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시통계

구  분 내  용

승인번호 110001

승인일자 1976년 4월 19일

통계종류 보고통계

보고대상

지역 ∎ 전국

범위 ∎ 전국 

보고단위 ∎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보고대상 규모 ∎ 인구, 거주, 노동, 복지, 안전 등 15개 분야 58개항목 74개 지표

보고항목
∎ 인구, 거주, 공공행정 및 재정, 노동,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농림수산, 에너지, 유통·

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보건, 복지, 안전, 생활환경, 환
경보호 등

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 ∎ 행정집계

보고기간

기준시점 ∎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고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3월∼6월

보고주기 ∎ 1년

공표

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12월

공표주기 ∎ 1년
공표방법 ∎ 간행물(한국도시통계)

보고체계 ∎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본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사한 도시통계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집계·정리

한 것

주요 용어해설

∎ 조혼인율 :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 주택보급률 : 일반가구수(총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
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비율임

∎ 재정자립도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
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를 세입총액과 대비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
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판단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15일이 포함된 1주) 동안 상품
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

∎ 용도지역 : 종류별 분류에 따라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나뉘고, 비도시지역내에 관
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으로 나뉨

∎ LFG : 분해성분을 가진 바이오폐기물을 매립하여 생화학적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연로로 하여 직접 또는 연소를 통한 전력 및 
열을 생산하는 설비

∎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 및 쌀겨 등의 유지식물에서 유채유 등의 채종유를 추출하여 
에스테르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연료(경유 등과 혼합하여 수송용 연료로 사용)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각종 에너지의 열량을 석유 1 Ton당 열량값인 
107Kcal로 환산한 것임

주요 연혁
∎ (1966년) 한국도시연감 발간
∎ (1976년) 한국도시연감 작성 승인(통계청)
∎ (2010년) 한국도시연감→한국도시통계로 명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