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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나주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주시 여성통계」 결과 공표

□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1년 3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통계기반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나주시 여성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2월 23일(목) 공표하였다.
□ 『나주시 여성통계』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나주시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행정통계이며, 2018년 최초 개발 이후,
2회차(2021년) 나주시 여성통계가 작성되었다.
ㅇ 통계 개발과정에서 나주시 여성 정책 활용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 가구/가족, 주거/복지, 경제참여, 건강 5개 분야, 8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ㅇ 또한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성 향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나주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ㅇ 1회차(2018년)에 최초 작성되었던 항목들 중에서 유사중복 지표를
조정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여성통계를 작성하였다 .
□『나주시 여성통계』주요 분석결과는
ㅇ (인구) 나주시 여성인구는 57,419명으로 나주시 전체인구 대비 49.7%
ㅇ (출산) 평균 출산연령은 32.8세이며 합계출산율은 1.11명
ㅇ (주택소유) 나주시 여성 주택소유자는 9,538명으로 나주시 여성인구
대비 16.6%이고 1인당 1.42호를 소유
ㅇ (사업자등록 ) 나주시 여성 사업자등록자는 5,121 명으로 나주시
사업자등록자 대비 36.8%
ㅇ (사망원인) 나주시 여성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 『나주시 여성통계』개발이 나주시
여성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아우르고 있어 여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본 통계가 적극 활용되어 나주시 여성
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 여성통계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실태 파악 및 전반적 사회 상황을 진단하는 여성통계를
생산 ·활용하여 시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과학적 ·통계적 근거있는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

□『나주시 여성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과
“나주시청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나주시 여성통계 결과 1부. 끝.

동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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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구

’20년 나주시 여성인구는 57,419명으로 전체인구(115,613명)의 49.7%임
§ ‘20년 나주시 여성인구는 57,419명으로 전체인구(115,613명)의 49.7%이며,
여성비율은 ’18년(49.7%)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20년 나주시 여성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빛가람동｣ 18,260명이며, 「남평읍｣
5,976명, ｢성북동｣ 4,456명, ｢송월동｣ 3,870명 순으로 많았음
연도별 여성인구

나주시 읍면동별 여성인구

’20년 나주시에 전입한 여성은 8,711명, 여성인구 대비 15.2%임
§ 나주시에 전입한 여성은 8,711명으로 여성인구 대비 15.2%이며, 이 중
｢시 도 간 전입｣이 5,091명(58.4%)으로 가장 많았음
§ 나주시 여성 전입인구의 전입사유는 ｢주택｣ 29.8%, ｢가족｣ 29.1%, ｢직업｣ 25.1% 순임
여성 전입이동

여성 전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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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나주시에서 전출한 여성은 8,150명, 여성인구 대비 14.2%임
§ 나주시에서 전출한 여성은 8,150명으로 여성인구 대비 14.2%이며, 이 중
｢시도간 전출｣이 4,688명(57.5%)으로 가장 많았음
§ ’20년 나주시 여성 전출인구의 전출사유는 ｢가족｣ 29.9%, ｢주택｣ 27.1%, ｢직업｣ 23.8% 순임
여성 전출이동

여성 전출사유

’20년 나주시 여성인구의 순이동자는 561명, 순이동률은 1.0%로 순유입이 많음
§ ‘20년 나주시 여성인구의 순이동자는 561명이며, 순이동률은 1.0%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고, ’11년과 ‘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전출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음
§ ‘20년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 여성은 403명이고 동남아시아 62.3%, 동북아시아
31.8%, 중앙아시아 3.0% 순으로 나타남
여성 순이동 추이

결혼이민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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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가족

’20년 나주시 ｢혼인건수｣는 488건, ｢이혼건수｣는 208건임
§ ‘20년 나주시 전체 ｢혼인건수｣는 488건, ｢이혼건수｣는 208건으로 ’19년 대비
각각 94건, 58건 감소함
§ ’20년 나주시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33.7세, ｢아내｣ 30.6세로, 남녀 연령차 3.1세임
연도별 혼인/이혼 건수 및 성별 초혼연령

