%

합계
2010 295134 181698 216126 -34428 -18.9% 54393 29.9%

2011 17537 25219 25825 -605 -2.4% 2403 9.5%

 2. 매출액 규모(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기 )

  2010년, 2011년 자료 모두 매출액 3억원 미만에서 조사자료가 행정자료보다 커서 

D와 RD가 양수로 나왔고, 나머지는 음수로 나왔다. 반면 RAD의 크기는 2010년과 

2011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 2010년 자료는 매출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RD와 RAD의 값이 증가하는 반면 2011년 자료는 매출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RD와 RAD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8] 매출액 규모별 차이 황                                       

(단 : 개, 십억원)

매출액 연도 사업체수 조사자료 행정자료 D 　RD AD 　RAD

3억

미만

2010 105434 18453 18015 439 2.4% 6449 34.9%

2011 4658 928 768 161 17.3% 316 34.0%

3~6억

미만

2010 90558 32863 38934 -6071 -18.5% 10636 32.4%

2011 4573 1936 1999 -63 -3.2% 369 19.1%

6억

이상

2010 99142 130381 159177 -28796 -22.1% 37308 28.6%

2011 8306 22355 23058 -703 -3.1% 171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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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사자 규모

   2010년, 2011년 자료 모두 4인 이하가 5인 이상보다 RD와 RAD가 높게 나타났

다. 2010년 자료에서는 4인 이하가 5인 이상에 비해 D, RD, AD, RAD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자료에서는 4인 이하가 5인 이상의 5인 이상에 비해 D, RD, AD, 

RAD가 조  높게 나타났다.(표 4-9 참조)

[표 4-9] 종사자 규모별 차이 황                                       

(단 : 개, 십억원)

종사자 연도 사업체수 조사자료 행정자료 D 　RD AD 　RAD

4인

이하

2010 208549 89188 116181 -26993 -30.3% 37997 42.6%

2011 8741 5929 6305 -375 -6.3% 931 15.7%

5인

이상

2010 86585 92509 99945 -7435 -8.0% 16396 17.7%

2011 8796 19290 19520 -230 -1.2% 1472 7.6%

 4. 부가가치세 유형

  2010년 자료에서는 부가가치세 유형별로 D와 RAD는 차이가 있는 반면 AD는 차

이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자료에서는 부가가치세 유형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보다 간이과세자의 AD와 RAD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과세자가 

차이 액의 매우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표 4-10 참조)

[표 4-10] 부가가치세 유형별 차이 황

(단 : 개, 십억원)

유형 연도 사업체수 조사자료 행정자료 D RD 　AD 　RAD

일반
2010 221190 137993 164942 -26949 -16.3% 44020 31.9%

2011 14065 19632 20019 -387 -2.0% 1968 10.0%

면세
2010 71805 43288 50715 -7426 -14.6% 10181 23.5%

2011 3406 5567 5789 -222 -4.0% 428 7.7%

간이
2010 2139 416 469 -53 -11.3% 192 46.2%

2011 66 20 17 3 16.7% 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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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

  2010년 자료에서는 특․ 역시와 일반 시도 간의 매출액 차이는 D, RD, AD, 

RAD 모든 측정척도에서 차이가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자료에서는 일

반 시도가 특․ 역시보다 D와 AD의 값은 더 크지만 RD와 RAD의 값은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표 4-11] 지역별 차이 황

(단 : 개, 십억원)

지역 연도 사업체수 조사자료 행정자료 D 　RD AD 　RAD

특

역시

2010 148193 89306 106652 -17346 -19.4% 26835 30.0%

2011 8257 11207 11485 -278 -2.5% 1098 9.8%

일반

시도

2010 146941 92391 109474 -17082 -18.5% 27558 29.8%

2011 9280 14013 14340 -327 -2.3% 1305 9.3%

 6. 표자 성별

  표자 성별 자료를 보면, 표자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에 비해 D, RD, 

AD, RAD 모든 측정척도에서 값이 훨씬 큼을 볼 수 있다. 표자가 남자와 여

자인 경우 모두 2010년이 2011년에 D, RD, AD, RAD 모든 측정척도에서 값이 

훨씬 큼을 볼 수 있다.(표 4-10 참조)

 

[표 4-12] 표자 성별 차이 황

(단 : 개, 십억원)

