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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탈바꿈한다.

□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교통·일자리 등이 어우러지는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함께,

ㅇ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본 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구상인 ‘광역교통 2030’의 일환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하여 환승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
에 따른 것이다.

□ 대광위는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GTX-B·C)을 삼성역(GTX-A·C), 서울역
(GTX-A·B)과 함께 GTX-환승Triangle*로 조성하여 GTX 중심의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GTX-환승Triangle: GTX역사 30개 중 2개 노선이 경유하는 결절점 3곳

□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등 국철 위주의 간선기능을 하는 6개 노선이 운영 중
이며, 매일 철도 10만명, 버스 4만명 등 14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동선이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향후, 청량리역에는 하루 이용자가 6만명으로 예상되는 GTX-B, GTX-C와 함께 도시철도 면목선 및 강북횡단선 등
4개 신규 노선이 계획되어 수도권 광역철도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교통패턴 형성에 따라 체계적
환승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GTX-B, C 건설을 계기로 청량리역을 동북권의 광역환승 거점으로 육성하여, 신규 철도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구상 마련 착수

【 GTX-환승Tria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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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 GTX-B, C, 강북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지하공간에 밀집 배치하여,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 특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GTX 추진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GTX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환승센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환승센터와 인접한 지상부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이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 인근에 위치한 여러 대학(7개)과 홍릉 R&D 단지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계 인프라와 연계하여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 광역중심의 업무·일자리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대광위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구상함으로써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청량리역 뿐만 아니라 GTX 주요 거점역에 대해서도 환승센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 현재 1호선·경춘선·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GTX-B·C 및 도시철도(면목선, 강북횡단선)
4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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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공시가격(안) 열람 후 제출의견 3.7만건 중 915건 반영
공시가격은 열람(안) 대비 증가율 0.01%p 하락한 5.98%로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16) 191 → (`17) 336 → (`18) 1,290 → (`19) 28,735 → (`20) 37,410

< 의견청취 기간 중 의견제출 건수 >

* 집단민원을 제외한 의견제출은 `19년보다 9.1% 감소(13,297 → 12,083건)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구 분
합 계 집단민원 제출 기 타

건수 단지수 건수 단지수 건수 단지수

1̀9년 28,735 3,893 15,438 115 13,297 3,778

2̀0년
37,410

(30.2%)

2,757

(△29.2%)

25,327

(64.0%)

172

(49.6%)

12,083

(△9.1%)

2,585

(△31.6%)

ㅇ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 시세구간별·내용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건수 >

구 분

(주택재고)

전체

(1,383만호)

9억원 미만 (1,317만호) 9억원 이상 (66만호)

3억미만

(935만호)

3∼6억

(302만호)

6∼9억

(80.3만호)

9∼12억

(29.6만호)

12∼15억

(14.1만호)

15∼30억

(20.6만호)

30억이상

(2.0만호)

상향 2,124 2,008 671 761 576 116 95 10 10 1

하향
(제출비율)

35,286

(0.26%)

7,508

(0.06%)

1,273

(0.01%)

2,857

(0.09%)

3,378

(0.42%)

27,778

(4.2%)

4,254

(1.4%)

3,536

(2.5%)

16,163

(7.8%)

3,825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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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ㅇ의견 수용률은 `19년 21.5%에서 `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19년 13.5만호에서 `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 연도별 의견수용 및 연관세대, 직권정정 조정 건수 >

ㅇ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의견별·시세별 조정 호수 > 

구분 의견제출 의견수용(A) 수용률 연관세대등직권정정
(B)

합계
(A+B)

`18 1,290
363

(상향 79, 하향 284)
28.1% 30,658

31,021

(상향 5,422, 하향 25,599)

`19 28,735
6,183

(상향108, 하향 6,075)
21.5% 128,830

135,013

(상향 12,395, 하향 122,618)

`20 37,410
915

(상향 130, 하향 785)
2.4% 27,532

28,447

(상향 7,315, 하향 21,132)

구 분 전체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3억미만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이상

상향 7,315 6,776 4,348 1,725 703 539 439 26 70 4 

하향 21,132 16,449 5,338 5,201 5,910 4,683 1,848 1,133 1,658 44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 (증가율) ̀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5%p 상승)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국 0.3 4.3 -4.1 0.4 3.1 5.97 4.44 5.02 5.23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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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역별)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
났다. 

