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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경제 지표 / 경제지표 해설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15.1분기)

	국내총생산은	345,44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성장

-	농림어업	GDP는	5,5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성장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1,336억불,	수입은	15.2%	감소한	1,122억불,	무역흑자	215억불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7로	전년동기대비	0.6%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0.6%	하락,	신선식품지수는	1.7%	하락

	생산자물가지수는	101.9로	전년동기대비	3.6%	하락(농산물	전년동기대비	4.4%	하락)

	총산출물가지수는	97.9로	전년동기대비	4.5%	하락

-	농림수산품	총산출물가지수는	102.7로	전년동기대비	0.3%	하락

	수출물가지수는	83.6으로	전년동기대비	7.8%	하락(농림수산품	전년동기대비	2.4%	하락)

	 수입물가지수는	81.6으로	전년동기대비	18.2%	하락(농림수산품	전년동기대비	1.9%	하락)

(단위	:	10억	원,	억	달러,	2010=100)

구   분
’13년 ’14년 ’15년

출처
1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국 내 총 생 산 324,502.6 337,259.3 357,384.5 357,588.7 374,307.8 345,449.3
한국은행

농 림 어 업 4,923.1 5,199.8 7,214.2 7,460.4 9,212.4 5,500.0

수 출 입 동 향

관세청

수 출 1,353 1,375 1,457 1,418 1,477 1,336

수 입 1,297 1,324 1,310 1,328 1,294 1,122

( 농 산 물 ) 48 45 49 47 47 44

( 양 	 	 곡 ) 6 4 1 4 5 4

( 임 산 물 ) 9 10 11 11 11 9

무 역 수 지 56 52 147 89 183 215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07.55 108.76 109.13 109.36 108.90 109.37

통계청

농 산 물 126.12 110.25 105.18 105.13 100.82 107.11

축 산 물 96.29 105.63 111.54 114.00 111.96 110.54

생활물가지수 107.24 107.89 108.02 108.00 107.33 107.25

신선식품지수 119.72 105.09 100.95 100.67 96.31 103.26

(신선채소 ) 119.88 90.24 79.05 86.54 81.59 94.50

(신선과실 ) 123.91 118.13 118.16 109.39 100.35 104.64

생 산 자 물 가 지 수 106.3 105.7 105.6 105.5 103.9 101.9

한국은행

농 산 물 118.8 115.6 106.8 107.0 103.0 110.6

(식량작물 ) 131.2 124.3 123.3 121.8 120.4 118.4

(채소및과일) 116.9 106.5 92.2 93.5 86.4 98.9

축 산 물 86.5 96.1 106.9 105.2 106.0 103.6

총 산 출 물 가 지 수 103.7 102.5 101.4 101.4 100.4 97.9
한국은행

농 림 수 산 품 104.8 102.9 101.5 101.5 99.7 102.7

수출물가지수 93.8 90.7 87.2 87.0 87.5 83.6
한국은행

농 림 수 산 품 99.2 92.8 90.1 92.3 92.1 90.6

수 입 물 가 지 수 103.9 99.7 96.0 94.1 89.9 81.6
한국은행

농 림 수 산 품 103.2 98.9 99.5 97.0 100.4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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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경제지표 해설

	국내총생산(GDP)	: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	한	것

*	국내총생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많다는	것,	즉,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지표

	GDP 성장률	:	일반적으로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	GDP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커졌는가를	증감률(퍼센트)로		

	 나타낸	것

경제성장률(%)	=	GDP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전년도	실질	GDP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품목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	조사품목	:	총	60개(농산물29개,	축산물4개,	수산물27개)

-	조사가격	:	CIF기준(수출입상품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는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수

		-	조사지역	:	서울을	비롯한	37개	주요	도시

		-	조사품목	: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481개	품목	

	 (상품	327개(농축수산품	71개),	서비스	154개)

	생활물가지수	:	물가지수	조사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픔목으로	작성한	지수(식료품,	주류,	비주류음료	둥)

	신선식품지수	:	채소·과실·신선	어개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생산자물가지수	: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등	기업	서비스가	국내시장에서	출하되어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

-	조사품목	: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거래	총액의	1/10,000	이상이	되는	품목(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액의	1/2,000	이상인	품목)

	 	 총	886개(상품	784개(농림수산품	67개),	서비스	102개)

-	기준가격	:	생산자출하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

	총산출물가지수	: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	상품과	수입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	조사품목	:	수출입총액의	1/2,000	이상	거래비중을	갖는	품목

	 	 (수출	207개(농림수산품	4개),	수입	238개(농림수산품	1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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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농·식품 고용 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07

SESSION 1 / 농·식품 고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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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산업변화) 농림어업 종사자는	지난	60년대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

-	’63년	전체	산업	중	63.0%를	차지하던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14년	

5.7%까지	하락

	(총괄)	’14년	기준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5만	명으로	전년보다	68천명	

감소함

-	특히,	 ’14.3월부터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63~’14년,%)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천명)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률 현황(천명,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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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농·식품 고용 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15.2월	농림어업	남성	취업자는	660천명,	여성은	3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6%(-47천명),	9.6%	

(-40천명)	감소

-	성별	시계열	추이를	보면	’14.3월~10월까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가	’14.11월부터	현재까지	감소폭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며,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큼

	(연령별)	’15년	1·2월	농림어업	취업자의	80%	이상이	50세	이상	고령층

	(종사상지위)	’15.2월	농림어업	취업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감소현상을	보임

성별 취업자 수(천명)

