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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청년통계』개발
- 호남권 광역시도 최초! 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청년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광역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청년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청년통계』를 개발하여 그 분석 결과를 22일(수)
공표하였다.

□

호남권 광역시도 최초로 개발된

『광주광역시 청년통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광주광역시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와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최초로 3개년(2018년~2020년)자료를 분석한 저비용·고효율의 행정통계이다.

ㅇ 본 통계는 광주광역시 청년(19~39세)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6개 분야 86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ㅇ 통계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품질향상과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위해
전문가(연구원, 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청년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하였다.
ㅇ 향후 광주광역시 청년통계는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3년 주기로 작성하게 된다.

□

『광주광역시

청년통계』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ㅇ (인구) ‘20년 청년인구는 414,088명으로 광주광역시 인구(1,450,062명)의
28.6%를 차지함

ㅇ (혼인율) ‘20년 청년 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남편이 20.6건,
아내가 23.6건임
ㅇ (주택) ’20년 청년 주택소유자는 58,722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주택
소유자(419,407명) 중 14.0%를 차지함
ㅇ (고용률) ‘20년 하반기 청년 고용률은 59.9%로 광주광역시 전체 58.6%
보다 1.3%p 높음
ㅇ (청년구직) ‘20년 청년 구직신청건수는 65,877건으로 전년 대비 5,654건
(9.4%) 증가함

ㅇ (사업등록자) ‘20년 청년 사업등록자는 48,549명으로 전년 대비 1,760명
(3.8%) 증가함
- 청년의 신설사업등록자는 13,240명(27.3%), 폐업은 7,180명(14.8%)으로

신설이 1.8배 높음

□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에 호남권 광역시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광주광역시 청년통계』 결과가 지역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광주광역시 청년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광주광역시 청년통계 주요 결과 1부.

끝.

호남지방통계청이 작성한 “광주광역시 청년통계”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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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광주광역시 청년통계 주요 결과
1. 인구
⚫

2020년 청년인구(19~39세)는 414,088명으로 광주광역시 인구(1,450,062명)의 28.6%를
차지함

⚫

2020년 청년 연령대별로 보면, 「19~24세」 8.7%, 「35~39세」 7.2%, 「25~29세」 7.1%,
「30~34세」 5.7% 순의 구성비를 보임
【 연도별 청년인구 】

【청년 연령대별 인구 비중 】

2. 가구
⚫

2020년 청년(19~39세)가구(가구주의 연령이 19~39세)는 148,797가구로 광주광역시 일반
가구(599,217가구)의 24.8%를 차지함

⚫

청년 가구유형은 「세대구성가구」 67,660가구(45.5%), 「비혈연가구」 4,234가구(2.8%),
「1인 가구」 76,903가구(51.7%)로 1인 가구 구성비가 높음

⚫

청년 평균 가구원수는 2.0명, 광주광역시 전체 평균 가구원수(2.4명) 대비 0.4명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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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율/이혼율
⚫

2020년 청년(19~39세) 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남편이 20.6건, 아내가 23.6건으
로 10년 전 대비 10.4건, 9.8건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20년 청년 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남편이 2.9건, 아내가 4.6건으로 10년
전 대비 1.5건, 2.3건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4. 신혼부부
⚫

2019년 청년(19~39세) 신혼부부는 24,643쌍으로 전년 대비 1,781쌍 줄었음

⚫

2019년 청년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는 93.2%, 「재혼부부」는 6.7%를 차지함

⚫

2019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활동은 「맞벌이」 50.9%, 「외벌이」 42.4%로 맞벌이가 더 높음
【 연도별 신혼부부 수 】

【 2019년 청년 혼인종류별 】

【 2019년 청년 경제활동 】

⚫

2019년 청년 신혼부부 중 「무주택」 49.4%, 「주택소유」 50.6%로 나타났음

⚫

주택을 소유한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산 가액은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43.1%로
가장 많고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8.9%,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11.5% 순임
【 신혼부부 청년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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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주택소유
⚫

2020년 청년(19~39세) 주택 소유자 58,722명 중 남자는 34,276명(58.4%), 여자는 24,446
명(41.6%)으로 남자 비중이 16.7%p 많음

⚫

남자 주택 소유자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1호 이며, 여자는 0.93호로 남자가 여자 대비 0.08호 많음

⚫

청년 주택 소유자 중 1건을 소유한 사람은 52,942명(90.2%)을 차지함

6. (가구) 주택소유
⚫

2020년 청년가구(가구주의 연령이 19~39세인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46,624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주택소유율은 31.3%임

