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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한국계�중국인(69.8%)이�가장�많고,�그다음은�북미(8.9%),�한국계를�제외한�중국인(7.1%),�

���기타�아시아(3.6%),�유럽(2.8%)�순

•서울의�외국인�근로자는�2012년�20.4만�명에서�2015년�22.7만�명으로�지난�3년간�11.3%�증가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7천 명으로 서울 취업자의 4.4% 차지

•�서울�외국인�근로자는�단순노무�종사자(36.4%)가�가장�많고,�그다음은�기능,�기계�조작,�

���조립�종사자(21.1%),�서비스�판매�종사자(18.1%),�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17.6%),�

���사무�종사자(6.6%)�순

•�한국계�중국인�근로자는�단순노무�종사자(48.0%)가�가장�많고,�그다음은�기능,�기계�조작,�

���조립�종사자(27.5%),�서비스�판매�종사자(18.8%)�순

•�이에�반해�북미�근로자는�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84.4%)가�압도적으로�많고,�그다음은�

���사무종사자(14.3%)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48.0%)가 가장 많은 반면, 북미 근로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4.4%)가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7천 명으로 서울 취업자의 4.4% 차지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48.0%)가 가장 많은 반면, 

북미 근로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4.4%)가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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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 전체 취업자와 외국인 근로자

<표 2> 서울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I  인포그래픽스

[단위: 명, %]

[단위: 명, %]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2015)자료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2015)자료

2015년 5월 기준이며, 외국인고용조사는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주

외국인고용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주

외국인 근로자 수 전체 취업자 수 비중

226,845 5,167,000 4.4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한국계 중국인 158,396 69.8 

북미 20,077 8.9 

중국인(한국계 제외) 16,181 7.1 

기타 아시아 8,171 3.6 

유럽 6,295 2.8 

베트남 4,282 1.9 

일본 4,174 1.8 

기타 9,269 4.1 

전체 226,8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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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 직업별 외국인 근로자

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단위: 명, %]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2015)자료

외국인고용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주

전체 한국계 중국인 북미

직업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9,919 17.6 4,433 2.8 16,949 84.4 

사무종사자    14,940 6.6 4,541 2.9  2,869 14.3 

서비스, 판매종사자    40,956 18.1 29,793 18.8 259 1.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09 0.3 - 0.0 - 0.0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47,836 21.1 43,570 27.5 - 0.0 

단순노무종사자      82,485 36.4 76,059 48.0 - 0.0 

전체    226,845 100.0 158,396 100.0 20,077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