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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더욱 낮아져 2001년부터 최근까지 1.3 

미만에서 지속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 추이에 따라 미래에 인구고

령화도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206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40% 정도에 이

를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내수시

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을 야기하여 사회발전의 지

속가능성이 위협받고, 개인의 삶의 질이 손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현상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 변화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중요한 고려변수

가 된다. 남한 인구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구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남

북한 통일 시기가 언제가 될지라도 통일한국의 인구는 남한 인구와 북한 

인구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남한 인구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의 변화는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컨대, 우리가 저

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남북한 통일과 연계할 필요

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통일한국의 적정한 인구는 어느 정도인가?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통일정책은 물론 인구정책 및 경제정책 등의 수립 및 추진에 중요한 지향

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실로 인구와 사회·경제현상은 매우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적정인구를 도출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에 대한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계량적 방법을 통해 통일한국의 인구변동과 

적정인구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방식 시나

리오별로 국가위상(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인구를 정량적으로 추

정하고자 하였다.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국력지수는 

인구, 경제, 복지, 국방 4부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하여, 

G7 평균수준을 대비로 측정한 남북한 통합의 국력수준이 최고수준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구규모를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통일 전후 인구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목

표설정과 추진방안에 요구되는 유용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인구현상 변화와 남북한 통일을 연계하는 연구가 극히 미

흡한 상황에서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남북한 

통일과 인구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정책담당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도움

을 준 산업연구원의 이진면 박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훈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훌륭한 자문을 

제공해준 통일 및 인구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 한양대학교 전영준 교수와 본 

원의 원종욱 박사, 이상림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

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

함을 밝혀둔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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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f the Optimum Population for a Unified 
Korea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prospect of a Korean 

unification are crucial factors that will affect the future of 

Korea as a whole. This study attempted to integrate these two 

factors in its projection of the optimum population for a uni-

fied Korea. Having reviewed various unification cost estimates 

and existing scenarios of unification process, the authors con-

ceptualized the optimum population as a population needed to 

maintain Korea’s national power. We then developed a projec-

tion model of the optimum population for a unified Korea. The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optimum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79.7 million in 2045 and 87.4 mil-

lion in 2100 under the scenario of a gradual unification; 79.9 

million in 2045 and 87.9 million in 2100 under the scenario of 

radical unification. Secondly, GDP was projected to be 3.2 tril-

lion US$ in 1945 and 6.7 trillion US$ in 2100 under the scenario 

of gradual unification in inter-relation with population change. 

GDP was projected to be 3.8 trillion US$ in 1945 and 7.2 trillion 

US$ in 2100 when a radical unification is assumed. Thirdly, the 

optimum population of about 87 million by 2100 would enable 

the unified Korea to maintain the 60~70 percent of the na-



tional power of the G7 averag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successful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stemming from the Korean 

unification.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projected to de-

cline over time, and this will likely decrease the national power 

in terms, in particular, of economic growth, which is expected 

to slow down as the cost for unification grows. Under the as-

sumption of a declining national power and economic growth, 

the burden of unification cost will increase and may even dis-

turb the process of unification.  Secondly, population increase 

in North Korea, together with its socio-economic development, 

will be of great importance in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sta-

tus of the unified Korea. Accordingly, South Korea will need to 

support North Korea, technologically and otherwise, in its ef-

fort for development.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은 향후 한국의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핵

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의 가속과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통합은 그 영향이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초래된다는 점에서 다

른 위험요인과 성격 및 차원이 상이할 것임.

○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

며, 상호 연계나 동시적 고려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은 거의 이

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최근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면서 남

북통일의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국제사회에 있어서 통일한국의 위상은 남한과 북한의 위상을 합

친 것과 다른 정책적 함의를 내포할 것임.

○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할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을 전체로 한 국가적 위상과 적정인구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은 필수적임.

⧠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에 대한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계량적 방법을 통해 통일한국의 인구변동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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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가적 체제통합의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과 남북

한의 통합방식 및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

○ 적정인구와 국가위상(국력)에 대한 논의 검토와 한국적 상황을 고

려한 적정인구개념을 설정하고, 이의 정량적 추정을 위한 계량모

형을 개발함.

○ 통일방식 시나리오 설정 및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일한국

의 적정인구를 추정하여 통일 이후 인구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목

표설정과 추진방안에 요구되는 유용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함.

2. 주요 연구결과

 

  가. 국가체제의 통합사례와 남북통일 시나리오 분석

⧠ 세계적으로 국가체제의 통합은 독일, 베트남, 예멘이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히고 있음.

○ 1990년 서독과 동독은 급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통화

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정치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과 인구변화가 초래됨. 

－ 통일 직후 1991-03년 기간 동안 동독의 인프라구축, 기업지

원, 복지 개선 등을 위해 서독 GDP의 5%에 달하는 통일비용

이 발생함.

－ 동독지역에서는 젊은 여성, 중급이상 학력 인구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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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4만 명 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하고 사망률도 상승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

○ 1975년 무력·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진 베트남에서는 통일직후에

는 경제 및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으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

로 안정화를 지속함

－ 통일직후 지역별 인구재배치 정책을 실시하고, 스탈린식 사회

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거듭 실패함.

－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비약적인 경제발

전을 이룩하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함.

○ 예멘은 평화․점진적인 통합을 달성하였지만 남북의 이질성을 극

복하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1990년 정치분야의 통합 이후 점진적으로 민간교류, 경제·사

회·문화적 협력을 통한 비정치분야의 통일을 추구함.

－ 통일직후에는 석유개발의 지속, 성공적인 화폐통합 등으로 경

제성장이 호조를 보였음.

－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실패, 남북한 이질성 지속 등으로 

경제발전, 국민화합, 민주화 등에 있어서 성과가 저조하고, 걸프

전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체제통합의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음.

⧠ 한편,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는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및 특구식 통일의 3가지로 집약되고 있음.

○ 점진적 통일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면서 평화

적으로 남북을 통합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적 통일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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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개방 3000’의 핵심개념으로 북한의 핵포기 후 10년 내 1

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수준으로 증대시키는 전략임.

－ 통일비용으로는 북핵처리비용, 북한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

비용, 쌀지원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비용, 민간교역증진을 위

한 남북경협지원비용 등이 고려되고 있음.

○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의 급변사태 발발로 북한정권이 급진적으

로 붕괴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독일통일처럼 북한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일거에 한국의 시스

템으로 교체하는 흡수통합임.

－ 통일비용으로는 남한의 군대와 행정기구의 북한 진출비 등의 

통일상황관리비용, 화폐통합비용, 북한개발비용, 사회복지비

용, 북한행정기구지원비용 등이 고려되고 있음.

○ 특구식은 급진적 통일시 초래될 통일비용을 의식하여 북한을 일

정기간 특구로 지정하는 대안적 방식임.

－ 급진적인 통일 하에서 남한 주도로 북한을 통제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비용항목은 급진적 통일과 동일하나 규모 및 시점에서는 차이

가 발생함.

⧠ 기존 연구에 의한 통일비용의 규모는 점진적 통일, 특구식 통일, 급

진적 통일 순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점진적 통일의 비용규모는 통일의 준비기간을 약20년으로 가정

할 때 매년 한국 GDP의 0.45%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급진적 통일시도 통일 후 20년간 통일비용의 규모는 매년 한국 



요약 7

GDP의 5.12%로 추정되고 있음.

○ 특구식 통일시는 20년간 매년 한국 GDP의 1.82%가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인구

⧠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과 통일대비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

려한 인구구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적정인구의 개념은 어떤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인구규모를 의미하

며, 기존의 경제적 관점은 사회적 후생수준을, 환경적 관점에서는 

인구증가의 부작용 최소화를 제약조건으로 설정함.

○ 그러나 기존의 관점에서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의 가속,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내포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사

회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안

정적 수준의 사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함. 

○ 특히, 남북통일에 따른 위험비용과 인구구조 상의 문제를 극복하

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구조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음. 

⧠ 통일한국을 대비한 적정인구의 개념은 남북한의 경제발전, 복지수

준 및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함.

○ 인구구조,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가 현저한 남북한이 

통합할 경우 경제·사회적 비용 상승과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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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 측면이 존재함.

○ 또한 남북한의 통합방식에 따라 남한이 부담해야할 경제·사회적 

비용 규모가 상이하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치도 다른 양상을 보

일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통일방식에 초점을 둔 국력수준을 제약조건으로 적정인구의 

개념을 도입함.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국력지수는 인구, 경제, 

복지, 국방 4부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함. 

○ 국력지수는 최근 동향인 소프트파워 및 개별국의 특수성을 감안

하면서도 통일방식에 따라 국력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4개 분야를 설정함.

○ 4대 부문에 대해 양적변수는 절대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한 규모, 

질적 변수는 1인당 혹은 비율 변수로 선택함.

〈표 1〉 국력지수의 부문과 구성지표

인구 경제 복지 국방

양적 지표 총인구수 GDP 복지지출총규모 국방지출총규모

질적 지표 생산가능인구비중 1인당 GDP  1인당 복지지출 1인당 국방지출

⧠ 4개 부문의 8개 평가지표에 대해 G7 대비 비율을 기하평균 방식으

로 종합화하여 국력지수를 산출함. 

○ 인구구조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수준이 우리에 비해 높고 고도 경

제성장기를 먼저 경험한 G7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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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력지수의 종합화를 위한 가중치 부여는 인구규모의 중요성, 유

사지표의 중복효과 배제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은 3가지 방

식을 선택함.

〈표 2〉 국력지수의 종합화 대안과 계산식

국력지표
 구분 

NPI8 NPI5 NPI6

계산식 



  



 ×
  



 



×
  



 
 




×

  






주: V=양적지표, S=질적지표, P=총인구, G=GDP의  G7 대비 비율을 의미함.

○ G7 평균을 비교대상으로 3가지 대안별 국력지수를 측정한 결과

남한의 국력은 상승하고 있으나, 북한의 국력은 하락하여 남북한 

국력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NPI8의 경우 G7 평균 대비 남한과 북한의 국력은 1990년에 

23.2%와 4.8% 수준에서 2010년에 남한은 45.2%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1.8%로 하락한 것으로 측정됨.

－ NPI5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력은 1990년에 40.4%와 

15.2% 수준에서 2010년에 남한은 57.6%로 상승한 반면, 북

한은 9.5%로 하락함.

－ NPI6의 경우 1990-2010년 동안 남한국력은 32.0%에서 

53.6%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6.2%에서 3.3%로 하락함.

－ 이에 국력수준은 NPI5, NPI6, NPI8의 순으로 크나 연평균 

변화 속도는 반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통일시 적정인구는 상기의 G7 평균수준을 대비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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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의 국력수준이 최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

을 충족하는 통일한국의 인구규모임

  다. 남북한 통일시 적정인구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추계하기 위해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경제를 연계하는 계량모형을 구축함.

○ 남한과 북한 각각의 인구와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 구조변화를 반

영하기 위해 인구, 자본스톡, 기술 등의 공급구조를 고려하는 잠

재성장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과 국방부문을 

연계함.

○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와 경제도 연관되도록 하

는 연립방정식체계로 계량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정함. 

－ 남한과 북한 각각 인구, 경제, 복지 및 국방 4개 부문을 포

함하는 총 8개 부문을 21개(남한 11개, 북한 10개))의 행위방

정식과 10개의 항등식(남한과 북한 5개 씩)  총 31개의 방정

식으로 설명하는 거시경제계량모형을 구축함.

－ 모형의 핵심부분인 잠재 GDP 결정을 위한 생산함수는 

OECD의 장기성장모형에 기초함.

⧠ 계량모형을 이용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시뮬레이션은 남북한의 분

단이 지속되는 기준시나리오와 2가지 통일방식 시나리오 및  3가지 

국력측정 대안을 고려함. 

○ 통일방식은 중간적 형태이면서 통일비용도 그리 상이하지 않은 

급진적 특구식을 제외한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 방식을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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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로 설정함.

○ 적정인구의 제약조건인 G7 대비 국력수준은 8개 지표에 모두 동

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NPI8과 총인구 규모와  4개 질적 지표를 

고려한 NPI5 및  총인구와 GDP 규모 및 4개 질적 지표를 고려한 

NPI6의 3가지로 측정함.

⧠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시점은 

2025년, 통일비용의 발생기간은 20년을 설정함.

○ 점진적 통일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이

르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남한 GDP의 연평균 1.2%가 20년간 

매년 통일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가정함. 

○ 급진적 통일의 경우 남한의 통일비용은 북한의 개발과 복지 지원 

등을 위해 남한 GDP의 연평균 4.8%를 20년간 매년 발생하는 것

을 전제함. 

○ 그리고 양 시나리오에서  통일이후 북한의 기술수준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2100년 남한의 60%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국력은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점진적 통일이 급진적 통일에 비해 높으나, 이후 장기적으로는 급

진적 통일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됨<표 참조>.

○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5년 이후 국력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남한의 인구감소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남한인구는 2030년 52.0백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2100년 

28.1백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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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년까지 급진적 보다는 점진적 통일에서 통일한국의 국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국

력하락이 북한의 발전에 따른 국력 상승보다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국력이 점진적 통일

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남한의 국력수준이 통일비용의 부담이 없

어짐에 따라 하락세가 둔화되고, 점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북한의 국력이 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3〉 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인구규모와 국력지수

2025 2035 2045 2075 2100

기준
시나리오

인구(백만명) 77.9 78.5 76.3 62.6 53.0

NPI8(%) 51.5 55.1 54.3 46.1 39.5

NPI5(%) 65.9 67.6 66.2 57.3 50.5

NPI6(%) 60.0 62.3 60.4 50.4 43.2

점진적 
시나리오

인구(백만명) 77.9 78.5 76.5 64.9 57.2

NPI8(%) 51.6 55.2 54.7 48.0 44.0

NPI5(%) 65.9 67.6 66.5 59.0 54.4

NPI6(%) 60.0 62.3 60.7 52.3 47.5

급진적 
시나리오

인구(백만명) 77.9 78.6 76.8 65.7 58.2

NPI8(%) 51.6 53.2 52.6 48.6 45.5

NPI5(%) 65.9 66.4 65.3 59.6 55.6

NPI6(%) 60.0 60.4 58.7 52.9 48.9

○ 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인구규모는 점진적 통일의 경우 기준 시

나리오의 남북한 인구에 비해 2045년 20만 명, 2100년 420만 

명이 많은 수준이며, 급진적 통일은 점진적 통일의 통일한국 인구

에 비해 2045년 30만 명, 2075년 80만 명, 2100년 100만 명 정



요약 13

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많은 

것은 모두 북한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빠

른 GDP 성장에 따른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출산율이 높

아진 결과로 해석됨.

⧠ 한편, 통일방식별 통일한국의 최고 국력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적정인구를 추계한 결과 2100년까지 87백만 명 정도로 증가해

야만 G7 평균의 60~70%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점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 규모가 2045년 각각  

79.7백만 명과 3조 2,440억 달러로, 2100년에는 87.4백만 명과 

6조 6,696억 달러로 증가한다면 2045~2100년 동안 G7 평균 

대비 NPI5는 68%내외, NPI6는 60%내외, NPI8는 55%내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를 위해서는 남한인구는 2100년까지 51.4백만 명은 유지해

야하며, GDP는 2025년 2조 3,723억 달러에서 2100년 4조 

3,607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한인구와 GDP는 각각 2025년 

26.0백만 명과 199억 달러에서 2100년 각각 36.0백만 명과 

2조 3,089억 달러로 증가할 필요가 있음.

○ 급진적 통일시에는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 규모가 2045년 각

각 79.9백만 명과 3조 814억 달러로, 2100년에는 87.9백만 명

과 7조 1,987억 달러로 증가하면 2045~2100년 동안 NPI5는 

67~71%, NPI6는 60~64%, NPI8는 53~59%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를 위해서는 남한인구는 2100년까지 50.5백만 명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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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2100년 4조 2,848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한인구와 

GDP는 2100년 각각 37.4백만 명과 2조 9,139억 달러로 증

가할 필요가 있음. 

〈표 4〉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와 국력수준

점진적 통일시나리오 급진적 통일시나리오

2035 2045 2075 2100 2035 2045 2075 2100

인구(백만명) 78.9 79.7 83.6 87.4 78.9 79.9 84.3 87.9

GDP(10억US$) 2,958.2 3,244.0 4,480.9 6,669.6 2,811.7 3,081.4 4,741.2 7,198.7

NPI5(%) 67.9 68.0 67.5 69.4 66.7 66.7 68.9 71.3

NPI6(%) 62.6 61.8 59.5 61.5 60.6 59.8 61.5 64.4

NPI8(%) 55.3 55.5 54.2 56.4 53.3 53.4 56.3 59.4

3. 정책적 시사점

⧠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및 통일비용의 포괄적 검

토 및 전략적 목표의 설정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국가체제의 통합 사례는 많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부작용이나 실

패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수많은 통일관련 연구들

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식이나 통일비용의 개념 및 

규모가 연구별로 상이하고 천차만별임.