’20년 나주시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 출생아수 733명 합계 출산율은 1.11명임
§ ‘20년 나주시 합계 출산율은 1.11명으로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0.84명)대비 0.27명 높고 전남(1.15명)대비 0.04명 낮음
§ ’20년 나주시 「여성」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94.8명이며, ’19년(848.4명)
대비 46.4명 증가, ‘18년(835.2명) 대비 59.6명 증가함
연도별 출산율 동향

연도별 사망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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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나주시 여성가구는 17,777가구로 나주시(48,497가구)의 36.7%임
§ ‘20년 나주시 여성가구(17,777가구)는 나주시(48,497가구)의 36.7%이고 ｢남성｣
가구주는 63.3%(30,720가구)임
§ ’20년 나주시 여성가구의 72.8%가 「2세대 가구｣이고, 「40~49세」연령대에서
86.4%(1,62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 가구 구성비

세대구성별 여성가구 비율

’20년 나주시 여성가구 거주 주택의 노후기간은
｢20년 미만｣ 51.7%, ｢30년 이상｣ 29.1%, ｢20~30년 미만｣ 19.2% 순임
§ ’20년 나주시 여성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기간은 ｢20년 미만｣ 51.7%,
｢30년 이상｣ 29.1%, ｢20~30년 미만｣ 19.2% 순임
§ ‘20년 나 주 시 여 성 가 구 의 거 주 주 택 연 면 적 은 ｢60~85㎡ 미 만 ｣ 30.3%,
｢85~100㎡ 미 만 ｣ 24.3%, ｢40~60㎡ 미 만 ｣ 22.7% 순임
거주주택의 노후기간

여성가구의 거주주택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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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년 나주시 여성 중 주택소유자는 9,538명이고, 소유한 주택수는 13,567호임
§ ’20년 나주시 여성 주택소유자는 9,538명으로 여성인구 대비 16.6%이며,
소유 주택수는 13,567호로 1인당 1.42호를 소유함
§ 연령대별 여성의 「단독주택」 소유 비율은 「70세 이상」이 77.6%이고, 「아파트」
소유 비율은 「30~39세」가 85.8%임
여성 주택소유자 현황

연령대별 여성 거처유형

’20년 나주시 여성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6,713명으로
나주시 여성인구 57,419명 대비 11.7%임
§ ’20년 나주시 여성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6,713명으로 나주시 여성인구 57,419명
대비 11.7%이고, 나주시 기초 생활보장 수급인구 12,848명 대비 52.2%임
§ 나주시 여성 「일반」 수급인구의 경우, 유형별로 「기초주거급여」 40.8%, 「기초의료
급여」 27.1%, 「기초생계급여」 24.9%, 「기초교육급여」 7.2% 순의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여성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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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나주시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는 4,050명으로,
나주시 여성 주민등록인구 57,419명 대비 7.1%임
§ ’20년 나주시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는 4,050명으로 나주시 여성인구 57,419명
대비 7.1%이고, 나주시 장애인등록 인구 8,600명 대비 47.1%임
§ ’20년 나주시 장애유형별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는 지체, 청각, 지적, 시각, 뇌병변
순으로 많음
연도별 장애인등록 인구

여성 장애유형별 구성비

’20년 나주시 여성 공적연금 가입인구는 33,845명으로 여성인구 대비 58.9%임
§ ’20년 나주시 여성 공적연금 가입인구는 33,845명으로 여성인구 57,419명
대비 58.9%임
§ ’20년 나주시 여성 공적연금 가입기간은 「5년 미만」 34.2%(11,566명), 「5~10년
미만」 27.8%(9,398명), 「10~15년미만」 16.0%(5,403명) 순임
여성 공적연금 가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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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별 공적연금 가입자

