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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친화적 통계분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

□ 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 사회 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
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를 발간한다. 특히
이번호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주요 분석내용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 “2018 아동종합
·

·

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삶의 질”,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찾아서” 등이다.

·

-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9개 영역 가운데 건강, 물질적 수준 및 환경, 학습·발달·역량, 여가·활동 등
7개 주요 영역의 세부지표를 심층 분석하였다.
-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삶의 질”에서는 아동의 삶 만족도

국제비교, 물질적 결핍수준, 시간빈곤 등을 논의한다.
-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찾아서”에서는 전국 농촌마을 통계자료(농림어업
총조사 지역조사, 2015년)를 활용하여 원하는 마을을 탐색해 본다.

□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의「KOSTAT 통계플러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

.「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

주요내용

요약

동 자료는‘출처 표시’및‘변경 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19년 겨울호 주요내용 요약
이슈분석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child and youth well-being) 현황을 보여주고,
삶의 질 지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의 측정과 생산을 촉
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국제학업성취
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읽기, 수학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었다(OECD, 2018).

❍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삶을
조망해야 한다. 건강, 물질적 수준 및 환경, 학습·발달·역량, 여가·활동 등 7개 주요 영역의
세부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평균(13.1%)보다
1.4%p 높다.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으로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수면시간은 감소하여 고등
학생은 6.1시간이다.

【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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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프리즘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삶의 질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 평균은 6.6점으로, 2013년 6.1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20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국제 비교하면(OECD, 2015), 우리나라
아동들은 OECD 및 유럽국가 27개국 아동들과 비교하여 행복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
라를 제외한 OECD 및 유럽국가 27개국의 평균 점수인 7.6점보다 1점 가량 낮다.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추가된 조사항목인 건강, 성취, 관계, 안전, 동네, 생활수준,
미래 안정성으로 구성된 “삶의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
분석결과,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부모) 모두 현재의 생활수준(6.48, 6.28)과 미래의 안정성
(6.71, 6.64)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건강(7.62, 7.34)과 관계(7.26, 7.3)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다.

【 OECD 국가 아동들의 행복도 비교 】

(단위: 점)

자료: OECD(2015년),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2018년) 】

자료: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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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통계프리즘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찾아서 !
백순미,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사무관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5년)의 전국 36,792개의 농촌마을에 대해 실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마을을 탐색해 본다.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한 요인은 교육환경, 의료시설 접근성,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생활기반시설 확충 정도,
농림어업시설 및 금융시설 접근성이다.

❍

가족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 의료, 문화·복지, 생활기반시설과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결과, 전국 36,792개 농촌마을 중 66개(0.2%)가 추천 마을로 선정되었고,
후보 마을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친인척들과 왕래가 편리한 충북 D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

【 지방 이전 조건에 맞는 마을 수 】

(단위: 개,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5년)

※ 자세한 분석결과는 책자 또는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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