성별 연도 사업체수 조사자료 행정자료 D RD 　AD 　RAD

남자
2010 204228 137159 162025 -24867 -18.1% 38953 28.4%

2011 12518 20356 20775 -419 -2.1% 1822 9.0%

여자
2010 90906 44539 54100 -9562 -21.5% 15440 34.7%

2011 5019 4863 5049 -186 -3.8% 58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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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연도 사업체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451
2010 2610 -116 492 9.6309 -12.05 <.0001***

2011 204 375.3 1913.6 134 2.8 0.0056**

452
2010 4662 -153.3 441.3 6.4637 -23.72 <.0001***

2011 353 15.3 335.4 17.9 0.86 0.3927

 제 3  짝을 이룬 두 표본에 한 평균비교 분석

  기술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업종별(산업 분류)로 매우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분류를 통제한 후 산업소분류별로 동일한 사업체에 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짝

을 이룬 두 표본으로 보고 두 표본에 한 모평균 차이에 한 검정을 2010년, 

2011년 자료를 각각 상으로 분석하 다. 

 1. G 도매  소매업17)

  2010년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모든 산

업소분류에서 0.01보다 작게 나타나 두 모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산업소분

류 452, 453,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74의 11개 산업소분류에서는 유

의수 이 0.1보다 크게 나타나 두 모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의 업종을 

제외한 451, 471, 472, 473, 475, 476, 477, 478, 479의 9개 산업소분류에서는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0.1보다 게 나타나 두 모평균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표 4-13 참조)

[표 4-13] 도매  소매업 분석결과

17) G 도매  소매업의 산업소분류는 451(자동차 매업), 452(자동차 부품  내장품 매업), 

453(모터사이클  부품 매업), 461(상품 개업), 462(산업용 농축산물  산동물 도매업), 

463(음식료품  담배 도매업), 464(가정용품 도매업), 465(기계장비  련 물품 도매업), 

466(건축자재, 철물  난방장치 도매업), 467(기타 문 도매업), 468(상품 종합 도매업), 

471(종합 소매업), 472(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473(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4(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소매업), 475(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6(문화, 오락  여가 용품 소매업), 

477(연료 소매업), 478(기타 상품 문 소매업), 479(무 포 소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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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연도 사업체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453
2010 249 -144.2 521.4 33.0451 -4.36 <.0001***

