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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김 용 렬

  미국 미주리주 Boone 카운티를 상으로 한 지역통계와 호주 통계청에서 2005년 

발간한「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stics」을 통해 미국

과 호주의 농 지역통계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American FactFinder를 통해 본 Boone 카운티 지역 데이터

  American FactFinder는 미국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이 국 카운티를 기 으

로 센서스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것은 2000년 센서스 데이터

와 1990년 센서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두 기간 사이에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

는 동안에는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를 실시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American FactFinder는 4개 분류(사회  특성, 경제  특성, 주택, ACS 인구와 주

택 추정), 43개 분류, 60개 소분류, 440개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특성은 유형별 가구, 계, 결혼유

무, 출생률, 조모/조부, 학교등록, 교육수 , 퇴역군인, 장애자, 거주자, 출생지, 미국

시민권, 입국한 연도, 외국출생, 집에서의 사용언어, 조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내용은 미국과 호주의 지역통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부연구위원

이 정리하였다. (kimyl@krei.re.kr, 02-329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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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회적 
특성

유형별 가구 총가구수
관계 가구인구
결혼유무 15세 이상 남성, 15세 이상 여성
출생률 과거 1년 내 아이를 출산한 15-50세 여성 수
조모/조부 18세 이하의 손자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조모/조부
학교등록 학교에 등록한 3세 이상 아이 수
교육수준 25세 이상 인구
퇴역군인 18세 이상 시민 수
장애자 5세 이상 인구, 5-15세 인구, 6-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거주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출생지 총인구
미국시민권 외국출생인구
입국한 년도 미국 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수
외국태생지역 외국태생인구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5세 이상 인구수
조상 총인구

경제적 
특성

고용
16세 이상 인구, 민간노동력, 16세 이상 여성, 6세 이하 어
린이가 있는 사람, 6-17세 어린이가 있는 사람

통근 16세 이상 노동자, 16세 이상 민간고용인구
직업 직업
산업 산업
노동자 노동자
소득과 수익 총가구수, 가족, 가족이 없는 가구
빈곤율 빈곤율

주택

주택거주 총주택 수
주택형태 주택형태
건축연도 건축연도
방갯수 방 개수
침실수 침실 수
주택소유 주택소유유닛, 주택소유
이사연도 이사연도
자동차 자동차
주택연료 주택연료
특정한 특성 특정한 특성

1개 방당 거주자 1개 방당 거주자, 자가소유유닛

주택가격 주택가격

저당 및 월소유비용 저당 및 월소유비용

가구소득대비 월소유비용 가구소득대비 월소유비용, 임대주택

  둘째, 경제  특성은 고용, 통근, 직업, 산업, 노동자, 소득과 수익, 빈곤율로 구성

되어 있다. 셋째, 주택은 주택거주, 주택형태, 건축연도, 방 개수, 침실 수, 주택소

유, 이사년도, 자동차, 주택연료, 특정한 특성, 방 1개당 거주자, 주택가격, 당  

소유비용, 가구소득 비 월소유비용, 임 료, 가구소득에 차지하는 임 료 비 으

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ACS 인구와 주택 추정은 성별과 나이, 인종, 단일인종 혹

은 2개 이상 인종 혼 ,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미주리주 Boone 카운티 지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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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주요내용

임업,어업,사냥,농업 지원, 광업, 공공기반서비스,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수송 및 보관, 정보, 금융과 보험, 부동산, 임대업, 전문적인 과학, 기술 서비스,
회사경영, 행정,지원,쓰레기관리,교정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와 사회적 지원,
예술,오락 및 레크레이션, 숙박 및 식료 서비스, 기타서비스(공공해정 제외),
분류되지 않은 기업

주당 고용인원,
1분기 고용인원,
연간 고용인원,
총 기업수

임대료 임대료

가구소득에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 가구소득에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

ACS 
인구와 
주택 
추정

성별과 나이 총인구, 성별과 나이

인종
인종
총인구

단일인종 혹은 2개 이상 인종 혼혈 총인구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열 총인구, 총주택 수

자료: U.S. Census Bureau, 2006 American Community Survey

      American FactFinder

County Business Pattern에 나타난 Boone 카운티 지역 통계

  County Business Pattern은 우리나라 사업체기 통계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카운티

를 기 으로 데이터를 매년 생성하고 있다. 구성은 산업분류별 고용인원을 주당 

고용인원, 분기별 고용인원, 연간 고용인원, 그리고 총 기업수 통계로 이루어져 있

다. 한 산업분류별 고용인원에 따른 기업수도 제공해 주고 있다.

