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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말

광업 제조업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광업 제조업 을 영위하는 종사자,⋅     

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등을5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년 기준2007 

광업 제조업조사 는 제 회 조사로 년 월에 실시하였습니다33 2008 6 .⋅  

년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 에서 조사된 내용은 사업체단위와2007 ⋅  

기업체단위로 구분 집계하였고 사업체단위 집계는 산업분류별 지역별, ,

품목별로 세분하였으며 이를 울산편 전국편 으로 구분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들 보고서가 우리시는 물론 타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제정책

입안과 기업체의 경영계획 수립 각종 연구기관의 유용한 기초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년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 에 적극, 2007 ⋅  

협조하여 주신 조사대상 사업체 및 임시조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년 월2008 12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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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를 하여

1. 이 보고서는 산업 및 지역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생산액, , , ,

부가가치 유형자산 등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 수록하였음,

2. 이 보고서의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당숫자 없음 ：

 X 하나의 산업분류 시도 별 수치와 품목별 수치가 개 이하의( ) 2 ：

사업체 또는 산업분류 또는 시도 별 연관관계로 하나의( )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그 수치 대신에 표시함X  

생산액과 부가가치 센서스부가가치 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3. ( )

∙생 산 액＝출하액 완제품 재고증감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증감( + )＋

∙부가가치＝생산액 주요생산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 + + +－

외주가공비 수선비+ )

* 이 보고서상의 부가가치는 센서스부가가치로 생산액에서

주요생산비만을 제외한 것이며 총산출액에서 모든 중간투입비가

제외되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일치하지 않음

조사결과 요약에 있는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4.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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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품목분류는 제 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5. 9 (2007. 12. 28.)   

기준에 따름

년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년 자료가6. 2007 2005, 2006 ⋅  

년 년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이 보고서의2005 2006⋅

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람 전년도 보고서 자료와 다른 이유는 개정된.

산업분류 기준으로 재집계하였기 때문임.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 할 때에는 년 기준7. ( ) ( ) 2007轉載 譯載  

광업 제조업조사 보고서 편 페이지에서 전재 또는 역재 라고⋅ ○ ○  

표기하여야 함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8.

로 연락하시기 바람(Tel : 052-22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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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o Readers

1. The report includes number of establishments, number of workers,

value of shipments, value of gross output, value added, tangible

assets, etc.

2. Symbols used in tables:

 - Represents zero. ：

 X When an industry consists of less than three establishments ：

and anybody can notice an information of the establishment

related with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an  X is used to 

avoid disclosing data of individual establishments.

3. Definition of gross output and ("census") value added is as follow.

∙Value of Gross output Value of shipments Net changes in＝ ＋

inventories of finished goods, half-finished goods and work in

progress

∙Census value added Value of gross output Major production＝ －

cost

* Major production cost = raw material costs, fuel expenses,

electricity expenses, water expenses, subcontracting fees, and

repair and maintenanc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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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added of this report is the census value added that is

derived by subcontracting major production cost from gross

output. On the other hand, value added of the national

account is calculated by subcontracting intermediate

consumption from gross output, and therefore differs from

the value added of this report.

4. Figures may not add up to the totals because of rounding.

5. Industry and Product Classification is derived from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ised in Dec.28, 2007.

6. In case that Data of the year 2005-2006 from Report on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for 2007 might not coincide with 2005』

and 2006 report, 2007 report have priority over others. The

reason is that the data are retabulated as the KSIC Rev. 9.

7. Should users desire to have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reprinted

or published in another language, please be sure to indicate the

exact page from the Report on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for 2007 .』

8. For more informations, please contact to Legal Affairs &

Statistical Office, Ulsan Metropolitan City(Tel : 052-22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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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 요

조사목적1.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의 각종, ,

연구활동 및 산업구조통계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산업생산지수 개편, GDP

디플레이터 비중 산출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시근거2.

광업 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15 , 17 18 (⋅

제 호 조사이다10109 ) .

조사연혁3.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는 년 기준 조사를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하였1967⋅ 고,

년 기준 조사부터 통계청 이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에서 인수한1969 (1990.12. )：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년도에 실시한 년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는2008 2007 ⋅

제 회 조사이다33 .

조사기간4.

가 조. 사기준일 현재: 2007. 12. 31.

