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핂힎�����]��XXX�NIEBUB�PS�LS����
&�NBJM���������]��NIEBUB!NIEBUB�PS�LS�
헒��������������]�������������

졷섾핂�펾묺콚�훊맒읺푾읺쁢��섢�빦픎�헣쫂많��섢�빦픎�켆캏픒�잚슮삲몮���짍킃삖삲

2020. 10.16 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세 통계 분석]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2. 1)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이 전년 대비 38% 증가! 
    2)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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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 성장기를 구가한 한국 교회는 현재 위기라고 한다. 교인은 늘어나지 않고 주일
학교 학생도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 개척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큰 위기 앞
에 서면 우선 현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따
라서 각 교단마다 교단 교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교단 발전과 기독교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의뢰로 교세 통계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
성해서 지난 9월에 있었던 105회 총회에 보고했다. 이번 [넘버즈] 67호에서는 예장 통합측 
총회의 양해를 얻어 교세 통계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예장 통합 교단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외 공개가 어려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교단에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 과
감하게 공개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에 감사드린다.  

이 자료에서 보이는 현상과 패턴은 아마 다른 교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한국 교회 전
체의 현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차제에 각 교단도 교단의 실상을 파악하는 통계적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기독교 통계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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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교단의 교회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교단 산하에 9,288개 교회가 있는데, 10년 전인 2010
년보다 1,126개가 늘었다. 13.8%의 증가율이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전후반 각각 5년 단위로 비교하
면,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에는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은  증가
율이 5.0%로 낮아졌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증가율은 해마다 둔화되고 있는데, 이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2년 내로 연간 증가율이 1% 밑으로 떨어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 숫자 성장 둔화는, 
곧 교회 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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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회 수 증가폭 둔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 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5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25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약 35만 
명, 즉 12.1%가 줄어든 것이다.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에는 감소율이 1.5%로 낮았으나 후반 5
개년(2015년~2019년)에는 10.1%로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아도 앞으로 교인 
수는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는 교회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림] 최근 10개년 전체 교인 수 추이(2010년~2019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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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근 10개년 전체 교회 수 추이(2010년~2019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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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구조,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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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교회 수는 증가하였지만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
내 주는 것이 1개 교회당 평균 교인 수이다. 2019년의 1개 교회당 평균 교인 수를 중앙값*(median)으로 구
하면 51명이다. 즉 통합 교단 교회 가운데 전체 교인 수가 51명 이상인 교회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50명 
이하의 교회라는 것이다.  
 *중앙값 : 교회는 초대형 교회부터 초소형 교회까지 교인 수의  편차가 크다. 이런 경우 산술 평균을 하면 초대형 교회의 영향  
             때문에 평균 교인 수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사용하는 평균값이  ‘중앙값’(median)이다. 중앙값은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교회의 교인 수를 의미한다. 

• 그런데 2010년에 중앙값은 72명이었다. 10년 사이에 21명이 감소(감소율은 29.2%)했는데 해마다 2~3명
씩 줄어드는 것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평균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통합 교단 교회
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헌금 수입이 
줄어들고 교회 일꾼도 줄어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지출 및 사
역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림] 최근 10개년 1개 교회당 평균(중앙값) 추이(2010년~201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1515356596163657072

(개)

10년간 감소율 
-29.2%

1)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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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수는 증가했지만 중간 허리를 차지하는 중소형 교회의 비중이 약해졌다. 아래 표를 보면 2019년 통합
교단에서 전체 교인 수가 30명 이하 교회의 비중이 33.8%로 가장 높고, 31~50명 교회가 16.5%로 50명 
이하 교회가 50.3%를 차지한다. 그리고 51~100명이 16.5%, 101명~300명이 19.0%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10년간 동향을 보면 교인 수 3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 비중이 2010년에는 23.8%였는데 2019
년에는 33.8%로 무려 10.0%p 증가하였다. 초소형 교회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위 규모인 31
명~50명의 소형 교회의 비중이 10년간 1%p만 증가하고 다른 교회들은 모두 비중이 줄어들었다.  

