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알림판

3/4분기에 실시하는 연간통계조사 일정
통 계 조 사 명

조사일정

조사대상

조사내용

3분기 가축동향조사

9. 1~ 9.15

가축 표본 및
전수농가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9. 3~ 9.14

표본사업체

스포츠산업 활동 수행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 수,
종류, 실적, 업종별 특성항목, 경영전망 등

추석명절 성수품
일일물가조사

9.10~ 9.26

부산7개권역
주요시장

명절 성수품 42개 품목(62개 조사규격)

2차 사교육비조사

9.26~10.17

표본학급내
학부모

사교육 참여 여부, 사교육 시간 및 교육비 등

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마리수

※ 조사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관내도

동남지방통계청 조직 현황(4과 1팀 7사무소)
부서명

전화번호

조사지원과

051-850-3300

경제조사과

051-66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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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소식
원고접수
안
내

사

주 소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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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 ˙ 통계
이색

동남권

『대한민국 인구, 2012년 6월 23일 5천만명 넘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10-2060”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와 관련된 통계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천만명 증가 년수, 1960~2100>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주요 통계자료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동향]
부산 2/4분기 부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2010=100)로 전분기대비 0.3%,
전년동분기대비 2.6% 각각 상승

울산

2/4분기 울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 (2010=100)로 전분기대비 보합,
전년동분기대비 2.3% 상승

경남

2/4분기 경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 (2010=100)로 전분기대비 보합,
전년동분기대비 2.3% 상승
<동남지역 분기별 실업률 추이>

동남지방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동남지역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10=100)

(%)

[2012년 2/4분기 고용동향]

KOICA연수단 통계실무 연수 지원
(6.7)

봉사동아리 ‘사이좋은 세상’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봉사 (6.9 / 7.14)

지방청장 외국인고용조사 현장방문
(7.5)

봉사동아리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가정
아동보호 프로그램 활동 (6.2 / 7.7)

2012년 2/4분기 동남광역권 고용동향은
전년동분기대비
최근의 출생, 기대수명, 국제이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로 매년 감소할 전망

<출산율 비교>

□ 경제활동참가율이 60.1%로 0.3%p 상승
□ 고용률은 58.4%로 0.4%p 상승

<기대수명 비교>

- 취업자는 65천명 증가(3,803천명)
□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
- 실업자는 4천명 감소(10천명)
[2012년 2/4분기 산업활동동향]

생산

동남광역권의 광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9%, 출하 3.1%, 재고 8.1% 각각 증가
생산은 부산 0.2%, 울산 2.1%, 경남 2.4% 각각 증가
출하는 부산 1.4%, 울산 3.7%, 경남 2.7% 각각 증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0년 1.23명

<생산가능인구 변화 비교>

(2010=100)

재고는 부산 10.7%, 울산 8.1%, 경남 7.0% 각각 증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0년 80.8세(男77.2,女84.1)

<고령인구 증가 비교>

(2010=100)

소비

동남광역권의 대형소매점판매(경상)는 전년동분기대비 1.0% 증가

투자

동남광역권의 건설수주(발주액)은 전년동분기대비 21.1% 증가

<생산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출하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통계청 사칭 보이스피싱/위장사이트(피싱) 주의 안내
통계청(kostat.go.kr)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를
사칭하여 “통계작성 및 조사 협조 사례금 지급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재고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조사나 전화조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신고처
- 통계청 : 02-2012-9114(주간), 042-481-2151(야간)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해킹/스팸/피싱/개인정보침해사고 (02)118
-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http://www.netan.go.kr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만15~64세)는 3,598만
명으로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 명으로
(인구의 11%) 급격히 증가 전망(2040년 3배)

※ 2012년 2/4분기 자료는 잠정치이며, 계절요인을 제거한 원지수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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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