2011 104 -27.9 212.5 20.8 -1.34 0.1834

461
2010 1524 -193.8 871 22.3111 -8.69 <.0001***

2011 193 -73.5 4938.3 355.5 -0.21 0.8365

462
2010 1950 -244.2 786.7 17.8146 -13.71 <.0001***

2011 316 13.5 607.9 34.2 0.39 0.6943

463
2010 18354 -277.3 776 5.728 -48.41 <.0001***

2011 1096 46.4 1052.5 31.8 1.46 0.1446

464
2010 11777 -172.9 674.6 6.2159 -27.82 <.0001***

2011 1708 -2.5 792.9 19.2 -0.13 0.895

465
2010 12468 -143.7 522.2 4.6767 -30.73 <.0001***

2011 1150 7.1 773.6 22.8 0.31 0.7557

466
2010 9313 -146.3 439.4 4.5527 -32.14 <.0001***

2011 855 -4.7 265.8 9.1 -0.51 0.6074

467
2010 12816 -286 1025.9 9.0617 -31.57 <.0001***

2011 1064 72.0 1020.4 31.3 2.3 0.0215**

468
2010 309 -161 628.2 35.738 -4.51 <.0001***

2011 39 -27.9 533.1 85.4 -0.33 0.7456

471
2010 16572 -123.3 440.8 3.4242 -36.01 <.0001***

2011 508 -51.6 511.8 22.7 -2.27 0.0234**

472
2010 7412 -193.6 445.2 5.1716 -37.44 <.0001***

2011 357 -238.8 1050.3 55.6 -4.3 <.0001***

473
2010 3952 -247.6 697 11.0875 -22.33 <.0001***

2011 170 -91.5 345 26.5 -3.46 0.0007***

474
2010 9154 -67.3 323.9 3.3858 -19.89 <.0001***

2011 457 -7.7 378.6 17.7 -0.44 0.6637

475
2010 6011 -122.2 341.8 4.4082 -27.73 <.0001***

2011 507 -161.2 559.7 24.9 -6.48 <.0001***

476
2010 4356 -135.6 378.1 5.7292 -23.67 <.0001***

2011 380 -88.9 759.2 38.9 -2.28 0.023**

477
2010 10422 -347.3 1137.9 11.1467 -31.16 <.0001***

2011 627 -154.8 1338.3 53.4 -2.9 0.0039***

478
2010 23046 -145 539.1 3.5515 -40.82 <.0001***

2011 1137 -131.4 575.4 17.1 -7.7 <.0001***

479
2010 4609 -109.2 474.2 6.985 -15.63 <.0001***

2011 432 -54.1 502.9 24.2 -2.23 0.025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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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 숙박  음식 업18)

  2010년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산업소분

류 559, 562에서는 유의수  0.1보다 더 크게 나와 두 모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551, 561에서는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0.1보다 더 작게 나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산업소분

류 551, 559에서는 유의수  0.1보다 더 크게 나와 두 모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산업소분류 561, 562에서는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0.1보다 더 작게 나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

료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표 4-14 참조)

[표 4-14] 숙박  음식 업 분석결과

업종 연도 사업체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551
2010 3531 -7.0 168.1 2.8294 -2.47 0.0135**

2011 333 -2.1 238.9 13.1 -0.16 0.8736

559
2010 544 -2.1 161.8 6.936 -0.3 0.7606

2011 36 -12.5 66.1 11.05 -1.13 0.2656

561
2010 43301 -34.2 236.7 1.1375 -30.07 <.0001***

2011 1559 -47.2 310.4 7.9 -6 <.0001***

562
2010 10335 -2.5 194 1.9083 -1.31 0.189

2011 473 28.7 330.4 15.2 1.89 0.0596*

*** p<0.01, ** p<0.05, * p<0.1

18) I 숙박  음식 업의 산업소분류는 551(숙박시설 운 업), 552(기타 숙박업), 561(음식 업), 

562(주   비알콜음료 업)이다. 



- 37 -

 3.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19)

  2010년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산업소분

류 869, 871에서는 유의수  0.1보다 더 크게 나와 두 모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의 업종을 제외한 861, 862, 872에서는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0.01보다 더 작게 나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

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산업소분

류 861, 871, 872에서는 유의수  0.1보다 더 크게 나와 두 모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의 업종을 제외한 862, 869에서는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

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0.1보다 더 작게 나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

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표 4-15 참조)

[표 4-15]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석결과

업종 연도 사업체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861
2010 1536 -139.5 1162.3 29.6563 -4.71 <.0001***

2011 357 -55.5 557.5 29.5 -1.88 0.0608*

862
2010 49880 -46.0 210.3 0.9417 -48.9 <.0001***

2011 1170 -114.5 1702.8 49.8 -2.3 0.0216**

869
2010 327 -6.6 134.6 7.4434 -0.88 0.3795

2011 81 -23.7 77.2 8.6 -2.76 0.0072***

871
2010 756 3.6 174.9 6.3594 0.57 0.5678

2011 92 13.5 165.4 17.25 0.78 0.4361

872
2010 687 -30.5 120.1 4.5814 -6.66 <.0001***

2011 76 -10.6 95.4 10.9 -0.97 0.3345

*** p<0.01, ** p<0.05, * p<0.1

19)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산업소분류는 861(병원), 862(의원), 869(기타 보건업), 

871(거주 복지시설 운 업), 872(비거주 복지시설 운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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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20)

  2010년, 2011년 분석결과를 보면, 두 자료 모두 두 모평균 차이의 검정통계량 t-값의 

유의확률이 모든 산업소분류에서 유의수  0.05보다 더 작게 나타나 두 모평균의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표 4-16 참조) 

  

[표 4-16]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석결과  

업종 연도 사업체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951
2010 2480 -96.6 346 6.9478 -13.9 <.0001***

2011 278 -68.8 382.7 23.0 -3 0.003***

952
2010 10223 -33.9 203.1 2.0085 -16.87 <.0001***

2011 356 -22.3 112.8 5.979 -3.73 0.0002***

959
2010 918 -76.0 234.2 7.7309 -9.83 <.0001***

2011 103 -71.2 213 21.0 -3.39 0.001***

961
2010 6678 12.1 174.2 2.1317 5.67 <.0001***

2011 421 -32.4 322.9 15.7 -2.06 0.0402**

969
2010 2372 -44.2 516.9 10.6128 -4.16 <.0001***

2011 545 -84.4 601.5 25.8 -3.27 0.0011***

*** p<0.01, ** p<0.05, * p<0.1

20) S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산업소분류는 951(기계  장비 수리업), 952(자동차  

