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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총 보도자료                       2021. 9. 13.  (총6쪽)

『2021년 부산지역 추석 휴무 실태조사』결과
      - 올해 추석 연휴 부산지역 기업체 80.6%가 5일 휴무 실시
      - 상여금 지급 기업 51.1%, 전년대비 1.8%p 감소
      - 54.9%의 기업, 올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

■ 올해 추석 연휴 부산지역 기업체 80.6%가 5일 휴무 실시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심상균)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부산지역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에 ‘5일’간 휴무한다
고 응답한 기업이 8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4일 이하’ 2.8%, ‘6일’ 9.7%, ‘7일 이상’ 6.9% 등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추석 연휴는 토요일(9.18), 일요일(9.19)에 이어 추석 공휴일 3일(9.20~22)
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기업이 5일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

 기업규모별·업종별로는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6일 이상 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그림 1 > 2021년 추석 휴무일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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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 기업 51.1%, 전년대비 1.8%p 감소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1.1%로 지난해(52.9%)에 
비해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6.7%, 중소기업이 47.2%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
업 52.2%, 비제조업이 50.0%로 조사되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85.7%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났고, ‘작년보다 적게 지급’ 9.5%, ‘작년보다 많이 지
급’ 4.8% 순으로 조사되었다.

< 표 1 > 기업규모･업종별 추석 상여금 지급업체 비율   (단위 : %)

구분 전체 규 모 별 업 종 별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2021 51.1 66.7 47.2 52.2 50.0
2020 52.9 68.2 45.8 51.2 55.2

■ 54.9%의 기업, 올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

 응답 기업의 54.9%는 올해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고, ‘개선
되었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악화’ 7.8%, ‘악화’ 47.1%, ‘비슷한 수준’ 35.3%로 나타났으
며, ‘개선’ 9.8%, ‘매우 개선’ 0.0%로 조사되었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56.2%의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고, ‘전년대비 증가’는 43.8%로 나타났다.

< 그림 2 > 추석 이후 경기상황 전망

※ 첨부 : 『2021년 부산지역 추석 휴무 실태조사』결과 (4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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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지역 추석휴무 실태조사』결과

1 올해 추석 연휴 부산지역 기업체 80.6%가 5일 휴무 실시

□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심상균)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25개사를 대상으
로 「2021년 부산지역 추석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에 ‘5일’간 휴무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8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4일 이하’ 2.8%, ‘6일’ 9.7%, ‘7일 이상’ 6.9% 등으로 조사됨.

    ※ 올해 추석 연휴는 토요일(9.18), 일요일(9.19)에 이어 추석 공휴일 
3일(9.20~22)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기업이 5일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

< 그림 1 > 2021년 추석 휴무일수 분포

  ○ 기업규모별·업종별로는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6일 이상 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 -

< 표 1 > 기업 규모·업종별 추석 연휴 휴무일수 분포 (단위 : %)
구 분 4일 이하 5일 6일 7일 이상
전 체 2.8 80.6 9.7 6.9
대기업 - 68.4 15.8 15.8

중소기업 3.8 84.9 7.5 3.8
제조업 - 81.3 8.3 10.4

비제조업 8.3 79.2 12.5 -

 ○ ‘6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
무적 휴무 실시’를 가장 많이 응답함.

2 상여금 지급 기업 51.1%, 전년대비 1.8%p 감소

□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1.1%로 지난해
(52.9%)에 비해 1.8%p 감소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6.7%, 중소기업이 47.2%로 나타났고, 업
종별로는 제조업 52.2%, 비제조업이 50.0%로 조사됨.

< 표 2 > 기업규모･업종별 추석 상여금 지급업체 비율   (단위 : %)

구분 전체
규 모 별 업 종 별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2021 51.1 66.7 47.2 52.2 50.0
2020 52.9 68.2 45.8 51.2 55.2

  ○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85.7%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
로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났고, ‘작년보다 적게 지급’ 
9.5%, ‘작년보다 많이 지급’ 4.8%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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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4.9%의 기업, 올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

□ 응답 기업의 54.9%는 올해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
했고,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9.8%에 불과

  ○ 세부적으로는 ‘매우 악화’ 7.8%, ‘악화’ 47.1%, ‘비슷한 수준’ 35.3%
로 나타났으며, ‘개선’ 9.8%, ‘매우 개선’ 0.0%로 조사됨.

< 그림 2 > 추석 이후 경기상황 전망

  ○ 올해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56.2%의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대
비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고, ‘전년대비 증가’는 43.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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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2021년 부산지역 기업의 추석 휴무 계획과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함
으로써 개별기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분석 대상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한 125개 업체를 분석하였음.

3. 조사기간
조사기간 : 2021년 8월 30일 ∼ 9월 3일

4. 조사방법
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와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였음.

5. 조사내용
(1) 추석 휴무일수
(2) 추석상여금 지급 여부, 추석상여금 지급 방식
(3) 올해 추석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전년대비)
(4) 올해 연간 실적(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

6. 회수업체수
                                                                  (단위 : 개사)

전  체 125

규모별 대기업 23
중소기업 102

산업별 제조업 69
비제조업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