○ 이것은 국가체제의 통합 자체가 쉽지 않으며, 성사될 경우에도 예

상치 못한 비용부담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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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기, 방식, 비용이나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경제․사회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는 전략적 목표를 정밀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국력의 개념과 측정방법

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됨. 

○ 국제적으로 국력의 개념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

술, 교육, 정보,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측면을 강조

하고 있는 상항임. 

○ 본 연구는 인구학적 측면의 강조와 계량적 지표수집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소프트파워의 일부 측면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

를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연구에서는 소프트파워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력

의 개념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북한 관련 계량적 

정보의 수집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국력의 종합화방식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자체가 남북통일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의 인구감소는 남한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력을 하락시키

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향후 남한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더욱이 통일비용의 부담을 감안하면 남한의 경제성장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것이 저출산에 대비하는 재원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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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경우 인구감소의 가속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악화라는 악

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움. 

○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려워질 경우 북한의 발전도 기대

할 수 없으며, 통일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이에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대비와 성장잠재력의 확충

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인구

증가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통일시나리오별 북한개발에 대한 적절

한 정책대안의 모색도 필요함.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인 8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의 인구와 GDP는 2010년 각각 24백만 명과 130억 달러에서 

2100년까지 약 36~37백만 명과 2조 3천~2조 9천으로 크게 증

대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발전은 남한의 지원만으로는 불가하며, 북한의 적

절한 수용과 발전을 위한 노력, 특히 남한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하에서 축적된 종합적 기술수준에 대한 빠른 습득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충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

고 다각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통일방식과 관련해서는 통일한국의 국력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위험성이 낮은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

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음. 

*주요용어: 고령화, 통일, 적정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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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은 향후 한국1)의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

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한국의 인구구조는 저출산 및 수명

연장의 가속으로 인해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남한과 

북한은 60년 동안 동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국가시스템 하에서 변화를 거

듭해옴에 따라 경제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가속과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통합은 그 

영향이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초래된다는 점에서 다

른 위험요인과 성격과 차원이 상이할 것이다. 

그 동안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나 상호 연계나 동시적 고려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한 상황이다.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저하가 10년 이상 지속된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200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체

제전환의 가속과 함께 독일통일이 가시화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

1) 논고에서는 우리나라를 한국, 남한, 통일한국의 3가지로 표기하는데 한국은 통일이전의 
남한만을 의미하며, 남한은 북한과 비교할 경우에 한정하며, 통일한국은 남북통일 이후의 
우리나라를 의미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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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000년대에는 통일방식과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나 

양자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의 파급영향이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

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고, 남북통일의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일한국의 인구,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는 현

재와 같은 분리된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분야별 구조변화를 단순히 합

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사회에 있어

서 통일한국의 위상은 남한과 북한의 위상을 합친 것과 다른 정책적 함의

를 내포할 것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야할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을 전체로 한 국가적 위상과 적정인구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구동태 및 경제적 구조변

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계량적 접근방법의 개발을 통해 남북통일 이후의 인

구변동과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추정하고자 한다. 인구학

적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장기적 인구동태에 대한 검토는 국내외기관

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일한국에 적용하기

는 어려우며, 북한의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

다. 한국의 적정인구에 대해서도 인구·경제·환경적 측면이나 국가적 위

상을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논의를 통일한국으로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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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이에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에 대한 구조변

화를 반영하여 통일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는 적정인구를 추정하여 

통일 이후 인구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추진방안에 요구되는 

유용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계량적 접근방법은 남한과 북한의 인구와 경제성장 및 재정관련 변수

들 간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거시계량모형의 형태로 개발하고자 한

다. 인구와 경제 및 사회 환경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결과에 대한 이

해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구조의 추계는 현실적 유용성에 문제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구와 경제성장, 복지, 국방 부문을 연계

하여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며, 목표변수의 스위치를 통한 쌍방향적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연립방정식체계로 설정한다. 그리고 남북통일의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국가적 위상에 대한 전체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정

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인구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남북통일의 주요 

방식을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주요 변수의 변화를 모형에 반

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계량

적 지표로 설정하여 이를 모형 내에 반영함으로써 조건부 성격을 가지는 

적정인구를 추정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장은 우선 다음 절에서는 국가적 체제통합의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

과 남북한의 통합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베트

남, 예멘 등 기존 통일국가에 대한 통일과정, 통일방식과 통일 전후 인구 

및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남북한 통합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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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논의된 통일방식의 유형과 통일비용의 항목 및 규모에 대한 추

정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적정인구에 대한 개

념설정을 위해 적정인구와 국가적 위상에 대한 기존 논의의 검토와 통일

한국을 고려한 적정인구의 개념을 설정한다. 적정인구와 국가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바, 기존 연구나 논

의에 기초하여 각각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검토한다. 

통일한국은 인구 및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나 국가적 위상이 남한과 북

한의 단순한 양적 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적 위상의 측정방법

과 적정인구의 개념을 설정한다. 이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계량적 모형의 설정 및 현실적 적합성을 검정

한다. 그리고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인

구, 경제, 사회 등을 둘러싼 향후 국내외의 장기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간의 관계에 입각하여 남북한

의 인구, 경제성장, 복지, 국방 등에 대한 개별 방정식을 추정한다. 여기

서는 부문간 연계를 위한 항등식(Identity), 교량방정식(Bridge equa-

tion)을 설정하여 연립방정식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현실 적합성

을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방식에 의한 시나리오의 설정 및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적정인구를 추정한다. 남북한 통

합방식과 이에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주 내용으로 설정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통일한국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담

보할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거시계량모형에 투영하여 통일한국

의 시나리오별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적정인구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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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한인구 관련 선행연구

제2절 북한경제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남북한 통일 시 적정인구는 미래의 인구

학적, 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환경 내지 요소들의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

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하

여 기존의 연구 동향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인구 및 경제·사회 변화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찰하였다. 현실적으로 북한관련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제1절 북한인구 관련 선행연구 

북한은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바 있

다. 북한인구에 대한 연구 경향은 북한의 인구센서스 실시 시기를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인구센서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단편

적인 정보나 추정치를 기반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면, 그 후에는 주로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구에 대한장기 전망도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인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북한 인구센서스 

이후에 진행된 것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홍성국(2010)은 북한의 두 인구센서스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의 자연증가가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

선행연구 고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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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으로 인한 출생아수 격감과 사망자 수 급증을 제시하였다. 그는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만혼, 피임, 인공유산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며. 사망자 급증은 모성, 유아, 노약자 등의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연령계층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5세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경제난 지속과 북한사회의 만혼화 경

향, 출산기피 등의 확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며, 20대 인구 감소는 이들이 

경제난이 극심했던 90년대 중반 당시 생존력이 약했던 10대 유소년층으

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15세 미만 인구의 급감은 1990년 후반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영양부족으로 유소년 사망률이 높아졌기 때문이

며,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는 식량사정이 양호했던 

특수계층의 노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정영철 외

(2011)도 북한의 인구구조적 특징으로 ①전체 인구 자연증가 대폭 감소, 

②5세 미만 영유아와 20대 인구감소, ③북한 지역인구 증가는 북한 당국

의 통제로 자연증가 영향이 크나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인구이동이 관찰, 

④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매우 높음 등을 제시하였다.

이석(2011)에 의하면, 2008년 북한의 인구는 ①1950년대 한국전쟁 

및 그 이전 세대, ②전후 베이비붐 및 산아증진정책 과정에서 태어난 세

대, ③1970년대 초반 산아제한정책 도입 이후 출생한 세대, ④1990년대 

초 중반 식량위기 본격화 이후 출생한 세대로 분류가 가능하며, 생산가능

인구는 총인구의 약 68%(1,637만명)로 비교적 양질의 교육과 기능을 갖

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영철 

외(2011)는 열악한 경제여건 지속, 가치관(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치 상황의 불안정 및 중국과의 교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여파로 경제회복에 요

구되는 노동력 공급 부족, 사회보장 및 국가서비스 부담 확대 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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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박경숙(2012)은 전쟁 이후 사회주의적 생활보장체계와 의료체계의 영

향으로 사망률이 개선되었으나 식량배급 상황, 의료제도의 질 등의 영향

으로 1970년대 중반이후 사망률은 정체되고 있고, 특히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데 이는 주로 탄광, 건설 등 직업현장에서 사고가 잦고 음주와 흡연

을 즐기는 생활양식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문경연·김판석(2013)

은 1998년 EU, UNICEF, WFP의 북한 영양실태 조사 대상이었던 당시 

6~84개월 영유아들이 지속적 식량부족에 직면하여 2013년 현재까지 회

복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로 인하여 성장기 영양결핍으로 면역력 저하,  

두뇌발달 및 지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발달 저하, 신장발달 장애 

등이 초래되었고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모성사망비가 증가하여 재생산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권오국(2011)은 독일통일사례를 

통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이주욕구를 상쇄하기 위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부가조치와 통일시 주민들이 북한지역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환경 제공. 주민의 생존여건 창출, 기업 활

동이 이루어지는 정책 조합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체제

전환 및 통합정책과 시장경제제도가 북한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경제적 인

프라 구축, 이동성이 유연한 젊은 연령층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안정

적인 식량난 공급하여 민심의 안정화 등이 포함된다. 

북한인구에 대한 장기전망은 이삼식 외(2005)와 김두섭 외(2011) 등

을 들 수 있다. 이삼식 외(2005)는 남북한 인구를 2005-2050년 기간 동

안 추계하여 북한인구가 2050년에 최소 2,513만 명에서 최대 3,10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이에 따라 남북한 통합인구는 2050년에 

6,748만 명(최대 2030년 7,799만 명)으로 전망하였다. 김두섭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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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3년과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2055년까지 인구

추계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로 북한인구는 2037년 2,654만 명으로 정

점을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2절 북한경제 관련 선행연구 

북한 경제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난의 상황과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시장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일

련의 조치에 대한 연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향후 북한의 경제 전망에 대

한 연구이다. 

우선 북한 경제 상황의 전개에 대한 부문이다. 박석삼(2002)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의 심화로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시행한 경제조치로서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임

금 대폭 인상, 가격설정방식 개편, 국가계획 수립권한의 일부 하부 위임, 

공장ㆍ기업소에 경영 자율성 부여, 원부자재 시장 개설, 분배의 차등화 

강화, 사회보장체계 개편(배급제의 사실상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는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부분적 수용을 시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격제정 권한을 존속시키고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

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북

한은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도 자원배분의 왜곡현상 지속, 인

플레 압력 심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수영(2007)의 연구는 7.1조치 이후 북한 거시경제 부문 변화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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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7.1조치로 국정가격을 현실화하여 국가 보조금은 줄어들고, 임금 

인상과 동시에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번 수입과 같은 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시스템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

보장, 사회보험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고, 기업의 유동자금은 은행 등

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조달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신의주, 금강산, 개성

지역을 특구로 추가 개방하였고,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무역 분권화, 

조직 정비 등 무역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4년부터 3년 연속 재정적자를 겪었고, 무역분권화 확대 조치로 무역

수지 적자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대중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

화되었으나, 그는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 7.1조치 이후 저성장 

추세는 지속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양문수(2007)도 이중경제구조(계획과 시장의 공존)를 중심으로 7.1조

치 이후의 5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7.1조치

의 목적을 국가재정, 인플레이션, 상품공급 등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는 인정하나 그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7.1조치 이후 기업운영은 전통적 계획경제 영역 내부에서 시장경

제가 발생하여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석수(2011)도 북한 경제가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량사정 또

한 열악하여 식량과 생필품 제공하는 배급제를 유지하지 못하자 주민들 

개별적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됨으로써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공존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수출총량의 증가와 더불어 수입총량도 증가하

여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정형곤ㆍ김지연(2012)이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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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tlas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북한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6억 6,960만 달러이고, 대외무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형곤 

외(2013)는 북한의 합리적 개혁방향 모색을 위해 체제전환 27개국의 9

개 경제변수를 기초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점진적 경

제개혁 가능성이 더 높았고, 계획경제의 성향이 강하여 암시장 환율 프리

미엄, 억제된 인플레이션, 계획경제의 존속기간 등이 타사회주의 국가들

보다 높아 급진적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경제의 장기 전망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다. 김병

연(2008)의 북한의 일인당 GNI 추정방법 및 추정치에 대한 평가에 따르

면, 1954~2007년 기간 동안 북한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2.37%로 추정

되었고 2007년 시장환율로 표시된 북한의 일인당 GNI는 471달러로 한

국은행 추정치(1,152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북한의 1957년 일

인당 GNI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추정치가 김병연ㆍ

이석(2006)이 추정한 2005년 북한의 GNI 평균(368달러)보다 높지만 최

소치(194달러)와 최고치(605달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병연(2011)은 북한의 거시경제데이터를 사용하여 1990~2009년 동

안 북한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은 대외적 요인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남한의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통합, 북중 무역, 특히 북한

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하

였다. 북한의 대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재정분담률과 공식경제에서의 

노동참여율은 북한 경제와 장기적으로 음의 관계를 맺고 있고, 식량생산

량은 장기와 단기적 경제 모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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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2006)은 북한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경제를 전망하였

다. 그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북한의 상황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생산 침체가 지속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은 2002년 1.2%에서 2004년 2.2%로 

1~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홍순직·이상만(2010)이 인과관계분

석과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경제

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지속하락하며 향후 10년간 평균 

2.9%로 저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들은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를 이

용하여 2002~2005년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 재연될 경우 북한경

제는 2014~2015년 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반면 외부여건에 의해 

동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 평균 

8.8%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종운(2012)은 북한경

제 동향(식량문제, 농업부문, 산업부문, 대외경제관계)을 토대로 2013년

도 북한경제를 전망하였는데, 식량부족 현상의 지속으로 상당수의 취약

계층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하고, 경제정책에서 국방공업과 연계

된 특정 산업과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여 산업분절과 불균형

이 심화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

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3절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 

이철수(2007)은 2000년대 김정일시대의 북한 사회복지를 진단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7.1조치로 인해 기존 국가 책임의 복지분배인 사회주

의 사회복지체제가 개인·가족책임으로 ‘탈사회주의화’하는 경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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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복지법령을 제정하여 복지제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

정책기제’들을 활용하였으나 북한의 사회복지 현실은 호전되지 않은 것

으로 평가하였다. 그 증거로 공적부조 기능을 하는 의·식·주 배급제 기능

의 후퇴, 임금 인상으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재정기여와 수

급의 차등 고착화 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속

성 측면에서 김일성시대와 다른 변화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나 보건의료

를 제외한 사회보험 분야의 법적 변화를 직접 시도하지 않았고, 전반적으

로 복지급여의 성격과 구조, 기능과 수준에서 기존과 다른 행태를 나타내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철수(2009)는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

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시스템

의 경우 북한은 상대적으로 국가 책임이 강한 2층 체제를 갖는 반면 남한

은 개인ㆍ가족책임이 강한 3층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

회복지시스템에서 1층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로 사

회부조 기능을 하는 의ㆍ식ㆍ주 배급제,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훈 등과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이 책임지는 고용, 임금, 장려금 등

의 노동(기회)으로 인한 물질적 소득 보장이 있다. 2층은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는 영역으로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공식ㆍ비공식적 

소득 분화와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보장이 주로 국가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시 

국가가 책임져야할 영역이 크며,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다. 이는 북한 주민의 경우 경쟁력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 일

부 연구들에서는 통일 시 사회통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주장

하고 있다. 

염명배·유일호(2011)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동·서독 통일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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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 격차보다 3.4~10.3배에 달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임을 감안하면 

통일 비용은 독일이 20년간 약 3,200조원을 들인 것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은 국민 1인당 약 4천만원이 되어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약 3천조원이 소

요되나 남·북한 소득격차를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영훈

(2012)에 의하면, 추정결과는 가정(통일방식, 시점, 목표수준 등)에 따라 

다르나 2008년 이후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통일비용은 대략 1~5조 달

러(독일식 통일)로 2010년 한국 GDP(1,173조 원)의 1~5배 수준으로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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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남북한 인구 동태적 특성

제2절 남북한 인구 추계

제3절 남북한 인구 규모 및 구조





장래 남북한 인구는 각각의 인구변동요인 즉, 출생, 사망 및 국제인구

이동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물론, 이들 인구변동요인 각각은 경

제, 사회 등 제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출생, 사망 및 국제인구

이동 등 인구학적인 요인들만을 고려하여 추계한 인구를 ‘인구학적 추계

인구’라고 칭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추계에 의

한 인구는 대표적인 인구학적 추계인구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자 하는 적정인구는 인구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조건)들

을 고려하여 추정한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추계인구와 차이가 있다. 최근

의 인구학적 현상의 변화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발생 가능한 추계

인구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적정인구와의 차이는 정

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남북

한 인구의 동태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인구학적 추계인구를 이용하

여 향후 인구 변동을 진단하고자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남한 인구의 동

태적 특성은 인구동태통계를 그리고 북한 인구의 동태적 특성은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도록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남한의 

경우 통계청(남한)에서 실시한 2010년 장래인구추계의 결과를 그리고 북

한의 경우 역시 통계청(남한)에서 실시한 북한인구 추계의 결과를 각각 

이용하였다.

