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계청

4/4분기에 실시하는 연간통계조사 일정

알림판

제 18회 통계의 날(9.1) 기념행사 실시

통 계 조 사 명

조사일정

조사대상

조사내용

사업체부문 지수개편
소급·병행조사

10. 1~12.31

표본사업체

광업·제조업(동향), 서비스업(동향) 조사

2012년 농림어업조사
준비조사

11.16~11.30

표본조사구

농가, 임가 및 어가 수, 인구 및 경영구조 파악

가계금융복지조사

11. 1~11.30

패널가구

정보변동, 분가 및 이사 여부 파악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12.16~12.27

표본가구

경제활동 상태(취업·실업·비경), 산업, 지업사항 등

※ 조사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관내도

동남지방통계청(청장 김경태)은 지난 8월 31일에

구 분

명

동남지방통계청 강당에서 제 18 회 “통계의 날 ”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정부포상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대통령표창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국무총리표창 홈플러스(주)진주점
국무총리표창 삼성리빙프라자 진주성점
국무총리표창 서울우유협동조합 거창공장

통계업무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호구
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장관표창

<사 업 체 부 문 >
대림기업(주)

(기획

태광산업(주)신평공장

재정부)

< 개 인 -가 구 부 문 >

기념행사에서는

국가통계발전에

부서명

전화번호

서정오(경남 사천)

조사지원과

051-850-3300

이윤희(경남 거제)

사회조사과

051-850-3349

농어업조사과

051-850-4268

감

팀

051-850-4230

경제조사과

051-668-73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7F)

울산사무소

052-279-40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66번길 2

창원사무소

055-213-01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61

진주사무소

055-760-880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63

통영사무소

055-648-3362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10F)

김해사무소

055-314-7060

경남 김해시 전하로85번길 4

거창사무소

055-945-288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50

합천사무소

055-931-1860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 23

김춘희(경남 창원)

협조한 청장표창

모범 사업체와 가구응답자를 초청하여 표창을

동남지방통계청 조직 현황(4과 1팀 7사무소)

이규섭(경남 거제)

통계법에 근거를 둔 정부기념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번

단

(통계청)

조원제(경남 함양)
천부자(부산 진구)

전수하였습니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 우수가구 선정!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사생활 보호 인식 강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어려운 조사여건 속에서도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적극
협조한 우수응답 가구를 선정하여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구 분
최우수
우수

명

단

종이가계부 작성

전자가계부 작성

창원 심성보

울산 엄기영

거창 김중곤

울산 송병호

울산 김제성

창원 김선철

진주 최여인

통영 김종용

통영 이순종

김해 탁형구

부산 백윤현

.

부산 황미영

.

통계소식
원고접수
안
내

사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

『통계공감 통하는 세상 통통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합니다.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실은 글이나 통계정보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항상 접수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발행처 :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TEL :(051)850-3300 ‣FAX :(051)851-9027

‣Email : bcrazy@korea.kr

‣Twitter : @kostatdnro

발행일 2012.11.12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 ☎ 051-850-3300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ro

통통

˙ ˙ 통계
이색

동 남권

2012년 동남권 고령자 통계
고령화 사회의 분류(UN의 정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14% 미만인 사회 ⇨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 ~20% 미만인 사회 ⇨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 ⇨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동 남지방 통계청에서는 ?

주요 통계자료

[2012년 3/4분기 소비자물가동향]
부산 3/4분기 부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1 (2010=100)로 전분기대비 0.3%,
전년동분기대비 1.8% 각각 상승

울산

3/4분기 울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 (2010=100)로 전분기대비 0.4%,
전년동분기대비 1.7% 각각 상승

경남

3/4분기 경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 (2010=100)로 전분기대비 0.1%,
전년동분기대비 1.2% 각각 상승

동남지방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동남지역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10=100)

< 2012년 동남권 고령자(65세이상 인구) 비율은 11.9%(93.3만명) >

<동남지역 분기별 실업률 추이>

[2012년 3/4분기 고용동향]

2012년 3/4분기 동남광역권 고용동향은

봉사동아리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가정 아동보호 프로그램 활동(9.3)

KOICA위탁 이집트 통계연수생
동남지방통계청 연수 및 현장견학(9.6)

전년동분기대비
□ 경제활동참가율이 59.6%로 0.6%p 상승
□ 고용률은 58.0%로 0.6%p 상승
현재 동남권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고령가구 추이 >

- 취업자는 83천명 증가(3,788천명)
□ 실업률은 2.7%로 0.1%p 상승

< 성별 고령인구 추이 >

- 실업자는 4천명 증가(104천명)

[2012년 3/4분기 산업활동동향]

생산

동남광역권의 광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0.9% 감소, 출하 1.4%, 재고 2.7% 각각 증가
생산은 부산 4.9% 감소, 울산 4.6% 감소, 경남 4.6% 증가
출하는 부산 4.4% 감소, 울산 1.4% 감소, 경남 6.4% 증가

지방청장 추석 물가동향 점검
(부전시장, 9.20)

클린통계청 홍보 및 환경정화봉사
가두 캠페인 (연제구, 10.16)

재고는 부산 3.2% 감소, 울산 7.1% 증가, 경남 0.5% 증가
동남권 고령가구는 전체가구 중 19.8%(56.5만)

현재 성비 67.8%에서 2040년 80.2%까지 개선전망

< 동남권 시군구별 고령인구 상위․하위 5선 >

경남 합천군이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음(2011기준)

창원 성산구가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음(2011기준)

소비

동남광역권의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경상)는 155.9로 전년동분기대비 0.5% 증가 (2005=100)

투자

동남광역권의 건설수주(발주액)은 전년동분기대비 15.5% 증가

<생산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출하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재고지수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 2012 년 3/4분기 동남광역권 자료는 잠정치이며, 계절요인을 제거한 원지수를 이용하였음.

현장조사 실력향상을 위한
작물식별능력 및 면적측정경진대회
(의령군 칠곡, 10.23)

1社1村 농촌사랑 일손돕기
(김해 한림, 10.19)
KBS2 싱싱일요일 TV방송(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