연령별 취업자 수(천명)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천명)

성별 취업자 수 증감(천명)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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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농림어업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농가인구(농업조사)

추이 비교

	(농가현황)	농가	호수	및	인구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0년간	약	

19%	가량	감소

-	’14년	농가호수는	1,127천*	가구,	농가인구는	2,786천명*으로	’06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임

*	KREI,	2015년	농업전망	추정치임

농가호수 추이 및 증감(천가구) 농가인구 추이 및 증감(천명)

연도별 농림어업취업자수와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취업자수(농림어업) 1,813 1,781 1,723 1,686 1,648 1,566 1,542 1,528 1,520 1,452

농가인구 3,434 3,304	 3,274	 3,187	 3,117	 3,063	 2,962	 2,912	 2,847	 2,786*	

증감(취업자수) -11 -32 -58 -37 -38 -82 -24 -14 -8 -68

증감(농가인구) 19 -129 -30 -87 -69 -54 -101 -51 -64 -61

증감차이(절대값) 30 97 28 50 31 28 77 37 56 7

*	KREI	전망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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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농·식품 고용 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농림어업취업자수(4~10월평균)와 농업종사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농림어업취업자수(A) 1,984 1,944 1,881 1,839 1,813 1,750 1,725 1,713 1,712 1,616

농업종사자(B) 2,222 2,105 2,079 2,027 1,985 2,030 1,970 1,943 1,916 -

취업자수차이(B-A) 238 161 198 188 172 280 245 230 204 -

증감(취업자수) 29 -40 -63 -43 -25 -63 -25 -12 -2 -96

증감(농업종사자) 162 -117 -26 -52 -42 45 -60 -27 -27 -

증감차이(절대값) 133 77 37 9 16 108 35 15 26 -

농림어업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농업종사자(농업조사)

추이 비교

	직접	비교	가능한	4~10월동안	평균	농림어업취업자수와	농업종사자를	

살펴보면,

	 ※	농업종사자	:	농가인구	중	만15세	이상인구에서	3개월	이상	종사자

	농림어업취업자수와	농업종사자	차이는	’10년부터	200천명	넘게	차이가	

발생

-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0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었다가	’14년	크게	감소	

*	-63천명(’10년) -25천명(’11년) -12천명(’12년) -2천명(’13년)

-96천명	(’14년)

-	농업종사자는	감소	추세	속에	’10년	일시적으로	증가(45천명)하였다가	

다시	감소세	전환되었으나,	감소	추세는	둔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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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두 조사 간 차이점

구  분 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 농림어업조사(농가)

정		의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18시간	이상	일	

한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①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m2(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지난	1년간(매년12.1~익년11.31)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대표	지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등

가구원사항(농가인구,	농가수등),	

경지면적,	수확	및	재배면적,	가축,	판매	

및	영농형태,	전업	및	겸업

조사	주기 매월 1년

조사	기관 통계청	고용통계과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농업조사의 차이점 분석

	(정의)	농림어업취업자수와	농업종사자의	증감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난주에	어디서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산업을	분류하므로	농업종사자에	비해	산업간	이동이	쉬우며,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인력이	농림관련	유통,	가공이나,	식품제조업,	농림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동	했을	가능성도	충분

*	식료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13년	대비	4천명	증가

	 음료제조업	취업자	수는	’13년	대비	2천명	증가

	(기저효과)	농림어업취업자수가	급감하였다고	하여	농업종사자가	급감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1년	동안	-68천명	감소한	현상은	’13년	

농림어업취업자가	예전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8천명)된	기저	효과로	볼	

수	있음

	농림어업취업자수는	단지	산업간	비교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12

SESSION 1 / 농·식품 고용 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식품산업 취업자 수 동향

농어업과 식품산업 취업자 

수 비교분석

	’15.2월	식품*관련	취업자수는	41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47.8천명)	

증가하여	’14.5월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지속

*	식품관련	산업범위	:	산업분류	10.식료품제조업,	11.음료제조업

	연도별	식품관련	산업	추이를	보면,	’09년에	10.6%	감소를	보였으며,	’14년	

부터	증가추세로	전환(1.8%	증가)됨

	최근	1년간	월별	농어업과	식품산업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를	보면,	’14.4월	

부터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농어업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로	나타남

	최근	1년간	추세로	보았을	때	일부	농어업취업자수의	감소인력이	식품산업	

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임

월별 식품산업 취업자 수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연도별 식품산업취업자 수 추이(천명, 전년대비)

※ 본 자료는 미공표자료(산업중분류)로 정책내부자료로만 활용

산업별 월별 증감률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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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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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소비량조사, 통계청

가구부문 	(총괄)	1인당	연간	양곡	총	소비량은	73.8kg으로	그중	쌀이	65.1kg로	전년	

대비	-3.1%	감소,	기타	양곡은	8.7kg(보리쌀	1.3,	밀가루	1.2,	두류	2.5,	서류	

2.8,	잡곡	1.0)로	전년	대비(8.1kg)	7.4%(0.6kg)	증가

	(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전년(67.2kg)보다	2.1kg(-3.1%)	

감소

	(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04~’12년간	평균	-2.4%~-1.4%	감소율을	

보이다가	최근	2년간	1인당	연간	소비량	감소폭	심화

-	비농가의	경우	’13년	4.6%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나	

’14년은	다소	감소폭이	완화된	-3.1%

-	농가의	경우	’08년	이후로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최근	3년간	3%의	감소	