나 조사대상기간 년간. : 2007. 1. 1. 12. 31. (1 )～

다 조사실시기간. : 2008. 6. 9. ～ 일간7. 4. (26 )

조사범위5.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차 개정 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광업( 9 , 2007. 12. 28.) B ,  

 제조업 을 조사범위로 하였다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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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6.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년 월 일 현재 종사자수가 인 이상 또는 월평균 종사자가 인2007 12 31 5 5①

이상인 사업체

②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년 중 최소한 월 주일2007 1

이상 조업한 달이 개월 이상인 사업체1

종사자수 인 이상 사업체는 전수조사 인 사업체는 표본조사 실시10 , 5 9※ ～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년 월 일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또는 신설공사 중인 사업체2007 12 31①

국군 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UN②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③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④

조사단위7.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였다 사업체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 이다( , , , ) .

조사방법8.

광업 제조업은 전국의 시 군 구청에서 채용한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 ⋅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사업체 응답자가 직접 작성 자계식 하거나( )

조사원이 항목별로 질문하여 기입하는 방식 타계식 으로 조사하였다( ) .

조사항목9.

사업체명 및 소재지(1)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2)
본사명 및 소재지(3) 경영조직(4)
자산과 자본(5)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6)
연간 출하액 매출액 및 수입액(7) (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8)
내국소비세(9) 유형자산(10)
무 형

자산중컴퓨터소프트웨어

(11)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12)
연간 임가공수입액의 품목별 내역(13) 재고액(14)
주요 생산공정(15) 주요 사용 원재료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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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10.

가 경영조직.

사업체 경영주체 기업체 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한다 이 조사에서는 회사법인( ) . ,

회사 이외의 법인 개인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하고 회사이외의 법인은 민법 및, ,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 단체도 포함하였다.

나 자산과 자본.

회사법인인 사업체 본사 가 년 월 일 현재 납입을 완료한 자본금 또는( ) 2007 12 31

출자금액과 자산총계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

다 종사자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파견 받, , , , ,⋅ 은

종사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연말과 조업기간 중 월평균 기준으로 각각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조사하였다.

※ 종사자에는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탁 제조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수탁사업체의 종사자와 사업체에서 비록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나 장기 결근자 개월 이상 군복무자 등은 제외한다(3 ), .

연말 피고용자 수는 년 월 일 현재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남녀2007 12 31

종사자를 말하며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는 조사대상 기간중 조업한,

각 월의 종사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종사자수를 말한다.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1)

사업체의 소유주 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업 종사자 포함 이 사업체의 운영( ) ( ) 을

위하여 정규 작업 경영 시간의 이상을 사무 및 생산업무 등에 종사하되 일정한( ) 1/3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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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종사자(2)

사업체에 상근 고용된 자로 고용주와 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기간을1 ,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로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도 상용종사자에 포함시킨다.

근속기간이 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1

유급임원 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 , , , , )

임시 일용종사자(3) ⋅

고용주와 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일반적으로 임시 일일1 ⋅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를 말하며 근속기간이 년 이상일지라1⋅ 도

계약기간을 년 미만으로 체결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된다1 .

무급종사자(4)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파견 받은 종사자(5)

타사업체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되어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 서

인력공급업체와 고객회사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체결되며 고객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단 청소대행업체 및 경비업체와 같이 직접적인 생산공. , 정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의 용역업체 종사자는 파견받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급 여 액.

년 년간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2007 1 을

말하며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다, , .

단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제 급여액과 년 이전의 급여, 2006 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2007 , 2007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하였다.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저금 노동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자가 공제, , ,

하기 이전의 총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은 지급한 현물이 자가 생산품인 경.

우에는 지급한 일자 현재의 공장인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고 구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환산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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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 산 액.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 ( )․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한다, .

바 출 하 액.

년 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 폐품판매액 임가공 수탁제조 수입액 및2007 1 , , ( )⋅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

대한 미수금을 포함하였다.

제품출하액(1)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의 년 년간 출하액을 말한다2007 1 .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여기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은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을 포함하였다.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소비세 즉 주세 특별소비, , 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에 의하였다( ) .

부산물 폐품 판매액(2)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 불량품 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 )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하였다.

임가공 수탁제조 수입액(3) ( )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 나 원재료비를 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처리하여( )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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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입액(4)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을

말한다.

사 재 고 액.