남북한 인구 현황과 전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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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남북한 인구동태적 특성

남한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60년 6.0으로 아주 높았

으나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낮아졌다. 아주 오래 전인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2.08)에 도달하

였으며, 이후 다소의 불규칙성이 존재하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1.08까지 떨어졌다. 그 후 합계출산율이 1.2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

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7.0명에서 1987년 3.6명, 1993년 2.1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두 인구센서스 

간 합계출산율 차이는 0.1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고난의 행군

기(1995~1997)’를 거치면서 합계출산율이 급락하는 등의 여파와 노동

력과 군사력 급감 등을 우려하여 1990년대 초 이래 시작되었었던 출산장

려정책을 보다 강화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남북한 간 출산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남한은 이미 초저출산사회로 진

입하여 장기간 동안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중이다. 출산 수준이 너무 

낮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클 것이며, 더욱이 초저출산현상에서 쉽게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

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영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경우 과거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빠르게 이행 하였으나 최근 들어 인

구대체수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율 변동에 따른 인구

구조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남북한의 출산

율 변동 추이의 인구학적인 영향력은 후술할 인구 전망 분석에서 보다 분

명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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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남북한의 출산율 및 평균수명 변동 추이

(단위: 명, 세)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70 4.53 7.0 61.93 58.67 65.57

1975 3.43 63.82 60.19 67.91

1980 2.82 65.69 61.78 70.04

1985 1.66 68.44 64.45 72.82

1986 69.11 65.13 73.44 74.3 70.9 77.3

1987 1.53 3.6

1990 1.57 71.28 67.29 75.51

1993 1.65 2.1 72.81 68.76 76.8 72.7 68.4 76.0

1995 1.63 73.53 69.57 77.41

2000 1.47 76.02 72.25 79.6

2005 1.08 78.63 75.14 81.89

2008 1.19 2.0 80.08 76.54 83.29 69.3 65.6 72.7

2010 1.23 80.79 77.2 84.07

2011 1.24 81.2 77.65 84.45

2012 1.30 81.44 77.95 84.64

   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로 측정됨. 평균수명은 0세에서
의 기대여명임.

자료: 1) 남한은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2) 북한의 1970년 자료는 Eberstadt and Banister(1990)
        3) 북한의 1986년과 1987년 자료는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2004)
        4) 북한의 1993년과 2008년 자료는 Central Bureau of Statistics(1994, 2009)

사망력은 평균수명으로 측정된다. 남한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여

명)은 1970년 남자 58.7세, 여자 65.6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

년에는 남자 78.0세, 여자 84.6세에 도달하였다. 보건의료 발달, 영양수

준 향상, 건강한 생활 행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남한 인구의 

평균수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에 평균수명은 

주로 저연령층과 여성의 사망력 개선에 힘입어 증가하였다면, 향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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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층과 남성의 사망력 개선이 추가적인 평균수명 상승을 주도할 것

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평균수명을 분석하기로 한다. 1986년 평균수명은

남성 70.9세, 여성 77.3세로 발표되었다. 제1차 인구센서스의 결과로서 

1993년 평균수명은  남성 68.4세, 여성 76.0세로 나타났다. 제2차 인구

센서스의 결과로서 2008년 평균수명은 남성 65.6세, 여성 72.7세로 나

타났다. 이들 세 연도의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

여 왔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한 측면에서는 고

난의행군기와 장기간의 식량난 및 경제난을 거치면서 실제 북한인구의 

평균수명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거 북한이 사

회주의 우월성과 체제에 대한 선전 일환으로 평균수명을 실제보다 부풀

려 발표했을 가능성이다. 기존의 연구들(예를 들어, 이삼식 외, 2005 등)

은 후자의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과대 추정되고, 이에 따라 

2008년에 평균수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한 간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면, 2008년만 해도 남한의 평균수명이 

북한의 평균수명보다 남녀 모두 11세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남한의 평균수명이 북한의 평균수명을 앞질렀

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의 경제수준이나 식량부족 문제,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 등을 감안하면, 

남북한 간 평균수명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남한의 평

균수명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만큼 향후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여러 상황들의 개선 정도에 따라 남

북한 간의 평균수명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망력 개

선 수준과 개선 속도는 특히 고연령층의 증가에 영향을 미쳐 인구 구조의 

변동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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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남북한의 국제인구이동에 관한 진단이다. 남한의 경우 1990년

대부터 세계화 추세, 미스매치 등에 따른 중소기업과 일부 서비스업 및 

농업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 국제결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

로자와 국제결혼이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남한 통계청(2011)에 의

하면, 국제순이동(입국-출국)은 그간 지속적인 순유출 추세에서 2005년 

이후 순유입 추세로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순이동 규모는 2000 

~2005년 간 평균 –2만6천명에서 2005~2010년 간 평균 3만1천명으로 

변화하였다. 반면,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외교관이나 유학

생 및 일부 외화벌이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외 유출입이 억제된 만

큼 국제이동은 거의 0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이삼식 외, 2005). 향후 

남한에서의 국제인구이동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나 그 수준이나 방향성

은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 상황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으면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에서의 국제인구이동은 체제 전환, 시장주의 

도입 정도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한 거의 무시할 수준이 될 전

망이다.

제2절 남북한 인구 추계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인구는 통계청(남한)에서 2011년에 추계를 실

시하였으며, 북한인구 역시 통계청(남한)에서 2010년에 추계를 실시한 

바 있다. 남한인구 추계는 2010~2060년 기간을 대상으로 그리고 북한

인구 추계는 1993~2055년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2010~2050년 기간으로 한정하여 남북한 인구의 전망치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후의 장에서 논의할 적정인구와 인구학적 추계 인구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2100년까지 연장한 추계결과를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는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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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의 인구추계에서 적용하였던 제 가정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표 3-2〉 남북한 인구추계 제 가정

남한 북한

2010~2060
(통계청 추계)

2061~2100
(본 연구 추계)

2008~2055
(통계청 추계)

2056~2100
(본 연구 추계)

출산력

합계출산율 2010년 
1.23에서 2045년 
1.42 증가 후 유지

1.42 유지
합계출산율 2008년 
2.025에서 2051년 
1.945로 감소 후 유지

1.945 유지

사망력

평균수명 남성 2010
년 77.2세에서 2060
년 86.59세, 여성 
84.07세에서 90.30
세로 증가 

평균수명 2100년 
남성 89.27세, 여성 
93.19세로 증가

2010년 남자 64.9세, 
여자 71.7세에서 2055
년 남자 71.4세, 여자 
77.9세 

2100년 남성 85.5
세, 여성 89.0세로 
증가

국제
인구이동

국제순이동률(인구 
천명당) 2010년 1.67
에서 2060년 0.53으
로 감소 후 유지

‘60년 수준 유지
연간 순이동자 남성 
–1,145명, 여성 –3,861
명 유지

좌동

자료: 통계청 추계는 통계청(2010)과 통계청(2011), 나머지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추계 가정임.  

제3절 남북한 인구 규모 및 구조 

1. 인구규모

인구는 주로 통합인구와 연령대그룹별로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

능인구(15~64세) 및 노인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하에

서는 남한 인구와 북한 인구의 단순 합으로서 통합 인구를 구하여 분석하

도록 한다. 이러한 통합인구는 통일 시 남북한 간 상호작용 또는 통일의 

영향 등을 통해 변화하는 통일인구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한다. 즉, 여기에서는 논의하는 통합인구는 후술할 통일 시 적정인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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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념을 가진다. 

〈표 3-3〉 남한과 북한의 인구규모 변동 전망 

(단위: 만명)

연도

남한 북한 통합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2010 4,941 798 3,598 545 2,422 545 1,659 218 7,363 1,343 5,257 763 

2015 5,062 704 3,695 662 2,481 509 1,719 253 7,543 1,213 5,414 915 

2020 5,144 679 3,656 808 2,540 502 1,785 253 7,683 1,181 5,441 1,061 

2025 5,197 674 3,490 1,033 2,595 516 1,788 291 7,792 1,190 5,278 1,324 

2030 5,216 658 3,289 1,269 2,637 526 1,771 339 7,853 1,184 5,061 1,608 

2035 5,189 625 3,089 1,475 2,657 514 1,725 417 7,846 1,139 4,814 1,892 

2040 5,109 572 2,887 1,650 2,657 485 1,695 477 7,766 1,057 4,582 2,127 

2045 4,981 517 2,717 1,747 2,644 458 1,702 484 7,625 975 4,419 2,231 

2050 4,812 478 2,535 1,799 2,627 448 1,684 494 7,439 927 4,219 2,293 

자료: 남한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북한은 통계청(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남한 총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 처음

으로 5천만명대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5,216만명으로 정점에 이

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에 남한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

는 4,812만명이 될 전망이다. 북한 총인구는 2010년 2,422만명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37년 2,659만명에서 정점을 이른 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2,627만명이 될 전망이다. 남한의 출산력이 아주 

낮고 북한의 출산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인구와 

북한인구의 감소시기가 7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로

는 남한의 경우 낮은 출산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순이동인구의 정적 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남한 인구와 북한 인구의 

단순 합인 통합인구(이는 통일인구와는 다른 개념이다)는 2010년 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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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에서 2032년 7,859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

에는 7,4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3-1〕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 변동 전망

(단위: 만명)

   주: 최대 규모는 통합 2032년 7,859만명, 남한 2030년 5,216만명, 북한 2037년 2,659만명임.  
자료: 남한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북한은 통계청(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노동력의 공급원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남한의 경우 2010년 

3,598만명에서 2016년 3,704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 2,5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1,659만명에서 2022년 1,795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 1,68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남한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를 

합한 통합인구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5,257만명에서 2018년 5,459

에 정점을 이룬 후, 2050년 4,219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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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남한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변동 전망

(단위: 만명)

   주: 최대 규모는 통합 2032년 7,859만명, 남한 2030년 5,216만명, 북한 2037년 2,659만명임.  
자료: 남한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북한은 통계청(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2. 인구구조

여기에서 인구구조는 연령대집단별 구성으로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노인인구(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우선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남한의 경우 2010년 16.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9.9%

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동 기간 22.5%에서 17.1%로 줄어들 전

망이다. 남한의 경우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

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인근에서 변동하고 있는 영향으로 인하여 남

한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북한 역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에서 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소년인구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남북한 통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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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8.2%에서 2050년 12.5%

로 줄어들 전망이다. 요컨대, 북한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통합인구의 유소

년인구 비중의 감소세를 다소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나 통합인구

의 유소년인구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동 전망 

(단위: %)

연도

남한 북한  통합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총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2010 100.0 16.1 72.8 11.0 100.0 22.5 68.5  9.0 100.0 18.2 71.4 10.4 

2015 100.0 13.9 73.0 13.1 100.0 20.5 69.3 10.2 100.0 16.1 71.8 12.1 

2020 100.0 13.2 71.1 15.7 100.0 19.8 70.3 10.0 100.0 15.4 70.8 13.8 

2025 100.0 13.0 67.2 19.9 100.0 19.9 68.9 11.2 100.0 15.3 67.7 17.0 

2030 100.0 12.6 63.1 24.3 100.0 20.0 67.2 12.9 100.0 15.1 64.4 20.5 

2035 100.0 12.0 59.5 28.4 100.0 19.4 64.9 15.7 100.0 14.5 61.4 24.1 

2040 100.0 11.2 56.5 32.3 100.0 18.3 63.8 17.9 100.0 13.6 59.0 27.4 

2045 100.0 10.4 54.5 35.1 100.0 17.3 64.4 18.3 100.0 12.8 57.9 29.3 

2050 100.0  9.9 52.7 37.4 100.0 17.1 64.1 18.8 100.0 12.5 56.7 30.8 

자료: 남한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북한은 통계청(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남한과 북한 공히 다소 높아지다가 일정 시점 이

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생산가능인구 비

중은 2012년 73.1%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50년 52.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9년 70.3%까지 높아질 것이

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0년에는 64.1%로 나타날 전망이다. 결과

적으로 남북한 통합인구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1.4%에서 

2016년 71.8%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56.7%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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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동 전망 

(단위: %)

자료: 남한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북한은 통계청(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령화 수준을 의미

한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중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속도면에서는 남북한 간 아주 큰 차이가 나

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50년 37.4%로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북한의 노인인

구 비중은 동 기간 9.0%에서 18.8%로 다소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요컨대, 2010년 만해도 남북한 간 노인인구 비중의 차이는 3% 포인트 내

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무려 20%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전망

이다. 이는 남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초저출산현상이 발생하고 평균수명 

상승으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 출산율 수

준이 인구대체수준에 근접해 있고 사망력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

하여 유소년인구의 감소폭과 노년층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

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통합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2010년 10.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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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50년 30.8%로 높아질 전망이다. 남한의 인구규모가 북한에 비해 

약 2배인만큼 남한의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쳐 통합인

구의 고령화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 남한과 북한의 노인인구 비중(인구고령화 수준) 변동 전망

(단위: %)

자료: 남한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북한은 통계청(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인구학적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총부양비로 구분된

다.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유소년인구로 그리고 노년부

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로 측정된다.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으로 계산된다. 남한의 경우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유소년부양비는 빠르게 줄어든 후 낮은 수준에서 유지

될 전망이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기 시

작하는 2020년경부터 급상승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 추이에 따라 총부

양비 역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남한의 노동인구의 부담이 급

격하게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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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남한과 북한의 부양비 변동 전망 

(단위: %)

연도

남한 북한  통합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2010 37.3 22.2 15.2 46.0 32.9 13.1 40.1 25.5 14.5 

2015 37.0 19.0 17.9 44.3 29.6 14.7 39.3 22.4 16.9 

2020 40.7 18.6 22.1 42.3 28.1 14.2 41.2 21.7 19.5 

2025 48.9 19.3 29.6 45.1 28.9 16.3 47.6 22.5 25.1 

2030 58.6 20.0 38.6 48.9 29.7 19.1 55.2 23.4 31.8 

2035 68.0 20.2 47.8 54.0 29.8 24.2 63.0 23.7 39.3 

2040 77.0 19.8 57.2 56.7 28.6 28.1 69.5 23.1 46.4 

2045 83.3 19.0 64.3 55.4 26.9 28.5 72.6 22.1 50.5 

2050 89.8 18.9 71.0 56.0 26.6 29.3 76.3 22.0 54.4 

   주: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100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100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자료: 남한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북한은 통계청(2010).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지속됨에 따라 유소년부양비의 

감소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노인인구 비율도 비교적 완만하게 높아

짐에 따라 노년부양비 역시 완만하게 높아져, 결과적으로 총부양비는 장

기적으로 60 이하에서 낮게 변동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구조 상 북한의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남북한 통합인구의 부양비는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남한의 부양비 

변동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유소년부양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빠르게 높아져 총부양비가 높아질 전망이

다. 다만, 북한인구의 낮은 부양비의 영향으로 통합인구의 노년부양비와 

총부양비의 상승폭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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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남한과 북한의 부양비 변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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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체제의 통합사례

1. 독일의 통일: 급진적 통일

  가. 통합과정

1989년 여름부터 시작된 동독인들의 대량 이탈 그리고 같은 해 가을부

터 전개된 대규모 시위들을 통해 시작한 평화혁명은 그해 11월 9일 베를

린 장벽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후 동서독은 급진적인 사회변혁 속에서 

통합을 시도하면서 통일독일은 통화, 경제, 사회 및 정치적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림 4-1〕 독일의 통합과정

통화
통합

서독 마르크화를 공식 화폐로 지정

⇒
완전한 

통일국가

형성

모든 통화관리는 서독 중앙은행이 담당

경제
통합

서독식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

서독과 통합된 단일경제권 형성

사회
통합

민간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교류

서독식 사회복지제도로 전환

정치
통합

최고법에 ‘동서독은 특수한 관계’로 인정

동독이 서독의 신연방 5주로 편입

국가통합 사례와 
남북통일 시나리오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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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작스런 통일로 인해 통일독일은 유무형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 이후 1991년에서 2003년까지 서독의 동독

에 대한 총이전지출은 1조 3천억 유로에 이르며, 이는 서독 GDP의 5%수

준에 상응하는 규모이다. 특히, 서독에 의한 대동독지역 개발 등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동서독민들의 인구이동과 인구변화 등에서 기인하는 사

회비용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 4-1〉 독일 통일비용 내역(1991~2003 추정치)

(단위: 10억 유로)

구 분 내   용 금액 비중(%)

인프라 재건 지출
도로․철로․수로 개선, 자치단체 교통, 주택, 도시
건설 개선 등 지원 

160  12.5

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지출

지역 경제활성화, 농업구조 및 해안보존, 투자
보조, 이자보조, 전철등 근거리교통 보조

 90   7.0

사회보장성 지출 연금, 노동시장보조, 육아보조, 교육보조 630  49.2

임의 기부금 지출

독일통일기금(1991~94)
판매세보조
주재정균형조정
연방보조지급금

62
83
66
85

295  23.0

기타 지출 인건비 및 국방비 지출 105   8.2

총이전지출 (A) 1,280 100.0

구동독수입(B, 세금 및 사회부담금 수입) 300  23.4

순이전지출 (A-B) 980  76.6

  

 자료: 연방건설교통부 추정, 독일연방경제자문위원회(SVR, 2004) 제628항을 고명덕(2009), 독일 
경제통합 실태 평가와 시사점, 정책연구 통권 16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19로부터 재인용.

