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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경남여성 고용 총괄표

경남여성 고용동향
이혜림 성평등정책실 연구위원

GNWFF 2021년 3/4분기

발행처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발행일 2021년 11월 15일제3호

[표 1] 성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단위 : %, (%p))

구분 성별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국

계 45,106 294 58 28,451 383 -145 27,645 577 178 807 -194 -322 16,655 -89 203

여성 22,900 134 35 12,296 252 -52 11,963 349 105 333 -97 -157 10,604 -118 87

남성 22,206 160 23 16,155 131 -93 15,682 228 73 474 -97 -166 6,051 29 116

경남

계 2,854 1 0 1,816 10 -16 1,759 20 -3 57 -10 -13 1,038 -9 15

여성 1,423 -2 0 764 15 -7 747 19 6 17 -4 -13 659 -17 7

남성 1,431 3 0 1,052 -5 -9 1,012 1 -9 40 -6 0 378 7 8

지역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ILO
기준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OECD
기준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국

계 63.1 0.5 -0.4 61.3 0.9 0.3 67.1 1.2 0.4 2.8 -0.8 -1.1

여성 53.7 0.8 -0.3 52.2 1.2 0.3 58.4 1.7 0.5 2.7 -0.9 -1.3

남성 72.8 0.1 -0.4 70.6 0.5 0.2 75.5 0.6 0.1 2.9 -0.7 -1.0

경남

계 63.6 0.3 -0.6 61.6 0.6 -0.1 66.2 0.7 0.0 3.1 -0.6 -0.7

여성 53.7 1.1 -0.5 52.5 1.4 0.4 57.7 1.9 0.6 2.2 -0.6 -1.6

남성 73.6 -0.4 -0.5 70.8 0.0 -0.5 74.0 -0.4 -0.6 3.8 -0.6 0.0

주 : 1)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율
2)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고용률: 

- ILO 기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
- OECD 기준: 만 15 ~ 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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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경제활동 인구

2021년 3/4분기 경남 여성 경제활동인구 76만 4천명

2021년 3/4분기 경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3.7%

◎ (여성 경제활동인구 변화) 경남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분기 대비 1만 5천명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 7천명 감소함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경남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65만 9천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만 7천명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7천명 증가함

◎ (경남 경제활동인구 성별비교) 1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8천명 적으나(여성 142만 3천명,  
남성 143만 1천명), 경제활동인구는 28만 8천명 적음(여성 76만 4천명, 남성 105만 2천명)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경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1.1%p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 0.5%p 감소함

◎ (경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비교)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53.7%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19.9%p 낮은 수준임. 성별격차는 전년 동분기 대비 1.5%p, 전분기 대비 0.1%p  
감소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국비교) 경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7%로 전국 평균과 같았음. 전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차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0.3%p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함

<그림 1> 경남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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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취업자

◎ (여성 취업자 규모 변화) 경남 여성의 취업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1만 9천명, 전분기 대비 6천명 증가함

◎ (경남 취업자 규모 성별비교) 남성 취업자는 101만 2천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천명 증가했으나,  
전분기 9천명 감소함. 남성 취업자는 여성보다 26만 5천명 많으며, 취업자 규모의 남녀차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1만 8천명, 전분기 대비 1만 5천명 감소함

(단위: %)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그림 3> 경남 성별 취업자 규모

2021년 3/4분기 경남 여성 취업자 74만 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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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여성 취업자 규모 변화) 경남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는 60대 이상 20만 1천명(26.9%), 50대  
18만 3천명(24.5%), 40대 16만 1천명(21.5%), 30대 10만 9천명(14.6%), 20대 9만 3천명(12.4%)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경남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규모는 30대(8천명 감소), 40대(2천명 감소)를 제외 
하고 모두 증가하였음. 증가폭은 60대 이상 1만 6천명, 50대 5천명, 20대 6천명 순임. 전분기와 대비했
을 때, 30대는 4천명 감소하였지만, 타 연령대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였음. 증가폭은 60대 
이상이 6천명, 20대 4천명 순으로 나타났고, 40~50대는 변화가 없었음

2021년 3/4분기 경남 여성 취업자는 60대 이상, 50대, 40대 순으로 많음

◎ (경남 취업자 규모 성별·연령별 비교) 남성의 연령별 취업자는 50대 24만 9천명(24.6%), 40대 24만  
7천명(24.4%), 60대 이상 23만 3천명(23.0%), 30대 18만 1천명(17.9%), 20대 10만 2천명(10.1%)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는 여성은 60대 이상, 남성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남성 모두 2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경남 남성은 60대 이상 2만 1천명, 50대 7천명, 40대 3천명이 증가하였고, 30대  
2만 7천명, 20대 3천명이 감소함. 전분기와 대비했을 때 60대 이상 4천명, 50대 3천명, 40대 1천명이 
증가했으나, 20대 1만 1천명, 30대 7천명이 감소했음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경남 성별 연령별 취업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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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2021년 3/4분기)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년동
분기비
증감