연초재고액은 년 월 일 현재로 그리고 연말재고액은 년 월 일2007 1 1 , 2007 12 31

현재로 재고대상물의 사업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말한다 완제품의( ), .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하였다.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미 출고분은 여기서 제외하였다.

재고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하였으며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 는

각각 연초 연말의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조사하였다, .

아 주요생산비.

년 년 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 소비 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2007 1 ( ) , ,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조사하였다, , , .

원재료비(1)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년 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2007 1 ,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 ,

말하며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된 원재료와 자가 생산한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중간제품의 비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 , ,

1차 산업활동을 겸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에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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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2)

년 년간에 가열료난방 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2007 1 ( ), 의

구입가격을 말한다.

전력비(3)

년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구입전력의 요금 및 사무실용 전등요금과2007 1

년에 지출한 요금으로서 미지급된 것도 여기에 포함하였다2007 .

용수비(4)

년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용수의 요금사무실용과 종사자의 음2007 1 ( 료

용수 포함 을 말한다) .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5) (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의

년도의 생산분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임금을 포함하였다2007 .

그러나 공급한 원재료의 가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에 포함하였다.

수선비 수리유지비(6) ( )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수리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재료 기계의. ,

윤활유 소모품 부속품의 구입액은 여기에 포함하였으나 공장의 증축이나 기계 등, , 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제외하였다.

자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 , ,

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센서스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상. ( ) 의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다.



- 20 -

차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1 , , , 박⋅

차량운반구 기타 공구 기구 비품 을 말한다, ( , , ) .

연간증가액이란 년 년간에 유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2007 1 ,

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취득액의 평가는 타 사업체로부터 구입. 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를 포함한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대체된 장부상의 가액에 의하였다.

연간감소액이란 년 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2007 1 , , , 의

실질적인 가치 감소액을 말한다 그러나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액의 평가는 그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 매매가.

없을 때에는 가치감소 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하였다.

토 지(1)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토, , , 지

개량비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

건물 및 구축물(2)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 , , , , , ,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에는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 , , , ,

수조 탱크 조선대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포함하였다( ), , , , .

기계장치 용광로 요(3) ⋅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요 로, , ⋅

등을 포함하였다.

선박 차량운반구(4) ⋅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를, , ,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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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구 기구 비품(5) ( )⋅ ⋅

년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을 말한다1 , , .

건설중인 자산(6)

유형자산 건물신축 기계설비 등 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 )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카 무형자산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적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의 무형자산중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될1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개발과

용역개발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 외부구입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직접개발 : 조사대상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개발한

비용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 전문개발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납품시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 외부구입 : 년 년 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2007 1

구입한 비용을 말하며 년 이상 임차사용의 경우, 1

임차료를 포함한다 단 구입비용이 만원 미만. , 50 은

제외한다.

표본설계11.

가 기본방향.

○ 조사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산업소분류별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표본×

규모로 표본설계

부차모집단별 시군구 산업소분류별 로 최소 표본사업체 개-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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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설계 단위는 시군구 산업소분류별 그룹이며 표본설계 특성치는 연간,×

출하액임

시도별 또는 분류별 사업체수가 너무 작은 경우는 부차모집단별로 추정이 가능한○

사업체수와 조사특성을 고려하여 전수조사 실시

나 표본틀.

년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 결과에 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보완2006 2007○ ｢ ･ ｣ ｢ ｣

결과를 반영한 자료 중에서 종사자수 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5 9～

다 종사자수 인 사업체 중 전수조사 대상. 5~9

중분류별 사업체수가 개 이하인 경우500○

해당중분류- : 06, 07, 08, 11, 19, 21, 31

사업체수 또는 출하액 비중이 작은 시도○

사업체수 개 이하- 1,000

출하액 구성비가 전국의 이하- 5%

시군구 소분류별 개 이상 사업체의 출하액 비율이 이하- 6 60%×

시군구 소분류별로 사업체수가 개 이하- 5×

해당시도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 , , , , , , , ,

라 표준오차.