폭을	보임

SESSION 2 / 농·식품 통계

농가·비농가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	kg,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	체

쌀 82.0 80.7 78.8 76.9 75.8 74.0 72.8 71.2 69.8 67.2 65.1

증감률 -1.4		 -1.6 -2.4 -2.4 -1.4 -2.4		 -1.6		 -2.2		 -2.0		 -3.7		 -3.1

농	가

쌀 132.6 130.8 128.0 127.6 122.5 119.0 118.5 115.3 111.2 107.9 104.7

증감률 -2.1		 -1.4 -2.1 -0.3 -4.0 -2.9		 -0.4		 -2.7		 -3.6		 -3.0		 -3.0		

비농가

쌀 77.8 77.0 75.2 73.3 72.4 70.9	 69.8 68.3 67.0 63.9 61.9

증감률 -1.5		 -1.0 -2.3 -2.5 -1.2 -2.1		 -1.6		 -2.1		 -1.9		 -4.6		 -3.1	

연도별 쌀 변동 추이 연도별 농가비농가 변동 추이

양곡소비량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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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기타양곡)	1인당	연간	기타양곡	소비량은	8.7kg로	전년대비	7.4%(0.6kg)	증가

	(기타양곡)	1인당	연간	기타양곡	소비량은	최근	3년간	(’12~’14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

-	비농가의	경우	’1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3년	다시	증가로	회복	

-	농가의	경우	’13년	감소했다가	’14년	최대	증감률을	보임(57.5%)

연도별 기타 양곡 변동 추이

(단위	:	kg,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	체

기타양곡 8.0 8.3 8.4 7.9 8.1 8.3 8.5 7.4 7.3 8.1 8.7

증감률 (-5.9) (3.8) (1.2) (-6.0) (2.5) (2.5) (2.4) (-12.9) (-1.4) (11.0) (7.4)

농	가

기타양곡 14.3 16.9 17.3 17.6 12.4 16.0 14.9 12.1 12.1 10.6 16.7

증감률 (3.6) (18.2) (2.4) (1.7) (-29.5) (29.0) (-6.9) (-18.8) (0.0) (-12.4) (57.5)

비농가

기타양곡 7.4 7.6 7.4 7.3 7.9 7.7 8.0 7.1 7.0 8.0 8.1

증감률 (-6.3) (2.7) (-2.6) (-1.4) (8.2) (-2.5) (3.9) (-11.3) (-1.4) (14.3) (1.3)

연도별 기타양곡 변동 추이 연도별 기타양곡 농가비농가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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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소비량조사, 통계청

사업체부문

(’11년부터 조사)

쌀 관련 주요지표 분석

	사업체	부문	연간	쌀	소비량은	535천톤으로	전년	526천톤보다	1.7%	증가

-	업종별	쌀	소비량	구성비를	보면	떡류제조업	188천톤(35.2%),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98천톤(18.4%),	주정제조업	78천톤(14.7%)등의	순임

	미곡	면적,	생산량,	생산액,	판매가격,	소비량,	재고량을	살펴보면,

-	미곡	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미곡10ha당	수확량이	’13년도부터	

(7.4%)	늘면서	미곡	생산량은	’13~’14년	증가	추세를	보임

-	미곡	생산액은	1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11년	이후	연속	3년째	증가세	

유지

-	쌀	소비량은	’11년	일시	증가하였다가	최근	2년	감소

-	쌀	재고량은	’11년	이후	3년째	감소현상을	보임

SESSION 2 / 농·식품 통계 양곡소비량조사, 통계청

주요 업종별 쌀 소비량

(단위	:	톤,	%)

2012 2013 2014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증감률 구성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계) 570,712 100.0 526,140 100.0 534,999 1.7 100.0

식료품	제조업(10) 356,073 62.4 417,941 79.4 399,045 △4.5 74.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619) 29,995 5.3 46,575 8.9 53,600 15.1 10.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13,599 2.4 14,935 2.8 12,856 △13.9 2.4

떡류	제조업(10711) 183,095 32.1 203,656 38.7 188,248 △7.6 35.2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10713) 8,123 1.4 8,346 1.6 7,074 △15.2 1.3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10730) 10,389 1.8 11,709 2.2 9,859 △15.8 1.8

장류	제조업(10743) 18,184 3.2 11,225 2.1 12,197 8.7 2.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10798) 74,495 13.1 100,685 19.1 98,369 △2.3 18.4

음료	제조업(11) 214,640 37.6 108,198 20.6 135,954 25.7 25.4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61,386 10.8 47,182 9.0 47,259 0.2 8.8

주정	제조업(11121) 148,016 25.9 55,572 10.6 78,449 41.2 14.7

*	2011년부터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조사를	포함하여	양곡소비량조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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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쌀 관련 지표

구 분 ’09 ’10 ’11 ’12 ’13 ’14

면적(천ha)

(증감률)

924

(-1.3)

892

(-3.5)

853

(-4.4)

849

(-0.5)

833

(-1.9)

816

(-2.0)

생산량(천톤)

(증감률)

4,916

(1.5)

4,295

(-12.6)

4,224

(-1.7)

4,006

(-5.2)

4,230

(5.6)

4,241

(0.3)

생산액(억원)

(증감률)

86,800

(-7.5)

67,874

(-21.8)

80,088

(18.0)

81,175

(1.4)

85,316

(5.1)

-

-

미곡10ha당수확량(kg)

(증감률)

534

(2.7)

483

(-9.6)

496

(2.7)

473

(-4.6)

