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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KOSTAT 통계플러스」2022년 여름호 발간
- 인구주택총조사로 본 20년간 대한민국 도시 변화 등 □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심층
분석하는「KOSTAT 통계플러스」2022년 여름호를 발간하였다.
□ 이슈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을 짚어보고,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도시성장의 불균형, 지방도시가 사라지고 있다」에서는 UN통계위원회
에서 승인한 도시 구분 방법론을 적용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공간정보와 연계한 인구격자 자료를 활용, 최근 20년간 우리
나라 도시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통계청 신우람 사무관)
- 준도시까지 확장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0.8%가 국토의 6.7% 면적의
도시에 거주하며, 지난 20년간 도시의 인구와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준도시·비도시의 면적과 인구는 축소함
○「국민들이 희망하는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에서는 희망하는 출산,
계획하는 출산, 실제 출산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출산의향과 출산계획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
-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한 여성 중에서 약 30%만 출산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을 연기하다가 결과적으로 포기 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프리즘에서는「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 벼 재배지역의 특성 엿보기」
및「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왜 낮을까」,「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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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 벼 재배지역의 특성 엿보기」에서는 북한
논경지의 지역적 특성과 벼 재배면적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통계청 이지민 주무관, 박정옥 사무관)

- 2021년 북한벼 재배면적은 54만 4,006ha이며, 시도별로는 황해남도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으며, 지역별 구성비는 3년간 비슷한 양상임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왜 낮을까」에서는 한국인의 기대수명 등
신체적 건강지표는 양호한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조병희 교수, 손슬기 박사과정)
- 성취지향적 사회구조가 삶의 만족과 주관적 건강수준을 낮추고 있으며,
응답시 중간범주 선호 경향으로 건강상태 좋아도 ‘보통’으로 표현함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에서는 우리
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채창균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층에 평생학습이 집중되어 격차 큼
□ SRI 리서치노트에서는 통계개발원 2021년 우수 연구과제인 SDGs 이주지표
국내 데이터 가용성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 통계개발원 연구진(진유강 주무관, 박영실 사무관)은 유엔 SDGs의 이주
(migration)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 이주 통계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자료 제공 가능성을 지표개념, 측정방식, 수치측면에서 검증하였다.
- 핵심적인 7개 이주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제공
가능하나, 일부 지표는 국내 유사통계의 항목 개발 등이 필요함
□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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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도시성장의 불균형, 지방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신우람,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사무관

○ 디구르바* 기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한국 도시 분류 결과 준도시
까지 도시로 간주할 경우 대한민국 총 인구의 90.8%가 6.7% 면적의 도시에 거주
* Degurba(Degree of Ubanization): 1㎞ 간격으로 구획된 격자 단위로 인구를 집계하여 인구
1,500명 이상 격자 군집이 5만명 이상은 ‘도시’, 인구 300명 이상 격자군집이 5천명 이상은
‘준도시’, 이외는 ‘비도시’
< 대한민국 도시, 준도시, 비도시 현황(2020년) >

연도

< 20년간 도시·준도시·비도시의 인구 및 면적 변화 >
인구(명)
면적(㎢)

2000

도시
33,685,368

2005
2010

37,178,670

5,495,495

2015

38,623,709
39,357,147

2020

준도시
5,945,666

비도시
5,590,844

도시
2,793

준도시
3,778

비도시
100,984

35,604,968

5,696,564

(12.4%)

45,221,878

5,036,119

46,337,651

3,246

(12.3%)

(10.9%)

3,137

(76.8%)

4,671,156

47,345,321

5,596,648

(9.9%)

3,480

4,832,032

49,052,389

5,716,186

(9.9%)

4,578,884

(74.5%)

(78.5%)
(78.7%)
(79.3%)

(13.1%)

(11.6%)
(11.4%)
(11.5%)

(9.2%)

총계

49,652,217

총계

(93.9%)

107,555

101,171

(94.1%)

107,555

2,896

101,178

107,555

3,858

3,014

(94.1%)

100,682

3,081

(93.6%)

107,555

4,127

100,346

(2.6%)
(2.9%)
(3.2%)
(3.6%)
(3.8%)

(3.5%)
(3.0%)
(2.7%)
(2.8%)
(2.9%)