  나. 통일 전후 인구 변화

11949년 동독정부 수립이후 동서독 분단이 시작되면서 통일이후 

2008년 말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주민의 누적 수는 약 8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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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약 14만명)2)에 이른다. 동서독 분단 직후부터 베를린 장벽이 세

워진 1961년까지 연간 32만명의 대량 이주가 발생하였다.

통일직전과 직후인 1989~1990년에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대량이주

가 발생하였고, 통일이후에도 1990년대에는 연평균 18만 5천명, 2000

년대에는 연평균 16만명 규모로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표 4-2〉 연대별 동서독 인구 이주 추이(1950~2008년)

(단위: 천명)

　
동독→서독

(A)
서독→동독

(B)
동독 순유출자수

(C=A-B)
동독이주자(A)  

연평균

1950~1961년 3,855 400 3,454 321 

1962~1988년 626 70 556 23 

1989~1990년 784 41 742 392 

1991~1999년 1,664 1,203 462 185 

2000~2008년 1,433 874 559 159 

1950~1989년(분단) 4,824 475 4,349 121 

1990~2008년(통일) 3,537 2,113 1,424 186 

1950~2008년(전체) 8,361 2,588 5,773 142 

   주: 1952~2000년도에서 구동독은 동베를린, 구서독은 서베를린 포함. 단, 1950~1951년과 
2001년도 이후에는 각각 베를린 제외. 

자료: SBD-인구통계(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dicators/LongTermSeries/Population/  
lrbev07.html)      

        BA-이주자통계(http://www.bund.de/DE/Behoerden/B/BAA/Bundesausgleichsamt.html)

2) 동서독간 주민 이주 통계는 집계기관, 동·서베를린의 포함 유무, 그리고 연도별, 사건별, 
이주접수 시점에 따라 상이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 이주에 관하여 1950년도부터 매
년 공식통계를 발간하는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이하 
SBD로 약칭)의 통계자료(Statistsches Bundesamt, Fachserien Wanderungen 
1950-2008)에 입각하며, 연방채무조정청(Bundesausgleichsamt: 이하 BA로 약칭)의 
1949~1989년 이주자(Übersiedler) 통계(Bundesausgleichsamt, Aussiedler nach 
Reisterverfahren, Übersiedler nach Aufnahmeverfahren)를 보조적으로 사용함.



56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연구

반면, 동독정권시절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여 이주를 근본적으로 통제

하기 시작한 1962년부터 동독이 몰락하기 직전인 1988년까지는 연평균 

2만 3천명에 불과한 소규모 이주가 발생하였다. 반대 방향의 서독에서 동

독으로 이주한 누적 주민은 260만명에 불과하여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누

적 순유출자수는 590만명에 달하였다. 

 이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동독민의 서독으로의 이주자 남녀 성

비는 48% 대 52%, 순이주자의 경우 41% 대 59%로 여성들의 이주가 상

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독민 가운데 젊은 연령층의 유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유출 이주가 많은 반면에, 고령층의 동독으로의 유입은 동

독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함께 출산가능 여성 감소로 자연적 인구감소를 

가져왔고, 게다가 동독사회의 고령화를 촉진시켰다.

〈표 4-3〉 동독 이주자 연령별․성별 구성(1991~2007년 누계)

(단위: 천명, %)

이주 당시
 연령

동독→서독 이주자
동독 순유출 

(서독에서의 전입 차감)

남자 비중 여자 비중 남자 비중 여자 비중

18세 이하 245 20.5 246 18.9 114 26.4 121 19.6 

18~25세 337 28.2 438 33.6 158 36.6 261 42.2 

25~30세 222 18.6 181 13.9 74 17.1 73 11.8 

30~50세 287 24.0 305 23.4 82 19.0 137 22.2 

50~65세 75   6.3 78 6.0 8 1.9 26 4.2 

65세 이상 29   2.4 56 4.3 -3 -0.7 0 0.0  

전 체 1,196 47.8 1,304 52.2 432 41.1 618 58.9

자료: SBD(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dicators/LongTermSeries/Population/lrbev0)

통일직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자 학력은 중급 수준이 과반을 이

루나 동독의 평균과 비교해볼 때 다소 중급 이상의 이주자가 많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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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경력은 중급정도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유의성이 

떨어지기에 동독민 이주자의 학력 및 경력 특성에 관해서는 해석에 한계

가 있다. 오히려 동독으로 이주하는 서독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관해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데, 중급 이상의 학력 및 경력자가 각각 서독 평균

을 상회하는 75%와 85%를 나타낸다.

〈표 4-4〉 동서독간 이주자의 학력 및 경력

　　
　
　

동독→서독이주자
동독민

(1997년)
서독→동독이주자

서독민
(1997년)

동독
순유입

(천명) (%) (%) (천명) (%) (%) (천명)

학력

초급 116  26.4  29.4 105  25.1  48.3 -11

중급 232  52.7  54.3 180  43.0  32.1 -52

고급  92  20.9  16.3 134  32.0  20.6  42

합계 440 100.0 100.0 419 100.0 100.0 -21

경력

하급  78  17.6  12.5  66  15.4  26.1 -12

중급 312  70.4  77.3 284  66.2  61.4 -28

상급  53  12.0  10.2  79  18.4  12.5  26

합계 443 100.0 100.0 429 100.0 100.0 -14

   주: 1992~1997년 IAB 패널자료(http://www.iab.de/en/erhebungen/iab-betriebspanel.aspx)를  
활용하여 작성

통일이후 사회적 변혁기에서 발생한 동서독 이주로 인해 동독지역은 

베를린을 제외하고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1991~2007년까지 동서독

간 이주발생은 동독에서 2.1%의 인구 감소가 초래되었고, 베를린을 제외

하면 동독인구의 3.1% 감소 효과가 발생하였다. 1991~2007년 동안 가

장 빈번한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행선지는 주로 서독내 대도시 

Hamburg, Bremen이나 대체로 부유한 연방주인 Hessen, Bayern, 

Baden-Württemberg 등이 대표적이다. 

동서독간 이주로 인해 순유출 발생으로 동독지역 모두에서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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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되었고, 독일내 연방주간 전체 이주(서독↔서독, 동독↔동독 포

함)를 고려하더라도 Brandenburg를 제외하곤 동독지역 모두 순유출로 

인해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동독연방주 가운데 특히 Sachsen-Anhalt

와 Mecklenburg-Vorpommern은 심각한 순유출을 경험하였으며, 

Brandenburg은 인접한 Berlin에서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통일이후 동서독 이주가 미치는 인구변화 효과

연방주
동서
구분　

1991~2007 2007

TMER(%)
동서독간 
순유입(명)

독일내 
 순유입(명)주민 1천명당(명)

Hamburg 서 3.96 4,531 2.56 5,456 

Bremen 서 2.39 572 0.86 -2,517  

Berlin 동 1.61 7,185 2.10 -5,819  

Hessen 서 1.42 7,384 1.22 10,427  

Bayern 서 1.01 26,613 2.13 52,149  

Baden-Wuertt. 서 0.77 17,921 1.67 26,518  

Nordrhein-W. 서 0.75 8,967 0.50 15,498  

Rheinland-Pf. 서 0.19 3,645 0.90 9,703  

Niedersachsen 서 -0.17 -5,803 -0.73 -59,042  

Schleswig-Hol. 서 -0.23 4,846 1.71 11,837  

Saarland 서 -0.29 90 0.09 -1,263  

Sachsen 동 -2.34 -22,619 -5.36 -20,882  

Thueringen 동 -2.87 -10,807 -4.72 -11,601  

Sachsen-Anh. 동 -3.00 -19,410 -8.05 -23,626  

Brandenburg 동 -3.83 -11,024 -4.35 5,433  

Mecklenburg-V. 동 -4.42 -12,091 -7.20 -12,271  

   주: TMER(total migration effect rate: 총이주효과율)이란 이주자의 연령구성 등을 고려하여 
이주가 발생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구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BiB(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 독일연방 인구연구소 http://www.bib 
emografiede/N/Research/Project_Archive/Migration_Laender/migration_bundes
laender.html)가 개발, 예를 들면 Sachsen의 경우 통일로 인해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2.34%의 인구가 증가했을 것임을 의미

자료: SBD; BiB를 활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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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정권의 말기에는 서독에서의 일자리 획득 기대와 같은 경제적 이

유도 존재하여 이주자의 상당수는 근로자가 차지하였다. 1988년의 동독 

이주자 특성을 보면 이주자의 64%가 근로자이었고(당시 서독의 인구전

체에서 차지하는 근로자 비중 48%), 여자의 경우도 사회주의 경제 하에

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것을 반영, 30%(당시 서독의 여자 근로자 비

중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4-6〉 1988년 동독이주자의 특성

구   분
동독이주자 서독 (1987년)

인원(명) (비중, %) 인원(백만 명) (비중, %)

근로자 합계 25,646 64.4 29.4  48.2 

근로자
남자 13,854 34.8  29.1 

여자 11,792 29.6  19.1 

비근로자 합계 14,186 35.6 31.7  51.8 

비근로자

주부 503 1.3  23.9 

연금생활자 5,644 14.2  21.8 

미취학아이 2,583 6.5 15세미만  14.3 

학생 5,444 13.7 18세미만  18.3 

무직 3 0.0 21세미만  23.1 

기타 9 0.0 

전   체 39,832 100.0 61.1 100.0 

  

자료: SBD(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dicators/LongTermSeries/Population/lrbev0)
        BA(http://www.bund.de/DE/Behoerden/B/BAA/Bundesausgleichsamt.html)

  다. 통일 후 동독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및 특징

통일 이후 동독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율, 높은 사고사, 평균수명의 

연장, 젊은 층의 대규모 서독 이주 등으로 절대규모의 감소와 급속한 고

령화 현황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 음주 및 알코올 

중독, 특히 농촌지역에서 젊은 남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여 사고사

가 높아졌다. 동독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서독 이주가 발행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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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독인의 제한된 동독 이주 및 고령인구의 유입으로 동독지역의 인구

가 1989년 1,670만명에서 2007년 1,500만명 이하로 10%이상 감소하

고, 인구고령화의 가속을 유발하였다. 

특히, 통일 후 사회․문화적 충격으로 1990~92년 동안 동독의 출산율

이 갑작스럽게 하락하고, 생활습관이 서독에 수렴하면서 출산율도 서독

수준으로 근접하였다. 즉, 동독의 초산연령은 통일 이전시에는 서독에 비

해 5년 정도 빨랐으나 통일 후에는 서독 수준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동의 패턴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인접 서독지역, 동독내 대도시

지역 등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에서 경

제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으로의 이주는 분명하게 추적되나,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이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수준

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주거지역(동독)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미국의 서부지역 이주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일부 동독지역에서는 도시근교화(suburbanization)의 경향으로 동독

의 여타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발생하였다. 베를린 주변 지역은 도시

근교화(suburbanization)의 경향으로 늘어난 이주인구가 출산율저하로 

인한 기존 인구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Brandenburg 州에서 도시근교화 현상이 현저한데, 州 내에서도 베를린

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구감소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억제되어 왔던 도시화가 진전되어 다른 동

독의 대규모 도시들도 인구가 들어나는 재 도시화(re-urbanization)경

향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자연환경이나 생활조건이 좋은 지역에는 특수한 수요로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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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예를 들면 西포메라니아 州의 해안지역 등에 은퇴자들이 이주

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상기의 현상으로 인해 동독은 현재 출산율저하가 가장 핵심적인 인구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역 간 이주(서독으로의 이주)가 상당한 문제를 유

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과제는 아니며, 동독지역의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1991~2004년간 동독의 인구는 약 

145만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이중 47만명은 이주의 결과이고 98만명은 

출산율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1989년 말에서 1990년 말 사이에 

75만명의 이동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 

동독의 인구유출은 전체지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사회․경제적 지위 포함)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젊고, 

기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 

인구의 이주는 노령화 경향과 중복되면서 인력확보의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유능한 인력의 유출은 동독지역의 투자유치, 동서독 지역간 

격차시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이동 패턴의 결과 

사회간접자본이나 주택 수요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독 내에서도 인구 집중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주택은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은 초과공급이 초래되어 동독 전체지역

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인프라 및 주택수요 감소로 사용빈도가 

낮아지면 공실률 상승 등에 따른 유지비용은 추가적 발생 등으로 소유주

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인구이주와 출산율저하로 인한 인구구

조의 변화는 사회적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만으로

도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붕괴,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확대, 교육 및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주민

수의 감소는 해당지역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불안정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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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였다. 

낮은 출산율로 동독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 지역적인 인구불

균형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연령별, 성별 불균형도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인구감소는 이들 연령층이 가임연령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저출산 문제를 유발하였다. 독일은 나름대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정부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나 이주를 억제할 수는 없었다. 이에 동독지역의 인구문제는 여전히 확실

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2. 베트남의 통일: 무력․급진적 통일

  가. 분단과정

1887년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독립하였으나, 직후 남북 베트남으로 분단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1945년)하기도 하였으나 종전 후 다시 프랑스에 

의해 지배를 당하다가 1954년 독립하였다. 독립직후 북쪽에는 베트남 독

립동맹(월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

남)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이 수립되었다. 

1954년 베트남 수립과 함께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 월맹은 공산화 과정

을 강력히 추진하여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

였다. 월맹은 1959년부터 정치․군사요원을 남파하여 월남에서 게릴라 거

점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월남에서는 고딘 디엠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

세력이 월맹의 지원을 받으며 1960년 12월 베트콩(VIET CONG)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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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베트콩은 그들의 정치기구로서 민족해방전선을 설립하였다.3)

  나. 통일과정

월남의 고딘 디엠이 1963년 11월 1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암살된 이

후 1967년 10월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의 월남 제2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 총 5회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월남의 내부 정치적 

혼란은 지속되었다. 1964년 8월 미 구축함이 공해상에서 월맹의 고속어

뢰정에 피격 당한 소위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통

킹만 사건을 계기로 1965년 2월 대대적인 복폭을 감행하며 미 지상군을 

월남에 대거 투입하면서 월남전이 확대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 월남전에 대한 비판과 반전운동이 확산되면서 존슨 대통

령은 1968년 3월 월맹에 대한 평화협상 제의를 발표하였다. 1968년 5월 

13일부터 미국과 월맹은 파리에서 평화협상을 시작되었고, 1969년 1월 

25일부터 미국, 월맹, 월남, 베트콩 등 4개국 대표가 파리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회담을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평화협상이 시작되자 월맹

은 베트콩 세력을 월남정부와 대등한 합법정부의 지위로 내세워 휴전협

상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1969년 6월 8일 베트콩을 모체로 한 

월남 임시혁명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1969년 7월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이 상정한 최선의 

정책목표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월남에 안정된 정치․군사조직을 구축한 후 

미국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단, 그러한 정책목표의 차선책으로 미국은 

3) 본 문단 이하 통일과정 소절과 통일이후 베트남 소절의 중반까지는 김국신(2001), “독일‧
베트남‧예멘 통일사례”, 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제42차 국내학술회의(2001.10.19) 발
표논문집, 통일연구원의 p.10-16에 기술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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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의 패망시기를 1972년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내 반전여론에 몰린 닉슨 행정부는 그간 제시했던 평화협정 

체결 조건들을 완화하고 서둘러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 마침내 

1973년 1월 27일 미국, 월남, 월맹,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콩)의 4당사

자가 베트남 평화협정에 조인하였다. 4자평화회담은 1973년 1월 18일까

지 총 174회의 회담을 개최하여 휴전협정 체결 이후 1973년 말까지 미국

은 월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러나 1974년 말부터 시작된 월맹군의 총공세로 인해 전쟁에 패한 월

남의 티우 대통령은 1975년 4월 21일 정권을 두옹 반 민(Duong Van 

Minh)에게 이양하고 해외로 망명하였고, 1975년 4월 30일 월맹군과 베트

콩이 사이공을 함락시키자 두옹 반 민(Duong Van Minh) 정부는 항복을 

선언하여 베트남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다. 통일 이후의 베트남

통일정부는 남부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월남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정

치수용소 수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4) 또한 남부주민들에 대한 인구재배

치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통일정부는 전쟁 기간 중 도시로 이주한 인력을 

신경제지역이라는 집단농장에 재배치하였다. 이주민 중 상당수가 상인, 

자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잠재적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력 확보차원에서 인구재배치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 이후 베트남 역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하에서 전형적인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76년부터 추진된 제2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참담한 실패로 종결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4) 1975년 당시 약 35만명이 정치수용소에 수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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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발전 정책에 있어서 실패가 계속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 기간 동안에도 경제자유화와 재통제화(再統制化) 그리고 재자유화조치

를 반복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moi)라고 불리는 개혁․개방정

책을 추진하면서 경제부문의 비약적 발전을 성취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 경제를 성장과 발전의 궤

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베트남은 중공업우선정책을 포기하고 이원

적 경제구조의 발전을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 방식에 있어서 시

장원리를 대폭 도입하고,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정치․사회영역에서

도 변화를 모색하였다.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1991년 시작된 제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도이모이를 수정․강화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정치․사회부문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표방하면

서 개혁․개방을 가속시켰다. 도이모이정책 이후 베트남은 안정적 인구성

장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벗어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4-2〕 통일이후 베트남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률(1985~2012)

자료: World Bank-World DataBank(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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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 편입한 베트남 역시 최근의 국제적 금융위기의 영향에 있

었으나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향후 베

트남의 경제는 전세계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국제사회는 예측하

고 있다.