-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ㅇ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ㅇ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현실화율 (단위 :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년 5.23% 14.01 -6.11 6.56 -0.59 9.77 4.56 -10.50 2.92

`20년 5.98% 14.73 0.02 -0.01 0.87 0.80 14.03 -1.51 5.7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년 4.65% -5.50 -8.10 -5.03 -2.34 4.44 -6.51 -9.69 -2.49 

`20년 2.72% -7.01 -4.40 -0.55 -3.65 0.82 -4.43 -3.79 -3.98

구분 전체
9억 미만 9억원 이상

3억미만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이상

`19년 5.23 2.87 -2.48 5.45 14.93 16.39 17.38 17.93 15.30 12.86

`20년 5.98 1.96 -1.90 3.93 8.49 21.12 15.19 17.25 26.15 27.40

구분 전체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3억미만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이상

`19년 68.1 68.4 68.6 68.6 67.2 67.1 66.6 66.8 67.4 69.2

`20년 69.0 68.1 68.4 68.2 67.1 72.2 68.8 69.7 74.6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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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5월~7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5만세대)
대비 7.8% 소폭 감소한 87,175세대로 집계 되었으나, 

ㅇ서울은 13,267세대로 5년평균(0.7만세대) 대비 82.0%, 전년동기(0.9만세대) 대비 55.2%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 ‘20.5월 은평응암(2,569세대), 시흥대야(2,003세대) 등 7,544세대,
’20.6월 양주옥정(2,038세대), 인천송도(1,530세대) 등 13,065세대,
‘20.7월 성남수정(4,089세대), 인천송도(3,100세대) 등 27,949세대

ㅇ지방은 ‘20.5월 전주효천(1,370세대), 경남통영(1,257세대) 등 11,155세대,
’20.6월 경남사천(1,738세대), 강원원주(1,695세대) 등 12,730세대, 
‘20.7월 전남무안(1,531세대), 전북전주(1,390세대) 등 14,732세대 입주 예정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구 분 합계 '20.5월 '20.6월 '20.7월

전 국 87,175 18,699 25,795 42,681 

수도권 48,558 7,544 13,065 27,949 

(서 울) 13,267 3,371 4,465 5,431 

지 방 38,617 11,155 12,730 14,732 

구분 지역명(세대수)

'20년

5월

공공 화성남양(410), 화성향남2(357), 완도군내(410), 경남고성(100)

민간
은평응암(2,569), 시흥대야(2,003), 영등포당산(802), 김포감정(450),
전주효천(1,370), 경남통영(1,257), 광주북구(1,196), 천안성성(1,067)

'20년

6월

공공 고덕강일(1,244), 하남감일(672), 대구연경(823), 전북군산(820)

민간
양주옥정(2,038), 인천송도(1,530), 송파거여(1,199), 은평수색(1,192),
경남사천(1,738), 강원원주(1,695), 부산일광(1,298), 전북군산(869)

'20년

7월

공공 파주운정(3,085), 화성동탄2(1,640), 시흥장현(1,303), 고덕강일(1,025)

민간
성남수정(4,089), 인천송도(3,100), 김포걸포3(2,887), 시흥장현(2,531),
전남무안(1,531), 전북전주(1,390), 부산연제(1,230), 대구달성(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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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월 주택 매매거래량(108,677건)은 전월(115,264건) 대비 5.7% 감소, 
전년동월(51,357건) 대비 111.6% 증가, 5년평균(82,237건) 대비 32.2% 증가

*3월 거래량(만건):(’16)7.8→(’17)7.7→(’18)9.3→(’19)5.1→(’20)10.9

ㅇ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3월 매매거래량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
*3월 거래량은 ‘20.2.2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건, 

20.2.2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

ㅇ ’20.3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325,275건)은 전년동기(145,087건) 대비 124.2%,
5년평균(209,357건) 대비 55.4% 각각 증가

*3월 누계(만건):(’16)19.9→(’17)19.9→(’18)23.3→(’19)14.5→(’20)32.5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20.3월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건) >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9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건

< 연도별 3월 주택 매매거래량 >

구 분 ’20.3월 ’20.2월 ’19.3월

증감률(’20년 3월) 누계(1～3월)