모터사이클 수리업), 953(개인  가정용품 수리업), 961(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969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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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50.326 26.368 -1.910 0.056 

IND2 45 3.131 7.353 0.430 0.670 

IND2 46 3.282 3.251 1.010 0.313 

Income_Sale -0.199 0.001 -169.140 <.0001***

 제 4  회귀분석 

 1. G 도매  소매업

  (1) 2010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1574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5.74%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Worker(종사자수), Region(지역), Gender(성별),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

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류),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F_Year(사업

존속기간)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

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199로 매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Worker(종사자수)는 회귀계수의 값이 13.497로 매출액 차이에 양(+)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Region(지역)은 회귀계수의 값이 -8.544로 다른 변

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지역1(특․ 역시)이 지역2(일반 시도)에 비해 매출

액 차이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고, Gender(성별)은 회귀계수의 값이 -25.597로 다

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표자 성별이 여자(F)가 남자(M)에 비해 매

출액 차이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고,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0004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7] 도매  소매업의 회귀분석 결과(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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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Worker 13.497 0.299 45.170 <.0001***

VAT_Type 1 19.816 26.299 0.750 0.451 

VAT_Type 2 -45.336 26.687 -1.700 0.089 

Region 1 -8.544 3.039 -2.810 0.005*** 

F_Year 0.260 0.209 1.240 0.214 

Gender F -25.597 3.426 -7.470 <.0001***

VAT_Sale 0.0004 0.0002 2.270 0.023**

N 160703

R2 0.1574

F-값(유의확률) 3002.66(<.0001)***

*** p<0.01, ** p<0.05, * p<0.1

  (2) 2011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5541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5.41%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Worker(종사자수), F_Year(사업존속기간), Gender(성별),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   산업 분류),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Region(지역)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

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1.067로 매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Worker(종사자수)는 회귀계수의 값이 3.073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F_Year(사업존속기간)는 회귀계수의 값이 -2.657로 매

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Gender(성별)은 회귀계수의 값

이 -29.624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표자 성별이 여자(F)가 남자

(M)에 비해 매출액 차이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고,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

면세합계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1.039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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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8] 도매  소매업의 회귀분석 결과(2011년)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132.593 106.974 1.240 0.215 

IND2 45 23.615 29.870 0.790 0.429 

IND2 46 -19.626 14.002 -1.400 0.161 

Income_Sale -1.067 0.009 -119.140 <.0001***

Worker 3.073 0.359 8.560 <.0001***

VAT_Type 1 -89.576 106.055 -0.840 0.398 

VAT_Type 2 -145.982 106.876 -1.370 0.172 

Region 1 -6.818 13.369 -0.510 0.610 

F_Year -2.657 0.921 -2.890 0.004*** 

Gender F -29.624 14.781 -2.000 0.045** 

VAT_Sale 1.039 0.009 110.920 <.0001***

N 11652

R2 0.5541

F-값(유의확률) 1447.07(<.0001)***

*** p<0.01, ** p<0.05, * p<0.1

 2. I 숙박  음식 업

  (1) 2010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1307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07%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   산업

분류),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Worker(종사자수), VAT_Type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면세사업자), 지역(Region), Gender(성별), VAT_Sale(부가가치세

의 과세면세합계액)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VAT_Type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F_Year(사업존속기간)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D2(업종  산업 분류)는 

회귀계수의 값이 6.429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산업 분류 55(숙

박업)이 산업 분류 56(음식 업)에 비해 매출액 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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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2.547 6.148 0.410 0.679 

IND2 55 6.429 3.468 1.850 0.064* 

Income_Sale -1.210 0.034 -35.290 <.0001***

Worker 12.085 0.207 58.500 <.0001***

VAT_Type 1 2.948 6.104 0.480 0.629 

VAT_Type 2 -46.904 14.851 -3.160 0.002*** 

Region 1 -6.616 1.760 -3.760 0.000*** 

F_Year -0.426 0.166 -2.560 0.010 

Gender F -7.635 1.766 -4.320 <.0001***

VAT_Sale 0.970 0.035 28.100 <.0001***

N 57691

R2 0.1307

F-값(유의확률) 963.41(<.0001)***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1.210으로 매출액 차