전분기비
증감

전국

계(15세이상) 27,645 577 178 11,963 349 105 15,682 228 73

15~29세 3,963 182 64 2,102 147 70 1,861 34 -8

30~39세 5,232 -75 -42 2,032 -21 -23 3,200 -54 -20

40~49세 6,333 14 9 2,576 1 2 3,757 13 7

50~59세 6,468 103 34 2,772 81 27 3,696 22 7

60세이상 5,649 354 114 2,481 140 28 3,167 213 85

경남

계(15세이상) 1,759 20 -3 747 19 6 1,012 1 -9

15~29세 195 4 -5 93 6 4 102 -3 -11

30~39세 290 -34 -11 109 -8 -4 181 -27 -7

40~49세 408 1 1 161 -2 0 247 3 1

50~59세 433 13 4 183 5 0 249 7 3

60세이상 434 38 10 201 16 6 233 21 4

◎ (여성 고용률 변화) 경남 여성의 고용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1.4%p, 전분기 대비 0.4%p 증가함

◎ (경남 고용률 성별비교) 경남 남성의 고용률은 70.8%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p, 전분기 대비 0.5%p 
감소함.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18.3%p로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1.4%p, 전분기 대비 0.9%p 
감소함 

◎      (여성 고용률 전국비교) 경남 여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2021 3/4분기 고용률 
격차는 경남이 전국보다 0.3%p 높은 수준을 기록함(경남 52.5%, 전국 52.2%). 최근 1년 간 전국  
여성 고용률과 차이는 2021년 2/4분기는 0.2% 높았고(경남 52.1%, 전국 51.9%), 1/4분기는 0.0%p로  
같았음. 2020 4/4분기는 0.3%p 낮았고(경남 50.3%, 전국 50.6%), 2020 3/4분기는 0.1%p 높았음 
(경남 51.1%, 전국 51.0%)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3/4분기 경남 여성 고용률 52.5% (IL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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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실업자

◎ (여성 실업자 규모 변화) 경남 여성 실업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4천명, 전분기 대비 1만 3천명 감소함. 
남성 실업자는 4만명으로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6천명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 동일한 수준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3/4분기 경남 여성 실업자 1만 7천명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성별 고용률 추이 (ILO 기준)

<그림 6> 경남 성별 실업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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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실업률 변화) 경남 여성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p, 전분기 대비 1.6%p 감소함

◎ (경남 실업률 성별비교) 경남 남성의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p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 차이는 1.6%p(여성 2.2%, 남성 3.8%)로 경남 남녀 
실업률 격차는 전년 동분기 대비 변화가 없었으나, 전분기 대비 1.6%p 증가함

◎ (여성 실업률 전국비교) 경남 여성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2.7%보다 0.5%p낮았음. 실업률 격차는 2021 
1/4분기에 0.9%p(경남 6.3%, 전국 5.4%)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1년 간 가장 큰 격차였음. 
최근 1년 간 전국 여성 실업률과 차이는 2021 2/4분기는 0.2%p(경남 3.8%, 전국 4.0%), 2020년 3/4분
기는 0.8%p(경남 2.8%, 전국 3.6%) 낮았으나, 2020 4/4분기는 0.1%p 높았음(경남 4.0%, 전국 3.9%)

2021년 3/4분기 경남 여성 실업률 2.2%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경남 성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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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시사점

◎ (여성 경제활동 인구) 경남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총 76만 4천명으로 최근 1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분기 대비 소폭(7천명) 감소함

- 경남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최근 1년 평균은 20.5%p

- 경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53.1%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인 53.0% 
보다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취업률) 경남 여성의 취업률은 52.5%로 코로나19 출현 이전 수준인 51.1%(2019 4/4분기) 수준
을 넘어섰음. 2021년 경남 여성의 취업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남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취약성,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경남 여성은 60대 이상의 취업률(26.9%)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의 취업률이 전체의 51.4%를 차지 
하고 있음. 전국적으로는 50대(23.2%), 40대(21.5%), 60대(20.7%) 등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고, 40대 
와 50대의 취업률이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있음

- 경남의 20대 청년 여성의 취업률은 12.4%인데, 이는 전국 평균은 17.6%보다 5.1%p 낮은 수준임.  
20대 청년 남성의 취업률은 10.1%로 청년 여성보다 더 낮으며 전국 평균 11.9%보다 1.8%p 낮은 수
준임

◎ (여성 실업률) 경남 여성의 실업률은 2.2%로 전국 평균 여성 실업률 보다 0.5%p 낮음. 경남 여성은 
2021년 1/4분기, 2020년의 기저영향으로 극심한 실업률을 경험했으나, 방역상황의 안정적 통제, 백신 
접종 확대, 수출증대, 대면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