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에
2/4분기에 실시하는 연간통계조사 일정

통계청

알림판

통 계 조 사 명

조사일정

조사대상

조사내용

가계금융복지조사

4.25~5.15

표본가구

가구 자산부채
․
, 원천별 소득, 주요지출, 자산운용 등

2회 작물재배면적조사

5.18~5.30

표본농경지

2012년 사회조사

5.23~6.5

표본가구

경제통계통합조사

5.21~6.20

표본사업체

농경지 면적 증감, 작물별 재매면적 등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분야
광업제조업(동향), 기업활동, 도소매업, 서비스업(동향),
운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통합 실시

※ 조사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관내도

동남지방통계청 조직 현황(4과 1팀 7사무소)
부서명

전화번호

조사지원과

051-850-3300

경제조사과

051-850-3317

사회조사과

051-850-3349

농어업조사과

051-850-4268

감

팀

051-850-4230

울산사무소

052-279-4000

울산시 남구 삼산로 366번길 2

창원사무소

055-213-0114

경남 창원시 북16로 247

진주사무소

055-760-8800

경남 진주시 강남동 145번지

통영사무소

055-648-3362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김해사무소

055-314-7060

경남 김해시 전하로 85번지길 4

거창사무소

055-945-288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50

합천사무소

055-931-1860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 23

사

주소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4

통통

˙ ˙ 통계
이색

동남권

봄을 맞아 새로이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남녀가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혼인 이혼 통계’를 통해 요즘의 혼인과 이혼 추세를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혼인 건수 변화 추이>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주요 통계자료

동남지방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2012년 1/4분기 소비자물가동향]

1/4분기 부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5

<동남지역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10=100)

(2010=100)로 전분기대비 1.0%, 전년동분기대비

<연도별 이혼 건수 변화 추이>

3.2% 각각 상승
1/4분기 울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
(2010=100)로 전분기대비 0.9%, 전년동분기대비
3.2% 각각 상승
1/4분기 경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
(2010=100)로 전분기대비 0.9%, 전년동분기대비
3.1% 각각 상승
[2012년 1/4분기 고용동향]
혼인은 전년대비 0.9% 증가

<남성의 연령별 혼인 구성비>

이혼은 전년대비 2.2% 감소

<동남지역 분기별 실업률 추이>

(%)

따뜻한 설명절 맞이 불우이웃 방문
(1.11~18)

조직융합을 위한 지방청장 사무소 방문
(2.2~23)

지방청장 동남지역 조사대상처 방문
(2.2~23)

통계조사원 청와대 초청 방문
(2.17)

산악동호회 금정산 시산제 실시
(2.25)

관리자성과리더
․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4.20~21)

2012년 1/4분기 동남광역권 고용동향은
전년동분기대비
□ 경제활동참가율이 58.9%로 0.8%p 상승

<여성의 연령별 혼인 구성비>

□ 고용률은 57.0%로 0.9%p 상승
- 취업자는 84천명 증가(3,693천명)
□ 실업률은 3.1%로 0.4%p 하락
- 실업자는 11천명 감소(120천명)
[2012년 1/4분기 산업활동동향]

동남광역권의 2012년 1/4분기 산업활동동향은 전년동분기대비 생산 6.2%, 출하 4.6%, 재고 15.1%
각각 증가
주 혼인 연령층은 30대 초반(전체의 37.5%)

<성별 평균 초혼 연령 변화 추이>

주 혼인 연령층은 20대 후반(전체의 43.1%)

<성별 평균 이혼 연령 변화 추이>

□ 생산은 부산 2.9%, 울산 12.6%, 경남 0.8% 각각 증가
□ 출하는 부산 1.2%, 울산 9.7%, 경남 0.1% 각각 증가
□ 재고는 부산 16.6%, 경남 23.2%, 울산 5.8% 각각 증가
<생산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2005=100)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9세, 여성 29.1세
매년 상승세 유지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5.1세, 여성 41.5세
매년 상승세 유지

(%)

<출하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2005=100)

(%)

<재고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2005=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