508

(7.4)

-

-

판매가격(원)

(증감률)

153,600

(-7.0)

147,270

(-4.1)

160,110

(8.7)

170,680

(6.6)

182,000

(6.6)

-

-

소비량(천톤)

(증감률)

4,794

(2.5)

4,707

(-1.8)

5,172

(9.9)

4,883

(-5.6)

4,491

(-8.0)

-

-

재고량(천톤)

(증감률)

993

(44.8)

1,509

(52.0)

1,051

(-30.4)

762

(-27.5)

492

(-35.4)

-

-

자급률(%)

(증감률)

101.1

(7.2)

104.6

(3.5)

83.1

(-20.6)

86.6

(4.2)

89.2

(3.0)

-

-

쌀 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18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14년 경지면적 총괄 

경지면적 증·감 현황

	경지면적은	1,691천ha로	전년대비(1,711천ha)	1.2%(20천ha)	감소

	논	면적은	934천ha로	전년대비(964천ha)	3.1%(30천ha)	감소

	밭	면적은	757천ha로	전년대비(748천ha)	1.3%(10천ha)	증가

	’14년	한	해	동안	경지면적	증가면적은	11.2천ha이고,	감소면적은	31.5천	

ha로	전년대비	20.3천ha	감소

-	논	증가면적은	4.7천ha	이며	감소면적	34.9천ha로	총	30.3천ha	감소

-	밭	증가면적은	35.0천ha	이며	밭	감소면적	25.0천ha로	총	9.9천ha	증가

SESSION 2 / 농·식품 통계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단위	:	천ha,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경지면적 1,824 1,800 1,782 1,759 1,737 1,715 1,698 1,730 1,711 1,691

증감면적 -12 -24 -19 -23 -22 -21 -17 - -19 -20

증감률 -0.6 -1.3 -1.0 -1.3 -1.3 -1.2 -1.0 - -1.1 -1.2

비고 현지조사 원격탐사

(단위	:	천ha)

구 분

증가 감소

증감계
논밭전환

실 증가
계 논밭전환

실 감소
계

개간간척 건물건축 공공시설 유휴지 기타

계 28.4 11.2 39.6 -28.4 -2.9 -1.2 -0.8 -26.7 -60.0 -20.3

논 2.8 1.9 4.7 -25.6 -1.0 -0.6 -0.6 -7.1 -34.9 -30.3

밭 25.6 9.3 35.0 -2.8 -1.8 -0.6 -0.2 -19.6 -25.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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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14년 시도별

경지면적 현황

	시도별	경지면적은	전남	305.9천ha(18.1%),	경북	277.7천ha(16.4%),	충남	

219.2천ha(13.0%)	순으로	넓게	나타남

-	시도별	논	면적은	전남	187.9천ha(20.1%),	충남	154.5천ha(16.6%),	전북	

137.9천ha(14.8%),	경북	135.8천ha(14.5%)	순으로	넓게	나타남

-	시도별	밭	면적은	경북	141.9천ha(18.7%),	전남	118.0천ha(15.6%),	경기	

79.3천ha(10.5%)	순으로	넓게	나타남

시도별 경지면적 현황

시도별 경지면적 비율 순위 논면적 비율 순위 밭면적 비율 순위

전국 1,691.10 100 - 933.6 100 - 757.5 100 -

서울 0.5 0 17 0.2 0 16 0.3 0 17

부산 6.4 0.4 15 3.8 0.4 14 2.6 0.3 16

대구 8.7 0.5 13 4.5 0.5 13 4.2 0.6 12

인천 20.1 1.2 10 13.6 1.5 9 6.5 0.9 10

광주 10.4 0.6 12 6.8 0.7 10 3.6 0.5 13

대전 4.4 0.3 16 1.6 0.2 15 2.8 0.4 15

울산 11.4 0.7 11 6.5 0.7 11 4.9 0.6 11

세종 8.4 0.5 14 5 0.5 12 3.5 0.5 14

경기 176 10.4 5 96.7 10.4 5 79.3 10.5 3

강원 108.7 6.4 8 40 4.3 8 68.8 9.1 4

충북 112.1 6.6 7 45.2 4.8 7 66.9 8.8 5

충남 219.2 13 3 154.5 16.6 2 64.7 8.5 7

전북 204.6 12.1 4 137.9 14.8 3 66.7 8.8 6

전남 305.9 18.1 1 187.9 20.1 1 118 15.6 2

경북 277.7 16.4 2 135.8 14.5 4 141.9 18.7 1

경남 154.1 9.1 6 93.8 10 6 60.3 8 9

제주 62.7 3.7 9 0 0 17 62.7 8.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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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조사, 통계청

연도별 시도별

경지면적 현황

	연도별	시도별	경지면적	증감률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	속에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23.7%)	하였으며	대전	-5.0%,	충청권	-2.8%	순으로	

감소율을	보임

-	특히	제주는	’13년도에는	면적이	증가에서	’14년은	소폭	감소로	전환,	

인천은	’13년도에	감소에서	’14년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임

SESSION 2 / 농·식품 통계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연도별 시도별 경지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천ha,	%,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청권

경
지
면
적

’12 1730.0 0.8 6.9 9.2 20.5 10.8 4.8 11.7 182.5 112.0 206.2 309.0 281.9 159.9 61.4 352.3

’13 1711.4 0.6 6.4 8.8 20.0 10.6 4.6 11.4 176.9 110.4 204.6 308.2 279.5 157.0 62.9 349.5