•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비중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교회들은 교인 수 101~300명의 중소형 교회라는 점
이다. 이 구간의 교회는 10년간 3.6%p 감소했는데 다른 규모의 교회보다 3배 정도 더 높다. 그 다음으로 
교인 수 51~100명 교회가 2.7%p 감소했고, 301~500명의 중형 교회는 1.9%p 감소했다. 중소형 교회의 
비중이 중대형 교회보다 많이 줄어서 이들 중소형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소형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 
2019년 
차이

30명 
이하 23.8% 24.8% 27.1% 27.5% 29.3% 29.8% 30.8% 32.1% 33.7% 33.8% 10.0%p

31~ 
50명 15.5% 15.7% 15.6% 16.1% 16.0% 16.0% 16.4% 16.3% 16.1% 16.5% 1.0%p

51~ 
100명 19.2% 19.2% 18.2% 17.8% 17.2% 17.4% 17.3% 17.2% 16.9% 16.5% -2.7%p

101~ 
300명 22.6% 22.0% 21.5% 21.5% 20.9% 20.8% 20.2% 19.3% 18.9% 19.0% -3.6%p

301~ 
500명 6.7% 6.3% 6.1% 5.8% 5.6% 5.3% 5.2% 5.1% 5.0% 4.8% -1.9%p

501~ 
1,000명 5.7% 5.8% 5.4% 5.4% 5.3% 5.0% 4.8% 4.7% 4.4% 4.5% -1.2%p

1,001~ 
3,000명 4.8% 4.6% 4.4% 4.2% 4.0% 4.0% 3.9% 3.9% 3.7% 3.7% -1.1%p

3,001~ 
5,000명 1.0% 1.0% 1.0% 1.0% 1.0% 1.0% 0.8% 0.8% 0.7% 0.7% -0.3%p

5,001~ 
10,000명 0.5% 0.5% 0.4% 0.4% 0.4% 0.4% 0.3% 0.3% 0.4% 0.3% -0.2%p

10,001명 
이상 0.3% 0.3% 0.3% 0.3% 0.3% 0.3% 0.3% 0.2% 0.3% 0.2% -0.1%p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최근 10개년 교인 수별 교회 수 비중(2010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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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교인 수 30명 이하 교회의 비중이 33.8%였는데 이들 초소형 교회에 속한 교인의 비중은 2.2%밖
에 되지 않았다. 또 교인 수 10,001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는 교회 수로는 0.2%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들 초
대형 교회의 교인들은 전체 교인 수의 21.0%나 된다. 즉 0.2%의 교회가 교인 2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교인 측면에서 초대형 교회의 위상은 지난 10년간 더 높아졌다. 2010년에는 초대형 교회가 25개로 0.3%
를 차지했는데 2019년에는 4개 교회가 감소하여 0.2%로 비중이 낮아졌다. 그런데 교인 수는 2010년에 약 
59만명으로 전체 교인 수의 20.6%였는데 2019년에는 53만명으로 줄었으나 비중은 21.0%로 오히려 
0.4%p 증가하였다. 그만큼 초대형 교회의 위상이 더 강화된 것이다.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적
으로 초대형 교회는 덜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3) 초대형 교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표] 최근 10개년 교회 규모별 교인 수 비중(2010년~201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 
2019년 
증감율

30명 
이하 1.1% 1.3% 1.4% 1.3% 1.6% 1.6% 1.8% 1.9% 2.1% 2.2% 1.1%p

31~ 
50명 1.8% 1.8% 1.8% 16.5% 2.0% 2.0% 2.1% 2.2% 2.3% 2.4% 0.6%p

51~ 
100명 3.9% 4.0% 3.9% 3.3% 3.8% 3.9% 4.1% 4.1% 4.4% 4.3% 0.4%p

101~ 
300명 11.2% 11.1% 11.2% 9.6% 11.1% 11.4% 11.5% 11.2% 11.7% 12.0% 0.8%p

301~ 
500명 7.3% 6.9% 7.0% 5.8% 6.7% 6.5% 6.6% 6.6% 6.8% 6.7% -0.6%p

501~ 
1,000명 11.4% 11.9% 11.5% 9.8% 11.4% 11.1% 11.1% 10.9% 11.2% 11.4% 0.0%p

1,001~ 
3,000명 22.9% 22.2% 21.9% 18.4% 20.3% 21.0% 21.0% 21.4% 21.8% 22.0% -0.9%p

