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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고용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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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조사목적

  m 본 조사는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김해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사유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조사방법

  m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한 분석

    - 고용행정통계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상용’,‘계약직’인 근로자

     ※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 

 조사기간

  m 2022. 10. 25(화) ~ 10. 31(월) (주말제외 5일간)

 조사내용

  m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m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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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김해지역 피보험자 현황

  m 2022. 10. 25 ~ 10. 31(주말제외 5일간) 까지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바탕으로‘2022년 3분기 김해지역 고용동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김해지역 상시근로자(이하 근로자) 수는 

     137,025명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66명(2.52%) 증가, 직전 분기

     대비 558명(0.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m 규모별로는‘300인 이상’(9.56%),‘10인 이상 100인 미만’(3.53%),‘100인 

이상 300인 미만’(0.43%),‘10인 미만’(0.41%) 사업장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음.

< 규모별 근로자 수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규 모
`21년 9월 `22년 9월 증▲감 증감률

합  계 133,659 137,025 3,366 2.52

10인 미만 48,242 48,439 197 0.41

10인 이상 100인 미만 57,008 59,019 2,011 3.53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7,072 17,146 74 0.43

300인 이상 11,337 12,421 1,084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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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업종별로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보건, 사회복지업’(5.58%),

‘도, 소매업’(2.11%),‘제조업’(1.67%) 등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반면,

‘협회, 단체’(▲7.92%),‘공공행정’(▲13.29%) 등은 감소하였음.

< 업종별 근로자 수 현황(전년동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1년 9월 `22년 9월 증▲감 증감률

합  계     133,659     137,025        3,366 2.52

정보통신업           977 1,180           203 20.78

수도하수재생업        1,248 1,472           224 17.95

예술, 스포츠           954 1,054           100 10.48

숙박, 음식점업        4,745 5,160           415 8.75

전문, 과학, 서비스업        4,004 4,298           294 7.34

농, 임, 어업           405 430            25 6.17

보건, 사회복지업       17,108 18,062           954 5.58

건설업        5,024 5,256           232 4.62

전기가스공급업           243 252             9 3.70

부동산업        3,336 3,429           93 2.79

교육서비스업        4,532 4,630            98 2.16

도, 소매업       10,145 10,359           214 2.11

제조업       67,948 69,082        1,134 1.67

금융, 보험업        1,341 1,335 ▲6 ▲0.45

사업시설관리        3,566 3,549 ▲17 ▲0.48

운수, 창고업        2,626 2,585 ▲41 ▲1.56

광업           109 101 ▲8 ▲7.34

협회, 단체        2,865 2,638 ▲227 ▲7.92

공공행정        2,483 2,153 ▲3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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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직전분기 대비‘보건, 사회복지업’(2.00%),‘도, 소매업’(0.95%) 등에서는 

근로자 수가 증가했고,‘제조업’(▲0.41%),‘교육서비스업’(▲1.38%),‘사업

시설관리’(▲2.10%) 등은 감소되어 나타남.

< 업종별 근로자 수 현황(직전분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2년 6월 `22년 9월 증▲감 증감률

합  계     136,467     137,025          558 0.41

수도하수재생업 1,316 1,472          156 11.85

정보통신업 1,077 1,180          103 9.56

숙박, 음식점업 4,996 5,160          164 3.28

전문, 과학, 서비스업 4,203 4,298           95 2.26

보건, 사회복지업 17,708 18,062          354 2.00

공공행정 2,129 2,153           24 1.13

협회, 단체 2,610 2,638           28 1.07

도, 소매업 10,262 10,359           97 0.95

전기가스공급업 250 252            2 0.80

운수, 창고업 2,572 2,585           13 0.51

건설업 5,233 5,256           23 0.44

부동산업 3,435 3,429 ▲6 ▲0.17

제조업 69,363 69,082 ▲281 ▲0.41

금융, 보험업 1,348 1,335 ▲13 ▲0.96

교육서비스업 4,695 4,630 ▲65 ▲1.38

사업시설관리 3,625 3,549 ▲76 ▲2.10

예술, 스포츠 1,091 1,054 ▲37 ▲3.39

광업 105 101 ▲4 ▲3.81

농, 임, 어업 449 430 ▲1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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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제조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8.22%),‘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9.84%),‘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3.99%) 

등은 근로자 수가 증가했고,‘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0.7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41.69%) 등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제조업종 근로자 수 현황(전년동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21년 9월 `22년 9월 증▲감 증감률

합  계 67,948 69,082 1,134 1.6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70 1,372          302 28.22
음료 제조업 23 27            4 17.3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68 412           44 11.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573 7,220          647 9.8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29 1,298           69 5.61
가구 제조업 525 551           26 4.9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559 13,060         501 3.9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55 2,028          73 3.7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5 138            3 2.22
식료품 제조업 3,932 4,012          80 2.0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53 1,581          28 1.8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606 14,843        237 1.6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91 193            2 1.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72 1,083          11 1.03
기타 제품 제조업 1,288 1,294            6 0.47
전기장비 제조업 4,202 4,200 ▲2 ▲0.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91 885 ▲6 ▲0.6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140 8,082 ▲58 ▲0.7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5 102 ▲3 ▲2.86