’20년 나주시 여성 「국민연금」 가입인구는 31,980명으로
「사업장」 74.8%, 「지역」 20.0%, 「임의계속」 3.9% 순임
§ ’20년 가입자격별 나주시 여성 「국민연금」 가입인구는 「사업장」 74.8%(23,923명),
「지역」 20.0%(6,386명), 「임의계속」 3.9%(1,235명) 순임
§ ’20년 나주시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연간 연금 수급액은 「장애연금」
3,760천원(30명), 「노령연금」 2,623천원(4,801명), 「유족연금」 2,319천원(3,050명) 순임
가입자격별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여성 1인당 수급금액

‘20년 나주시 모자가족 수급가구는 322가구로 한부모가족 수급가구(444가구)의 72.5%임
§ 연령대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중 「모자가족」 가구주의 연령이 「40~49세」인
비율이 48.8%(157가구)로 가장 높음
§ ’20년 보장유형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444가구 중 「모자가족」가 72.5%
(322가구) 가장 많고 「부자가족」 27.3% (121가구) 순임
한부모가족 및 모자가족 연령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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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보장유형별 구성비

4

경제참여

‘20년 나주시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9,016명이며
나주시 전체고용보험 피보험자 55,153명 대비 34.5%임
§ ’20년 나주시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9,016명으로 나주시 전체 고용보
험 피보험자 55,153명 대비 34.5%임
§ ’20년 나주시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종사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7%, 「제조업」 10.8% 순임
연도별 고용보험 여성 피보험자 규모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20년 나주시 여성 고용보험자격 취득자는 10,969명이고 그 중 신규취득은 11.7%임
§ ’20년 나주시 여성 고용보험자격 취득자 10,969명 중 「신규취득」은 11.7%,
「경력취득」은 88.3%임
§ 종사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1.8%, 「제조업」 10.2% 순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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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나주시 여성 근로소득자는 22,454명이며
나주시 전체 근로소득자 51,022명 대비 44.0% 임
§ ’20년 나주시 여성 근로소득자는 22,454명으로 나주시 전체 근로소득자 51,022명
대비 44.0%임
§ ‘20년 나주시 여성 연령별 사업자등록자는 「50~59세」가 1,510명으로 가장 많고,
「40~49세」 1,218명, 「60~69세」 918명 순임
여성 근로소득자 비율

여성 사업자등록자 연령별 비율

‘20년 나주시 여성 구직신청자의 학력은 「고졸」 37.3%, 「대졸」 23.7%, 「전문대졸」 20.4% 순임
§ ’20년 나주시 여성 구직신청자의 학력은 「고졸」 37.3%, 「대졸」 23.7%, 「전문대졸」
20.4%, 「중졸 이하」 16.9%, 「대학원졸 이상」 1.5% 순임
§ ‘20년 나주시 여성 구직 신청자는 「경영·회계 사무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
복지 및 종교 관련직」 순으로 선호함
여성 구직 최종학력

여성 구직희망 직종 순위

- 13 -

5

건강

’20년 나주시 여성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이 20.5%로 가장 많음
§ ’20년 나주시 여성 사망자수는 508명이며,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 20.5%,
｢심장질환｣ 12.6%, ｢뇌혈관질환｣ 12.0% 순임
§ ’20년 나주시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5,663명이며, 나주시 전체 112,654명
대비 49.4%임
나주시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비율

연도별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20년 나주시 여성 사망자수는
5
0
명

으로 전체 1,027명의 49.5%임

’20년 나주시 여성의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1,043억원으로, 진료비(1,388억원) 대비 75.1%임
§ ’20년 나주시 여성의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1,043억원으로 진료비 1,388억원
대비 75.1% 수준임
§ ’20년 나주시 여성 1인당 ｢입원｣ 급여비는 4,499천원, 진료비는 5,746천원 이고,
｢외래｣ 급여비는 614천원, 진료비는 852천원임
연도별 여성 요양 급여 실적