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Worker(종사자수)는 회귀계수의 값이 

12.085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Region(지역)은 회귀

계수의 값이 -6.616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지역1(특․ 역시)이 

지역2(일반 시도)에 비해 매출액 차이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고, Gender(성별)은 

회귀계수의 값이 -7.635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표자 성별이 여

자(F)가 남자(M)에 비해 매출액 차이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고, VAT_Sale(부가가

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970으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표 4-19] 숙박  음식 업의 회귀분석 결과(2010년)

*** p<0.01, ** p<0.05, * p<0.1

  (2) 2011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0354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54%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Worker(종사자수),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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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10.261 252.295 0.040 0.968 

IND2 55 -16.901 47.870 -0.350 0.724 

Income_Sale -0.396 0.129 -3.070 0.002*** 

Worker 5.049 0.858 5.880 <.0001***

VAT_Type 1 50.141 250.317 0.200 0.841 

VAT_Type 2 10.388 253.203 0.040 0.967 

Region 1 -41.917 34.009 -1.230 0.218 

F_Year -2.114 2.902 -0.730 0.466 

Gender F -21.147 38.358 -0.550 0.582 

VAT_Sale 0.351 0.129 2.720 0.007*** 

N 2399

R2 0.0354

F-값(유의확률) 9.75(<.0001)***

합계액)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

류),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Region(지역), Gender(성별), F_Year(사업존속기간)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

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396으로 매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고, Worker(종사자수)는 회귀계수의 값이 5.049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351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표 4-20] 숙박  음식 업의 회귀분석 결과(2011년)

*** p<0.01, ** p<0.05, * p<0.1

 3.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 2010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0478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7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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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Region(지역),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류), Worker(종사

자수),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Gender(성별), F_Year(사업존속기간)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

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285로 매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지역(Region)은 회귀계수의 값이 53.064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

제되었을 때 지역1(특․ 역시)이 지역2(일반 시도)에 비해 매출액 차이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고,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243으

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표 4-21]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회귀분석 결과(2010년)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40.064 196.263 -0.200 0.838 

IND2 86 63.025 44.727 1.410 0.159 

Income_Sale -0.285 0.117 -2.440 0.015** 

Worker -0.264 0.782 -0.340 0.736 

VAT_Type 1 15.214 189.894 0.080 0.936 

VAT_Type 2 -33.407 191.472 -0.170 0.862 

Region 1 53.064 25.498 2.080 0.038** 

F_Year -3.214 1.781 -1.800 0.071 

Gender F -9.011 27.981 -0.320 0.748 

VAT_Sale 0.243 0.117 2.070 0.038** 

N 52883

R2 0.0478

F-값(유의확률) 294.58(<.0001)***

*** p<0.01, ** p<0.05, * p<0.1

 (2) 2011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0664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64%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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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류), Worker(종사자수),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Region(지역), Gender(성별), F_Year(사업존속기간)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

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396으로 매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고,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351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표 4-2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회귀분석 결과(2011년)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10.261 252.295 0.040 0.968 

IND2 86 -16.901 47.870 -0.350 0.724 

Income_Sale -0.396 0.129 -3.070 0.002*** 

Worker 5.049 0.858 5.880 <.0001

VAT_Type 1 50.141 250.317 0.200 0.841 

VAT_Type 2 10.388 253.203 0.040 0.967 

Region 1 -41.917 34.009 -1.230 0.218 

F_Year -2.114 2.902 -0.730 0.466 

Gender F -21.147 38.358 -0.550 0.582 

VAT_Sale 0.351 0.129 2.720 0.007*** 

N 1774

R2 0.0664

F-값(유의확률) 13.96(<.0001)

*** p<0.01, ** p<0.05, * p<0.1

 4. S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2010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2585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5.8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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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류),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Worker(종사자수), VAT_Type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면세사업자)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

는 VAT_Type1(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Region(지역), F_Year(사업존속기

간), Gender(성별),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D2(업   산업 분류)는 

회귀계수의 값이 -11.470으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산업 분류 95

(수리업)이 산업 분류 96(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비해 매출액 차이가 더 은 것으