3,001~ 
5,000명 10.8% 10.5% 10.9% 9.6% 11.8% 11.5% 10.4% 9.6% 9.4% 9.2% -1.6%p

5,001~ 
10,000명 8.9% 9.6% 9.1% 7.2% 8.1% 7.7% 7.8% 8.1% 8.9% 8.8% -0.1%p

10,001명 
이상 20.6% 20.6% 21.3% 18.4% 23.2% 23.1% 23.6% 24.0% 21.5% 21.0% 0.4%p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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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교역자 수는 27,368명이었다. 2010년에 비해서 19.6% 증가하였다. 전반 5개년(2010년~2014
년)은 12.0%,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은 5.7% 증가하였다. 즉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앞으로 교역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교역자 인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

3

1) 교역자 수 정체가 예상된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7,36827,270
26,39026,17225,89625,644

24,92624,536
23,630

22,892

3.2

1.5

3.8

2.9 1.0 1.1 0.8

3.4

0.4

[그림] 최근 10개년 교역자 수 추이(2010년~2019년) (%, 명)

19.6% 증가

•  2019년 목사 수는 20,775명이었다, 2010년보다 3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런데 전반 5개년
(2010년~2014년)에는 15.0% 증가했는데,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에는 11.0% 증가하였다. 후반 5
개년 증가율이 전반 5년 동안보다 감소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연간 증감율 추이를 보면 향후 목사 수의 미
미한 증가 또는 정체가 예상된다. 목사 수의 감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양질의 목회자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 목사 수의 정체가 예상된다

[그림] 최근 10개년 목사 수 추이(2010년~201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77520,50619,83219,03218,71218,12117,46816,85316,25715,751

3.2
3.63.7 3.7

3.3

1.7
4.0

3.4

1.3

(%, 명)

5.0

3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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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역자의 숫자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자의 남녀 성비에서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교역자의 남녀 성비를 보면, 2010년에 남성이 82.1%, 여성이 17.9%였는데 2019년에는 남성이 
79.6%로 2.5% 감소하였고, 여성이 20.4%로서 여성의 비중이 2.5% 증가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여성 교역자의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소폭 증가가 예측된다.  

3) 여성 교역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림] 최근 10개년 교역자 남녀 구성비 추이(2010년~201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420.519.519.419.219.018.818.617.817.9

79.679.580.580.680.881.081.281.482.282.1

 
남자 

 
 
여자 
 

(%)

• 교회의 일꾼은 제직이며, 그 가운데 서리집사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을 실천하는 직분이다. 
2019년 제직 수는 869,830명이었고 서리집사는 581,000명으로 서리집사의 비율은 66.8%였다. 그런
데 최근 10년을 보면 8.2%가 감소하여, 매년 서리집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리집사의 비
율 감소는 항존직의 비율 증가를 의미한다. 서리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면서 항존직 후보이므로 서리집사
가 감소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회의 일꾼,  
감소하고 있다

4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6.867.167.968.569.870.171.572.272.973.3

[그림] 최근 10개년 제직 대비 서리집사 비율 추이(2010년~2019년)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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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주일)학교 각 부서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서 오는 요인과 성인 교인이 줄어들면서 자녀도 같이 줄어드는 요인 또는 학원, 공부 등의 요인이 함께 작
용하기 때문이다.  

•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의 최근 10년간 학생 수 감소율을 보면 영아부와 유아부는 10% 후반대 감소율을 보
이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30%대의 감소율을 보인다. 심각한 것은 소년부와 중고등부가 40% 내외
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초등부 이전 연령대보다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 가운
데 교회 이탈이 소년부(초등학교 고학년)와 중고등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주일)학교,  
소년부를 주시해야 한다 

5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1-2 
학년)

초등부 
(3-4 
학년)

소년부 
(5-6 
학년)

중고등부

188,304

89,90074,32764,23267,378

24,57118,305

2010 2019

15,206 19,872
45,654 46,461 48,807 52,427

115,025

[그림] 최근 10년간 교회(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 추이(2010년~2019년)

-17% -19%
-32% -32% -34% -42%

-39%

(명)

• 초등부에 해당하는 만9세~만10세 우리나라 인구가 2010년 1,200,233명에서 2019년 922,218명으로 
23.2% 감소하였고, 소년부에 해당하는 만11세~만12세 인구가 2010년에 1,261,947명에서 2019년 
965,160명으로 23.5%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해당하는 만13세~만18세 인구가 2010년 
4,222,415명에서 2019년 2,907,136명으로 31.1% 감소하였다.  