전년동월比 전월比
5년 3월
평균比

거래량
전년

동기比
5년

3월누계평균比

전 국 108,677 115,264 51,357 111.6% △5.7% 32.2% 325,275 124.2% 55.4%

수도권 65,051 66,456 22,375 190.7% △2.1% 54.2% 186,889 195.5% 81.9%

서 울 16,315 16,661 5,633 189.6% △2.1% 4.7% 49,810 207.0% 35.0%

지 방 43,626 48,808 28,982 50.5% △10.6% 8.9% 138,386 69.1% 29.8%

<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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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99,758건,
전월(224,177건) 대비 10.9% 감소, 전년동월(177,238건) 대비 12.7% 증가, 
5년평균(171,982건) 대비 16.2% 증가

* 3월 거래량(만건) :(’16)16.1→(’17)16.7→(’18)17.8→(’19)17.7→(’20)20.0
**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20.3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597,514건)은 전년동기(533,159건) 대비 12.1%,

5년평균(473,798건) 대비 26.1% 증가하여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
* 3월 누계거래량(만건) : (’16)43.7→(’17)46.8→(’18)49.2→(’19)53.3→(’20)59.8

□ ’20.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7%로 전년동월(42.0%) 대비 1.3%p 감소, 
전월(40.4%) 대비 0.3%p 증가

* 3월 월세비중(%) : (’16)45.2→(’17)45.3→(’18)40.6→(’19)42.0→(’20)40.7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20.3월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 (단위: 건) >

< 월별 전국 전월세 거래량>) < 월별 전국 월세 비중 >

구 분 ’20.3월 ’20.2월 ’19.3월

증감률(’20년 3월) 누계(1～3월)

전년동월比 전월比
5년 3월
평균比

거래량
전년

동기比
5년

3월누계평균比

전 국 199,758 224,177 177,238 12.7% △10.9% 16.2% 597,514 12.1% 26.1%

수도권 136,916 149,501 117,990 16.0% △8.4% 19.8% 400,359 15.7% 30.1%

서 울 64,709 71,219 59,105 9.5% △9.1% 13.5% 191,385 8.8% 23.8%

지 방 62,842 74,676 59,248 6.1% △15.8% 9.0% 197,155 5.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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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구 분 ’20.3월 ’20.2월 ’19.3월
증감률(’20년 3월)

전년동월比 전월比 5년평균比

전 국 108,677 115,264 51,357 111.6% △5.7% 32.2%

수도권 65,051 66,456 22,375 190.7% △2.1% 54.2%

서 울 16,315 16,661 5,633 189.6% △2.1% 4.7%

강 북 9,046 9,045 2,867 215.5% 0.0% 12.8%

강 남 7,269 7,616 2,766 162.8% △4.6% △4.0%

(강남4구) 2,088 2,458 887 135.4% △15.1% △27.6%

인 천 12,293 10,110 4,404 179.1% 21.6% 118.4%

경 기 36,443 39,685 12,338 195.4% △8.2% 73.8%

지 방 43,626 48,808 28,982 50.5% △10.6% 8.9%

지방광역시 18,954 21,293 11,427 65.9% △11.0% 11.3%

부 산 6,198 6,560 3,401 82.2% △5.5% △3.7%

대 구 4,380 5,346 2,735 60.1% △18.1% 24.3%

광 주 2,937 3,016 2,049 43.3% △2.6% △0.0%

대 전 3,821 4,099 2,118 80.4% △6.8% 52.5%

울 산 1,618 2,272 1,124 44.0% △28.8% 0.1%

지방도 23,779 26,063 17,258 37.8% △8.8% 4.9%

강 원 2,661 2,765 1,767 50.6% △3.8% 8.1%

충 북 3,001 3,139 1,727 73.8% △4.4% 27.1%

충 남 3,620 4,135 2,760 31.2% △12.5% 8.8%

전 북 3,009 3,186 2,071 45.3% △5.6% 7.5%

전 남 2,847 2,913 2,420 17.6% △2.3% 7.2%

경 북 3,259 4,050 2,643 23.3% △19.5% △8.3%

경 남 4,593 5,083 3,294 39.4% △9.6% △0.1%

제 주 789 792 576 37.0% △0.4% △13.8%

세 종 893 1,452 297 200.7% △38.5% 148.3%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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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구 분 ’20.3월 ’20.2월 ’19.3월
증감률(’20년 3월)

