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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동남지방통계청 2010년 사업계획 확정
동남지방통계청의 2010년 사업계획이 통계청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비전은
이고, 주요
추진과제는 현장조사의 품질향상, 조사방식의

‘변화에 부응한 국가 및 지역통
계를 선도하는 동남지방통계청’

선진화,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제고, 조사대상처의
부담경감을 통한 친화적인 조사환경 조성, 지자체의 지역통계 활성화 지원, 동남권 주요 통계
지표 발표, 창의실용적인 행정문화 조성 및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등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전직원은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정확한 통계, 신뢰받는 통계작성에 기여하기 위하
여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통계협의회 실시
․

지역통계 발전을 위하여 각 시군 및 시군구 지역통계
관계자, 학계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부산 경남 지역통계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지역통계협의회는 3.24일 동남지방통계청 회의실에서
『해양산업통계 개발 및 작성』, 『2009년 구 군별 사회조사』,
『구군별 GRDP작성 및 추진개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경남지역통계협의회는 4.20일 창원사무소 회의실에서
『경남 사회조사 발전계획』, 『어업생산동향조사 지역통계개발 추진계획』, 『제2회 김해 영드림
통계조사』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 대회일시 : 2010년 6월 12일(토) 14:00~16:00
※ 13시30분까지 입실
※ 09시30분까지 입실
▒ 대회장소 : 전국 50여개 지역
▒ 대회장소 : 전국 50여개 지역
※ 6.1일 이후 통계활용대회 사이트에 게시 예정
※ 6.1일 이후 통계활용대회 사이트에 게시 예정
▒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6학년 ▒ 참가대상 : 전국 중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자
▒ 대회일시 : 2010년 6월 12일(토) 10:00~11:30

▒ 원서접수 : 온라인 접수(http://kostat.go.kr/niceday) 및 방문 우편접수(조사지원과울산창원진주통영사무소
, , , ,
)
․

(접수기간 : 5월 7일(금) 09:00 ~ 5월 20일(목) 18:00)

˙ ˙ ˙ ˙ 아이디어
˙ ˙ ˙ ˙ 공모
동남권 지역통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발전을 위한 지역통계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0. 5. 6.(목) ~ 5. 25.(화)
♣ 공모방법 : 제안서 작성 후 e-mail로 신청
♣ 시상내역 : 우수 1명 (100천원 상품권)

장려 2명 (각 50천원 상품권)
가작 3명 (각 30천원 상품권)
♣ 당선자발표 : 2010. 5. 28.(금)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nro) 게시 및 개별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051)850-4242 로 연락 바랍니다.

‧

‧

통영 김해사무소 청사이전
․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와 김해사무소는 민원인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고 조사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심지로 3월말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더욱 정확한 통계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사무소
통영사무소
김해사무소

주 소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4-10
김해시 흥동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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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648-3362
055)314-7060~4

통통 채용소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채용인원
모집직종
원서접수
근무지역

:
:
:
:

통계소식
원고접수
안
내

문의 : 051)220-4102

1명
분수운영 진행요원
5.10~5.12
부산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채용인원 : 87명
모집직종 : 교육행정직, 사서직
원서접수 : 5.10~5.14
접수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 이용
(http://gosi.pen.go.kr)

채용인원 : 440명
모집직종 : 일반소방,구급,구조 등
원서접수 : 5.10~5.14
접수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 이용
(http://exam.gsnd.net)

문의 : 051)8600-613~9

문의 : 055)211-3141, 055)211-5314

『통계공감 통하는 세상 통통 소식지』는 월별로 발간합니다. 지면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은 글이나 통
계정보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항상 접수하고 있으며 더욱 좋은 자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
탁드립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Tel : (051)850-3300

Fax : (051)851-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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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ywjin0@korea.kr

ˇ ˇ 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 이혼통계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인구 1천명당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전년 11만 6500건보다 7500건(6.4%) 증가한 수치지만 2008년 이
혼숙려제 실시에 따른 7~9월 신고공백으로 인한 이혼신고 감소를 따져보
면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률은 2003
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남권
동남권 통계자료
통계자료
[201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 4월 부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9(2005=100)
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7%, 전년동기대
비 2.8% 각각 상승
◈ 4월 울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2005=100)
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7%, 전년동기대
비 2.6% 각각 상승
◈ 4월 경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2005=100)
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8%, 전년동기
대비 3.1% 각각 상승

불편한 진실 하나! 늘어나는 황혼 이혼

<동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10년 3월 고용동향]
◈ 동남광역권의 15세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는 6,394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명(1.0%)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0.1%) 증가하

<동남지역 실업률 추이>

였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9천명(0.4%) 증가한
2,198천명, 여자는 6천명(-0.4%) 감소한 1,536천명
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 전월대비 0.8％p 증가
◈ 가사, 학업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는 2,6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2.3%)
증가, 전월대비 51천명(-1.9％) 감소

[2010년 3월 산업활동동향]
◈ 동남광역권의 2010년 3월 중 생산 9.5%, 출하 8.5% 증가, 재고는 0.2% 감소
³ 생산(9.5%)은 부산 10.3%, 울산 4.5%, 경남 14.7% 각각 증가
³ 출하(8.5%)는 부산 14.0%, 울산 1.8%, 경남 14.7% 각각 증가
³ 재고(-0.2%)는 부산 13.6%, 경남 1.6% 각각 감소, 울산 8.5% 증가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황혼 이혼은 2만 8300건으로 전
년보다 14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혼의
22.8%로 이혼한 부부 다섯쌍 중 한 쌍이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 44.5세, 여자 40.7
세로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불편한 진실 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비중 계속 증가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4%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이혼한 부부의 절
반 가량이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외국인과의
이혼증가와 이혼숙려제 도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
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으로 2009년 이혼한 부부의 미성
년자녀는 11만 1300명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부의 의를 중시하여 한번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평생의 동반자로 힘들 때나 기
쁠 때나 늘 함께 해왔습니다. 함께 있기에 소중한 것, 그것이 부부가 아닐까요?
∘ 조사지원과 (051-850-3300)
∘ 경제조사과 (051-850-3317)
∘ 사회조사과 (051-850-3349)
∘농어업조사과 (051-850-4268)
∘ 울산사무소 (052-256-8880)
∘ 창원사무소 (055-213-0114)
∘ 진주사무소 (055-759-6884)
∘ 통영사무소 (055-648-3362)
∘ 김해사무소 (055-314-7060)
∘ 거창사무소 (055-945-2881)
∘ 합천사무소 (055-931-1860)

동남지방통계청
조직현황

(4과 7사무소)

5월 통계조사 일정
 5월
통계조사명
건설업조사

조사일정
5.17～5.31

사회조사

5.17～5.29

2회 작물재배면적조사

5.18～5.30

국제성인역량조사

5.3～6.30

산업재해시험표본조사

5.4~11.12

조 사 목 적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급여액매출액부가가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여 사회개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농산물 생산량추계
등 농업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노동시장에서 성인의 역량에 대한 각 국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장 단점 및
국가별 인적자원 총량과 질을 파악
「산업재해발생기록부」를 이용, 1일 이상 휴업한 재해자수의 규모를 업종 및
재해유형별로 파악
‧

‧

‧

․

◈ 『통통소식지』는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nro)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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