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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2021년 겨울호 발간
- 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 통계청 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사회·인구 통계 현안 분석
및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 적용을 선도하는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1년 겨울호를 발간하였다.
□ 이번 호 이슈분석에서는「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및「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다루고 있다.
ㅇ「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에서는 우리사회의 혼인‧출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출산율과 출산이행률 및 자녀유무에 따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통계청 박시내 서기관, 박혜균 실무관)
-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2020년 91.6%로 2010년 96.0%에서 4.4%p감소하였고,
기혼여성 중 무자녀 여성의 비중은 2020년 8.4%로 2010년 4.4%에서 4.0%p 증가
ㅇ「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요에 맞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시험작성하여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통계청 권동훈 사무관, 진영원 주무관)
*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부문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반영 전 0.339였던
지니계수가 의료부문만을 반영 시 0.305로 낮아지고, 교육부문은 0.322,
보육부문은 0.336으로 소득분배지표가 개선

동 자료는 ‘출처 표시’ 및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계프리즘에서는「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AI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방안」대해 심층분석 하였다.
ㅇ「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서는 대표적인 국제성
평등지수인「UNDP의 GII」와「WEF의 GGI」의 지표구성, 측정방법,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지수가
함의하는 성평등의 의미를 고찰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센터장)
- 각각의 국제성평등지수가 지향하는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인간개발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은 낮지만(GII), 참여, 기회,
배분 영역에서 성 격차가 매우 큰(GGI) 국가로 파악
ㅇ「AI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방안」은 날로 증가하는 온라인거래의 빅데이터
자료 가치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통계청 안상건 사무관, 정언진 주무관)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온라인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품목과 단위정보를 신속하게 식별 가능*
* 약 10만건의 마스크 가격자료를 99.3%의 분류 확률로 품목분류 및 단위 정보 추출 처리
소요 시간은 각각 584초, 33초

□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에서는「초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 동향 분석」을
주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특성 및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수종 책임연구원)

ㅇ 초거대 언어모델은 ①학습데이터가 전혀 필요없는 zero-shot학습으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실현가능성과 ②음성, 이미지, 촉각, 통각,
센서 데이터 등의 데이터와 융합하여 인공지능 적용대상을 무한대로 확장
가능이라는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생성

ㅇ 한 단계 발전한 국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초거대 언어모델뿐만
아니라 AGI를 향해 가는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숫자 외의 텍스트,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통계의 영역으로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1년 겨울호 주요내용 요약

이슈분석

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
박시내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기관(사회학 박사)
박혜균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실무관

ㅇ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출산율과 출산이행률을 살펴보고, 자녀유무에 따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인‧출산 특성을 파악

ㅇ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 비혼증가,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2010년 96.0%, 2020년 91.6%로 10년간 4.4%p 감소하였으며, 기혼여성 중 무자녀
여성의 비중은 2010년 4.4%에서 2020년 8.4.%로 4.0%p 증가
자녀유무별 기혼여성의 인구 피라미드, 2010년

자녀유무별 기혼여성의 인구 피라미드, 2020년

주 : 출산자녀 중 사망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ㅇ 25세기준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미출산율은 ′50~′54년생의 경우 30.5%,
′60~′64년생은 44.7%, ′70~′74년생 65.5%, ′80~′84년생 85.2%이며, 혼인과
출산 지연 현상으로 출산이행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임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미출산율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출산이행률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ㅇ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24.2%로
유자녀 기혼여성(51.8%)의 절반 수준이며, 추가계획 자녀수는 무자녀 기혼여성이

1.51명으로 유자녀 기혼여성(1.08명)보다 0.4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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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권동훈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
진영원 통계청 복지통계과 주무관

ㅇ 정부의 복지지출 중 현물형태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요에 맞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시험적
으로 작성하고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

ㅇ 2019년 가구의 평균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844만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고,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평균 및 증감율
2016~2019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여 조정된 가구소득은 6,767
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

ㅇ 2019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 시
가구소득이 14.2%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ㅇ 2019년 사회적현물이전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1,386만원으로
가장 크고, 30대(864만원), 50대(724만원), 60대(645만원), 29세이하(248만원) 순임

ㅇ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구성비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어린자녀
또는 고령의 부모가 있는 29세이하 가구주는 의료(48.2%)와 보육(29.1%), 자녀가
있는 30~40대 가구주는 교육(45.8%30대, 75.2%40대), 50대 가구주는 교육(51.0%)과
의료(46.2%), 60대이상에서는 의료(91.8%)의 비중이 큼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2018~2019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부문별 구성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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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사회적현물이전의 부문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의료부문이 411만원,
교육부문은 382만원으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94%를 차지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가구당 평균 및 구성비, 2015~2019
(단위: 만원, %)

사회적현물이전 소득

사회적현물이전 구성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

299

315

338

374

411

45.0

44.0

45.0

48.0

49.0

교육

345

362

370

367

382

51.0

51.0

50.0

47.0

45.0

보육

21

23

26

27

36

3.0

3.0

4.0

3.0

4.0

기타바우처

7

10

10

12

15

1.0

1.0

1.0

2.0

2.0

672

710

744

780

844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ㅇ 사회적현물이전이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반영 전 지니계수인
0.339와 비교하여 볼 때 의료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05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연령층별로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개선효과의 차이가 나타남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지니계수 변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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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통계프리즘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장(통계학 박사)
ㅇ 대표적인 국제성평등지수인「UNDP의 GII」와「WEF의 GGI」의 지표구성, 측정
방법,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