여성 1인당 요양급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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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나주시 여성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고혈압｣이 가장 많고,
주요 암 진료인원은 ｢유방암｣이 가장 많음
§ ‘20년 나주시 여성이 가장 많이 진료 받았던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
25.9%, ｢정신 및 행동장애｣ 16.3%, ｢신경계 질환｣ 16.2%, ｢당뇨병｣ 12.0%,
｢갑상선의 장애｣ 6.4%, ｢악성신생물｣ 6.3% 순임
§ ‘20년 나주시 여성 주요 암 진료비 총액은 ｢유방암｣ 2,562백만원, ｢대장암｣
1,197백만원, ｢폐암｣ 754백만원, ｢위암｣, ｢간암｣ 524백만원 순임
여성 만성질환(11종) 진료인원 현황

여성 주요 암(6종) 진료 현황

’20년 나주시 여성 「비만율」은 21.6%이고 평균 체질량지수는 22.8kg/m2임
§ ’20년 나주시 여성 「비만율」은 21.6%이고 평균 체질량지수는 22.8kg/m2임
§ ’20년 나주시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은 25.6%이며 나주시 전체 「스트레스
인지율」 24.4% 대비 1.2%p 높음
나주시 연령대별 비만율

나주시 스트레스 인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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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통계 개요

□ 작성목적
◦ (통계기반 정책수립) 나주시 여성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여성정책 연구
등의 기초자료 제공을 통하여 통계기반의 정책수립
◦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여성의 일자리 및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주기의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585002호), 일반·가공통계
□ 작성연혁: 2018. 10. 제1회 나주시 여성통계 작성
2021. 12. 제2회 나주시 여성통계 작성
□ 작성주기: 3년
□ 작성기간: 2021. 3. ~ 12. (10개월)
□ 결과공표: 나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aju.go.kr)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hnro)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여성통계 작성기준

□ 작성기준
◦ 2020. 12. 31. 기준 나주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 단, 일부 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음

□ 작성근거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통계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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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

행정자료 입수기관 및 주요 작성지표
활용자료

입수기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

인구동향조사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
민현황

통계청
행정안전부

인구동향조사
가구/
가족

가구DB

통계청

주택DB
귀농어, 귀촌인통계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나주시

￮ 결혼이민 여성
￮ 혼인, 이혼, 출산율 동향
￮ 사망률 동향
￮ 가구 (가구유형, 가구원수, 세대구성, 거처종류,
주거면적별, 1인가구)
￮ 주거면적별, 사용기간별 가구
￮ 귀농가구 현황

장애인등록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 인구

한부모가족

￮ 연도별, 유형별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공적연금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 가입기간별 공적연금 가입인구, 연도·가입
자격별 국민연금 가입규모,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구직

￮ 학력, 고용형태, 경력유무별 구인구직 현황

고용보험

￮ 연도별, 가입기간, 종사산업별, 종사규모별,
피보험자, 실업급여 수급내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모성보호

￮ 출산전후, 육아휴직 급여 지원현황 및
지급액
￮ 연도별 실업자훈련생 현황

실업자훈련

건강

￮ 인구 전출입(시군구, 시도별)
￮ 전출·입이동, 전·입사유, 전출·입 전 거주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

경제
참여

￮ 인구규모(연령별, 읍면동별, 시군구별)

￮ 주택소유 현황
￮ 거처유형별 소유주택수

재산세(주택)

주거/
복지

주요작성지표

근로소득자

통계청

￮ 연령별, 읍면동별, 산업별 근로소득자규모

사업자등록

통계청

￮ 성별, 산업별, 연령대별 사업자등록현황,
창업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사망자수,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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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인구, 요양급여실적
￮ 만성질환, 암 진료 현황
￮ 흡연휼, 음주율,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