시군구별 산업소분류별○

분산- : ˆ ˆ

단,










표준오차- : ˆ ˆ

상대표준오차- : ˆ
ˆ

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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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산업소분류별○

분산- : ˆ ˆ

표준오차- : ˆ ˆ

상대표준오차- : ˆ ˆˆ

전국 산업소분류별○

분산- : ˆ ˆ

표준오차- : ˆ ˆ

상대표준오차- : ˆ ˆ
ˆ

전국○

분산- : ˆ ˆ

표준오차- : ˆ ˆ

상대표준오차- : ˆ
ˆ
ˆ

여기서,

첨자 시도: 변수 표본수:

시군구: 모집단수:

산업소분류: 특성치:

출하액 규모에 의한 층: ˆ 특성치의 총계:

개별사업체:

표본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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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Purpose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provides detailed annual statistics

for the structure, locations and production activities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These data serve as the framework for economic

planning of the government, planning operations and analyzing markets of

individual businesses, comparability with other countries, updating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calculating the GDP deflators, and survey

sampling frames.

2. Legal basis of the survey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is a designated statistics by the

Statistics Law (Recognized No. 10109).

3. History of the survey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was conducted 1967 primarily by

Korea Industry Bank and it has been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Before Dec. 1990,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Economic

Planning Board) since 1969. It is conducted every year. The 2007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is the 33th survey, conducted in 2008.

4. Reference period

a. Reference date : as of Dec. 31, 2007.

b. Reference period : from Jan. 1 to Dec. 31, 2007.

c. Survey period : from Jun. 9 to Jul. 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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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ope

The survey covers mining and manufacturing classified in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Rev. 9 (2007.12.28.) .【 】

6. Coverage

The census covered establishments of mining and manufacturing which

engaged 5 or more workers as of Dec. 31, 2007. or 5 or more theⓛ

monthly average number of workers

operated over 1 month (one month means operating over 1 week in②

the month) in 2007.

establishments engaged 10 or more workers : complete survey※

establishments engaged 5 9 workers : sampling survey～

The following establishments were excluded

Establishments under construction as of Dec. 31, 2007.ⓛ

② Establishments directly operated by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U.N. Forces.

Workshops operated by public occupational centers or prisons.③

④ Experimental laboratory facil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ttached to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schools.

7. Unit of the survey

The establishment was the unit of the survey. The term establishment“ ”

is defined as a physical unit engaged in industrial activities, such as a

factory, a workshop, an office and a mine.

8. Method of the survey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enumerator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collected primarily through interviews or

self-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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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uestionnaire items

The questionnaire items are 16 items such as types of legal organization,

assets & capital stock, number of workers, wages and salaries, value of

shipments, production costs, operating expense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ventories etc.

10. Explanation of Survey items

A. Type of legal organization

The type of legal organization of establishment is determined by the

legal status of the enterprise which the establishment belongs to;

(1)Companies set up under commercial law include a joint stock company,

an unlimited partnership, a limited partnership and a limited corporation.

(2)Other corporations set up under civil law or special law include legal

entities such as public associations. (3)Individual firms include all other

entities owned by an individual, household or nonlegal entity such as a

private association.

B. Assets & Capital stock

The paid capital or investment & capital surplus and total assets based

on stock or funds invested by private individuals were recorded as of

December 31, 2007.

C. Number of workers

This comprises the number of employees, working proprietors and un-

paid family workers on a monthly average basis during the period of

operation in 2007.

It is the Employees on the payroll in terms of wages and salaries of

operatives, administrative and related work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ermanent, temporary or casual daily workers, and whether they are

working or not, on sick leave, vacation, victims of accident or strike,

except for long term(3 months and more) absentees, members of the armed

forces carried on active payrolls, and workers under contracted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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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ing proprietors and unpaid family workers(W.P. and U.F.W.)

Those include proprietors, partners of private firms and family

members who work more than one third of the normal operating

hours without regular wages or salaries.

(2) Rrgular Employees

All employees, including all directors, whose contracts last for one

year or more.

(3) Temporary & Daily Employees

The workers who are hired for less than one year or on a

daily-allowance basis.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calculating the number of total man-days.

(4) Unpaid Workers

Workers with no fixed amount of payment, but only service charge

or commission in proportion to his/her sales-records.

(5) Leased employees

Those who work in the establishments are surveyed as the

employees of leasing companies.

D. Wages and salaries of employees

The gross earnings paid to all employees on the payroll of the

establishment are covered during the year in question. They include all

form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labor such as salaries, wages,

bonuses and allowances irrespective of payments by cash or in kind.

Excluded, however, are payments to the retired, long-term absentees,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payments accrued prior to the year

referred but actually paid in the year, while the payment obligations

accruing during the year but unpaid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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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payments, which include deductions for taxes, compulsory savings,

union dues, etc., are in gross terms. Value of compensation in kind is

made by the plant prices if supplied from the company production, and by

the purchase price if secured externally.