• 통합교단 교회(주일)학교 학생 변동을 우리나라 인구 변동과 비교하면 교회(주일)학교 전 연령대에서 해당 
연령대 우리나라 인구 감소보다 더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교회(주일)학교 
학생수 증감2010년 2019년 증감률

유치부(만5세~만6세)    908,899    881,845 -29.8% -32%

유년부(만7세~만8세)    988,763    966,130 -2.3% -32%

초등부(만9세~만10세) 1,200,233    922,218 -23.2% -34%

소년부(만11세~만12세) 1,261,947    965,160 -23.5% -42%

중고등부(만13세~만18세) 4,222,415 2,907,136 -31.1% -39%

[표] 최근 10년간 교회(주일)학교 학생 수 증감률 추이(2010년~2019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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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예장 통합 교단의 과거 10년간 교세 통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 숫자 성장 둔화는 곧 교회수 감소를 가져올 것 
2) 교회의 규모가 작아져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을 차지함 
3) 중소형 교회, 특히 101~300명 규모 교회가 흔들림 
4) 초대형 교회(1만명이상)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숫자는 0.2%인데 교인수는 21% 차지) 
5) 목사/교역자 수 정체 예상 
6) 여성 교역자 수 증가 예상 
7) 교회 일꾼(서리집사) 감소함 
8) 교회(주일)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 중고등부 급격한 하락세 

교회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또 주변 목회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듣는 것과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교단의 수치이지만 한국 교회가 분명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몇 가지 주요 발견 사항을 정리하면, 이번 보고서 제목으로도 달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규모가 점점 
작아져 전체 교회의 절반이 교인 수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만 명 이상 초대형 교회는 
상대적으로 교인 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확연하게 한국 교회 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극단적인 편중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를 연결해 주는 중형교회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101~300명 교회의 경우 
전체 교회의 22.6%를 차지할 정도로 30명 이하 교회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간의 
교회 수 감소율이 가장 크다. 중형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각 교단 차원에서 “중형 교회 지
키기 전략” 수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교회(주일)학교 문제인데, 지난 10년 간 초등학교 고학년생(5~6학년)과 중·고등학생 층에서 감
소율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서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증가되는데 
개교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시급하다. 또한 이런 추세로 가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대 뒤 
한국 교회는 현재보다 심각하게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 교회(주일)학교 학생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
다면, 현재 교회 내 학생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현재 한국 
개신교가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한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20년 예기치 못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으로 인해 벌써 데이터 상에 개신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떨어지고, 
과거 교회 출석자가 집에서 온라인예배도 드리지 않는 수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성
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가 성장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놓여 있듯, 한국 교
회 역시 지금까지 성장해 온 방식의 재설정, 즉 현재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급속한 시대 변화를 수용
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혁신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사점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이 전년 대비 38% 증가! 
2.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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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여, 타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진단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의하면, 올 상반기(1-

6월) 우울증 진단 환자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는 26%, ‘30대’는 
17%로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 코로나19가 20~30대 젊은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20대 여성의 우울증 증가율이 38%(남성 증가율 1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블루 현상을 더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020 상반기 우울증 진단 인원 증가율(2019년 상반기 대비

*자료 출처 : 박정 의원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2월과 6월 우울증 환자도 급증’, 2020.10.07 

• 2020년 상반기,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 및 심리 상담’ 15% 증가 
• 2020년 상반기(1-6월) 정신건강 관련 문의 및 심리 상담 건수는 511,503건으로 2019년 상반기 

443,553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연도별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  
          및 심리 상담 현황 (%)

(%)

20-30대 우울증

20대  
전년 대비 26%↑  

30대  
전년 대비 17%↑

여성 우울증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30대 여성 
전년 대비 17%↑

20대 여성 우울증 증가율 

전체 증가율(6%)대비  
무려 6.6배 더 높음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15

5

511,503

443,553423,255 15

5

*자료 출처 : 박정 의원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2월과 6월 우울증 환자도 급증’,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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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앱/리테일 분석 기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화상회의 앱 사용량을 조사한 결
과, 9월 한 달간 1회 이상 ‘줌’(ZOOM Cloud Meetings)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707만 명으로 역대 최
대로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2

[그림] 올 해 9월까지 월 1회 이상 줌(ZOOM) 사용자 (만 명)

