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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성군 사회 지표

인구

2018년 대비 56명 감소

2019년 주민등록인구

45,739명
세대수 22,850세대

세대 및 인구

2019년 인구 순이동

순유입
174명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2018년 대비 312명 증가

외국인 인구

2018년 대비 8명 감소

2019년 외국인 인구

1,097명
남자 694명, 여자 403명

삶에 대한 만족감

자신의 삶 / 지역 생활 만족도

행복빈도 / 걱정빈도

평균 만족감 6.3점

평균 6.2점 / 4.3점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

대기 시간이 길다

29.5%

의료 기관 평균 이용 횟수 2.4회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51.0%49.0%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평균 소통 인원은 4.3명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다 86.4%

공동체 의식

서로 잘 알고 지냄 54.3%

자주 이야기 함 48.3%

서로 잘 도움 47.5%

행사 모임에 적극 참여 44.1%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평균 만족도 4.4점

평균 만족도 4.5점

41.6

2018년

41.2

월 200만원 이상 소득

2020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11.6%

15.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신종 전염병

불안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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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41.5%

스트레스 정도

느꼈다57.6%

느끼지 않는다

42.4%

보육문제

보육비 지원 확대 37.8%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1.1%

여가 활동

TV시청 34.3%

관광 21.9%

주로 하는 여가 활동

앞으로 하고싶은 여가 활동

안전한 지역 만들기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

보안등 · 공원등 설치 22.4%

방범용 CCTV 확충 49.9%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짐

2018년 2020년

57.3% 54.0%

일자리 창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집중 투자 분야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23.9%

장성사랑 상품권

상품권이발행되는지몰라서39.6%

장성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적 있다

87.8%
사용한 적 없는 이유

지역 관광지

소개하고 싶은 지역 관광지

장성호수변길
및 출렁다리

25.6%

도로확장 및 정비

34.0%

교통문제 해결방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불법주정차 및 운행

17.0%

황룡강 르네상스

그렇다 65.9%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

55.8%
지역발전 기여도

옐로우시티

노란꽃잔치 성공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및 경제효과

52.2%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