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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실시
- 조사실시기간 : 2021. 4. 19. ~ 5. 4. -

□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이재원)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대구ㆍ경북지역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 이를 통해 고용정책 활용을 위한 시군별 고용률 및 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시기를 달리해 올해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 공표시기) 시ㆍ군별 주요 고용지표(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지표(10월), 경력단절여성 현황(11월),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12월)
□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재원 동북지방
통계청장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니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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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 (조사연혁)
❍ 2008년 제1회 시‧군‧구고용통계조사 실시, 지역별고용조사로 명칭변경(10. 27.)
❍ 2010년 12월부터 분기조사로 전환
❍ 2013년부터 반기조사로 전환
❍ 2020년 10월 제28회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조사대상) 전국 약 23만 가구내대구ㆍ경북

3만여 가구

만 15세 이상 인구

□ (조사실시기간)
❍ 면접조사 기간 : 2021. 4. 19. ~ 5. 4. ※ 준비조사(4.18.)
❍ 인터넷‧전화조사 기간 : 2021. 4. 19. ~ 4. 25.
□ (조사주기) 반기(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조사방법) 면접조사(인터넷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 (조사항목) 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사회보험가입여부,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사유 등 32개 항목
□ (주관) 통계청
□ (결과공표)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표 예정

ㆍ

❍ 시 군별 주요 고용지표(21년 8월)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지표(21년
❍ 경력단절여성 현황(21년

월)

11

❍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21년

월)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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