〈표 4-7〉 전세계 및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변동추이

(단위: %)

연도 ‘94~’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세계  3.4 4.9 4.6 5.3 5.4 2.8

베트남  7.4 7.8 8.4 8.2 8.5 6.3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7

전세계 -0.6 5.1 3.8 3.3 3.6 4.6

베트남  5.3 6.8 5.9 5.1 5.9 7.5

자료: IMF(2010),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pp. 190~194.

3. 예멘의 통일: 평화․점진적 통일

  가. 분단과정

지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위치한 예멘은 1507년 포르투갈의 

식민 하에 놓인 이후 오스만 터키, 영국 등에 지배를 받아 오다가 1967년 

해방되었다. 영국의 지배 하에서 1962년 북예멘 쌀랄(as-Salal) 대령이 

쿠테타에 성공한 이후 예멘아랍공화국(Yemen Arab Republic; YAR)

을 건설하였다. 영국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남예멘은 사회주의 체제로, 북

예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분단되었다. 1967년 남예멘에서 영국

군 철수이후 독립, 민족해방전선(NLF)이 ‘남예멘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South Yemen; PRSY)’을 선포하였다. 같은 해, 민간인 카

디 압달 라흐만 이리아니(Iryani)가 정권 수립, 남예멘 인민공화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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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으로써 남북 예멘의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5)

1972년 9월 남북 예멘간 국경분쟁이후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등 아

랍국가의 적극적인 중재로 통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1977년 7

월 북예멘의 알-하미드(Al-Hamid) 대통령 암살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

었다. 1978년에는 알-가시미 대통령 암살되고 알리 압둘라 쌀레(Saleh) 

중령이 군부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79년 2월 

남북 예멘 간 제2차 국경충돌이후, 3월 아랍연맹평의회의 중재안에 따라 

쿠웨이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재개된 이후 1986년 1월 남예멘의 정변

으로 통합작업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남예멘 정변이후 집권한 알-아타

스(Al-Attas) 정권의 광범위한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으로 통합작업이 

급속히 진행하였다.

  나. 통일과정

예멘의 통일과정은 정치적 통일과 비정치 분야의 통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 정치적으로는 1990년에 남북 예멘의 정상간 과도기 정부의 

합의 이후 예멘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였다. 1990년 4월 

22일 싸나 정상회담에서 통합 선포 후 30개월간의 과도기를 두기로 한 

‘과도 정부기구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1개월 후인 5월 22일 남예멘

의 수도 아덴(Aden)에서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의 통일 국

가를 선포하였다. 이후 통일헌법을 공포하였으나, 대·부통령 선출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분규로 남북내전이 발발하고 북예멘의 승리로 1994년 새

5) 예멘의 분단과정,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예멘 중반부까지는 홍성민(2000), ‘예멘의 사회, 
경제적 통합과 한반도’, “분단국 통합과정과 남북관계(통합관계전문가회의 제2차 워크숍 발
표논문)”, 통일부를 인용하고 있는 인터넷싸이트(http://rheemok.egloos.com)의  ‘예멘의 
통일’ 관련 131913, 131911, 131902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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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범을 통해 정치 분야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 

1991년5월15일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하여 통일헌법의 확정

을 공포하고, 1992년11월에 대통령위원회 총선을 1993년 4월로 연기하

였다. 그리고 1993년 4월 27일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의 연

장을 결정하고 총선거 실시하고, 동녈 10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정계의 

분규로 지연되던 대·부통령 선출문제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알-바이드 부통령의 취임거부 및 개혁요구 등으로 1994년 남

북내전(5.5~7.7)이 발발하였다. 내전에서 승리한 북예멘이 1994년 10월 

부분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하고, 개정헌법에 따라 쌀레 대통령을 의회에

서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사회당을 배제하고, 국민회의당

과 이슬람당의 양당 연정체제로 새정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1997년4월

27일에 통일이후 최초의 총선에서 국민의회당이 압승하였고, 2000년5

월22일에는 대내외적인 통일 1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한편, 비정치분야에 있어서 민간교류의 활성화,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추진,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통합을 모색하였다. 민간교류는 

예술단체들의 상호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왕래, 통행자유화로 확대되었

다.  즉, 1979년에는 쿠웨이트 정상회담 이후 문화, 예술단체들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1980년에는 주민 왕래에 관한 협정(1983연말부터 

시행)이 맺어졌으며, 마침내 1988년 통행자유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경제협력은 주식회사의 공동설립, 교역활성화, 전력체계 통합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아덴합의서의 채택 이후 예

멘관광주식회사의 공동 설립에 관한 협정을 완료하고, 1983년에는 교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88년에는 남북예멘간 

전력체계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예멘 석유·광물개발주식회

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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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문화적 협력은 분야별 업무조정으로 시작으로 단일 교과서 사용

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 공보, 문화, 교육 분야 업무조정에 관한 합의를 

통해 언론 자료의 개방, 문화, 예술인들의 상호 방문 및 공동 작업, 공보 출

판물의 교환, 공동 전시관의 설립, 공동 문예주간 등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1983년에는 단일 역사 교과서 제작과 사용을 합의하여 1984/85 학년도

부터 모든 학교에서 남북 단일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다. 통일 이후의 예멘

예멘의 통일에는 국제질서 흐름에 대한 적절한 편승과 주변 아랍국 및 

아랍연맹의 중재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하였고, 또한 선통합-후조정이라는 

‘합의통일’ 방식을 채택하였기에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통일이후 예멘의 경제 사정은 매우 호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는데, 특히 통일이후 화폐통합은 가장 성공적인 분야로 꼽히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화폐통합을 이루어낸 점

은 예멘경제의 예멘통일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예멘경제의 걸림돌이었던 폭발적인 인구증가 현상도 최근에는 점차 안

정을 찾고 있다. 또한 예멘 경제의 관건인 석유부문 개발도 꾸준한 성장

세를 보여 현재 일량 약 43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실패와 높은 실업률 문제는 경제 발

전과 안정의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예멘은 1996년 3월 경제 및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목

적으로 ‘1996-2000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96년 6월 대규모 

수해와 예산부족 등으로 시행을 유보해 오다가 1997년 8월 총 65억 달러 

규모의 4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1997-2000 경제개발계획’을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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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하였다.

〔그림 4-3〕 예멘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1991~2012)

자료: World Bank-World DataBank(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그러나 남북예멘은 통일 후 예멘국민들이 통일의 꿈으로 기대했던 석

유생산에 의한 경제성장, 국민화합, 정치적 민주화 등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걸프전의 여파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세력간, 관료조직간, 군조직간의 이질성 극복에 실패하면서 정

부내 명령체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예멘의 통일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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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통일 시나리오와 비용항목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국제적

인 탈냉전의 해빙무드, 특히 독일통일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에서도 북한

이나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가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하

기 시작하였다.6) 더욱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초래된 심각한 문제는 남북통일의 시나리오와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동안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는 통일방식이나 정책적 목표, 경제적 통

합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의 논의는 크게는 점

진적 통일, 급진적 독일식 통일 및 급진적 특구식 통일의 3가지로 집약되

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도모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정치⋅경

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제도와 질을 수렴해가는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와 

북한체제가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에서 북한정부가 남한의 대대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 통일하는 급진적 통일 시

나리오는 기존부터 논의되어온 대표적 시나리오이며, 최근에는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한시적으

로 분리하여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특구식 통일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7)

이에 본 절에서는 3가지 통일시나리오에 대해 적정인구 추정을 위한 

기본적 검토사항으로 기본가정과 통일비용을 상정하고 있는 항목을 기존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8)

6) 1990년대 이후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김광억 외(2004), 북한 및 통일관계 국내
외 연구동향 리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을 참조.

7)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홍택(편). (2012),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을 들 수 있음. 

8) 상게서인 전홍택(편). (2012)와 이석(2010), 통일비용 추정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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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진적 통일과 비용항목

  가. 시나리오의 기본가정

점진적 통일시나리오는 북한의 급진적 붕괴 가능성이 현실적이지도 않

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 궁극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

와 발전이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우리사회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통일방식으로 이

명박 정부에서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형태로 공식화하였다. 비핵 개

방 3000의 핵심 개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한국

이 북한을 도와 향후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을 최대 3,000달러까

지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물론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본격적 경제개발

과 함께 남한이 그간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사용한 남북경협의 확대와 인

도적 지원 등 여타의 제반 정책적 수단들 역시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발

전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도 있다.

  나. 통일비용 항목

향후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비용은 북한의 소득증

대를 위한 북한개발비용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즉,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까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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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출되는 북한개발비용과 ‘비핵 개방 3000’ 구상 이

후 일정시점에서는 지출이 종료되는 북한의 핵처리를 둘러싼 비용 그리

고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등 남북한의 교류·접촉 확대 등을 위

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에 따른 통일 

프로세스의 수행을 위한 ‘비용’이 일시적인 지출이 아닌 일정시점까지 지

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북한개발비용은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소득(혹은 GDP)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이 지출해야 하는 개발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비용의 대부분은 남한의 투자와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구

분이 가능하다. 북핵처리비용은 북한이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북한에 에

너지를 직접지원하고 또한 핵폐기 보상으로 상업적 원전 설립 또는 전력 

등 에너지를 지원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전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사업과 마찬가지로 남한만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는 

주변국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

는 매우 상징적인 대북 쌀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이외의 여타 지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라는 점에서 소득이 3,000달러

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식량을 자체의 힘만으로 해결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식량 지원은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상

징적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이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 지원비용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 북한개발비

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이다. 민간차원의 상업

적 대북거래가 확대되는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이 더욱 촉진되는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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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및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급진적 독일식 통일과 비용항목

  가. 시나리오의 기본 가정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 위치를 승계한 김정은 체제가 핵문제

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 심화,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의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질 통일의 형태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

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듭되는 북한의 경제침체 등의 내

부 불안요소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우려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우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며, 과거 독일의 통일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반여

건의 변화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급진적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북한정권의 급진적 붕괴와 전면적인 통일을 상정하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북한정권의 붕괴로 연결되고, 그 결과 북한 내부에

서 핵무기 통제나 인도주의적 위기, 대량 난민과 같은 긴급 상황을 제어하

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

북개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남북통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통일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전면적이고도 

급진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첫째, 북한정권의 붕괴로 북한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일이 진행되므로 북한의 안정은 물론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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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급진적인 통일이 불가피하

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량난민의 발생 등 북한 내부의 혼란을 통제하

기 쉽지 않고,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국간 이해의 불일치로 자칫 전체의 

통일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둘째, 남북한 모두에서 조기의 전면적 통일을 요구하는 여론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북한의 경우 피폐해진 경제현실을 조기에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리고 한국의 경우 자칫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통일 자

체에 대한 장애가 빚어질 개연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조기의 전면적 통합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통일 과정은 과거 

동서독의 통일에서처럼 이미 작동을 중지한 북한의 모든 사회 시스템을 

한국의 기존 시스템으로 일거에 교체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으로는 한국

이 북한을 흡수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통일비용 항목

급진적 통일방식은 점진적 통일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적 비용과 

내용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선 북한의 급변사태를 

진정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통일 상황 관리비용이 필요하며 남북한의 경

제적 통일을 시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화폐통합을 실현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개발비용, 사회복지서비스비용, 북

한행정기구지원비용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급진적 통일에서 ‘비용’

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비용과 지속적으로 소요되

는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일 상황 관리비용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프로세스의 진행 

시, 남한의 군대와 행정기구의 북한 진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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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정은 과연 북한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국 군대와 행정기구가 진

출하여,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그 비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다만, 동 비용 추정을 위한 준거로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바그다드에 진출하여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그리고 新이라크 정부의 수

립을 주도한 사례를 가질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식량 및 생필품지원, 군병

력 주둔비용, 행정지원 비용, 외채 이자 지불, 기간시설 및 복구 등의 비

용으로 2003년 최대 197.5억 달러에서 최소 77.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박복영,2003).

화폐통합 비용은 북한화폐의 규모와 교환비율 두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나는 화폐통합 당시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보유

한 기존 북한화폐의 규모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기존 북한화폐에 대한 

한국화폐로의 교환비율이다. 이들 요인 각각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화폐

통합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추정할 수 있다. 

북한개발비용은 형식 논리적으로 급진적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북한

개발비용 역시 점진적 통일시의 비용추산 방식과 동일하게 추정할 수 있

으나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추정해야 한다. 첫째, 점진적 통일은 

남북한이 전혀 별개의 국가와 경제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반

면, 급진적 통일은 남북한이 실제로 하나의 경제공간으로 합쳐짐을 의미

한다. 따라서 당연히 남북한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 북한지역의 성장률은 

남북한이 별개인 상태에서의 북한의 성장률과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

다. 둘째,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일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북한개발

비용은 북한의 해외자본 필요량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반면, 남북한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의 자본 대부

분 또는 거의 전부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개발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률은 점진적 통일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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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급진적 통일과정에서는 서로 차이가 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비용과 관련해서는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의 거의 대부분 주민은 한국으로부터의 복지 및 교육관련 보호대상 

가구가 될 전망이다. 급진적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

하고도 특징적인 통일비용은 바로 북한지역에 대한 복지 및 교육관련 비

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진적 통일이 달성되는 경우, 

한반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해 한국

과는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주기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첫째, 한국의 헌법 및 법률체계상 이미 한국인이 된 북한지역 주민들

에게 한국지역과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둘째, 급진적 통일로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한국지역과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정부는 정치적으로 선출되기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이는 곧 대규모 북한주민들의 남한지역

으로 이주하려는 압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결코 한국이 감

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시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위와 동일한 복

지 및 교육비용이 지출된다고 가정하고 그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행정기구지원비용은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지역 행정기구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중 한국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지역 행정기구의 

예산 대부분은 지역 경제발전이나 주민 복지와 같은 예산으로, 이들은 이

미 앞서 추정한 북한경제 개발비용이나 북한지역에 대한 복지 및 교육관

련 비용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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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중 북한지역 행정기구의 일반행정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유

지, 환경 등과 같은 예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

어질 경우 응당 지역행정기구의 위와 같은 예산 또한 일정 정도 수렴을 

해야 하나,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북

한지역 행정기구의 예산은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모두 충당하기가 불가

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서의 북한경제 개발비용이나 복지 및 

교육관련 사항을 제외한 여타 북한지역 행정기구의 예산의 경우에는 한

국의 일정한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급진적 특구식 통일

  가. 시나리오의 기본 가정

급진적 특구식 통일은 급진적 통일시 발생할지도 모를 막대한 통일비

용을 의식하여 남북한의 전면적 경제통합 만큼은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

다는 대안적 시나리오이다. 한반도에서 독일식의 급진통일이 일어날 경

우 남한이 떠안게 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제기

되는 논의가 바로 북한을 특구로 정의하고 통일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다. ‘경제적 충격’의 대부분은 북한 주민을 한국사회에 직접 편입시키면

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일의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지역과 주민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과 동일한 복지 및 교육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

가 통일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통

일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구는 본질적으로 남북한의 전면적 경제통합이 달성되기 이전의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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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로 일정기간 이후에는 해제될 것이다. 시나리오의 핵심은 급진적

인 통일 상황 하에서 남한의 주도권을 가지고 제반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다. 북한 내부의 불안정으로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그 결과 남한을 비

롯한 관련국들의 대북개입이 불가피해지면, 결국에는 한국에 의한 사실

상의 북한흡수를 초래함으로써 남북통일이 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과거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의 전면적이고도 급진적인 통합으로 연결되겠지만, 남한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급상승함으로써 남한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전면적·급진적인 

남북통합을 일정기간 유예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정

부는 이러한 압력에 대처하여 일단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여 하

나의 한국을 건설하지만, 경제적·행정적으로는 북한지역을 당분간 별도

의 특구형태로 존치함으로써 한국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운영방식을 도입

할 수 있다. 