E. Gross Output

The value of output comprises: (a) the value of products shipped, waste

shipped, receipts for processing and receipts for repairs; (b) the net change

between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reference year in the value of

finished goods, semi-finished goods and work in progress.

The gross output concept used in this table doesn't include: (a) the value of

goods shipped in the same condition as received less the amount paid for these

goods; (b) the revenue from activities of non-industrial nature.

The value of gross output excluded all indirect taxes falling on production.

F. Value of shipments

This comprises value of products shipped, value of by-product and waste

shipped, and receipts for contract work and repair work during the year.

(1) Value of products shipped covers the total amount of proceeds from the

shipment of products during the year. Shipments of products for

samples and gifts, and transfers to other plants of the same enterprise

are defined as sales, while the shipments of produced products on a

contract basis with materials supplied from other establishments, and of

the products bought and resold without further processing(merchandising)

are not regarded as value of shipments.

The value of products shipped is evaluated in principle at the plant

prices excluding indirect commodity taxes such as liquor tax, special

excise tax and value added tax. The plant prices are also applied to the

valuation of the products delivered as samples, gifts and transfers for

self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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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lue of by-product and waste shipped is the total amount of

proceeds from the sale of scrap or refuse in the course of

production, but excludes sales of refuse not produc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3) Receipts for contract work represent the value for work done for

others on their materials.

(4) Receipts for repair work represent the value received for repair

charges by others.

G. Inventories

The values of the year beginning and the year end inventories are the 

value of goods and materials in the possession of the establishment as of

January 1, 2007 and December 31, 2007, respectively. Goods of other

establishments kept by the establishment for contract work are excluded.

In this inquiry, separate inventory figures were obtained for : ( ) finishedⅰ

goods; ( ) semi finished and processed in goods ; ( ) raw and assistantⅱ  ⅲ

materials ; and ( ) fuel. The valuation is figured in principle on the basisⅳ

of the book value, or at approximate current market prices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the year, respectively.

H. Major production cost

Major production cost comprises raw material costs, fuel expenses,

electricity expenses, water expenses, subcontracting fees, and repair and

maintenance expenses during the year.

(1) Raw material costs are the costs of raw materials, parts,

components, containers and auxiliary materials such as chemicals,

wrapping materials, etc., including those supplied to other

establishments for producing goods on a contract basis during

2007. The cost of materials received from other establishments for

contract work as well as the cost of intermediately produced

products used in subsequent production stages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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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el expenses are the total amounts actually paid or payable

during 2007 for all fuel consumed for heating, power or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3) Electricity expenses are the total charges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electricity purchased by the establishment for production of

goods during 2007. Charges for electric lights in offices are also

included as are those accruing during the year but unpaid.

(4) Water expenses are the total charges actually paid and payable for

water purchased by the establishment for production during the

year. The charges for water purchased for drink and used in the

office are also included.

(5) Subcontracting fees : if any work was done by others on materials

supplied by the establishment on a contract basis, the cost of the

contract work is regarded as the amount paid for work in progress.

The cost of materials supplied is, however, included in raw

material costs.

(6) Repair and maintenance expenses are the amounts paid for

maintaining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establishment's own

tangible assets used in productive activities. The purchase value of

materials, lubricants for machine and other supplies used in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assets are included here. Excluded,

however, is the cost of materials,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plant expansion or capitalized repairs which are chargeable to the

tangible asset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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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alue added

The concept of this item is census value added of which the term is used

to indicate that the scope of the inquiry is limited to the contents of

industrial statistics programme. The valuation is calculated as follows:

Census Value Added = Gross Output - Major Production cost (raw material

costs, fuel expenses, electricity expenses, water expenses, subcontracting

fees, and repair and maintenance expenses)

J. Tangible assets

Included under the term tangible assets are land and assets such as“ ”

buildings, structures, machinery, equipment, cars, ships and delivery

equipment, durable for one year or more.

The total value of tangible assets represents the total book value as of“ ”

December 31, 2007. The values, however, are cautiously estimated on the

basis of current market prices, if the book value is not available.