(93.3%)

107,555

- 전국 250개 시군구 중 평창군, 영양군, 청송군 등은 순수 비도시로만 구성
< 도시(Urban Center) 없는 시구( 좌) 및 순수 비도시로만 구성된 지자체( 우)_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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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도시가 커진 반면,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기존 도시 소멸되고 있음
- 인구 하위 25% 시군구의 도시 축소(‘00년 74개, 461㎢ → ’20년 62개, 375㎢)
< 인구 1/4분위 지자체 분포와 준도시 변화(2020년) >

○ 최근 20년간 도시지역 인구와 면적이 모두 50%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14개
이며(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8개, 세종시 등 비수도권 6개), 50%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년간 지자체별 도시 인구( 좌) 및 면적( 우) 증감률(2000～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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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민들이 희망하는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공공정책학 박사)

○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망하는 출산, 계획하는 출산과 실제출산간의 차이를 확인
하고,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
○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합계 출산율이 이상 자녀 수보다 낮아지고 격차도 커져서
2003년 이후부터 합계 출산율은 이상 자녀 수보다 약 1명 정도 낮게 유지
< 합계 출산율,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1974～2018년 >

`

○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 친구, 친척의 출산에 대한
압력이며,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정부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가장 낮음
* 25-39세 기혼 여성 대상「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 조사」모형 검증

○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한 여성 중에서 약 30%만 출산하였으며, 계획했던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671명 중에서 29.4%는 여전히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37.9%는 출산을 포기하였고, 32.8%는 미결정 상태임
< 2년 이내 출산계획자의 출산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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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프리즘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 벼 재배지역의 특성 엿보기
이지민,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주무관
박정옥,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사무관

○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논경지 모집단을 구축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논경지의
지역적 특성과 벼 재배면적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
○ 2019년 북한의 논경지 모집단 조사구를 분석하면 전체 경지면적은 58만 2,629ha
이며, 황해남도(15만 11ha)가 가장 많고, 양강도(1,444ha)가 가장 작음
- 논경지 조사구의 평균면적은 2.03ha이며, 자강도와 양강도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논경지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북한 벼 재배면적은 (‘19년) 55만 7016ha,

< 북한 벼 재배면적(2019~2021년) >

(’20년) 54만 697ha, (‘21년) 54만 4006ha
이며, 3년간 지역별 재배면적의 구성비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시도별 벼 재배면적은 황해남도(14만 2천ha)가 가장 넓고, 평안북도(10만 3천ha),
평안남도(7만 9천ha), 함경남도(5만 7천ha) 순임
- 북한의 논경지 조사구 면적과 벼 재배면적을 추정한 결과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등 서해안의 평야지대에 많은 논경지가 분포하였으며, 평균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인 자강도, 양강도 등은 벼 재배면적이 작음
< 시도별 북한 벼 재배면적(2019～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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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프리즘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왜 낮을까?
조병희, 서울대학교 교수(사회학 박사)
손슬기, 서율대학교 박사과정

○ 한국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OECD회원국 평균(81세)보다 높은 반면, 주관적
건강 ‘좋음’은 회원국 평균(68.5%)보다 크게 낮은 33.7%임
-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회피가능 사망률이 낮고, 주관적 건강수준이
양호하며, 행복도 순위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외 경향을 보임
< 주요 OECD 국가들의 건강샹태 및 행복도 비교 >

* 자료: OECD Health Data 및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 삶의 만족과 주관적 건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으며, 경쟁적 사회구조는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낮춰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
- 삶의 주관적 만족에서 ‘만족’한 사람의 주관적 건강 ‘양호(매우 좋음+좋음)’는
68.8%인데, ‘불만’인 사람의 주관적 건강 ‘양호’는 25.4%로 격차가 매우 큼
< 주관적 만족 수준별 주관적 건강의 분포 >
주관적 건강