특구설정의 핵심은 남북한 지역의 전면적인 노동력 이동을 한반도 정

부가 행정력에 의해 통제한다는 것이며, 북한에 남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복지 등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 정부

는 특구를 대상으로 급진적 경제통합시보다 더욱 적극적인 경제발전 전

략을 채택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과의 사회경제적 혜택의 차이를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처럼 특구에 의한 통일은 일단 정치

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을 용인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

서 남북한의 전면적 사회경제적 통합은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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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일비용 항목

특구에 의한 통일시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특구와의 경협지원비용을 제

외하고는 앞서의 급진적 통일비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급진적 통일이라

는 점에서 독일식과 동일하므로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통일상황 관리비

용은 독일식 통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일시

점 첫해 년도에는 긴급 인프라지원과 같은 북한경제 개발비용과 북한지

역에 대한 행정지원비용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구에 의한 통일의 경

우에도 남북한의 화폐통합 비용은 앞서의 독일식 통일의 경우와 전혀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북한개발비용은 통일 이후 북한의 특구가 존치되고 성공하기 위

해서는 특구의 경제성장률이 독일식 통일에서보다도 더욱 높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서의 독일식 급진 통일시 발생하는 개발비용과는 큰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지역과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혜택이 제공되는 특구의 존재는 남북한 지역 모두에서 언제나 논란의 대

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통일 이후 특구에서의 성장률 

목표는 독일식 통일에서보다 더욱 높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특구의 

GDP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소요량의 규모,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할 개발비용의 크기 역시 독일식 통일에서 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은 특구에 대한 복지 및 교육 혜택의 제공 기준을 

남한과 달리하여 설정된다. 문제는 이 경우 특구에 대한 복지 및 교육 혜

택을 과연 어느 수준에서 제공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이 부담

하는 특구의 복지비용이 소득 3,000달러 수준이라는 것이지, 결코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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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누리는 복지혜택 자체가 3,000달러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즉 

특구의 소득이 3,0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특구 스스로 한국지역에서 

제공되는 복지혜택 이외에 자체적인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특

구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경우 더욱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단지 한국

지역은 이처럼 특구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지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1인당 소득 3,000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복지비용

은 계속 특구에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즉, 남한지역이 3,000달러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현재 남한의 20,000달러 소득수준에서 

누리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되, 그 크기를 20,000달러 대 3,000달러로 환

산하여 줄여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남한지역은 북

한의 특구에 대해 현재 남한이 지출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복지비용의 

1/6을 특구 주민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행정기구 지원비용은 특구에 형성될 지역행정기구의 예산 규모에서 특

구와 한국지역의 GDP 규모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독일

식 통일의 경우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통해 지역별 행정격차가 사실

상 존재하기 힘들지만, 특구의 경우 이것이 통제되므로 북한지역에 들어설 

지역행정기구의 예산이나 규모는 특구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식의 급진적 통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특구의 지역행

정기구에도 한국지역이 일반 행정예산에 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구에 의한 통일의 경우에는 앞서의 독일식 통일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 특구에 대한 경협지원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특구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 및 여타 경제주체들의 특구와의 경협이 절대적

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비용은 마치 북한이라는 국가가 장기간 존재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점진적 통일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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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통일 급진적 독일식 급진적 특구식

기본
가정

◦남북한 사회경제적 격차
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
면서 평화적으로 통일

◦한국정부의 기본적 통일
방식

  ∙ MB정부 비핵개방 3000
의 핵심개념

  ∙ 북한 핵포기 후 10년 내 
1인소득 3000달러수준
으로 증대시키는 전략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발
발로 북한정권의 급진적 
붕괴와 전면적 통일

  ∙ 독일통일처럼 북한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일
거에 한국의 시스템으
로 교체하는 흡수통합

◦급진적 통일시 초래될 통
일비용을 의식하여 북한
을 일정기간 특구로 지정
하는 대안

  ∙ 급진적인 통일 하에서 
남한 주도로 북한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사
회적 혼란을 최소화

통일
비용
항목

◦북한개발비용
  ∙ 북한소득 3000달러 도

달까지 한국이 지출해
야 할 개발비용

◦북핵처리비용
  ∙ 에너지직접지원, 핵포

기 보상으로 이중 1개는 
한국 나머지는 주변국
에서 부담

◦인도적 대북지원비용
  ∙ 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

지원 등
◦남북경협지원비용
  ∙ 민간차원 상업적 대북

거래 활성화 지원

◦통일상황관리비용
  ∙ 남한의 군대와 행정기

구의 북한 진출비
◦화폐통합비용
  ∙ 북한화폐의 규모 및 교

환비율에 의해 좌우
◦북한개발비용
  ∙ 점진적 통일과 개념은 

동일하나 규모는 상이
할 전망

◦사회복지서비스비용
  ∙ 북한 주민의 복지, 교육

관련 비용
◦북한행정기구지원비용
  ∙ 북한지역 행정기구 운영비

◦비용항목은 급진적 독일
식과 동일하나 규모 및 
시점에서는 차이가 발생

〈표 4-8〉 남북통일 시나리오의 가정 및 통일비용항목

제3절 남북통일 시나리오별 소요비용

1.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 추정된 통일비용은 연구자 및 발표기관 혹은 

추정시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비용’의 개념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는 통

일논의가 시작된 초창기의 경우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남북한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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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관) 출판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추계방법 및 기준

KDI 1991 2000

점진적 통일시: 
최대 2,102억달러
급진적 통일시: 
최대 3,121억달러

황의각 1993
1990
1995
2000

3,120억달러
7,776억달러
1조 2,04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투자(민간투자포함)

이상만 1993 2000 10년간 2,000억달러 독일과의 비교/정부지출

연하청 1994 2000
10년간 
2,300~2,50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정부지출

균등하게 하는 지출액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나 산업구조 조정 등과 같은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광의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홍익표, 2011). 이러한 통일비용의 

개념적 변화에 따라 기존연구의 통일비용에 포괄범위, 즉 남북한이 지불

하는 모든 비용인지, 정부와 민간 모두의 지출인지, 통일의 전과정 혹은 

통일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에 대한 범위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많은 연구자나 기관들이 통일비용을 추정해왔지만, 최저 수백억 달

러에서 최대 3조억달러를 상회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통일비

용의 추정결과에 있어서 지나친 격차는 통일 시나리오의 구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대부분 급진적 독일식을 가정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

고 있고, 점진적 통일에 대한 비용추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특히 급진적 특구식에 대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상기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논의는 방식이 매

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치에 커다란 신뢰성을 두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9〉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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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관) 출판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추계방법 및 기준

이영선 1994
1990
2010

40~50년간 3,300억달러
40~50년간 8,41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정부지출
남한소득이전

배진영 1996
1993년 기준 5년간 
4,880억달러

독일과의 비교/정부지출

정갑영 외 1996
1995년 기준 32년간 
4,150억달러

북한의 적정경제성장률(13.5%) 
고려/소득균등화 수요투자액

마커스 
놀란드

1996 2010 3조 1,72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 총투자 CGE모형
북한의 자본산출비율 적용 CGE모형
시장경제의 자본-산출비율 적용

한화경제
연구원

1997 2010 856조원

박태규 1997

통일후 5년 남한 
GDP의 8.7~11.3%
통일후 10년 남한 
GDP의 7.47%

항목별 
누계방법/위기관리비용+소득균등
화 경제사업비

박석삼 2003

점진적 통일시: 
연간 8,700조원
급진적 통일시: 
연간 35조원

이영선 2003

점진적 통일시: 
732억달러(10년)
급진적 통일시: 
1,827억달러(5년)~ 
5,614억달러(10년)

CGE모형
목표소득설정
북한경제가 남한의 60%에 도달할 
때까지의 위기관리 및 투자비용

삼성경제 
연구소

2005 2020 546조원

-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2015년 이후 11년간 지원할 
경우 총 447조원 소요

- 북한경제의 산업화를 위해 
2015년 이후 10년간 북한 
GDP의 10%를 지원할 경우 총 
99조원 소요

신창민 2005 2020 8,210억달러 목표소득설정

랜드연구소 2005
통일 후 5년간 60~ 
795조원

ICOR(한계자본계수)
통일후 4~5년 내 북한의 GDP를 
통일시점의 2배로 올릴 경우

한국조세 
연구원

2009 2011
GDP의 12에서 7%로 
하락 (통합 후 10년)

통합후 50~60년내에 북한지역 
생산성이 남한의 80~90%로 수렴

피터 백 2010
30년 동안 
2,374~5,935조원

북한소득을 남한의 80%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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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관) 출판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추계방법 및 기준

현대경제 
연구원

2010
10년
15년
18년

1인당소득 3천달러: 
1,570억달러
1인당소득 7천달러: 
4,710억달러

목표소득 설정
정부재정 및 민간지출 포괄

랜드연구소,
찰스 울프

2010 74~2,018조원

- 남한GDP 2,374만원, 북한GDP 
83만원

- 남한인구 4,800만명, 북한인구 
2,400만명

- 북한을 남한수준으로 올릴 경우 
2,018조원

- 북한 GDP 수준을 향후 
5~6년내 2배 증가시 74조원

미래기획 
위원회

2010 30년

점진적 통일시: 
3,220억달러
급진적 통일시: 
2조 1,400억달러

자료: 홍익표(2011), 통일비용과 편익,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통일준비 심포지엄, ‘통일, 어떻게 준
비할 것인가?-전략과 과제, 통일재원-.  

2.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에 대한 가정

본고에서는 통일의 시나리오로 ‘점진적 통일’ 방식, ‘독일식 급진적 통

일’ 방식 그리고 ‘특구를 설정한 급진적 통일’ 방식을 설정하여 논의를 진

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될 수 있는 비용을 항목

별 정리하고자 한다.9)

우선 점진적 통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을 위한 준비기간을 약 20년

으로 가정한다면, 향후 2015-2034년의 20년 기간 동안 한국이 부담해

야 할 통일비용의 규모는 총 1,627억 달러로서, 연 평균 81억 달러에 불

과하다. 이러한 비용은 같은 기간 한국 GDP의 0.45%에 불과할 정도로 

9) 이하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에 대한 내용은 이석(2010)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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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수준으로 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북한의 붕괴에 따른 독일식의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2015-2034년 동안 한국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의 규모는 최대 총 1조 9,057억 달러, 연 평균 953억 달러로 

점진적 통일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비용은 같은 

기간 한국 GDP의 5.12%의 규모로 과거 독일 통일시 서독 경제가 부담했

던 GDP 대비 통일비용의 규모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급진적 통일은 

향후 한국경제에 결정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급진적 통일비용이 큰 이유는 독일식 통일로 인해 북한주민들

이 한국의 복지와 교육 등 사회보장체계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현재 한

국 국민이 누리는 수준의 사회적 혜택을 북한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제

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복지 및 교육관련 지출이 전체 통일비용

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북한주민의 한

국으로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급진적 통일을 달성하지

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지역을 일종의 행정경제 특구로 묶어 일정 기간 전

면적 경제통합을 유예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특

구에 의한 급진적 통일이 달성된다면, 2015-2034년 동안 한국이 부담해

야 할 통일비용의 규모는 총 6,834억달러, 연 평균 341억 달러까지 하락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규모는 같은 기간 한국 GDP의 

1.82% 수준에서 일정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설사 북한의 

붕괴 등에 따른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특구와 같은 적절

한 예방 장치를 마련할 경우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충분

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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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통일비용 급진적 통일비용-독일식 급진적 통일비용-특구식 

억달러 대GDP % 억달러 대GDP % 억달러 대GDP %

2015 51 0.39 341 2.61 215 1.65 

2016 66 0.49 926 6.77 274 2.01 

2017 79 0.55 915 6.40 265 1.85 

2018 88 0.59 930 6.23 281 1.88 

2019 95 0.61 944 6.05 295 1.89 

2020 99 0.61 956 5.88 309 1.90 

2021 101 0.60 967 5.73 321 1.90 

2022 102 0.58 977 5.58 332 1.90 

2023 101 0.56 986 5.44 343 1.89 

2024 100 0.53 995 5.31 354 1.89 

2025 74 0.38 999 5.16 360 1.86 

〈표 4-10〉 통일 시나리오별·항목별 통일비용

(단위: 억달러)

점진적 급진적: 독일식 급진적: 특구식

규모 기간 규모 기간 규모 기간

교류접촉비용
인도적 지원 55 2015~24 - - 11 2015~24

경협 지원 33 2015~34 - - - -

북한개발비용
물적, 인적
자원확대

1,451 2015~34 2,453 2015~34 2,763 2015~34

특수/통일상황 
관리비용

북핵처리 89 2015~24 - - - -

급변사태 관리 - - 341 2015 215 2015

정부통합비용
대북행정예산 

지원
- - 2,594 2015~34 282 2015~34

체제통합비용 화폐통합 - - 26 2015 26 2016

소득통합비용
복지, 교육 등 

기타
- - 13,817 2016~34 3,578 2016~34

총계 1,627 - 19,057 - 6,834 -

   주: 항목별 비용의 미세조정의 결과, 항목별 비용의 합계와 전체 총계 비용은 차이가 발생
자료: 이석(2010).

〈표 4-11〉 통일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의 추정결과 비교(20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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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통일비용 급진적 통일비용-독일식 급진적 통일비용-특구식 

억달러 대GDP % 억달러 대GDP % 억달러 대GDP %

2026 86 0.43 1,005 5.04 368 1.84 

2027 85 0.41 1,012 4.92 377 1.83 

2028 85 0.40 1,020 4.83 388 1.83 

2029 84 0.39 1,028 4.73 400 1.84 

2030 83 0.37 1,034 4.64 410 1.84 

2031 80 0.35 1,036 4.54 416 1.83 

2032 73 0.31 1,028 4.41 412 1.76 

2033 59 0.25 1,003 4.21 387 1.62 

2034 36 0.15 950 3.90 327 1.34 

2015~2024 
(평균)

88 0.55 894 5.60 299 1.88 

2025~2034 
(평균)

74 0.34 1,012 4.64 384 1.76 

전기간
(평균)

81 0.45 953 5.12 342 1.82 

2015~2024 882 0.55 8,940 5.60 2,989 1.88

2025~2034 745 0.34 10,117 4.64 3,845 1.76

전기간 계 1,627 0.45 19,057 5.12 6,834 1.82

자료: 이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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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적정인구에 대한 기존 논의와 문제

1. 경제적 관점의 적정인구

경제학 관점에서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 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

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정립에는 사

회후생함수, 생산함수와 인구와 경제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제에 입각한다.10)

〔그림 5-1〕 경제적 관점에서 적정인구의 개념

자료: 김형기(2007)

10) 본 적정인구에 대한 기존 논의와 문제는 이삼식 외(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
책방안의 제2장 pp.27-5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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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여 설정하면 적정이라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후생함수

의 존재를 가정하고,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에

서 획득될 수 있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산함수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이에 대한 자원 및 생태환경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에 대한 측

정이 가능해진다. 생산물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 사망력 등 인구요

인과 갖는 관계 및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과 연

계되는 인구·경제의 연관관계의 파악도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에서 경제

적 적정인구는 후생수준의 극대화를 나타내는 점 “b” 수준이 된다.

관련 연구로는 자본과 노동 및 경제성장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최적화

하는 과정을 규명한 Dasgupta(1969), Samuelson(1975)와 출산율과 

결혼의 경제적 중요성을 역설한 Becker와 Mincer의 신가정경제학 등이 

대표적이다. Dasgupta(1969)는 사회후생함수에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의 효용수준을 현재 가치화하여 반영하고 생산함수와 자본의 축적과정을 

명시한 다음, 이를 인구 및 자본에 대한 최적화과정에서 적정인구를 도출

하였다. Samuelson(1975)은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모형에서 사회후생

을 극대화하는 적정인구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한편,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응용하여 개인의 일생을 2개 주기로 나눈 

중첩세대모형에 적용하여 일생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할 인구증가율을 유

추하고 있다. 1960년대 Becker, Mincer는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 NHE)11)을 창시하여 경제분석에서 인구요인을 내생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결과 생산함수에서 인구의 질적 측면(인적

11) 대표적 논문으로는 Becker, Gary S.(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 Conference of the Universi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Mincer, Jacob(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H. Gregg Lewis (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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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그리고 소비함수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2. 환경적 관점의 적정인구

환경적 관점에서 적정인구는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인구규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구규모의 증가가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켜 후세대의 복

지(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이다. 인구증가는 토양 

오염 등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자원을 완전히 소진하게 되고, 소진된 자원

을 새로운 자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행동은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에 큰 손

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소위 I=PAT 방정식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환경적 영향 I(Impact)는 인

구(Population), 1인당 소비 혹은 풍족함(Affluent), 기술(Technology)

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의미한다.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는 생태학적 소유 공간(ecological footprint)에 대한 

수요 증가를 통해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상기의 환경영향 방정식은 미국의 환경오염 증가를 초래한 원인에 대

한 논쟁과정에서 개발되었다. 1970년대 Barry Commoner, Paul R. 