Annual increase of tangible assets consists of expenditures for

acquisition, installation, expansion and capitalized repairs of tangible

assets during the year. The fluctuations of book values based on the

revaluation and depreciation of tangible assets are ignored. When assets

are purchased from other establishments, the total amount of acquisition

costs include costs of installation, and when the assets are constructed by

the establishment itself, their value is estimated as book value when they

are completed.

The annual decrease of tangible assets is the amount of tangible assets

actually eliminated or lost during 2007 owing to their sale, transfer,

donation, fire, disaster, robbery, etc. The valuation of such assets is

figur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selling prices of the assets, but if these

prices can't be determined, the values are equivalent to the current market

prices of similar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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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nd includes the cost of acquisition or improvement of sites for

workshops, factories, offices, dormitories, athletic grounds, etc.

(2) Buildings include the cost of acquisition, installation, expansion of

buildings such as workshops, office dormitories, other buildings,

attached and indoor equipment such as elevators, air conditioners,

heaters, ventilators, etc. Structures include the cost of acquisition

and improvement of roads, railroads, bridges, fences, chimneys,

water tanks, docks, oil pipes, water pipes, wells, gardens, etc.

(3) Machinery and smelting furnaces include the cost of acquisition,

installation, replacement and capitalized repair of machinery or

equipment for use in production, such as wearing machines,

motors, lathes, heating furnaces, cupolas, heat transforming

equipment, etc. as well as office machinery such as calculators,

accounting machines, etc.

(4) Vehicles, ships and delivery equipment include the cost of overland

transport vehicles such as motorcars, carriages etc., and of sea

going vessels such as cargo ships, boats, oil tankers and other

transport equipment.

(5) Instruments, utensils and other equipment include things that can

be used for a year or more.

(6) Construction in progress refers to the temporary account until

tangible assets are acquired or completely constructed.

K. Intangible assets(Computer software)

An intangible assets are the long-term and immaterial ones. Enterprises

have the intangible assets in order to use for their business.



- 33 -

One of the intangible assets, the cost of developing software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production and its term is more than a year, and is

divided into a direct development and a service one. It should be recorded

as a direct development and the cost of outsourcing.

(1) direct development of the software : enterprises can develop the

software directly and they record the cost on their account book.

(2) the cost of outsourcing : enterprises can order the software

development on professional computer software companies. The cost

will be on the account as expenditure.

(3) the cost of buying software from the outside : the case, that the

enterprise bought a software from outside in 2007, needs to be

recorded on the account book. If it is a rental use over a year, the

rent hire should be recorded but the hire under 500,000 won is

excluded.

11. Sample Design

A. Fundamental direction

(1) Considerating property of survey, optimum sample size is designed for

estimating by categories of county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a. Minimum size of sample by secondary population(county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 5

(2) Unit of sample design is group of county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 is annual values of shipments.

(3) In the case that the number by province or classification of industry is

very small, complete survey is executed in consider of estimated number

of establishments by secondary population and property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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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mple Frame

(1) Establishments engaged 5 or more workers in list from the result of

2006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supplemented by 2007 The『 』 『

census on establishments』

C. Complete survey section in establishments engaged

5~9 workers

(1)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by division of industry is 500 or less

a. Related Division of industry : 06, 07, 08, 11, 19, 21, 31

(2) District that distribution ratio of establishments or the value of

shipments is low

a.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is 1,000 or less

b. The distribution ratio of the value of shipments is 5% of whole country

or less

c. The distribution ratio of the value of shipment of more than 6

establishments by county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60%

or less

d.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by county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5 or less.

e. Related province : Gwangju, Daejeon, Ulsan,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Jeju

D. Standard Error

(1) By county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a. Variation : ˆ ˆ

gr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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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andard Error : ˆ ˆ

c. Relative Standard Error : ˆ
ˆ

ˆ

(2) By province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a. Variation : ˆ ˆ

b. Standard Error : ˆ ˆ

c. Relative Standard Error : ˆ ˆˆ

(3) By whole country & group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a. Variation : ˆ ˆ

b. Standard Error : ˆ ˆ

c. Relative Standard Error : ˆ ˆ
ˆ

(4) Whole country

a. Variation : ˆ ˆ

b. Standard Error : ˆ ˆ

c. Relative Standard Error : ˆ
ˆ
ˆ

where,

subscript : Province variable : Sample size

: county : Population

: group of industry : characteristic

: Value of shipment stratum ˆ
: Total amount of

characteristics

: Each establishment

: Sampling survey s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