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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총 보도자료                   2022. 1. 24.  (총6쪽)

『2022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결과
         -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77.3%가 5일 휴무
         - 부산지역 60.7%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예정
         - 47.8% 기업, 올해 설 경기 체감 전년보다 악화

■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77.3%가 5일 휴무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심상균)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2022년 부산지
역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77.3%가 ‘5일’간 휴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1.29), 일요일(1.30)과 설 공휴일 3일(1.31~2.2)이 이어
지면서 대다수 기업들이 ‘5일’간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는 ‘4일 이하’ 13.6%, ‘6일 이상’ 9.1%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업종별로는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6일 이상 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  2022년 설 휴무일수 분포

■ 부산지역 60.7%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예정

 부산지역 기업의 60.7%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나타나 전년
(63.6%)에 비해 2.9%p 감소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66.7%, 중소기업 57.9%가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다고 응
답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61.1%, 비제조업 60.0%로 조사되었다.
 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이라는 응답이 94.4%로 나
타났고 ‘작년보다 적게 지급’ 5.6%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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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기업 규모별·업종별 설 상여금 지급비율 업체

           주 : (  ) 안은 2021년 조사결과

■  47.8% 기업, 올해 설 경기 체감 전년보다 악화

 올해 부산지역 설 경기 상황에 대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47.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악화’ 13.0%, ‘악화’ 34.8%, ‘비슷한 수준’ 41.3%, ‘개선’ 
10.9%, ‘매우 개선’ 0.0%로 조사되었다.

[ 그림 3 ] 전년대비 2022년 설 경기 상황

 올해 기업의 영업실적 달성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 응답
기업의 38.8%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원자재 가격 상승’(30.6%), ‘인건비 상승’(18.4%), ‘글로벌 공급망 불
안’(6.1%), ‘금리인상’(4.1%), ‘기타’(2.0%) 순으로 조사되었다.

※ 첨부 :『2022년 부산지역 설 연휴 실태조사』결과(4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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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결과

1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77.3%가 5일 휴무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심상균)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77.3%가 ‘5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1.29), 일요일(1.30)과 설 공휴일 3일(1.31~2.2)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기업들이 ‘5일’간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

   그 외에는 ‘4일 이하’ 13.6%, ‘6일 이상’ 9.1% 등으로 조사됨.

[ 그림 1 ]  2022년 설 휴무일수 분포

   기업규모별·업종별로는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6일 이상 쉬는 기업이 상대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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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기업 규모별·업종별 설 연휴 휴무일수 분포 

구 분 4일 이하 5일 6일 이상
전 체 13.6% 77.3% 9.1%
대기업 7.7% 76.9% 15.4%

중소기업 16.1% 77.4% 6.5%
제조업 12.5% 75.0% 12.5%

비제조업 15.8% 78.9% 5.3%

2  부산지역 60.7%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예정

 부산지역 기업의 60.7%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나타나 전
년(63.6%)에 비해 2.9%p 감소함.

[ 그림 2 ] 기업 규모별·업종별 설 상여금 지급비율 업체

      주 : (  ) 안은 2021년 조사결과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66.7%, 중소기업 57.9%가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
다고 응답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61.1%, 비제조업 60.0%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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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이라는 응답이 
94.4%로 나타났고 ‘작년보다 적게 지급’ 5.6%로 조사됨.

3  47.8% 기업, 올해 설 경기 체감 전년보다 악화

 올해 부산지역 설 경기 상황에 대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
업이 47.8%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매우 악화’ 13.0%, ‘악화’ 34.8%, ‘비슷한 수준’ 41.3%, 

‘개선’ 10.9%, ‘매우 개선’ 0.0%로 조사됨.

[ 그림 3 ] 전년대비 2022 설 경기 상황

   올해 기업의 영업실적 달성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
해, 응답기업의 38.8%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응답함.

       그 외 ‘원자재 가격 상승’(30.6%), ‘인건비 상승’(18.4%), ‘글로벌 공급망 
불안’(6.1%), ‘금리인상’(4.1%), ‘기타’(2.0%)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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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2022년 부산지역 기업의 설 휴무 계획과 상여금 지급 여부 등
을 조사함으로써 개별기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분석 대상
본 조사는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한 110개 업체를 
분석하였음.

3. 조사기간
조사기간 : 2022년 1월 13일 ∼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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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사내용
(1) 설 휴무일수
(2) 설 상여금 지급 여부
(3)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
(4) 올해 영업실적 달성 부담 요인

6. 회수업체수
                                                                  (단위 : 개사)

전  체 110

규모별 대기업 18
중소기업 92

산업별 제조업 66
비제조업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