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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신규 구인ž구직 1순위 직종은 경영ž회계ž사무 관련 전문직 

￭ 2012년 서울 신규구인인원 1순위 직종은 107,398명으로 경영ž회계ž사무 관련 전문

직

- 다음으로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43,773명, 경비 및 청소 관련직 43,339명, 건설 관련

직 32,098명, 음식서비스 관련직 24,114명 순

- 경영, 회계 및 사무 관련 전문직의 신규구인인원은 2009년 대비 2012년 84.7% 증가

- 금융ž보험 관련직의 신규구인인원은 2009년 대비 2012년 379.1%를 증가하며 직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환경ž인쇄ž목재ž가구ž공예 및 생산단순직의 신규구인인원은 2009년 대비 2012년 

55.5%를 감소하며 직종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 2012년 서울 신규구직자수 1순위 직종 역시 153,417명으로 경영ž회계ž사무 관련 전문

직

- 다음으로 경비 및 청소 관련직 83,197명, 관리직 52,193명, 건설 관련직 40,033명, 문

화ž예술ž디자인ž방송 관련직 39,129명 순

- 경영, 회계 및 사무 관련 전문직의 신규구직자수는 2009년 대비 2012년 16.6% 감소

- 군인의 신규구직자수는 2009년 대비 2012년 1622.2%를 증가하며 직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환경ž인쇄ž목재ž가구ž공예 및 생산단순직의 신규구직자수는 2009년 대비 2012년 

47.1%를 감소하며 직종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워크넷 구인ㆍ구직 및 취업동향」의 2009년과 2012년 호에서 전재
- 본 통계는 전국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ㆍ군ㆍ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워크넷 DB(Work-Net Database)로 집계한 자료 이용
- 본 조사는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으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본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007년 9차 개정) 및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고용정보원, 2006년)를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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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2
2009년 대비 

증가율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58,158 107,398 84.7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32,917 43,773 33.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34,786 43,339 24.6

건설 관련직 34,804 32,098 -7.8

음식서비스 관련직 22,935 24,114 5.1

정보통신 관련직 10,911 14,808 35.7

전기, 전자 관련직 9,803 13,538 38.1

관리직 6,484 12,650 95.1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2,611 11,015 -12.7

보건, 의료 관련직 5,592 10,702 91.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9,913 10,684 7.8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1,031 9,360 -55.5

금융보험 관련직 1,811 8,676 379.1

기계 관련직 6,006 7,862 30.9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470 4,045 -37.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4,236 3,097 -26.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4,151 3,070 -26.0

섬유 및 의복관련직 2,501 2,249 -10.1

식품가공 관련직 1,636 2,071 26.6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1,525 2,050 34.4

화학 관련직 714 1,208 69.2

농림어업 관련직 1,761 1,083 -38.5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407 548 34.6

군인 0 204 -

<표 1> 2012년 서울 신규구인인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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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2
2009년 대비 

증가율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183,992 153,417 -16.6

경비 및 청소 관련직 88,465 83,197 -6.0

관리직 28,343 52,193 84.1

건설 관련직 44,113 40,033 -9.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46,994 39,129 -16.7

음식서비스 관련직 29,908 35,176 17.6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43,689 30,634 -29.9

보건, 의료 관련직 21,937 28,515 30.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9,119 24,259 -16.7

정보통신 관련직 27,943 20,930 -25.1

전기, 전자 관련직 19,335 19,598 1.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4,922 18,874 26.5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35,734 18,725 -47.6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6,926 18,358 8.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8,544 17,427 -6.0

기계 관련직 16,629 14,957 -10.1

금융보험 관련직 8,374 7,801 -6.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4,979 5,605 12.6

식품가공 관련직 3,913 3,920 0.2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4,086 3,430 -16.1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3,175 3,332 4.9

농림어업 관련직 3,361 2,800 -16.7

화학 관련직 1,270 1,584 24.7

군인 9 155 1622.2

<표 2> 2012년 서울 신규구직자수

(단위 :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