*자료 출처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비대면 시대, 한국인 ‘줌’ 이용자 수는?, 2020.10.05(전국, 10세 이상 남녀 60,000명,   
                   1010.09.09.-09.30)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1명 정도 줌(ZOOM) 사용!
• 현재 우리 국민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3,868만 명 가량 되는데, 이중 4명 중 1명(25%)이 줌

(ZOOM)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한 달간 줌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707만 명으로 전체 안드로
이드폰 사용자의 18% 정도로 나타남

[그림] 줌 사용 인구 및 비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707

365
255281280370

187
183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3,868만 명

줌(ZOOM)  
설치한 사람  

969만 명(25%)

9월 한 달간  
줌 사용한 사람 

707만 명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18%)

*자료 출처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비대면 시대, 한국인 ‘줌’ 이용자 수는?, 2020.10.05(전국, 10세 이상 남녀 60,000명,  1010.09.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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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줌’(ZOOM) 사용 시간, 오전 9~10시에 가장 많이 사용함
• 줌 사용자들은 하루 중 오전 9-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화상회의 앱 중 9월 한 달간 1회 이상 사용한 사람은 ‘줌’(707만 명) 다음으로 Google Meeting 

103만 명, Skype 39만 명, Cisco Webex Meetings 33만 명, Microsoft Teams 32만 명 순으로 나타
남

[그림] 하루 중 ZOOM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간 (%)

오전 9-10시 
 가장 많이 사용

[그림]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사용량(9월 중 1회  이상)(만 명)

ZOOM 
Cloud  
Meetings

Google 
Meet

Skype Cisco 
Webex 
Meetings

Microsoft 
Teems

323339103

707

*자료 출처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비대면 시대, 한국인 ‘줌’ 이용자 수는?, 2020.10.05(전국, 10세 이상 남녀 60,000명,  1010.09.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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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직장인 30% “내 직업은 최소 2개”  
조선일보_2020.10.15.

직장인 10명 중 7명 “나도 동학개미”(주식투자)…“자산 불릴 수 있는 기회” 
동아일보_2020.10.14.

큐
레
이
션

졷섾핂�펾묺콚�훊맒�읺 �엖핂켦�

사
회
  
일
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내 노후가 걱정` 40대 불안심리 가장 높아…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져 
매일경제_2020.10.14.

서울대 로스쿨 69%, 의대 85%… 부유층 자녀, 계층이동 점점 어려움 
조선일보_2020.10.15.

5060 ‘신중년’ 세대의 행복지수 높이려면? 
한겨레_2020.10.12.

20세는 셋 중 하나, 40세는 5명 중 한명...100살까지 산다 
조선일보_2020.10.13.

[고시원 탐사기] 나혼자 살다, 남몰래 죽다 
경향신문_2020.10.14.

코로나 `돈맥경화`…230조 더 풀려도 안쓴다  
매일경제_2020.10.12.

우리나라 평범한 아파트 기준 '4억원'됐다 
서울경제_2020.10.12.

한국 평균임금 4만2천300달러…OECD 35개국 중 19위 
연합뉴스_2020.10.11.

경
제
 
및 
 
북
한
 
관
련

북한 영양결핍 인구비율 48%, 세계 2위 
연합뉴스_2020.10.12.

김정은, 칼날 위에 서다 
중앙일보_2020.10.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50581/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13/OWSZ2YVDXBFV3MXZJKMPPY263U/
https://bizn.donga.com/East/3/all/20201014/10340899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3OPXYF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1062500085?section=nk/news/all&site=major_news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51591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39677/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15/PZOVDTACD5AP3A73HQW3VNVH7Q/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15/OX2KA6KLMJEZPKNBI5Y5UZ4T6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40600015&code=9401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0049200002?section=search
https://news.joins.com/article/23893724


펻샎��훊맒�읺�훊푢��뺂푷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 
                    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 
                    교인 비교 ),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 
                    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 
                   에 화가 난다’ 
제 33호 ㅣ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 
                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펻샎��훊맒�읺�훊푢��뺂푷

제 34호 ㅣ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제 35호 ㅣ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제 36호 ㅣ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제 37호 ㅣ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제 38호 ㅣ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       
                 상의 변화들 
제 39호 ㅣ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제 40호 ㅣ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제 41호  ㅣ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제 42호  ㅣ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 
                 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제 56호  |  우후죽순 ‘ㅇㅇ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 
                 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 
                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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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 
                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 고등 교사’ 75%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 
                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 
                리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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