전년동월比 전월比 5년평균比

전 국 199,758 224,177 177,238 12.7% △10.9% 16.2%

수도권 136,916 149,501 117,990 16.0% △8.4% 19.8%

서 울 64,709 71,219 59,105 9.5% △9.1% 13.5%

강 북 28,974 31,831 25,607 13.1% △9.0% 13.5%

강 남 35,735 39,388 33,498 6.7% △9.3% 13.4%

(강남4구) 13,796 15,584 13,692 0.8% △11.5% 7.9%

인 천 11,413 10,960 9,135 24.9% 4.1% 27.3%

경 기 60,794 67,322 49,750 22.2% △9.7% 25.8%

지 방 62,842 74,676 59,248 6.1% △15.8% 9.0%

지방광역시 28,082 33,014 25,619 9.6% △14.9% 11.5%

부 산 11,357 13,552 9,861 15.2% △16.2% 20.1%

대 구 5,022 5,644 5,165 △2.8% △11.0% △8.4%

광 주 3,601 3,564 3,002 20.0% 1.0% 24.4%

대 전 5,704 7,402 5,048 13.0% △22.9% 16.2%

울 산 2,398 2,852 2,543 △5.7% △15.9% △1.6%

지방도 33,162 39,288 32,144 3.2% △15.6% 6.2%

강 원 3,398 4,108 3,198 6.3% △17.3% 2.7%

충 북 4,147 4,773 3,821 8.5% △13.1% 13.6%

충 남 5,694 6,498 5,223 9.0% △12.4% 10.6%

전 북 3,754 4,292 3,539 6.1% △12.5% 12.4%

전 남 2,992 3,587 2,928 2.2% △16.6% 0.1%

경 북 3,980 5,076 4,832 △17.6% △21.6% △13.0%

경 남 7,983 9,099 7,600 5.0% △12.3% 6.6%

제 주 1,214 1,855 1,003 21.0% △34.6% 65.0%

세 종 1,598 2,374 1,485 7.6% △32.7% 27.5%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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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3월말 전국 미분양 38,304호 전월대비 2.9% (1,152호) 감소
수도권 미분양 4,202호 전월대비 0.2% (     31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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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미분양은 4,202호로, 전월(  4,233호) 대비 0.7%(     31호) 감소

ㅇ 지방 미분양은 34,102호로, 전월(35,223호) 대비 3.2%(1,121호) 감소

* 신규 등 증가분 : ’20.2월 947호 →  ’20.3월 885호(수도권 474호, 지방 411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2월 4,759호 →  ’20.3월 2,037호(수도권 505호, 지방 1,532호)

단위: 호,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구 분 '13.12 '14.12 '15.12 ‘16.12 '17.12 ‘18.12 '19.12 ‘20.2 ‘20.3
전월대비

증감 증감율

계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58,838 47,797 39,456 38,304 △1,152 △2.9

수도권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6,319 6,202 4,233 4,202 △31 △0.7

서울 3,157 1,356 494 274 45 27 151 112 91 △21 △18.8

인천 5,275 3,735 4,206 3,053 1,549 1,324 966 487 449 △38 △7.8

경기 24,760 14,723 25,937 13,362 8,793 4,968 5085 3634 3,662 28 0.8

지 방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52,519 41,595 35,223 34,102 △1,121 △3.2

부산 4,259 2,060 1,290 1,171 1,920 4,153 2,115 2,061 1,979 △82 △4.0

대구 1,234 1,013 2,396 915 126 362 1,790 1,072 1,031 △41 △3.8

광주 323 247 735 554 707 58 148 36 32 △4 △11.1

대전 1,146 444 1,243 644 759 1,183 724 1,012 968 △44 △4.3

울산 3,310 258 437 481 855 997 1,269 659 695 36 5.5

강원 3,055 3,054 1,876 3,314 2,816 5,736 5,945 4,168 3,902 △266 △6.4

충북 599 931 3,655 3,989 4,980 4,560 1,672 1,202 1,109 △93 △7.7

충남 3,566 2,838 9,065 9,323 11,283 7,763 5,569 5,085 4,843 △242 △4.8

세종 54 433 16 - - - - - - - -

전북 1,470 1,197 1,227 2,382 1,881 1,607 1,043 924 849 △75 △8.1

전남 1,981 2,981 1,608 1,245 627 1,663 1,857 1,455 1,387 △68 △4.7

경북 1,405 2,023 3,802 7,421 7,630 8,995 6,122 5,436 5,296 △140 △2.6

경남 4,909 2,962 3,411 8,014 12,088 14,147 12,269 11,099 10,827 △272 △2.5

제주 588 124 114 271 1,271 1,295 1,072 1,014 1,184 17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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