’14 1691.1 0.5 6.4 8.7 20.1 10.4 4.4 11.4 176.0 108.7 204.6 305.9 277.7 154.1 62.7 339.8

증
감
률

’13 (-1.1) (-22.1) (-7.4) (-3.8) (-2.5) (-1.3) (-4.3) (-2.2) (-3.1) (-1.5) (-0.8) (-0.3) (-0.9) (-1.8) (2.4) (-0.8)

’14 (-1.2) (-23.7) (-1.0) (-1.9) (0.3) (-2.4) (-5.0) (-0.6) (-0.5) (-1.5) (0.0) (-0.8) (-0.7) (-1.9) (-0.3) (-2.8)

차이
(%p)

-0.1 -1.6 6.4 1.9 2.7 -1.1 -0.8 1.6 2.6 0.0 0.8 -0.5 0.2 -0.1 -2.7 -2.0

*	세종시	출범으로	충북,	충남,	세종을	충청권으로	포함	분석함

*	’12년	이후는	원격탐사	조사방식으로	12년	이전과	시계열을	단절됨에	따라	12년	이후부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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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연도별	시도별	논	면적	증감률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	속에	제주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40.6%)	하였으며	대전이	

-11.3%,	경남이	-4.3%	순으로	감소율을	보임

-	’13년도에	증가하였다가	’14년도에	감소	추세로	전환된	시도는	광주,	강원,	전남,	경북,	경남	5곳	임

-	특히	서울은	’13년도	감소율이	-37.6%에서	-3.8%로	둔화(33.8%p)되었으나	제주는	반대로	’14년도	감소율이	

-40.6%로	전년도	-3.0%	비해	-37.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시도별 논 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천ha,	%,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청권

논
면
적

’12 966.1 0.3 4.4 4.6 13.5 6.9 1.9 7.0 99.0 41.3 142.1 190.8 139.8 97.8 0.0 216.5

’13 963.9 0.2 3.9 4.5 13.6 7.0 1.8 6.9 98.9 41.7 141.9 191.9 140.5 98.0 0.0 213.2

’14 933.6 0.2 3.8 4.5 13.6 6.8 1.6 6.5 96.7 40.0 137.9 187.9 135.8 93.8 0.0 204.7

증
감
률

’13 (-0.2) (-37.6) (-12.6) (-1.3) (0.3) (0.5) (-5.5) (-0.9) (-0.2) (0.9) (-0.2) (0.6) (0.5) (0.2) (-3.0) (-1.5)

’14 (-3.1) (-3.8) (-2.1) (-1.0) (0.0) (-2.8) (-11.3) (-5.5) (-2.2) (-4.1) (-2.8) (-2.1) (-3.3) (-4.3) (-40.6) (-4.0)

차이	
(%p)

-2.9 33.8 10.5 0.4 -0.3 -3.3 -5.8 -4.6 -2.0 -5.1 -2.6 -2.7 -3.8 -4.6 -37.6 -2.5

*	세종시	출범으로	충북,	충남,	세종을	충청권으로	포함	분석함

*	’12년	이후는	원격탐사	조사방식으로	12년	이전과	시계열을	단절됨에	따라	12년	이후부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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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조사, 통계청

	연도별	시도별	밭	면적	증감률은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	속에	울산과	전북이	6%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남,	경북	

순으로	증가율을	보임

-	’13년도에	감소하였다가	’14년도에	증가	추세로	전환된	시도는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총	8곳	임

-	특히	서울은	’13년도	대비	감소율이	-12.8%에서	-31.8%로	감소폭이	크며,	부산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SESSION 2 / 농·식품 통계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 귀농·귀촌인 통계(통계청, 농식품부 합동)

연도별 시도별 밭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천ha,	%,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청권

밭
면
적

’12 763.9 0.5 2.5 4.6 7.0 3.8 2.9 4.8 83.5 70.7 64.1 118.2 142.0 62.1 61.3 135.8

’13 747.6 0.4 2.6 4.3 6.5 3.7 2.8 4.6 78.0 68.7 62.7 116.3 139.0 59.0 62.8 136.3

’14 757.5 0.3 2.6 4.2 6.5 3.6 2.8 4.9 79.3 68.8 66.7 118.0 141.9 60.3 62.7 135.1

증
감
률

’13 (-2.1) (-12.8) (1.9) (-6.2) (-7.8) (-4.6) (-3.4) (-4.2) (-6.6) (-2.8) (-2.1) (-1.6) (-2.2) (-5.0) (2.4) (0.3)

’14 (1.3) (-31.8) (0.7) (-2.8) (0.8) (-1.8) (-0.9) (6.7) (1.7) (0.1) (6.4) (1.4) (2.1) (2.2) (-0.2) (-0.9)

차이	
(%p)

3.5 -19.0 -1.2 3.4 8.7 2.8 2.5 10.9 8.3 3.0 8.5 3.0 4.2 7.2 -2.7 -1.2

*	세종시	출범으로	충북,	충남,	세종을	충청권으로	포함	분석함

*	’12년	이후는	원격탐사	조사방식으로	12년	이전과	시계열을	단절됨에	따라	12년	이후부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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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귀농·귀촌인 통계(통계청, 농식품부 합동)

’14년 귀농·귀촌인 총괄

연령별 귀농·귀촌인 현황

	’14년	귀농·귀촌가구는	44,586가구로	전년대비	37.5%(12,162가구)	증가	

하여	2년	연속	증가세	유지

*	귀농가구	:	11,144가구(2.0%	상승),	귀촌가구	:	33,442가구(55.5%	상승)

