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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9개 도내 시·군별 세부 고용현황 파악
-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항목도 조사

□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의 20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를 실시한다.
※ 면접조사 외에 응답자가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도 병행(10.22.～26.)

○ 지역별고용조사 를 통해 작성되는 시 군별 고용률 실업률, 산업 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통계는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 이외에 맞벌이 가구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 이번 조사내용 중 시 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익년 2월에,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익년 4월과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

·

붙임1>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붙임2>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지역별고용조사 관할 시․군
<

동 자료는 ‘출처표시’ 및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1>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조사목적)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과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작성 및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 (조사연혁 ) 2008년부터 조사 실시
❍ (

조사대상기간) 2018. 10. 14. ~ 10. 20.
❍ (조사실시기간 ) 2018. 10. 22. ~ 11. 7. *준비조사(10.21.)
❍ (

-

인터넷조사(http://www.narastat.kr/eregion) : 2018.10.22.~10.26.(5일간)

조사주기) 반기(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조사대상 ) 전국의 20만 1천 가구내 만 15세 이상 인구
❍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 (조사항목 ) 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 및 이직사유,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 34개 항목
❍ (결과공표 )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2019년 2월에,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19년 4월과 6월에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표 예정
❍ (

* 2018년 상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2018년 8월 29일에 발표하였으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18년 10월 23일에 공표 예정

<붙임2>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지역별고용조사 관할 시․군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관 할 지 역

경인지방통계청

02-2110-7717

서울특별시 중 서울사무소 이외지역,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시, 횡성군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강진군,완도군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 금산군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청주시,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부천분소
수원사무소
평택분소
성남사무소
이천분소
의정부사무소
고양사무소
구리사무소
동북지방통계청
경산분소
포항사무소
울진분소
안동사무소
청송분소
구미사무소
상주사무소
춘천사무소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속초분소
삼척분소
영월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
순천사무소
여수분소
강진사무소
해남분소
보성사무소
전주사무소
정읍분소
진안분소
군산사무소
남원사무소
제주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
창원사무소
합천분소
진주사무소
거창분소
통영사무소
김해사무소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서산사무소
홍성사무소
청주사무소
옥천분소
충주사무소
증평분소

02-6329-4472
032-460-2611
032-460-2732
031-230-0708
031-659-0400
031-780-0615
031-640-9411
031-860-3502
031-936-5115
031-560-7012
053-609-6527
053-819-6530
054-280-9132
054-780-5811
054-820-0103
054-870-5703
054-459-6552
054-530-6513
033-258-3666
033-769-3702
033-640-3900
033-639-6800
033-570-5312
033-370-5215
062-370-6169
061-260-6122
061-750-6591
061-750-6591
061-430-6122
061-430-6122
061-850-6121
063-220-7918
063-530-6915
063-433-7290
063-440-6000
063-630-6040
064-728-5802
051-850-3364
052-279-4017
055-213-0124
055-213-0133
055-760-8871
055-760-8872
055-640-0713
055-344-2504
042-366-8343
041-520-9221
041-930-2933
041-660-8105
041-631-9301
043-299-6037
043-730-0836
043-841-0405
043-820-7802

홈페이지 주소

http://kostat.go.kr
/giro

http://kostat.go.kr
/dbro

http://kostat.go.kr
/hnro

http://kostat.go.kr
/dnro

http://kostat.go.kr
/cc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