표 2  미국 미주리주 Boone 카운티 County Business Patterns

자료: U.S. Census Bureau

2. 호주

  호주 통계청과 지역통계국립센터는 지역정책과 연구의 우선순  확인과 함께 

새로운 지역통계의 발  선도와 분산을 통해 (소규모)지역의 자료  통계의 가용

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지역통계의 실수요를 분류하

는 것인데 기존의 지역가용자료  통계의 재분류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정책 

 연구수요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상황인식하에 호주통계청은 지역에서 갖추어야 할 지역통계를 5개 분야

에 걸쳐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사회  이슈에 한 인구통계, 삶의 질

에 한 통계, 지역사회역량에 한 통계, 둘째, 경제  이슈에 한 경제성장, 마

지막으로 환경이슈에 한 환경과 자원 통계이다(최 호, 2005).

  주요 내용은 첫째, 인구통계(성별/연령별 인구, 장래인구추계, 출입 인구이동, 

이동자의 특성, 통근/통학 인구), 둘째, 삶의 질에 한 통계(서비스 시설에 한 통

계, 웰빙, 소외 계층), 셋째, 지역사회역량에 한 통계(인 자본, 사회자본, 정보통

호주 통계청과 지

역통계국립센터는 

지역정책과 연구의 

우선순위 확인과 

함께 새로운 지역

통계의 발전 선도

와 분산을 통해 (소

규모)지역의 자료 

및 통계의 가용성

을 제고하고 있다.

County Business 

Pattern은 우리나

라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와 유사한 것

으로 카운티를 기

준으로 데이터를 

매년 생성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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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표

인구통계

o 남녀별/연령별 인구, 장래인구추계

o 전입지/전출지별 인구이동, 이동자의 특성

o 통근/통학인구

삶의 질에 
관한 통계

o 서비스시설에 관한 통계(각종 시설에 대한 개수, 운용비용,이용가격, 질(성과)

o 웰빙(고용측면/건강측면/주거측면/소득측면 등)

o 취약 또는 소외 계층 인구에 관한 통계

지역사회역량에
관한 통계

o 인적자본

 - 교육정도별 인구, 학위(자격증)소지자 현황

 - 리더쉽, 기술혁신

o 사회자본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안전감, 소속감

 - 지역사회에의 거주 기간

 -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현황 등

o 정보/통신 네트워크

 - 공공도서관, 신문구독 현황, TV 및 인터넷 보급 현황 등 

경제통계

o 경제구조에 관한 통계

 - 산업별 구조 통계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구인현황, 이직률 등

o 경제 실적에 관한 통계

 - 생산(산업별 생산 물량 및 금액), 지출(소비, 투자 등), 분배(소득)

 - 관광통계(관광객 수,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 관광산업에의 투자 현황 등)

o 외부와의 관계(Links)에 관한 통계

 - 투입/산출표

 - 외국과의 수출/수입, 타 지역과의 이출/이입

 - 물동량(철도, 도로, 해운, 항공)

o 장애요인(Barriers)

 - 숙련 노동자 부족 현황

 -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 등

환경통계

o 자연자원 통계

 - 물, 광물, 목재 등 자연자원 부존량 및 금액

 - 토지 이용(농업용, 임업용, 광업용 등)에 관한 통계

 - 물의 소비량 및 공급량에 관한 통계

o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에 관한 통계

 - 물의 염도(level of salinity)

 - 토양 오염도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 등

신 네트워크), 넷째, 경제통계(경제구조, 경제실 , 외부와의 계, 장애요인), 마지

막으로 환경통계(자연자원, 환경에 미치는 향과 리)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호주의 농촌지역통계 구성

자료: Trewin, Dennis, 2005, 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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