⚫

1건 소유한 청년가구는 38,447가구(82.5%), 2건 소유는 6,485가구(13.9%), 3건 이상 소유는
1,692가구(3.6%)임
- 1건 소유한 청년층 남자가구는 83.3%, 여자가구는 80.7% 비중을 보임

7. 스마트기기 하루평균 사용시간
⚫

2020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청년(19~39세)은 98.4%로 광주광역시 전체(85.1%) 대비
13.3%p 높고, 하루평균 사용시간은 3.8시간임

⚫

주로 이용 용도는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가 65.9%, 생활상식, 뉴스 등 정보
검색 16.9% 순임
【 청년 스마트기기 하루평균 사용시간 및 이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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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 삶에 대한 만족도
⚫

2020년 청년(19~39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6.5점), 전반적인 생활만족도(6.2점)으로
10점 척도 기준 중간 이상의 점수였고, 걱정만족도(4.9점)는 걱정이 많음 정도가 중간인
5.0점 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남

9. 고용상황
⚫

2020년 하반기 청년(19~39세) 취업자는 249천 명, 고용률은 59.9%임

⚫

하반기 청년(19~39세) 실업자는 19천 명, 실업률은 7.1%임

⚫

하반기 청년(19~3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148천 명임

⚫

2020년 하반기 청년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86.6%, 「비임금근로자」 13.4%를 차지함

⚫

하반기 청년 취업자의 근무지는 대부분 「광주광역시」 88.4%이고, 「전라남도」 10.7%임
【 청년 종사상 지위 】

【 청년 취업자의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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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년 구직
2020년 청년(39세 이하) 구직건수는 65,877건으로 전년 대비 5,654건(9.4%) 증가함

⚫

- 전년 대비 남자, 여자 구직건수는 각각 3,175건(12.4%), 2,479건(7.2%) 증가함
⚫

구직자 희망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54.6%, 「관계없음」 34.3% 순임

⚫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 비중은 6.5%로 남자 4.0%, 여자 8.5%로 나타남

⚫

희망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29.9%, 「보건·의료 관련직」 8.8%, 「전기·전자 관련직」 7.7% 순임

⚫

청년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은 「광주광역시」 88.5%, 「지역무관」 5.1%, 「서울」 2.8% 순임

⚫

구직자 희망 월 임금은 「150~200만원 미만」 32.7%, 「200~250만원」 31.4% 순임

⚫

구직자의 희망직종에 대한 경력여부는 「경력없음」이 55.5%임
「경력있음」은 44.5%로 「5년 이상」 17.3%,「1~3년 미만」 14.3% 순임
【 청년 연도별 구직건수 】

【 청년 구직자 희망 직종 상위 3개 및 희망직종 경력 여부】

11.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

청년(19~39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8년 112,283명, 2019년 112,278명, 2020년
113,495명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1.1% 증가함

⚫

2020년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주요 종사산업은 「제조업」 26,382명(23.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083명(21.2%), 「도매 및 소매업」 14,255명(12.6%) 순임

⚫

2020년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주요 근무직종은 「경영․행정 사무직」 25,243명
(22.2%), 「보건․의료직」 16,615명(14.6%), 「관리직(임원․부서장)」 9,799명(8.6%) 순임
【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주요 종사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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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 주요 근무직종 】

12. 청년 사업등록자
⚫

청년(19~39세) 사업등록자는 2018년 45,391명, 2019년 46,789명, 2020년 48,549명으로
전년(2019년) 대비 1,760명(3.8%) 증가함

⚫

2020년 청년 사업등록자는 48,549명으로 청년인구의 11.7%, 광주광역시 사업등록자
(263,290명)의 18.4%를 차지함

⚫

청년 신설사업등록자는 13,240명(27.3%), 폐업은 7,180명(14.8%)으로 신설이 1.8배 높음

⚫

청년 사업등록자가 많은 자치구는 「광산구」 13,498명, 「북구」 13,014명 순이고, 인구 대비
사업등록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구」 17.5%, 「서구」 13.1% 순임
【 연도별 청년 사업등록자 】

【 지역별 청년 사업등록자 비율 】

13.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

2020년 청년(19~39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841명으로 청년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3.3%임
- 청년 수급자 중 남자는 6,085명(44.0%), 여자는 7,756명(56.0%)임

⚫

수급종류별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3,450명(97.2%), 「시설수급자」 391명(2.8%)임
【 청년 수급자 】

【 2020년 청년 수급종류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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