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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349만원으로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1만원으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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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349만원으로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1만원으로 최저

￭ 2012년 기준 산업별 월평균 최고 최저 임금은 2.5배 차이

- 최고 임금액은 금융 및 보험업 349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7만원,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7만원 순

- 최저 임금액은 숙박 및 음식점업 141만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1만

원,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9만원 순

￭ 2009~2012년 연평균 최고 최저 임금상승률 차이는 7.4%

- 임금 상승률 상위 3대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94%, 도매 및 소매업 

5.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93%

- 임금 상승률 하위 3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0.54%, 교통 서비스업 1.39%,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8%

￭ 7개 산업은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3.0% 보다 하회

-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 2.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

원 서비스업 1.5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54%은 월평균 임금도 141만원, 161만원, 

169만원 순으로 최저

 주: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작은 5개 산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제외

     2012년 산업별 월평균 임금: 3개월 평균 임금

  자료 : 2009, 2012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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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개월 

평균 임금

2012년 3개월 

평균 임금

2009-2012년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 217.28 239.41 3.29%

건설업 222.62 241.45 2.74%

도매 및 소매업 183.93 213.43 5.08%

운수업 215.66 235.66 3.00%

숙박 및 음식점업 129.54 141.20 2.9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5.85 307.17 4.93%

금융 및 보험업 322.72 349.12 2.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6.26 168.97 0.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4.80 327.01 4.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3.38 160.74 1.5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6.66 272.48 7.94%

교육 서비스업 236.85 246.87 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2.72 211.76 3.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2.84 170.30 3.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8.89 184.76 3.04%

평균 208.67 231.36 3.50%

<표 1> 2009년 ~ 2012년 3개월 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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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

물가지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지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2009 97.1 2.8% 97.3 2.9% 

2012 106.3 2.2%  106.4  2.5%

지역 연평균 물가상승률 지역 연평균 물가상승률

전국 3.05% 서울 3.03%

<표 2> 2009년 ~ 2012년 전국, 서울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물가지수 기준: 2010년=100)

<표 3> 2009년 ~ 2012년 전국, 서울 연평균 물가상승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