로 나타났고,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309

로 매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Worker(종사자수)는 회귀

계수의 값이 11.597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VAT_Type2(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면세사업자)는 회귀계수의 값이 -156.320으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게 통제되었을 때 VAT_Type2(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면세사업자)가  

VAT_Type3(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에 비해 매출액 차이가 더 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4-23 참조)

[표 4-23]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회귀분석 결과(2010년)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15.050 15.439 0.970 0.330 

IND2 95 -11.470 3.925 -2.920 0.004*** 

Income_Sale -0.309 0.045 -6.860 <.0001***

Worker 11.597 0.252 46.040 <.0001***

VAT_Type 1 21.859 15.333 1.430 0.154 

VAT_Type 2 -156.320 17.350 -9.010 <.0001***

Region 1 -3.925 3.135 -1.250 0.211 

F_Year 0.122 0.272 0.450 0.653 

Gender F -3.782 4.021 -0.940 0.347 

VAT_Sale -0.015 0.045 -0.330 0.742 

N 22381

R2 0.2585

F-값(유의확률) 866.48(<.000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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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자료

  회귀모형에 한 합도를 평가해보면 검정통계량 F-값의 유의확률이 유의수 이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R2(결정계수)는 

0.0198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98%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에 한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사업

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Worker(종사자수),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

액)이다. 반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류),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지역(Region), Gender(성별), F_Year(사업존속기간)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

료의 매출액)은 회귀계수의 값이 -0.560으로 매출액 차이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Worker(종사자수)는 회귀계수의 값이 1.094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은 회귀계수의 값

이 0.562로 매출액 차이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4 참조)

[표 4-24]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회귀분석 결과(2011년)

　 회귀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Intercept 39.191 526.998 0.070 0.941 

IND2 95 -42.158 26.955 -1.560 0.118 

Income_Sale -0.560 0.104 -5.390 <.0001***

Worker 1.094 0.618 1.770 0.077* 

VAT_Type 1 -47.866 525.839 -0.090 0.928 

VAT_Type 2 -83.208 526.376 -0.160 0.874 

Region 1 11.066 25.619 0.430 0.666 

F_Year -0.664 1.998 -0.330 0.740 

Gender F -3.599 27.809 -0.130 0.897 

VAT_Sale 0.562 0.105 5.350 <.0001***

N 1701

R2 0.0198

F-값(유의확률) 3.79(<.000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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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귀분석 결과 요약

  (1) 2010년 자료

  2010년 자료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분류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4개의 분류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이고, 

3개의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Worker(종사자수), Region(지

역),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고, 2개의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Gender(성별)이다. 1개의 분

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류)이다. 한편 4개의 

분류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F_Year(사업존속기간)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의 방향을 보면 Income_Sale(-), 

Worker(+), VAT_Type(-), Gender(-), VAT_Sale(+)은 분류 계없이 모두 동일한 

방향인 반면, IND2(업종  산업 분류), Region(지역)은 분류에 따라 방향이 다름을 

볼 수 있다.(표 4-25 참조)

[표 4-25] 회귀분석 결과 요약(2010년)

G I Q S 비고

IND2 채택 기각(+)* 채택 기각(-)*** -

Income_Sale 기각(-)*** 기각(-)*** 기각(-)** 기각(-)*** -

Worker 기각(+)*** 기각(+)*** 채택 기각(+)*** -

VAT_Type 1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변수

VAT_Type 2 채택 기각(-)*** 채택 기각(-)***

Region 1 기각(-)*** 기각(-)*** 기각(+)** 채택 가변수

F_Year 채택 채택 채택 채택 -

Gender F 기각(-)*** 기각(-)*** 채택 채택 가변수

VAT_Sale 기각(+)** 기각(+)*** 기각(+)** 채택 -

*** p<0.01, ** p<0.05, * p<0.1

호( ) 안은 회귀계수의 부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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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 자료

  2011년 자료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분류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가 

차이가 있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4개의 분류에서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Income_Sale(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이고, 3

개의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Worker(종사자수), 지역

(Region), VAT_Sale(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고, 1개의 분류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VAT_Type(부가가치세 과세유형),  F_Year(사업존속기간), 

Gender(성별)이다. 한편 4개의 분류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IND2(업종  산업 분류)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의 방향을 보면 Income_Sale(-), 

