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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22년 07월 6일

朝刊부터

보도자료
(시흥상공회의소)

담�당� 과 기업지원팀

담�당� 자
팀장�민지성
대리�강봉진

전화번호 031)501-5700

본�보도자료는�시흥상공회의소�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m.net)에�수록되어�있습니다.

제 목 : 2022년 03월 시흥지역 산업단지 동향

� ▷� 2022년� 3월�말�기준,�시흥시�인구수는�총� 568,102명(22년� 2월�대비� 755명�증가)

(내국인� 512,455명,�외국인� 31,352명,�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24,295명)

*�출처� :�시흥시

� ▷�시흥지역�고용보험�적용�사업장은� 32,725개(22년� 1월�대비,� 791개�증가)

�▷�시흥지역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 140,425명(22년� 2월�대비,� 1,355명�증가)

*�출처� :�한국고용정보원�고용행정통계(EIS)

� ▷�시흥스마트허브의� 2022년� 3월�가동율� 77.4%(22년� 2월�대비,� 2.6%�상승)

시화MTV의� 2022년� 3월�가동율� 77.5%(22년� 2월�대비,� 0.5%�하락)

국가산업단지�평균�가동율� 85.5%(시흥스마트허브�대비�↑� 8.1%,�시화MTV�대비�↑� 8.0%)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년� 3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에� 따르면,� 시흥스마트

허브의� 가동률은� 77.4%로� 전월대비� 2.6%,� 전년� 동월대비� 4.3%� 상승하였다.� 시화

MTV는� 77.5%로�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대비� 11.2%� 상승하였다.� 국가산업

단지� 전국� 평균� 가동률� 85.5%과� 비교하면,� 시흥스마트허브는� 8.1%,� 시화MTV는�

8.0%�낮은�것으로�나타났다.

□� 입주업체� 수는� 시흥스마트허브가� 10,909개사로�전월대비� 7개� 기업(0.3%)이� 증가하였고,�

시화MTV는� 1,135개사로�전월대비� 1개�기업이�증가하였다.(0.1%)

□� 생산액은�시흥스마트허브가� 3조� 106억�원으로�전월대비� 1,297억� 원(4.5%)� 증가하였고,�

시화MTV는� 3,444억�원으로�전월대비� 315억�원(10.1%)�증가하였다.

□� 수출은�시흥스마트허브가� 4억� 4천� 3백만�달러(약� 5,794억� 원)로� 전월대비� 1천만�달러

(약� 131억�원,� 2.3%)�증가하였고,�시화MTV는� 9천만�달러(약� 1,177억�원)로�전월보다�

천� 6백만�달러(약� 209억�원,� 25.0%)�증가하였다.

□� 고용인원은� 시흥스마트허브가� 124,165명으로� 전월보다� 1명� 감소하였으며(△0.1%).� 시화

MTV는� 11,762명으로�전월보다� 15명�감소하였다(△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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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마트허브� /� 시화MTV� 1년� 가동율�추이>

단위� :� 백분율(%)

□� 시흥스마트허브의� 2022년� 3월� 공장� 가동율은� 77.4%로� 전월대비� 2.6%� 상승하였고,�

시화MTV는� 77.5%로� 전월대비� 0.5%� 하락하였다.� 시흥지역� 두� 국가산업단지의� 가동

율은�비슷한�수준이나�전국�국가산업단지�평균�가동율에�비하면� 8%�가량�낮다.

<시흥스마트허브� /� 시화MTV� 1년� 입주업체�추이>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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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스마트허브의� 2022년� 3월� 입주업체� 수는� 전월대비� 27개(0.3%)� 증가한� 10,929

개이며,� 임차업체는� 7,135개사,�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다.� 시화MTV는� 전월대

비� 1개(0.1%)� 증가한� 1,135개사이며,� 임차업체는� 694개사로� 입주업체� 중� 61.2%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2021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입주업체�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시화MTV는� 전월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을�나타내고�있다.

