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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의 사회지표」발간

□ 통계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의 사회상(社會相)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200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음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 및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재분류․가공하여 1979년 이후부터 매년 작성
해오고 있으며,
ㅇ 2009년에는 인구, 노동, 보건, 교육 등 13개 부문에 대한
479개의 지표를 수록하여 국민의 생활양상과 사회의 각
부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2009 한국의 사회지표」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통계청 홈페이지
내 디지털 간행물 및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됨
※ 붙임 : 「2009 한국의 사회지표」주요지표 목록 및 요약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간된 보고서(주요결과(p.8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09 한국의 사회지표」주요지표 목록 및 주요결과(요약)

Ⅰ. 주요지표 목록
부

ꋎ인

문

구

주

요

지

표

총인구, 장래추계인구, 노인인구 및 노령화지수, 기대수명 등

ꋏ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평균가구원수, 혼인, 이혼, 첫 자녀 출산연령 등

ꋐ 소득과 소비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 조세부담률 등

ꋑ노

동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근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

ꋒ교

육

취학률, 진학률, 학교급별 학생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등

ꋓ보

건

학생의 평균신장, 주요 사망원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등

ꋔ 주거와 교통

주택건설실적, 도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자동차 등록현황 등

ꋕ 정보와 통신

일반전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전자상거래
규모, 인터넷쇼핑 경험 등

ꋖ환

경

주요도시의 오존(O3) 오염도, 해양오염 사고현황, 산림면적, 환경
오염 방지노력 등

ꋠ복
ꋗ

지

건강보험부담액,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등

ꋡ 문화와 여가
ꋗ

신간도서 발행, 영화 상영편수 및 관객수 등

ꋢ안
ꋗ

교통사고 현황, 범죄발생건수, 외국인 범죄자 비율 등

전

ꋣ 정부와 사회참여
ꋗ

총공무원수(정원), 정부세출의 기능별 구성, 지방재정자립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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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결과 (요약)
ꊱ인구

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4,874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0.29%임
- 이 중 65세 이상 인구 (519만 3천명)의 비율은 10.7%로, 2000년(7.2%) 고령화
사회 로 진입한 후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
2009

*

* 고령화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

년 외국인 등록인구는 87만1천명으로
인구(4,874만7천명)중 1.8%를 차지함
2009

ꊲ 가구와 가족

1990

년 대비 17배 늘면서 전체
관련자료 ☞ p.91~92

년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1,691만7천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5가구 중 1가구(20.2%)는 1인 가구로 나타나 ‘나홀로가구’의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음
- 반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는 41.6%로 2008년(41.8%)에
비해 감소하였고,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도 2.76명에 그침
2009

*

* 1인 가구 비율 : 15.6%(‘00) ➡ 20.0%(‘05) ➡ 20.2%(’09) ➡ 20.3%(‘10) ➡ 21.6%(’20)

년 혼인건수는 30만9천건으로 전년(32만7천건)보다 감소한 반면, 이혼
건수는 12만7천건으로 전년(11만7천건)보다 증가함
2009

관련자료 ☞ p.96~97

ꊳ노동

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4시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1.8일로
전년에 비해 각각 4.1시간과 0.5일 감소함
2008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72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
- 직종별 임금수준은 사무직 종사자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181.7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는 52.5로 가장 낮음
2008

관련자료 ☞ 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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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교육
년 고교 졸업생 100명당 81.9명이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년 전(66.6%)에 비해 15.3%p 상승한 것임
2009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8명, 중학교 18.4명, 일반계 고등학교 16.7명
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20명 아래로 떨어짐
-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7.8명, 34.4명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2009
10

*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1년에 20명 이하로 감소

관련자료 ☞ p.107~109

ꊵ보건

년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139.5명이 사망하였으며,
다음은 뇌혈관질환(56.5명), 심장질환(43.4명), 자살(26.0명) 순임
-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자살의 경우 1998년에는 18.4명으로 7위였으나
2008년 4위로 뛰어오른 반면, 동일기간 동안 뇌혈관질환(-17.1명)과 운수사고
(-10.9명)는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2008년 인구 10만명당 암사망자 가운데 폐암(29.9명), 간암(22.9명), 위암(20.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 1998년 암사망률 1위였던 ‘위암’이 10년 동안 2.9명 감소한 한편 폐암은 9.4명
증가함
2008

관련자료 ☞ p.110~111

ꊶ 주거와 교통

년 연간 주택건설실적은 37만1천호로 전년(55만6천호)에 비해 33.3% 감소
하였고, 이 중 민간부문 건설실적의 감소폭(42.4%)이 공공부문(10.2%)보다 컸음
2009년 전체 도시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01.5로 전년에 비해 1.5% 상승한
한편, 전세가격은 3.4% 상승하여 ‘매매’보다 ‘전세’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지수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대비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1.8%로 아파트(1.6%)와 단독주택(0.9%)보다
높았음
2008

관련자료 ☞ 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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ꊷ 정보와 통신
년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인구 100명당 98명으로 1999년 50명에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함
2009년 만3세 이상 중 인터넷이용 인구는 77.2%로 전년 76.5%에 비해 0.7%p
늘어났으며,
- 인터넷뱅킹 계좌는 5,921만개로 2000년(409만개)에 비해 14배 증가함
2009

관련자료 ☞ p.116~118

ꊸ복지
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공무원연금이 27.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국민연금(13.8%), 사학연금(12.2%)
순이며,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2008

*

* 국민연금 : 5.8%(‘00) ➡ 10.3%(‘05) ➡ 13.8%(’08)

년 건강보험료 총부담액은 24조9,730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늘어남
- 한편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액(회사부담액 포함)은 52만원으로 2007년
(45만6천원)보다 14.0% 증가함
200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9,939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함
2008

관련자료 ☞ p.121~123

ꊹ 문화와 여가
년 신간도서의 발행 부수는 8천960만5천권으로 전년(1억1천440만6천권)에
비해 21.7% 감소함
2009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48.8%로 전년(42.1%)보다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외국영화의 관객 점유율보다는 낮음
2008

관련자료 ☞ p.124~125

- 5 -

ꋃ안전
ꊺ
년 범죄 발생건수는 218만9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11.3% 증가하였으며,
특히 절도․살인․강간․폭행 등 주요 범죄는 43만9천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3.9%
늘어남
2008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58백건으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어든 반면, 부상자수는 다소 늘어남
2008

관련자료 ☞ p.126~128

ꋄ 정부와 사회참여
ꊺ

년 정부세출(일반회계 기준)은 196조8,713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
- 기능별 세출구성비는 일반공공행정(21.1%), 교육(19.3%), 국방(14.6%), 사회
복지(10.4%) 순이며, 2008년과 비교하면 ‘환경보호’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2008년 여성 국회의원 수는 41명으로 총국회의원(299명)의 13.7%를 차지
했으며, 20년전 2.0%(6명)에 비해 11.7%p 증가하였음
2009

관련자료 ☞ p.129, p.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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