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산업분야 직종별 ’13년 6월 취업률은 약 22.4%로1)로 ’13년 3월 대비 약 

4.9%p 하락 및 전년동월대비 약 0.9%p 상승

- ’13년 6월 전체 신규 구직 현황을 살펴보면, 33만 6,53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0%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13년 4월 대비 증가

- ’13년 4월에서 6월까지 전체 신규구직 대비 취업률은 하락세이나 ’13년 2분

기 전체 신규 구직 대비 취업률은 39.4%로 전년동기대비 3.8%p 증가

-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및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3년 2분기 신규 구직 대비 취업률은 각각 29.4%, 20.3%(평균 24.9%). 평

균취업률과 비교해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 및 전분기대비 2.1%p 상승

 문화산업분야 ’13년 6월 신규 구직 대비 구인 현황2) 36.0%(21.8%)3)는 전체 

현황4) 86.9%(65.6%)5) 보다 고용시장에 있어 약 50.9%p 취약하며, 구인 대

비 실제 취업률은 ’11년 3월 이후 전체 구직대비 취업률 대비 높은 수준 유지

- 문화산업 신규 구직에 비해 구인 현황은 약 14%~40%(13%~29%)6) 수준. ’10
년에서 ’12년까지 모든 분기와 함께 ’13년 1분기 및 2분기의 문화산업 관련 

고용시장은 전체 고용시장 대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방안 필요

※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구인 대비 실제 취업률은 ’13년 2분기 약 80.0%(90.4%)7)

이며 전년동기대비 6.3%p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10.4%p 하락

- 문화산업분야 직종 중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의 ’13년 2분기 신규 

구직 대비 구인 현황은 약 36.8%로 전년동기대비 약 1.7%p 감소했으며 전분

1)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및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3년 6월 취업률 합산
하여 평균

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및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3년 6월 신규구인/신
규구직 합산

3)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및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3년 3월 신규구인/신
규구직 합산

4) 2013년 6월 전체 신규구인/신규구직
5) 2013년 3월 전체 신규구인/신규구직
6) 2013년 1월~3월 및 1분기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및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직 신규구인/신규구직 비율
7) 2013년 1분기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구인대비 실제 취업률



기대비 약 9.8%p 상승

※ ’13년 2분기 전체 신규 구직 대비 구인비율은 74.2%로 전년동기대비 3.4%p 증가했으며 전

분기대비 12.3%p 상승  

-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3년 2분기 신규 구직 대비 구인비

율은 20.5%로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6.3%p 상승.  

’11년에서 ’13년 2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전체 직종 대비 낮은 신규구직 대

비 구인비율 지속

<표 1> 문화산업분야 직종별 신규구직 및 취업(희망직종별)
(단위：명, 건,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2년 2013년

’13년 전년동월대비 및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월 5월 6월  2분기 4월 5월 6월 2분기
’13년
4월 

’13년 
5월

’13년 
6월

’13년 
2분기

전 체

신규
구직

272,543 277,893 280,507 830,943 320,436 302,073 336,531 959,040 17.6 8.7 20.0 15.4

취업 104,251 98,423 93,379 296,053 141,110 125,274 111,493 377,877 35.4 27.3 19.4 27.6

취업률 38.3 35.4 33.3 35.6 44.0 41.5 33.1 39.4 5.8 6.1 △0.2 3.8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관련직

신규
구직

10,186 10,634 10,229 31,049 13,247 12,934 12,545 38,726 30.1 21.6 22.6 24.7

취업 3,121 2,918 2,781 8,820 4,170 3,860 3,370 11,400 33.6 32.3 21.2 29.3

취업률 30.6 27.4 27.2 28.4 31.5 29.8 26.9 29.4 0.8 2.4 △0.3 1.0

미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관련직

신규
구직

6,265 6,943 6,963 20,171 8,905 8,252 8,433 25,590 42.1 18.9 21.1 26.9

취업 1,084 1,276 1,092 3,452 1,973 1,721 1,505 5,199 82.0 34.9 37.8 50.6

취업률 17.3 18.4 15.7 17.1 22.2 20.9 17.8 20.3 4.9 2.5 2.2 3.2

※ 출처：한국고용정보원(2013), 워크넷 구인ㆍ구직 및 취업 동향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