	(연령별)	40대	이하	젊은	층의	농촌	유입	추세가	50대	이상을	상회

	(지역별)	제주·전남·경북이	높은	증가세

	귀농가구수의	경우	60대	이상은	전년대비	5.8%	상승,	50대는	2.8%,	40대	

이하는	1.7%	감소하게	나타남

*	’13년	경우	60대이상(0.2%),	50대이상(-0.2%),	40대이하(-7.3%)	순으로	증감률을	

보임

	귀촌가구수의	경우	40대	이하는	전년대비	62.6%	상승,	50대는	61.6%,	

60대	이상은	41.1%로	40대	이하에서	많은	증가율을	보임

*	’13년	경우	50대(53.2%),	60대이상(33.2%),	40대이하(28.2%)	순으로	증가율을	보임

가구수 추이(가구, %)

연령별 귀농가구수 추이(명, %)

가구원수 추이(명, %)

연령별 귀촌가구수 추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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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통계(통계청, 농식품부 합동)

지역별 귀농·귀촌인 현황

경작면적 및 작물별 현황

(귀농기준)

	귀농가구수는	부산,	대구,	제주순으로	증가하였고,	귀촌가구수는	세종을	

제외한	제주,	전남,	경북순으로	높은	증가율	보임

	경작면적별	가구수는	’13년	대비	0.5ha이만이	18.1%	증가하였고,	2.0ha	

이상은	16.2%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1.0~2.0ha미만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작물별	재배면적은	특용작물이	전년대비	67.1%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를	제외한	맥류·잡곡이	36.3%,	두류	18.9%,	채소	14.6%로	나타남

SESSION 2 / 농·식품 통계 귀농·귀촌인 통계(통계청, 농식품부 합동) / 논벼(쌀) 생산비조사(통계청)

지역별 귀농가구수 추이(%)

연도별 경작면적 증감률 추이(%)

지역별 귀촌가구수 추이(%)

연도별 작물 재배면적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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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통계 브리프 ’15년 1분기

논벼(쌀) 생산비조사(통계청)

논벼(쌀) 생산비 총괄 	10a당	쌀	생산비는	721,478원으로	전년(725,666원)	대비	0.6%(4,188원)	

감소

-	농구비(17.7%↑),	비료비(9.3%↑)	등	직접생산비는	전년대비	1.8%	증가	

하였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용역비(44.7%↓)	등의	간접생산비가	

전년대비	4.5%	감소

	20kg	당	쌀	생산비는	26,861원으로	전년대비	798원(-2.9%)	감소

연도별 생산비 현황(천원, %) 

(단위	:	원,	%,	kg)

구   분 ’10 ’11 ’12 ’13 ’14

10a당	논벼	생산비 614,339 628,255 712,523 725,666 721,478

증감률 -1.7 2.3 13.4 1.8 -0.6

10a당	토지용역비 214,576 227,426 239,054 252,661 251,841

증감률 -4.8 6.0 5.1 5.7 -0.3

20kg당	쌀	생산비 24,603 24,508 29,189 27,659 26,861

- (25,219) (30,013) (28,385) (27,603)

증감률 8.4 -0.4 19.1 -5.2 -2.9

10a당	쌀	생산량1) 483 496(482) 473(460) 508(495) 520(506)

증감률 -9.6 2.7 -4.6 7.4 2.4

농가판매가격지수(미곡)2) 100.0 111.6 119.2 124.5 120.4

자료출처	:	1)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2)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0)

주	:	(			)는	’11년부터	조정한	현백률	90.4%	적용치임

*	’12년이후	생산비가	증가한	원인은	자가노동임금의	기준을	변경

	 농촌임요금(시간당	6,640원)	→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상의	평균노임단가(시간당	13,096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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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벼(쌀) 생산비조사(통계청)

논벼(쌀) 구분별

생산비 현황

	’14년	생산비	구분별	현황을	보면,	직접생산비는	1.8%	증가하였지만,	간접	

생산비에서	4.5%	감소하여	전체	생산비	감소

-	직접생산비는	농구비가	17.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비료비(9.3%),	

종묘비(7.1%)순으로	증가,	기타재료비는	-6.9%로	가장	많이	감소	

-	간접생산비는	10a당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시장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용역비(-44.7%)	감소와	쌀값	하락에	따른	임차료	감소	등으로	토지	

용역비(-0.3%)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5%	감소

	20kg	당	쌀	생산비는	26,861원으로	전년대비	2.9%(798원)	감소

	10a	당	쌀	생산량은	520kg으로	전년대비	2.4%(12kg)	증가

SESSION 2 / 농·식품 통계 논벼(쌀) 생산비조사(통계청)

전년대비 구분별 생산비 현황(원, kg, %)

(단위	: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증감률

□10a당	논벼	생산비 725,666 721,478 -4,188 -0.6

○	직접생산비 446,988 455,254 8,266 1.8

-	종묘비 15,756 16,883 1,126 7.1

-	비료비 44,241 48,343 4,102 9.3

-	농약비 24,982 25,220 238 1.0

-	기타재료비 16,115 15,009 -1,106 -6.9

-	농구비1) 51,024 60,072 9,048 17.7

-	노동비 173,242 167,895 -5,346 -3.1

-	위탁영농비 106,710 107,101 392 0.4

-	기타2) 14,918 14,731 -187 -1.3

○	간접생산비 278,679 266,225 -12,454 -4.5

-	토지용역비 252,661 251,841 -820 -0.3

-	자본용역비 26,018 14,384 -11,634 -44.7

□10a당	부산물생산비 23,133 23,096 -37 -0.2

□20kg당	쌀	생산비
27,659

(28,385)