Worker(+), VAT_Type(-), F_Year(-), Gender(-), VAT_Sale(+)은 분류 계없이 모두 

동일한 방향임을 볼 수 있다.(표 4-26 참조)

[표 4-26] 회귀분석 결과 요약(2011년)

G I Q S 비고

IND2 채택 채택 채택 채택 -

Income_Sale 기각(-)*** 기각(-)*** 기각(-)*** 기각(-)*** -

Worker 기각(+)*** 기각(+)*** 채택 기각(+)* -

VAT_Type 1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변수

VAT_Type 2 채택 채택 채택 기각(-)***

Region 1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변수

F_Year 기각(-)*** 채택 채택 채택 -

Gender F 기각(-)** 채택 채택 채택 가변수

VAT_Sale 기각(+)*** 기각(+)*** 기각(+)*** 채택 -

*** p<0.01, ** p<0.05, * p<0.1

호( ) 안은 회귀계수의 부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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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비교 검토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

가 분석 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에 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

차검증을 시도하 다. 한 행정자료의 유형  내용, 조사자료의 유형  내용, 오

차의 유형  측정방법 등의 이론  논의를 검토하여 이를 반 으로 실증연구 분석

을 한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연구모형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 비 이 높은 G 도매  소매업, I 

숙박  음식 업,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의 분류를 선정하여 주요 변수에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비표본오차로 볼 수 있는 매출액 차이를 측정하기 해 ‘측정척도’를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하 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를 평균값 측면에서 

악하기 해 짝을 이룬 두 표본에 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 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미치는 향을 

단하기 해 회귀분석을 통해 매출액 차이의 방향과 크기를 악하고 오차의 발

생원인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가 조사

자료 매출액이 조세회피가 존재함을 가정할 때 행정자료보다 을 것이라는 상과

는 달리 모든 분류에서 행정자료의 매출액 합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특히 G 도매  소매업에서 매출액 차이의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

를 얻었다. 한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해 2011년

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차이가 히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행정자료 조사자료의 매출

액 차이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와 (-)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D(단순 차이)

와 AD(  차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종

사자 규모별, 지역별 모두 2011년 자료에서 RD(상  차이), RAD(상  차이)가 

크게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업종별로 실시한 두 표본에 한 평균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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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0년 자료가 2011년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산업소분류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

료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G 도매  소매업, S 수

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10년의 경우 모든 산업소분류에서 행정자

료와 조사자료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산업 분류를 구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산업 분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자료에서는 모든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이고, 일부 산업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종사자수, 지역,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 부가가치세 과

세유형, 성별, 업종(산업 분류)이다. 한편 모든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고 나온 변수는 사업존속기간이다.

  2011년 자료에서는 모든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이고, 일부 산업 분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변수는 종사자수, 지역,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 

업종(산업 분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사업존속기간이다. 한편 4개의 분류에서 모

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변수는 성별이다.

 제 2  정책  함의

  본 연구를 통해 개인사업체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한 실

증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

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이 매출액 차이에 매우 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소득 복식기장 사업체의 행정자료에 한 사  검토  조사자

료에 한 내용 검토 등을 통해 장조사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의 비표본오차, 특

히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측정오차를 감소시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조사자료 내검이나 매출액 항목 체 

등에 행정자료의 극 인 활용을 통해 장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

증분석에서 2010년 자료에 비해 2011년 자료의 매출액 차이의 평균값이 반 으로 

감소한 이유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경제통계 작성시 필요한 행정자료 입수가 

활발해져서 장조사가 완료된 이후 실시되는 자료처리과정에서 사업소득 복식기장 

자료(2012년 10월부터 입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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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종사자수, 지역, 표자 성별 등이 매출액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수에 해

당되므로 이러한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사항에 따라 장조사의 실제 인 

조사지침 마련  개선이 필요하다. 를 들어, 장조사에서 종사자수, 표자의 성

별 등 사업체의 외형에 따른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장자료를 기 로 조사자

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장조사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자료수집체계의 효율성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하기 한 기

자료로 이용하여 라데이터(Paradata)21) 수집이 필요하다. 라데이터와 원자료

를 연계 분석하여 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른 조사과정의 개선을 통한 비표본오차의 

감소를 한 방안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자료 간의 비교가능성  일 성 확보를 한 행정자료의 추가  입수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자료 서식변경 사항을 수시로 검하고 주기 이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 행정자료에 한 신규 수요를 악해 나가는 작업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에 한 검토를 더 구체 으로 분석