ㅇ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는
인간개발과정에서 성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을 측정하는 지수로, 2019년
기준 한국의 GII는 0.064점(완전 불평등은 1점)으로 189개국 중 11위를 차지

- 여성권한과 노동참여 영역의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생식건강
영역의 불평등 수준은 매우 낮음
한국의 영역별 GII의 지표값 및 전체 점수와 순위
생식건강
발표
연도

기준
연도

순위/대상

점수

여성권한

모성
사망비1)
(명)

청소년
출산율2)
(명)

여성의원
비율
(%)

노동참여
경제활동
참가율4)(%)

중등교육이상
받은 인구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0

2019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2019

2018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2018

2017

10/189

0.063

11

1.6

17.0

89.8

95.6

52.2

73.2

주 : 1) 모성사망비: 임신, 출산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출생 10만 명당 여성 사망자 수.
2) 청소년 출산율(UNDESA, 2015∼2020 추계치):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자 수.
3)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중 중등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4) 국제노동기구 통계 추계치.
자료 : UNDP(각 연도), Human Development Index.

ㅇ WEF(World Economic Forum)의 GGI(Gender Gap Index)는 성평등수준을 성 격차로
측정하는 지수로 2021년에 발표된 한국의 GGI 점수는 0.667점(완전 성평등은 1점)으로
대상국가 156개국 가운데 102위에 위치

- 점수상 교육적 성취(0.973점)와 건강과 생존(0.976점)은 완전 성평등 상태이지만,
점수가 낮은 경제참여 및 기회(0.586점)와 정치적 권한부여(0.214점)로 인해 전체 순위가 낮음
한국의 영역별 GGI의 점수와 순위
연도

순위/대상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

2021

102/156

0.667

0.586(123위)

0.973(104위)

0.976(54위)

0.214(68위)

2019

108/153

0.672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2018

115/149

0.657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각 연도),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ㅇ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인간개발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은 낮지만(GII), 참여, 기회,
배분 영역에서 성 격차가 매우 큰(GGI) 국가로 파악되며, 이러한 국제성평등
지수는 각각의 지수가 지향하는 성평등 달성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점수의
증감 추이에 주목하고 국가 비교의 참고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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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프리즘

AI활용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방안
안상건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사무관
정언진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주무관

ㅇ 온라인채널에서 수집 가능한 가격 빅데이터는 기존 조사방식으로 입수하는
자료에 비해 대용량, 비정형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품목,
단위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정제 과정이 필요

ㅇ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과정은「①학습을 위한 데이터 입력→②학습용‧검증용
데이터 분리→③텍스트 전처리→④품목분류 모델 학습→⑤모델 성능 검증→

⑥정제 데이터 생성」으로 이루어지며, 품목분류 모델 학습을 위해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BERT* 모델 사용
*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언어모델로 같은 단어라도 사용된 문장의
문맥이나 주변 단어를 고려해 다른 임베딩 값을 갖도록 훈련하는 방식

ㅇ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온라인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품목과 단위정보를 신속하게 식별 가능*
* 약 10만건의 마스크 가격자료를 99.3%의 분류 확률로 품목분류 및 단위 정보 추출 처리 소요 시간은 각각 584초, 33초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시스템 자료처리(마스크 품목)

[1단계: 온라인 가격정보 텍스트자료 입력]

[2단계: 정제 시스템 처리 완료 확인]

[3단계: 품목분류 및 정보추출 결과 확인]

[4단계: 결과 파일 다운로드]

ㅇ AI를 활용한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 방안을 발전시켜 가격 빅데이터 기초자료의
가치를 제고한다면,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적 통계생산 및 활발한
연구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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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과학
포 럼

초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 동향 분석
임수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이학박사)

ㅇ 2003년 초기 뉴럴 언어모델이 소개된 이후 2013년 워드 임베딩 모델(Word2Vec)이
제안되었고, 2018년 이후로 사전학습기반의 딥러닝 인공지능 언어모델이 연구되고
있으며, 대형 인공지능 언어모델은 언어이해 모델(BERT), 언어생성 모델(GPT),
언어 이해 및 생성 모델(T5)로 구분
인공지능 언어 모델 유형별 특성

ㅇ 초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이란 대용량

딥러닝 인공지능 언어모델 크기 변화

연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사람처럼 사고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변수의 수가 1,000억(100B)을 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ㅇ 현재 Megatron-Turing NLG의 매개변수가
약 5,300억(530B)개로 최대 모델이지만
학습가능한 데이터양과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 이를 능가하는 모델 개발이 가능

자료: https://developer.nvidia.com/blog/using-deepspeed-andmegatron-to-train-megatron-turing-nlg-530b-the-worlds
-largest-and-most-powerful-generative-language-model

ㅇ 초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은 ①학습데이터가 전혀 필요없는 zero-shot학습으로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실현가능성과 ②음성, 이미지, 촉각, 통각,
센서 데이터 등의 데이터와 융합하여 인공지능 적용대상을 무한대로 확장 가능
하다는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생성

ㅇ 한 단계 발전한 국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초거대 언어모델뿐만 아니라
AGI를 향해 가는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숫자 외의 텍스트,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통계의 영역으로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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