1차 금속 제조업 1,367 1,317 ▲50 ▲3.6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09 1,541 ▲68 ▲4.2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7 111 ▲6 ▲5.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186 3,002 ▲184 ▲5.7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52 730 ▲522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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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직전분기 대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9.71%),‘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9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4%) 등은 근로자 수가 증가했고,‘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0.39%),‘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0.81%)

    ‘식료품 제조업’(▲2.27%) 등은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종 근로자 수 현황(직전분기 대비) > 

     (단위 : 명, %)

                    구 분

제조업
`22년 6월 `22년 9월 증▲감 증감률

합  계 69,363 69,082       ▲281 ▲0.41

음료 제조업 22 27            5 22.7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581 7,220         639 9.7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9 412          23 5.9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2 138            6 4.5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29 1,372          43 3.24

기타 제품 제조업 1,283 1,294          11 0.8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91 1,298           7 0.5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029 2,028 ▲1 ▲0.0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107 13,060 ▲47 ▲0.3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87 1,083 ▲4 ▲0.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901 14,843 ▲58 ▲0.39

1차 금속 제조업 1,325 1,317 ▲8 ▲0.6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148 8,082 ▲66 ▲0.8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99 1,581 ▲18 ▲1.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37 3,002 ▲35 ▲1.15

전기장비 제조업 4,249 4,200 ▲49 ▲1.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96 885 ▲11 ▲1.23

가구 제조업 559 551 ▲8 ▲1.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70 1,541 ▲29 ▲1.8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4 102 ▲2 ▲1.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97 193 ▲4 ▲2.03

식료품 제조업 4,105 4,012 ▲93 ▲2.2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6 111 ▲5 ▲4.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07 730 ▲577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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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수

 김해지역 취업 및 퇴직자 현황

  m 취업 및 퇴직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3분기 취업자 수는 17,1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상승했는데, 이는 신규 취업자 수는 14.85% 상승, 경력 

취업자 수는 0.53% 감소하여 나타난 수치임.
    - 취업자 중 제조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4.78% 감소
    ※‘22년 2분기 대비 취업자 수 4.96% 감소
    ※‘22년 2분기 대비 제조기업 취업자 수 10.16% 감소

< 업종별 신규 취업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1년 3분기 `22년 3분기 증▲감 증감률

합  계 1,825 2,096 271 14.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5 292 197 207.37

부동산업 10 19 9 90.00

정보통신업 38 49 11 28.95

숙박 및 음식점업 328 412 84 25.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 168 18 12.00

제조업 599 669 70 11.69

건설업 39 42 3 7.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 28 ▲1 ▲3.45

운수 및 창고업 12 11 ▲1 ▲8.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5 76 ▲9 ▲10.59

교육 서비스업 91 74 ▲17 ▲18.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 46 ▲11 ▲19.30

도매 및 소매업 217 173 ▲44 ▲20.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 31 ▲9 ▲22.5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0 3 ▲7 ▲7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2 2 ▲10 ▲83.33

금융 및 보험업 10 1 ▲9 ▲9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 ▲1 ▲100

광업 2 -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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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경력 취업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21년 3분기 `22년 3분기 증▲감 증감률

합  계 15,096 15,016 ▲80 ▲0.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53 364 111 43.8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6 128 32 33.33

정보통신업 205 269 64 31.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4 307 53 20.87

운수 및 창고업 192 230 38 19.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09 2,367 258 12.23

숙박 및 음식점업 1,044 1,137 93 8.91

교육 서비스업 517 519 2 0.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10 411 1 0.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5 456 1 0.2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 6 - -

건설업 653 652 ▲1 ▲0.15

도매 및 소매업 1,411 1,379 ▲32 ▲2.27

제조업 6,328 5,927 ▲401 ▲6.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1 455 ▲76 ▲14.31

농업, 임업 및 어업 45 32 ▲13 ▲28.89

부동산업 538 355 ▲183 ▲34.01

금융 및 보험업 35 18 ▲17 ▲48.57

광업 14 4 ▲10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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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2년 3분기 퇴직자 수는 16,43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 증가하였고 

직전분기 대비 0.09% 감소하였음.

     퇴직 사유별로‘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69.18%),‘계약만료, 공사종료’

     (14.45%),‘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10.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퇴직 사유별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퇴직 사유
퇴직자 수 비 율

총 퇴직자 수 16,432 100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1,367 69.18

계약만료, 공사종료 2,375 14.45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684 10.25

폐업, 도산 371 2.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263 1.60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126 0.77

정년 112 0.68

고용보험 비적용 59 0.36

이중고용 43 0.26

분류불능 32 0.19

※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진행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