하여 행정자료 활용 확 를 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특히 이

를 해서 경제통계 작성에 있어 통계청과 국세청 간의 업무 력체계  상시 검토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수된 행정자료는 련 통계조사 항목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간 작성 기 이나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표 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

화 필요 여부는 통계  기법을 통해 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자료 검토를 한 통계  기법 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자료 련 행정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워

서 이에 한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의 매출액 차이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에 발생하는 매출액 차이를 검토할 때 

분석의 편의상 행정자료는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의 매출액 차이

21) 조사자료 수집 과정에 한 자료’로 조사 과정  발생하는 모든 이력을 말한다. ) 방문

횟수, 조사일시, 자료수집방법, 조사 선호시간, 거부사유, 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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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조사자료의 비표본오차라고 단하기 보다는 행정자료에 한 추가 인 연

구를 통해 행정자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오차에 한 분석을 실시하여 조사자

료와 비교한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둘째, 연구결과의 외  타당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체 업종이 아니라 

4개 분류에 한 분석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업종에 일반화시키기 보

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하여 외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업종을 확

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항목에서만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에 의해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하기 한 노력으로 재면 조사, 비조사 등 장조사

를 통해 매출액 차이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모형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라 단된다. 

  넷째, 개인사업체의 매출액만을 상으로 분석하여 사업실 의 정합성을 검토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매출액의 정확성을 단하기 해서는 연 성이 높

은 업비용, 업손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후속 인 연

구들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문제   개선방안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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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ss-Validation Between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 Focused on Sales of Individual Proprietorship -

Yim, Ju-w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OECD countries are producing statistics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in a 

way to reduce the cost of field surveys to reduce response burden on 

individuals and businesses. Korea also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the 

administrative data were utilized for the statistics are actively utilizing the 

statistics to get administrative data from a variety of the organization. However, 

access to administrative data is far more difficult situation research and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theory is not nearly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was started with a critical mind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y on 

sales compared between the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for use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data.

  Establishments of Individual Proprietorship and sales share of high G Wholesale 

and retail trade, I lodging and restaurant, Q Healthcare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are finally selecte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and analyzed for key variables, a new constitution was analyzed 

by the 'measurement scale, to measure the revenue difference can be seen as 

non-sampling errors,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the sales of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in terms of average analysis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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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are the mean of the two paired samples, the last independent variables 

identify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the difference in sales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s of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cause of the error.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ales of survey data  

was discovered that the sum is greater those of administrative data from all 

major classification unlike the expectation with less than administrative data, in 

particular to obtain a result that occupies a large part of the difference in the G 

Wholesale and retail sales. Second, look at the results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revenue measure without the direction of the difference 

in administrative data surveys constant (+) and (-) was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y are mixed. Third, look at the averag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for 

two samples subjected to the industry as a whole in 2010 data from more than 

in 2011. Sub Category Industry Data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administrative data with survey data. Four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s data and survey data as the 

dependent variable, look at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industries major classification was confirmed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depending on the industry large category.

  In the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field research through active use of 

administrative data on content review and replacement of sales items. Second, 

depending on the basics of Representatives(for example workers, region, gender, 

etc.)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es established guidelines and 

practical research to improve the sit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hird, using as a 

basis for reviewing the effectiveness and non-sampling errors such as the cause 

of the data collection system Paradata collection is required. Fourth, there is a 

need for further efforts to obtain administrative data for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between administrative data secure and will also be checked from 

time to time to carry out the work of administrative data format changes and 

periodically outgoing grasp the new demands of the administrative da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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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ata conducted feasibility research. Fifth, the available 

administrative data and statistics are advised to check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topic, it will create standards and concepts between data have to be 

promote standardization in other ca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empirically analyze a poin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revenue from administrative data with survey data about the tax 

situation, empirical data in the country so far this did not almost done, bu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convenience of the administrative data 

analysis we assume that there is no error. Second, it has a certain limit in 

external validity of the study. Third, the survey data elements already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there are partial lack of explanatory power by the model. 

Fourth, because the analysis did review only sales of Individual Proprietorship, to 

examine the integrity of business performance limitations exist.

Key word: Individual Proprietorship, Administrative data, Survey data, 

Cross-Validation

Student Number: 200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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