Ehrlich, John Holdren 등은 미국의 환경오염 증가를 초래한 원인과 관

련하여 일련의 논쟁을 전개하였다. Commoner(1972)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생산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초래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Ehrlich and 

Holdren(1971)는 인구, 소비, 기술 3가지 모두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인구증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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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적 관점에서 적정인구의 새로운 논의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적정인구 이론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의 

가속,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적정인구에 대한 논

의는 특정지표를 중심으로 이론화되어 왔지만 지표자체가 기술발전, 자

원증감, 사회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비현실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 선진국, 일본 등은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

로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인구의 규모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험도를 고려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

제성장 그리고 사회보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

다. 즉,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

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수준

의 사회보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각에서 적정인구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적정인구의 논의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측면이외에 

국가의 국제적 위상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

히,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야하는 한국적 특수상황 속에서 국내적 발

전과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구구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한국의 발전 속도나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는 남한

과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개별적 발전 속도나 이에 따른 구조변화를 평

균 혹은 합한 것과는 다를 것이다. 

더욱이 통일방식에 따라 통일한국의 발전 속도와 구조변화는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또한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남한과 북한의 위

상을 합친 것과 다른 정책적 함의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통일

한국의 관점에서 적정인구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정량적 산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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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향후 남북통일 시 초래되는 인구구조 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할 시점이다.

제2절 국력의 개념과 측정사례

1. 국력의 개념과 평가방법

국력(national power)은 국제관계학에서 중시해온 개념으로서, 한 국

가가 다른 대상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관철시키는 수단

으로 정의하고 있다(황병덕 외, 2011). 국력은 사전적으로는 국가가 목표

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한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지만12), 국제적 이

해관계의 관점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된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power politics)로 규정하

고 궁극전인 힘인 군사력과 그 배경을 이루는 지리, 인구, 경제력에 기초

하여 국력의 개념을 정립해오고 있다. 국력의 전통적 개념을 대표하는 

Morgenthau(1948)은 국력의 원천으로서 지리, 천연자원, 산업능력, 군

비, 인구, 국민성, 국민사기, 외교능력, 정부의 질을 거론하였다. 국력은 

국가의 힘이라는 차원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평가에 의한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13) 

또한, 국력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광의의 국력

으로 종합국력(comprehensive power or total national power)이라

12) 인터넷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389&cid=40942&categoryId=31645)
13) 황병덕 외(2011)의 전게서 제2장 제1절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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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사용하고, 단순하게 일정부문 혹은 단일 변수를 통해 이해할 

경우 협의의 국력으로 국가역량(national capa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또한 국력은 특성별로 경성국력과 연성국력과 이를 혼합한 ‘현

명한 국력’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경성국력(hard power)이

란 군사력 또는 경제력을 통해서 대상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의도대로 관

철하는 능력으로 강제와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연성국력(soft pow-

er)은 외교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대상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의도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회유 또는 자발적 동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현

명한 국력(smart power) : 경성과 연성 국력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행사

하는 것으로 미국은 실제적 대외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국력을 정량적 개념에 바탕을 둔 측정 가능한 지

표를 통해 수치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가용통계가 부재할 경우는 정성

적 평가 혹은 전문가 심층조사 등의 간접적 수치화를 시도하고 있다. 군

사력이나 경제력을 대표하는 군사비(gross military expenditure) 혹은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s) 등의 단일변수를 활용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Knorr(1956)에 의해 개발되어 German(1960), 

Cline(1975) 등에 의해서 실제의 측정에 활용된 복합변수 접근법의 확장

과 통계자료의 정교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표 5-1〉 복합변수 접근법의 초기 국력지표 비교

German의 국력지표 Cline의 국력지표 

National Power = N (L+P+I+M)

N: Nuclear Capability
L: Land
P: Population
I: Industrial Base
M: Military Size

National Power = (C+E+M)(S+W)

C: Critical Mass
E: Economic Capacity
M: Military Capability
S: National Strategy Coefficient
W: Nation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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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및 국내의 국력 측정 사례

미국의 RAND 연구소는 전통적인 국가자원 중심의 국력평가에 활용능

력을 나타내는 ‘국가성능’ 및 군사역량을 종합한 국력평가의 분석틀을 제

시하였다(RAND, 2000).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력측정이 전쟁을 위한 군

사력과 일부 국내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부문과 측정지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그림 5-2〕 RAND의 국력측정 개념도

자료: RAND(2000), Measuring National Power in the Postindustrial Age: Analyst’s 
Handbook.

부연하면, 한 국가의 잠재적 역량을 의미하는 국가자원(National re-

source)은 기술, 기업, 인적자본, 금융·자본, 물적자본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국가자원의 실제 활용을 위한 전환 메카니즘인 국가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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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rformance)은 외부적 제약, 기반시설역량, 관념적 자원으

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국력의 표출인 군사역량(Military ca-

pability)은 군사적 차원에서 전략자원, 전환능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

는 전투능력을 의미하며, 이의 측정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2〉 RAND의 국력측정 부문별 관련 지표

차원 부문 측정 지표

국가
자원

기술 정보통신, 물질, 제조, 생명공학·과학, 항공과학·지상교통

기업
(정신)

발명역량(연구개발투자액, 특허 수), 혁신역량(제조 적용 특허 수, 프로토
타입 생산 건수), 혁신확산(업무 인터넷연결 수준, 무역·산업 연구기관) 

인적자본

정규교육(민간·정부 교육비 총지출, 수준별 교육기관수, 분류별 전공구성, 
교육의 질), 비정규교육(인터넷 연결성 정도, 1인당 라디오·TV 보급률, 신
문독자 수, 1인당 서적 구입량) 

금융·자본

저축수준(민간저축/GDP, 공적개발원조, 해외투자), 총량성장(GNP의 연
간 증가율, 절대규모 및 1인당 GNP 수준), 산업성장(선도산업 성장률, 산
업성장의 분포)

물적자본 식량비축량, 에너지비축량, 필수광물, 희귀금속

국가
성능

외부적
제약

외부위협(직접위협의 빈도와 규모, 군비경재정도, 내·외부적 유대관계 특성)
국익특성(방어선 범위, 전략적 천연자원 규모, 해외거주 교민 및 경제의존 
규모), 정치적 특성(급진적 변화 추구, 영토수복 추구, 이데올로기 확산 독력)

기반시설
역량

자기제어(일리트 응집력, 사회집단의 상대적 위력), 사회적 제어(침투(직간
접 무역세 비중, 직접세 대비 세외수입 비중, 서비스에 대한 국가통제정
도), 추출(조세수입 및 담세력), 사회적 관계의 규제(세금우대정책 분포, 
보조금 분포))

관념적
자원

제도적 합리성(교육방법), 실제적 합리성(국가이데올로기, 국가 구조 및 
보상, 개인조직) 

군사
역량

전략자원 국방예산, 병력, 군사시설, 전투인프라, 방어산업기반, 전투품목과 자원

전환능력 위협과 전략, 민군관계, 외국과 군사관계, 독트린, 훈련 및 조직, 혁신역량

전투능력 실제교전역량, 보병과 포병의 조합적 운영 능력 

자료: RAND(2000), Measuring National Power in the Postindustrial Age: Analyst’s 
Handbook.

반면, 미국 덴버대학의 파디연구소14)는 GDP, 국방비지출, 인구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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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1  United States  United States  China  China  China  China

2  China  China  United States United States  India  India

3 India  India  India  India United States United States

4  Japan  Japan  Japan Japan Brazil Brazil

5  Germany  Germany  Brazil  Brazil  Japan  Japan

6  Russia  Russia  Russia  Russia  Germany  Germany

7  United 
Kingdom Brazil  Germany  Germany  United 

Kingdom  Pakistan

8  France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Pakistan United 

Kingdom

9 Brazil  France France France  France France

술 4가지 요소를 가중 평균하여 국력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전세계의 인

구, 경제, 에너지, 농업, 환경, 국내정치, 국제정치 등과 관련된 대규모 통

계를 수집하여 장기적 패턴분석과 전망을 수행하는 International 

Futures(IFs)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183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의 과정에는 2007년에 완료된 UN의 

글로벌 환경전망4(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Global Environmental Outlook 4)를 위해 설정된 주요국 및 지역별 

2060년까지의 전망통계가 투입자료로 사용하여 국가별 국력점수의 변화

를 전망하고 있다. 국력점수(national power scores)는 전세계 국력에

서 개별국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은 2020년

까지 12위에 위치하나 2030년 15위, 2040년 19위로 하락하고, 2050년 

이후에는 20위권 밖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 파디연구소의 국력점수에 의한 국력순위 전망

14) Pardee Center for International Futures at the University of Denver는 특정국
가나 권역 혹은 세계에 대한 장기적 미래를 전망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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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10 Italy  Indonesia Indonesia Pakistan  Russia Nigeria

11  Indonesia Italy Pakistan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12  Korea  Korea Mexico Mexico  Nigeria Mexico

13 Canada  Mexico Italy Saudi Arabia  Mexico Russia

14  Mexico  Pakistan Saudi Arabia Nigeria Saudi Arabia Egypt

15 Saudi Arabia  Canada Korea Iran  Egypt Saudi Arabia

16  Spain Saudi Arabia Iran Egypt  Iran Ethiopia

17  Pakistan  Spain Canada Canada  Canada Bangladesh

18  Iran  Iran Nigeria Italy  Turkey Canada

19  Australia Turkey Turkey Korea  Bangladesh Iraq

20  Turkey Egypt Spain Turkey  Iraq Turkey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Power_Index

한편,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등을 종합한 

소위 ‘종합국력’을 측정하여 주요국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평, 장쩌민 등의 지도자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중국

의 종합적 국력을 중시하면서 공산당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에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표는 조사시점에 따라 평가대상 국가나 평가

지표에 차이가 있으나, 중국의 핵심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2010년 

세계정치·안보보고에서는 11개국에 대해 9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의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영토·자원, 인구, 경제, 

군사, 과학기술의 5대 직접지표와 사회발전도, 지속가능성, 안전·국내정

치, 국제공헌의 4개 간접지표를 활용하였다.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미국

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 9위에 위치하였으나, 이후 11

권에 포함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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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국 사회과학원의 종합국력 발표결과

순위 2003년 2006년 2009년 2010년

1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2 Japan France France Japan

3 China Russia Germany Germany

4  Germany United Kingdom Canada Canada

5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France

6  France China Russia Russia

7  Russia Japan China China

8 Norway Canada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9 Canada Korea India India

10 Australia India Italy Italy

11 - - Brazil Brazil

자료: http://ja.wikipedia.org/wiki

일본에서도 민간연구기관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합국력을 측정

하였다(総合研究開発機構 2005).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경제규모를 감소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전체적인 국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일본국력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력개념은 군사력 중심의 경성국력을 강조하고 있어  

‘복지국가’, ‘시장국가’, ‘국제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국가의 모습을 

반영하는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이며, 시장국가

(market state)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고, 국제국가는 주권국가(sovereign state)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역할인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생을 목표로 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일본적 상황인 ‘인구감소가 국력저하’에서 '국력'은 반드시 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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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적 국력인 ‘국가가 다른 국가의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보다는 광

범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전통적 국력개념과는 차별화된 소위 

‘NIRA형 종합국력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NIRA형 종합국력지표는 현대

국가의 3가지 모습에 대응한 시민생활향상, 경제가치창조, 국제사회대응

력의 3측면에 각각 인적자원, 자연환경, 기술, 경제·산업, 정부, 방위, 문

화, 사회의 8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있다.

〈표 5-5〉 NIRA형 종합국력지표의 구성

        측면
 구성요소

시민생활향상력
(복지국가역량 측정)

경제가치창조력
(시장국가역량 측정)

국제사회대응력
(구제국가역량 측정)

인적자본

시민생활 전체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원의 양(q)과 거버넌
스(g)를 구성요소별로 
파악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
경을 제공하는 자원의 
양(q)과 거버넌스(g)를 
구성요소별로 파악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
생 및 자국민 이익보호 
관련 자원의 양(q)과 
거버넌스(g)를 구성요
소별로 파악

자연·환경

기술

경제·산업

정부

방위

문화

사회

  종합국력  = 복지국가역량(q×g)  +시장국가역량(q×g) +국제국가역량(q×g)

   주: 거버넌스란 자원의 양성방법이나 활용방법을 의미  
자료: 総合研究開発機構(2005), 人口減少と総合国力に関する研究ー人的資源立国を目指して.

G7과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NIRA형 종합국력지표

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이 종합국력, 경제가치창조력 및 국제사

회대응력에서 1위, 한국은 종합국력 및 3측면 모두에서 최하위인 9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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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NIRA형 종합국력지표의 측정결과

순위 종합국력
3측면순위

시민생활향상 경제가치창조력 국제사회대응력

1 미국 캐나다 미국 미국

2 독일 일본 일본 영국

3 일본 독일 영국 독일

4 영국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5 캐나다 미국 독일 캐나다

6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7 이탈리아 이탈리아 중국 이탈리아

8 중국 중국 이탈리아 중국

9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자료: 総合研究開発機構(2005), 人口減少と総合国力に関する研究ー人的資源立国を目指して.

한편, 국내의 경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2009)에서는 해

방이후 60년간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하여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

소들을 파악할 목적으로 종합국력을 측정하였다. 부연하면, 21세기 세계

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직면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 그리고 남북분단, 통일대비 및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수

한 국가발전단계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한국형 종합국력을 개념화하

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2개 국력유형과 13대 국력측정 부문으로 

구성된 소위 ‘한선 종합국력지수(The Hansun Total National Power 

Index)를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하드파워는 기초국력,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교육력, 정보력, 환경관리력의 7개 부문, 소프트파워는 국정

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거시변화 대처력의 6개 부

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G20 중 EU를 제외하고 스페인을 포함한 총20개국을 대상으로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 산업정책연구원(IPS)와 국제경쟁력연구원(NaC)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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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발간 국가경쟁력보고서, 헤리티지 재단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UNESCO의 

Global Education Digest,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Barry Turner의 The Statesman's Yearbook 2009 등 국

내외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림 5-3〕 한선 종합국력지수의 지표구성 체계

자료: 한반도선진재단 종합국력연구회(2009), 2009 한선 종합국력지수 분석결과, p.3의 내용을 재
구성한 황병덕 외(2011), 중국의 G2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력 제1부, 통일연구원의 
p.4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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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선 종합국력지수의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종합순위 

13위에 위치하며, 1위는 미국으로 13개 측정 부문 중 7개 부문에서 1위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한선 종합국력지수의 측정결과

자료: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2009), 2009 한선 종합국력지수 분석결과, p.8.

이상의 국내외 국력측정 사례에 기초할 때 국력측정방법은 소프트파워

를 강조하면서 국가적 특수 상황을 고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프트파워의 강조는 RAND의 국력개념 확장 이후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제사회가 과거의 냉전시대에서 평화와 공

생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중국은 개방과 개혁, 일본은 인구감소, 한국은 남북분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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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비 등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력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자국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3절 통일한국 관점에서 적정인구의 개념과 측정 방안

1. 적정인구와 국력의 개념 설정

통일한국을 대비한 적정인구의 개념은 남북한의 경제발전, 복지수준 

및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규

모개방경제하에서 압축적 성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남한이 인

구구조가 상이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 수준에서 현저하게 낮은 북한

을 통합할 경우 한국에는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지만,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측면이 존재

한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이 지속될 경우에 비해 인구구조의 변화나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양상으로 진전될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 통합방식

에 따라 남한이 부담해야할 경제·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상이하며, 통일한

국의 국제적 위치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적정인구는 통일방식에 따라 남한이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이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서도 국력의 수준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

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통일한국을 고려한 적정인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약조건인 국력의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면서 비교대상을 고려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근 국력지수의 측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측면, 한국적 특수성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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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령화나 통일비용의 반영, 정량적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량모

형과 연계를 위한 통계의 이용 가능성 등을 다양한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인구 관련 지표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도 필수적으로 고

려해야할 요인이다. 인구이외 경제발전이나 복지수준은 국가의 소프트파

워 및 통일비용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국

방력 또한 국력에서 배제할 수 없는 부문이며, 통일비용과도 연계되고 있

다. 이러한 요인들을 국력지수의 측정에 반영할 경우 통일방식에 따른 남

북한의 경제 및 사회 그리고 국방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력지수의 측정에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은 비

교대상의 범위이다. 본고에서 고려하는 국력의 개념은 적정인구의 추정

을 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해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비교대

상에 대한 상대적인 수준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국력측정

의 비교대상 국가는 상기에서 언급한 국력의 주요 분야에서 비교적 발전

정도가 남한이나 북한에 비해 앞서 있으면서도 국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

를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가별 및 분야별 비교 가능한 

통계의 이용성도 감안해야할 조건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한국을 고

려한 국력개념을 인구, 경제, 복지, 국방 4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

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 대상국가의 범위로는 주요 선진국을 모두 포함

하면서 우리보다 인구감소나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경제 및 사회적 발

전수준이 높은 앞서 있는 G7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국력지수 및 적정인구의 측정방안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국력지수는 인구, 경제, 복지 및 국방의 4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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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해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반영하면서도 남한과 북한 및 G7 

국가간 비교가 가능해야하며, 또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량모형과의 연

계될 수 있는 지표들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다

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남한과 북한 및 통일한국의 국력과 더불어 적정인

구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국력지수를 산출한다. 