주관적
만족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매우 나쁘다

합계

매우 좋다

좋은편이다

만족

17.8

51.0

25.4

5.4

0.4

100.0

보통

5.9

33.8

45.4

14.0

1.0

100.0

불만족

4.3

21.1

38.8

29.0

6.8

100.0

* 자료: 사회조사 2020, 통계청

○ 문화적 태도 특성상, 응답시 중간범주 선호 경향으로 건강상태 ‘양호’함에도
‘보통’으로 표현하는 응답자가 많아 실제보다 낮게 측정 가능
- 주관적 건강 상태 ‘보통’에는 다수의 ‘양호’와 소수의 ‘나쁜 편’이 혼재하므로,
‘양호’ 비율을 구분하여 측정하면 OECD 평균 수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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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프리즘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16-65세 성인에 대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우리나라 16-65세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50%로 OECD 평균(47%)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비교 가능한 OECD 29개국 중 중위권(13위)에 속함
-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38%로 OECD 평균 수준(40%)보다 낮은 반면,
직업과 무관한 참여율은 12%로 OECD 회원국(평균 7%) 중에서 가장 높음
<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관련 vs 직업무관 >

* 자료: OECD(2020). PIAAC Thematic Review on Adult Learning

○ 평생학습참여율이 낮은 주된 원인은 수요자체의 부족보다는 시간부족, 비용
부담 등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때문임
- 평생학습 수요 미충족 비율이 32%로 OECD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음
○ 인적자본이 높은 층에 평생학습이 집중되며, 성별, 교육수준별, 노동력상태,
기업규모별 격차가 커서 평생학습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도움되지 못함
- 여성 참여율(26.0%)은 남성(37.1%)에 비해 크게 낮음
- 교육수준별 격차는 OECD 29개국(평균 37.6) 중 8번째로(변이계수 51.0) 큼
- 노동력상태별 격차는 OECD 29개국(평균 69.7) 중 8번째로(변이계수 88.3) 큼
- 기업규모별 격차는 OECD 29개국(평균 64.4) 중 5번째로(변이계수 79.4) 큼
* 변이계수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로, 값이 작을수록 격차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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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평생학습참여율 격차 >

< 교육수준별 평생학습참여율 격차 >

< 노동력상태별 평생학습참여율 격차 >

< 기업규모별 평생학습참여율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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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리서치노트

SDGs 이주지표 국내 데이터 가용성 연구
진유강, 통계개발원 주무관(국제학 박사)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사회학 박사)

○ 유엔 SDGs의 이주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 이주 통계를 폭넓게 검토하여 국내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이주통계 개선 방안을 도출
○ SDGs 내 이주 지표는 총 32개이며, 지표의 중요성,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데이터 제공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7개 지표를 선정
-

7개 지표 가용성 평가 결과 5개 지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제공 가능
하나, 2개 지표는 국내 유사통계의 항목개발을 통해 검토 가능
< 이주 지표별 데이터 가용성 평가 결과 >
지표

지표명

가용성
평가 결과

주요 이슈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근로자
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장기적
제공 가능

・조사대상 및 측정 범위 등을 고려한 조사
항목 개편 필요
・행정자료 수집 시 필요성과 근거, 프로세스
마련 필요

10.7.2

질서있고 안전하고 정규적이고 책임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 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제공가능

・소관부처 다양하여 응답 시 협의 필요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장기적
제공 검토

・소관부처 및 공식 데이터 부재
・국제기구 자료에 대한 검증 어려움
・유사통계 내 항목신설 검토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상태별)

제공가능

・외국인 수치 제공 가능
・비치명적 재해건수에 대한 국내 기준과
ILO기준 간 합의 필요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입법에 기초
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
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상태별)

장기적
제공 가능

・비준 효력발생 후 장기간 소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조사 통계
활용 검토 필요

8.5.1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

장기적
제공 검토

・외국인 근로자의 월 소득과 월 근로시간
을 함께 측정하는 통계 부재
・유사통계 내 항목신설 검토

8.5.2

실업률

제공가능

・전체 집단과의 비교를 위한 통합조사 등
장기적 관점 필요

○ SDGs 이주지표와 국내 데이터간 정합성 분석 결과, 한계 및 개선사항 발견
- 국제적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및 항목은 매우 제한적
- 자국민과의 비교를 위한 세분화된 인구집단으로서의 통합조사가 필요
- 주요 이슈별 소관부처가 다양하므로 통합적 거버넌스 하에서 이주민 대상
통계에 대한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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