26,861

(27,603)

-798

(-782)
-2.9

□10a당	쌀생산량(kg)
508

(495)

520

(506)

12

(9)
2.4

1)	자동차비	포함	2)기타: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주	:	(			)는	’11년부터	조정한	현백률	90.4%	적용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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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kg,	%,	%p)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증감률

총수입	(a) 1,074,799 1,058,090 -16,709 -1.6

○	주산물	수입 1,040,537 1,024,219 -16,318 -1.6

-	10a당	쌀	생산량1) 508 520 12 2.4

-	농가	쌀	판매단가 2,048 1,970 -78 -3.8

○	부산물	수입 34,262 33,871 -391 -1.1

생산비	(b) 725,666 721,478 -4,188 -0.6

○	내급비 294,227 278,605 -15,622 -5.3

-	자가	노동비 162,224 157,468 -4,757 -2.9

경영비	(c) 431,440 442,873 11,434 2.7

순수익	(a)-(b) 349,133 336,612 -12,521 -3.6

○	순수익률 32.5 31.8 -0.7p

소득	(a)-(c) 643,360 615,217 -28,143 -4.4

○	소득률 59.9 58.1 -1.8p

농가판매가격지수(미곡)2) 124.5 120.4 -4.1 -3.3

10a 당 논벼 수익성 현황 	10a	당	총수입은	1,058천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	쌀	생산량은	520kg으로	2.4%	증가,	농가	쌀	판매단가는	1,970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

	10a	당	순수익은	337천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고	순수익률도	0.7%p	

감소

	10a	당	소득은	615천원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고	소득률도	1.8%p	감소

연도별 생산비, 순수익, 경영비 현황(%)

10a 당 수익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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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벼(쌀) 생산비조사(통계청)

논벼(쌀) 생산비

경영주 연령별 현황

	경영주	연령별	생산비	현황을	보면	직접생산비는	30대,	40대,	50대로	가면서	

감소하다가	60대부터	증가하고,	간접생산비는	40대부터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남

SESSION 2 / 농·식품 통계 논벼(쌀) 생산비조사(통계청)

경영주 연령별 생산비 현황(천원)

경영주 연령별 생산비 분포 

(단위	:	천원,	농가)

구   분 평 균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10a당	논벼생산비 721	 739	 731	 691	 717	 764	

○	직접생산비 455	 452	 432	 401	 443	 506

-	종묘비 17	 10	 21	 17	 16	 18	

-	농약비 25	 25	 32	 23	 26	 25	

-	비료비 48	 51	 51	 45	 50	 49	

-	농구비 60	 72	 77	 67	 59	 44	

-	노동비 168 135 148 158 165 175

-	위탁영농비 107 136 81 56 100 169

-	기		타* 30 22 23 33 27 27

○	간접생산비 266 287 299 290 275 258

-	토지용역비 252 270 283 276 260 245

-	자본용역비 14 17 16 14 14 13

조사농가수 1,224 6 56 233 424 505

*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조세	및	기타,	생산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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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스마트 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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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맵’이란?

‘스마트 팜 맵’

‘스마트 팜 맵’ 제작 절차

	전국	농경지를	항공·위성영상으로	전자지도화	하고	필지별로	경영체DB,	

직불제,	재해보험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현장과	밀착된	스마트농정	

추진기반	제공(공간기반	정보	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	보조금	관리	효율화	

등)

	’14년	충청/전북,	’15년	경상/제주,	’16년	전국구축	완료	예정

SESSION 3 / 스마트 팜 맵

	경지경계구획도,	연속지적도,	연속수치지형도	등

	0.25m	항공영상

	분류기준	:	논,	밭(밭,	인삼,	과수,	시설),	기타

	지적도	단위	필지를	준용하여	구획

	영상에서	육안	판독이	어려운	지역은	참조자료	활용

	조사대상	별	영상상	패턴	특징	분석

	연구지역에	대해	제작한	농경지	지도를	참조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오류	수정

	지번	정보	및	현황	정보	입력

	농정	정보	입력

	농경지	구획	및	판독	지침	준수	여부	확인

	위상검수를	통해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수정

	제작	완료한	농경지	지도와	연속지적도와의	비교	분석

	제작한	농경지	지도가	농정에서	활용될	경우	사례분석

기초자료 준비

조사대상 선정

농경지 구획지침

영상판독지침

농경지 지도 제작 및 분석

속성정보 입력

결과 검수

농경지 지도 제작완료

농경지 지도 제작 결과 

분석

‘스마트 팜 맵’이란? / ‘스마트 팜 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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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맵’ 활용

시설농업 현황분석

(전북 익산시)

	시설농업의	분포현황을	한눈에	파악	가능(익산시의	경우	북부지역에	집중)

	팜맵상의	시설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과	관련된	부내	행정정보(경영체DB,	

보조금	지원정보	등)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음

판독속성 시 설

지			번 망성면	무형리	1735-2	답

경영주성명 김**

연령 57세

영농경력 40년

시설면적 5,433.1

시설종류 일반비닐온실

재배품목 딸기

판매금액(’13년) 2,831만원

*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조세	및	기타,	생산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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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배지 현황분석

(충남 금산군)