<시흥스마트허브� /� 시화MTV� 1년� 생산액�추이>

단위� :� 억� 원

□� 시흥스마트허브의� 2022년� 3월� 생산액은� 3조� 106억� 원으로� 전월대비� 1,297억� 원

(4.5%)�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763억� 원(10.1%)� 증가하였다.� 시화

MTV는�전월대비� 315억� 원(10.1%)� 증가한� 3,444억� 원으로�나타났으며,� 전년�동월보

다� 508억�원(11.9%)�증가하였다.�

2022년� 1월,� 시흥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시흥스마트

허브는� 1월� 직후� 3개월� 연속으로�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시화MTV는� 하락세가� 2월까

지�이어졌으나� 3월에�진입하며�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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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마트허브� /� 시화MTV� 1년� 수출액�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시흥스마트허브의� 2022년� 3월� 수출액은� 4억� 4천� 3백만�달러(약� 5,788억� 원)로,� 전월�

대비� 1천만� 달러(약� 131억� 원,� 2.3%)� 증가하였다.� 시화MTV는� 9천만� 달러(약� 1,176

억� 원)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천� 6백만� 달러(약� 209억,� 21.6%)� 증가하였다.� 시흥스마

트허브와� 시화MTV� 모두� 2022년에� 접어들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화MTV는� 2월에�비해�급격하게�수출액이�증가하며� 2021년과�비슷한�추세를�나타내고�

있다.

<시흥스마트허브� /� 시화MTV� 1년� 고용인원�수�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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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마트허브의� 2022년� 3월�고용인원은� 124,165명으로�전월보다� 1명(△0.1%)�감소

하였으며,� 시화MTV는� 11,777명에서� 11,762명으로� 15명(△0.1%)� 감소하였다.� 시흥스

마트허브와�시화MTV의�고용인원은�전체�추세에서�감소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시흥스마트허브� 2022년� 3월� 업종별�입주업체�수� 대비�생산액>

□�시흥스마트허브는�총� 입주업체� 10,929개사�중�기계업이� 6,635개사(60.7%)로� 가장�높

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어�전기전자� 1,686개(15.4%),� 석유화학� 729개(6.7%)� 순

으로�나타났다.�

생산액은� 기계업� 10,233억� 원(34.0%),� 석유화학� 6,731억� 원(22.4%),� 철강� 4,638억�

원(15.4%)� 순으로� 상위�세� 분야의� 업종이�산업단지�전체� 생산액의� 71.8%를� 점유�중

이다.� 기계,� 운송장비는� 전월에� 비해� 생산액이� 감소하였으나� 그� 외� 업종은� 모두� 증가

하였다.�업체�수�대비�생산액이�가장�높은�업종은�음식료업으로,�약� 2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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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 2022년� 3월� 업종별�입주업체�수� 대비�생산액>

□�시화MTV는�총� 입주업체� 1,135개사�중� 전기전자가� 424개사(37.4%),� 기계업� 391개사

(34.5%),� 철강� 223개사(19.7%)로� 세� 가지� 업종이� 전체� 입주업체의� 91.6%를� 차지하

고� 있다.� 생산액은� 기계� 1,324억� 원(38.4%),� 전기전자� 1,072억� 원(31.1%),� 철강업이�

714억�원(20.7%)으로�나타났다.�전월과�비교하여�입주업체�수에는�변화가�없으며,� 생

산액은�모든�업종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2022년� 3월� 업종별�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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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를� 합산하여� 수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업으로�

1억� 6천� 7백만� 달러(약� 2,178억� 원)이다.� 두� 번째는� 기계업이� 1억� 6천� 백만� 달러

(약� 2,100억� 원)이며,� 세� 번째는� 전기전자업으로,� 수출액� 1억� 천� 9백만� 달러(약�

1,552억� 원)순으로� 기록되었다.�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주요업종의� 수출액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석유화학업의� 수출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흥지역� 국가산업

단지에서�수출액이�가장�많이�발생하는�업종으로�기록되었다.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2022년� 3월� 업종별�고용인원>

단위� :� 명

□� 시흥스마트허브� 전체� 고용인원� 124,165명� 중� 62,109명(약� 50.0%)이� 기계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이어� 전기전자업� 23,929명(19.3%),� 석유화학업이� 13,892명(11.1%)� 순

으로�나타났다.� �

시화MTV는� 전체� 11,762명� 중� 전기전자업� 5,696명(48.4%),� 기계업� 3,502명

(29.8%),� 철강업� 1,675명(14.2%)이�종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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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시흥시� 통계,� 한국고용정보원(EIS),�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3월� 주요� 국가산업
단지�산업동향�통계표]를�바탕으로�작성하였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만� 집계,� 공표되며,� 일반� 및� 농공단지� 또
한�제외된�통계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현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이� 기준이므로� 실제와�
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 각�항목에�대한�계산�및�산정방법은� 【주요�국가산업단지�동향(2022.3월�공시용)】�조사�개
요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 본� 자료에� 대한� 문의� 필요시�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501-5700)

기  타  사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