	인삼	재배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	인삼재배지도	제작

*	금산군	총	경지면적	7,949ha	중	인삼재배	1,182ha로	14.8%가	인삼재배지

	AgriX	인삼경작신고시스템	정보와	연계해	미경작신고	재배지	관리	등에		

활용	가능

		*	안전성	사각지대인	미경작신고	삼포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인	삼

	팜	맵

SESSION 3 / 스마트 팜 맵 ‘스마트 팜 맵’ 활용

판독속성 인 삼

지번 금성면	하류리	34-1	답

경영주성명 박**

연령 70세

영농경력 51년

재배면적 3,336

판매금액(’13년) 6,000만원

‘스마트 팜 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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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통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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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밀가루 등 가격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통계청 보도자료

’15.1.14

’15년 2월 조사통계 

(통계청) 공표 예정

	통계청과	행정자치부는	온라인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품목별	가격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1월	14일	

부터	개방

-	생산자는	가격	동향의	선제적	예측을	통해	상품	기획,	생산	및	출하	계획	

수립시	활용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제품별	가격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상품	

구입	적정시기를	확인하고	관련	산업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

	통계청은	인터넷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123개	품목에	대한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자,	품목,	제품,	가격	등	꼭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불필요한	값들을	제거하여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여	개방

	2.27(금)	경지면적조사(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수집된	일단위	가격데이터는	활용이	용이한	OpenAPI의	방식으로	개방되며,	

추가적으로	월단위	가격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활용	가능

SESSION 4 / 통계소식

분야별 개방품목 정보

분   야 품목수 품목 사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62 쌀,	밀가루,	사과,	아이스크림

의류	및	신발 24 여자정장,	청바지,	등산복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10 세탁세제,	전구,	방향제

오락	및	문화 9 프린터,	스케치북,	필기구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8 면도기,	칫솔,	샴푸

쌀, 밀가루 등 가격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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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3개 개방 품목 목록

분  야 품  목 분  야 품  목 분  야 품  목

식료품

비주류

음료

쌀

식료품

비주류

음료

간장

의류	및

신발

남자구두

찹쌀 된장 여자구두

콩 고추장 운동화

땅콩 카레 실내화

밀가루 케찹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세탁세제

국수 드레싱 섬유유연제

라면 혼합조미료 전구

당면 스프 부엌용세제

씨리얼식품 이유식 청소용세제

식빵 김치 살충제

빵 냉동식품 가정용비닐용품

소시지 즉석식품 키친타월

햄 커피 방향제

육류통조림 커피크림 습기제거제

고등어 차

오락	및

문화

프린터

전복 차음료 컴퓨터소모품

마른멸치 과일주스 기록매체

북어채 생수 공책

생선통조림 기능성음료 스케치북

분유 탄산음료 복사용지

치즈 혼합음료 색메모지

참기름

의류	및

신발

남자정장 필기구

식용유 남자외투 회화용구

사과 남자상의

기타상품	및

서비스

면도기

배 남자하의 헤어드라이어

과실통조림 남자내의 칫솔

고구마 여자정장 치약

토마토 여자외투 화장비누

고사리 원피스 샴푸

단무지 여자상의 바디워시

김 여자하의 화장지

미역 여자내의 화장수

껌 점퍼 로션

아이스크림 티셔츠 썬크림

비스킷 스웨터 영양크림

스낵과자 청바지 클린징크림

설탕 운동복 파운데이션

잼 등산복 페이스파우더

고춧가루 아동복 립스틱

생강 유아복 모발염색약

소금 아동화 구강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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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통계의 모든 것, ‘나라셈 도서관’

통계청 보도자료

’15.2.6

	2월	6일(금)	수도권	최대	통계전문도서관인	나라셈 도서관의	개관식	개최

	자료실, 열람실,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통계상담실, 세미나실을	갖춘	

나라셈	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

-	국내외	통계자료	4만	3천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	

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통계이용자별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코너	마련

-	통계	연구와	회의를	위한	세미나실을	마련하여	학회나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SESSION 4 / 통계소식 나라셈 도서관 / KOSIS가 어려우신가요? 찾아가는 KOSIS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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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가 어려우신가요? 찾아가는 KOSIS 서비스 개시!

	KOSIS를	체계적으로	알고	싶고,	더	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KOSIS	교육	실시

	세부내용	

-	신청대상	:	수강	인원	20인	이상	기관	및	단체

-	교육일시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10시	~	18시	중

-	교육장소	:	신청기관	및	단체	지정장소(단,	실습을	고려하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여야	함)

-	교육내용

KOSIS소개 KOSIS실습(선택)

	KOSIS	개요,	구성내용

	통계자료	검색방법	및	통계표	주요기능

	통계시각화콘텐츠	등

	통계자료	검색	

	통계표	주요기능	활용

-	교육시간	:	1시간/2시간

-	교육신청방법	:	http://kosis.kr	접속

-	교육	관련	문의	:	통계포털운영과	042)481-2379,	kosis@korea.kr

‘교육신청’ 양식에 따라 

기입하고 신청

*회원가입 필요

일정 확정 통보,

신청 확인에서 열람가능

교육담당자가

신청서 확인 및 협의

’15년 4월 조사통계

(통계청) 공표 예정

	4.10(금)	가축동향조사(통계청,	농어업통계과)	

	4.17(금)	농업조사(통계청	인구총조사과)	

	4.24(금)	농가경제조사(통계청	복지통계과)	

	4.29(수)	마늘·양파재배면적조사(통계청	농어업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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