우선은 4대 부문에 대해서 양적 및 질적 측면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지

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인구부문에서는 양적 지표로서 총인구, 질적 지표

로서 인구고령화와 반대되는 개념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선택한다. 

그리고 경제부문에서는 양적 지표로서 경제력의 대표하는 국내총생산

(GDP)와 질적 지표로 1인당 GDP를, 그리고 복지와 국방 부문에 대해서

는 양적 지표로 각각 정부부문에서 지출하는 복지비와 국방비의 절대규

모, 질적 지표로서는 이를 총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복지비 및 국방비15)의 

지출규모를 평가지표로 선정한다.

〈표 5-8〉 국력지수의 부문과 구성지표

인구 경제 복지 국방

양적 지표 총인구수 GDP 복지지출총규모 국방지출총규모
질적 지표 생산가능인구비중 1인당 GDP 1인당 복지지출 1인당 국방지출

통계 출처
- G7: UN
- 통계청: 남한, 북한

- G7, 남한: OECD 
- 북한: 한은 

- G7, 남한 :OECD
- 북한: 통일부, 

한국은행

- G7, 남한: SPIRI
- 북한: 국방부

주: SPI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5)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는 171개국의 1988-2012 기간 1) 전세계, 지
역, 세부지역 합계 추정 (불변(2011) 십억US$ 및 2012년은 현재가치(2012) 십억US$ 
표시), 2) 개별국가 회계년도 기준 현지통화 현재가격 표시 국가별 국방비 지출 자료, 
3) 일반년도 기준 현지통화 현재가격 표시 국가별 국방비 지출 자료, 4) 일반년도 기준 
불변가격 백만US$ 및 2012년은 현재가치(2012) 백만Us$ 표시 국가별 국방비 지출 자
료, 5) 일반년도 기준 GDP 대비 비중 표시 국가별 국방비 지출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
으며, 회계년도 자료의 일반년도 변환 방법, 고정가격 US$  수치의 계산 방법, 전세계
와 지역합계에서 누락된 나라들의 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SIPRI 자료의 도출 
방법과 출처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resultoutput/sources_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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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문별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

지의 평가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부문별

로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대부분 연관관계가 있

기 때문에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할 경우 중복계산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

으며, 더욱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세부 지표에 대한 통계의 수집이 어

렵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본고에서 국력지수는 국가별 국력수준의 절대

적인 수준이나 순위보다는 G7 대비 남한과 북한의 상대적인 수준을 측정

하여 적정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제약조건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문별 

대표적인 평가지표 만으로도 상대적인 국력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4개 부문에 2개 씩 모두 8개의 평가지표를 합성하여 종합화하

는 것이다. 개별지표의 종합화에 있어서는 부문별 가중치와 이의 합산방

식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이 요구된다. 우선 부문별 가중치는 부문별 중요

도를 반영해야하나, 현재 선택한 4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며, 부문별로 중요도가 상이하다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도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 소절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다음은 개별 지표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보통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율(ratio)

과 관련된 자료의 평균을 도출할 경우에는 산술평균에 비해 극단 값의 영

향을 작게 받는 기하평균이 사용된다. 본 연구의 국력지수는 4대 부문의 

8개 지표별로 G7 대비 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술평균 보다는 기하평

균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기의 단계로부터 G7의 평균수준 대비로 측정한 남북한 통합의 국력

지수가 산출되면 이것이 최고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설정하

는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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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산술평균 기하평균

수식 




관계




≥ 

       

3. 국력지수의 구성지표 현황

국력지수의 산출에 앞서 남한과 북한 및 G7 국가들에 대해서 4개 부문 

8개 지표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인구의 경우 2000년까지 남한과 북

한의 인구가 G7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아 비율도 상승하였

으나, 2000년대에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G7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즉,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는 1990년대 0.9%

와 1.3%에서 2000년대 0.5%와 0.6%로 연평균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G7 평균 인구는 1990-2010년 20년 동안 연평균 0.6% 증가율을 유지하

였다. 이에 남한과 북한의 G7 평균 대비 비율이 1990년에 45.8%와 

21.4%에서 2000년에 47.0%와 22.8%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 남한

은 46.6%로 다소 낮아졌고, 북한은 22.8%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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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국가별 총인구와 증가율의 비교

　

1990 2000 2010 연평균 증가율

백만명
G7대비

(%) 
백만명

G7대비
(%) 

백만명
G7대비

(%) 
 1991~
2000

 2001~
2010

캐나다 27.7 29.5 30.7 30.7 34.1 32.2 1.0 1.1

프랑스 56.8 60.7 59.2 59.2 63.2 59.6 0.4 0.7

독일 80.5 85.9 83.5 83.6 83.0 78.3 0.4 -0.1

이태리 56.8 60.7 57.0 57.0 60.5 57.0 0.0 0.6

일본 122.2 130.5 125.7 125.8 127.4 120.1 0.3 0.1

영국 57.2 61.1 59.0 59.0 62.1 58.5 0.3 0.5

미국 254.5 271.7 284.6 284.7 312.2 294.4 1.1 0.9

G7평균 93.7 100.0 100.0 100.0 106.1 100.0 0.6 0.6

남한 42.9 45.8 47.0 47.0 49.4 46.6 0.9 0.5

북한 20.0 21.4 22.8 22.8 24.2 22.8 1.3 0.6

자료: 통계청, KOSIS-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 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비중은 남한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북한은 하락하다가 다소 상승하고 있으며, G7평균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남한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90년에 67.5%에서 

2000년에 71.7%으로 2010년에는 72.7%로 상승하였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1990년 69.9%에서 2000년 67.7%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 

68.5%로 상승하였고, G7 평균 비중은 1990년 67.5%에서 2010년 

66.1%로 하락하였다. 이에 남한의 G7 평균 대비 비율은 1990년 

102.8%에서 2010년에 110.0%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북한의 G7 대비 

비율도 1990년 103.6%에서 2000년에 101.2%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0년에 103.7%로 상승한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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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국가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비교

　

1990 2000 2010 편차

비중 G7대비 비중 G7대비 비중 G7대비
 1991~
2000

 2001~
2010

캐나다 68.1 100.8 68.3 102.0 69.4 105.0  0.2  1.1

프랑스 66.0  97.8 65.0  97.2 64.8  98.2 -1.0 -0.2

독일 68.9 102.1 68.1 101.7 65.8  99.6 -0.9 -2.3

이태리 68.6 101.6 67.4 100.7 65.7  99.4 -1.2 -1.7

일본 69.7 103.3 68.2 101.9 63.8  96.5 -1.5 -4.4

영국 65.3  96.7 65.2  97.4 65.9  99.7 -0.1  0.7

미국 65.8  97.6 66.3  99.0 67.1 101.6  0.4  0.8

G7평균 67.5 100.0 66.9 100.0 66.1 100.0 -0.6 -0.9

남한 69.4 102.8 71.7 107.1 72.7 110.0  2.3  1.0

북한 69.9 103.6 67.7 101.2 68.5 103.7 -2.2  0.8

  

자료: 통계청, KOSIS-인구총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 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경제부문에서 GDP 수준은 비교하면 남한의 경우는 1990년에 4,677

억 달러로 G7 평균 2조 6,011억 달러의 18%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5%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2010년에 1조 3,229

억 달러 약 3배가 확대되어 G7 대비 비율이 35%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의 GDP는 1990년에 150억 달러로 남한의 약3%, G7 평균의 

0.6% 수준에서 1990년대 감소세를 시현한 이후 2000년대에도 G7 평균 

성장률(1.3%) 보다 낮은 1.2%의 성장률을 보여 2010년에 130억 달러 

낮아지면서 남한의 1%, G7의 0.3%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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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국가별 GDP 규모 및 성장률의 비교

(단위: 2005년 불변 PPP US 억달러) 

　

1990 2000 2010 연평균 증가율

10억달러
G7대비

(%) 
10억달러

G7대비
(%) 

10억달러
G7대비

(%) 
 1991~
2000

 2001~
2010

캐나다 770.1 29.6 1,024.1 30.6 1,234.9 32.5  2.9 1.9

프랑스 1,414.3 54.4 1,719.4 51.4 1,917.1 50.5  2.0 1.1

독일 2,060.5 79.2 2,491.7 74.5 2,739.6 72.1  1.9 1.0

이태리 1,346.8 51.8 1,579.8 47.2 1,635.4 43.1  1.6 0.3

일본 3,276.5 126.0 3,665.2 109.6 3,954.8 104.1  1.1 0.8

영국 1,305.7 50.2 1,715.3 51.3 2,043.1 53.8  2.8 1.8

미국 8,033.9 308.9 11,216.4 335.4 13,063.0 343.9  3.4 1.5

G7평균 2,601.1 100.0 3,344.6 100.0 3,798.3 100.0  2.5 1.3

남한 467.7 18.0 880.5 26.3 1,322.9 34.8  6.5 4.2

북한 15.2 0.6 11.5 0.3 13.0 0.3 -2.7 1.2

   주: 북한의 GDP는 PPP 기준의 통계가 부재하여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05년 가격 기준 값을 
UN 통계국의 북한 원/US$ 환율로 환산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ECOS의 북한GDP 관련 통계(http://ecos.bok.or.kr)   
        OECD.StatExtracts, National Account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  

=SNA_TABLE1)

1인당 GDP 수준은 남한의 경우 1990년에 1.1만 달러로 G7 평균 2.6

만 달러의 42%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GDP 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 

2.5만 달러로 증가하여 G7 대비 비율이 78%로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하

였다. 북한의 1인당 GDP 수준은 1990년에 758달러 수준에서 2010년

에 540달러 하락하여 G7 평균 수준 대비 2.9%에서 1.7%로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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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국가별 1인당 GDP의 비교

(단위: 2005년 불변 PPP 달러)

 

한편, 복지지출의 규모를 비교하면 남한의 총지출는 1990년에 132억 

달러로 G7 평균 4,121억 달러의 3.2%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1,195억 달러로 20년간 9배가 증가하여 약 2배가 증가한 G7 평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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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14.5%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북한의 복지지출규모는 1990년

에 32억 달러로 G7 평균의 0.8% 수준에서 2010년에 약 7억 달러 수준

으로 감소하여 G7 평균의 0.1%수준으로 극히 낮아졌다.

〔그림 5-6〕 국가별 복지지출의 총규모 비교

(단위: 2005년 불변 PPP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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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복지지출 수준은 남한의 경우 1990년에 약 300달러로 G7 평균 

약 4600달러의 6.5%수준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2,471달러로 증

가하여 G7 대비 비율이 약 30%로 크게 상승하였다. 북한의 1인당 복지

지출 수준은 2000년에 45달러로 정점을 보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8

년 24달러로 최저점을 보였고 2010년 39달러로 조금 상승하여 G7 평균 

수준 대비 0.4%에 그치고 있다.

〔그림 5-7〕 국가별 1인당 복지지출의 비교

(단위: 2005년 불변 PPP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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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비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남한의 총지출규모는 1990년에 

187억 달러로 G7 평균 930억 달러의 20.1%수준에서 2010년에 361억 

달러로 증가하여 G7 평균 1,194억 달러 대비 30.2%로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북한의 국방비 총지출은 1990년에 20억 달러로 G7 평균

의 2.2% 수준에서 2010년에 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G7 평균의 0.3%

수준으로 극히 낮아진 상태이다. 

〔그림 5-8〕 국가별 국방비 총지출규모 비교

(단위: 2005년 불변 PPP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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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방비지출 수준은 남한의 경우 1990년 436달러로 G7 평균 

767달러의 56.9%수준에서 2010년에 734달러로 증가하여 G7 평균 

765달러 대비 95.9%로 상승하였다. 북한의 1인당 국방비지출은 1990년

에 101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 17달러로 감소하여 G7 평균 수준 대비 

13.2%에서 2.2%로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그림 5-9〕 국가별 1인당 국방비지출의 비교

(단위: 2005년 불변 PPP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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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력지수의 대안별 측정결과

양적지표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규모가 작은 북한이 모

든 양적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

성장이 감소한 영향도 작용하지만,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양적지표에 질적 지표와 

마찬가지의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규모가 큰 국가의 국력지수는 양적지표

의 개수만큼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양적지표나 

질적 지표 모두 G7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기하평균을 취하기 때문에 양

적지표의 누적적 상승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양적지

표 모두를 고려하고, 또한 질적 지표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중복효과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양적

지표에 대해서는 국력에 있어서 핵심지표인 인구만을 고려하여 5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질적 지표 4개의 기하평균값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안과 총인구 및 GDP 규모 2개의 양적지표만을 고려하고 여

기에 각각 25%씩 부여하고, 질적 지표 4개에 대해서는 앞의 경우 동일하

게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표 5-12〉 국력지수의 종합화 대안과 계산식

국력지표
 구분 

NPI8 NPI5 NPI6

계산식 



  



 ×
  



 



×
  



 
 




×

  






주: V=양적지표, S=질적지표, P=총인구, G=GDP의 G7 대비 비율을 의미함.

그리고 이하에서는 국력지수의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의 편의상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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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들만을 고려하여 산출된 국력지수를 ‘양적 국력지수’, 질적 지표들만

으로 산출된 국력지수를 ‘질적 국력지수’, 양자를 동시에 고려한 국력지

수를 ‘종합국력지수’로 표현하기로 한다. 종합적 국력지수의 산출에 앞서 

우선 남한과 북한의 양적 국력지수와 질적 국력지수를 산출한 결과 남한

은 양자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모두 하

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양적 국력지수와 질적 국력지수의 측정결과(G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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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우 G7 평균에 비해 양적 국력지수와 질적 국력지수의 비율이 

1990년 각각 15%와 36%에서 2010년에 29%와 7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기간 2%와 11%에서 1%와 4%로 낮아진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남북한 모두에서 양적 국력지수 보다는 질적 

국력지수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

표에 대하 지표의 수와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종합적 국력지수에 

대하여 질적 지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종합적 국력지수의 대안별 측정결과를 보면 모든 대안에서 남한

의 국력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국력지수는 1990년 이후 하락

하여 남한과 북한간 국력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안별로 살펴보면 양적 지표 4개와 질적 지표 4개를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하 평균한 NPI8의 경우 G7 평균 대비 남한과 북한

의 국력은 1990년에 23.2%와 4.8% 수준에서 2010년에 남한은 45.2%

로 연평균 3.4%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북한은 1.8%로 연평균 4.8%의 

하락율을 보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총인구 규모와 4개의 질적 지표

를 고려한 NPI5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국력은 1990년에 40.4%와 

15.2% 수준에서 2010년에 남한은 57.6%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9.5%

로 하락하여 남한과 북한의 국력수준 연평균 변화율은 각각 1.8%와 –
2.3%를 보였다. 그리고 총인구와 GDP 규모 및 4개의 질적 지표를 고려

한 NPI6의 경우 같은 기간 남한의 국력은 32.0%에서 53.6%로 연평균 

2.6%가 상승한 반면, 북한은 6.2%에서 3.3%로 연평균 3.0%의 하락률을 

보였다. 

따라서 종합국력의 절대적인 수준은 NPI5, NPI6, NPI8의 순으로 크

나 연평균 변화 속도 측면에서 반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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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국력지수의 대안별 측정결과(G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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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뮬레이션 모형의 설정

1.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 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남북한 통일 시 적정인구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G7의 평균수준을 대비로 측정한 남북한 통합의 국력수준이 최고수

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통일한국의 인구규모이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인구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 통일비용 및 국력지수의 구성요소들을 연계할 수 있는 계량적 접근 

방법이 요구되며, 또한 통일시나리오의 반영 및 국력지수의 측정방식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통

일한국의 인구, 경제․사회의 장기적 구조변화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즉, 

인구변화는 장기성을 띄고 있으며, 남북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일한국의 인구나 경제 및 사회적 구조에 대한 영향은 장기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정인구를 추계하는 여러 가지 계량적 접근 방

법16) 가운데 쌍방향적 일반균형모형 중의 하나인 거시경제계량모형을 기

본 틀로 설정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 각각의 인구와 경제에 있어서 장기

적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인구, 자본스톡, 기술 등의 공급구조를 고

16) 적정인구의 계량적 분석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삼식 외(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의 제3장을 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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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잠재성장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과 국방부문을 

연계하며,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와 경제도 연관되도록 

하는 연립방정식체계로 설정한다.

〔그림 6-1〕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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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이용과 개별 방정식의 추정

본 모형은 남한과 북한 각각 인구, 경제, 복지 및 국방 4개 부문을 포함

하는 총 8개 부문을 21개(남한 11개, 북한 10개))의 행위방정식과 10개

의 항등식(남한과 북한 5개 씩) 총 31개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거시경제

계량모형으로 소규모의 폐쇄경제(무역부문을 제외)를 전제로 하여 인구 

및 통일 관련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모형의 추정기간은 남북한 통일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장기인 1990-2100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렇

게 미래의 기간을 추정기간에 포함한 것은 과거기간만을 대상으로 방정

식을 추정할 경우 추정계수가 향후 미래의 초장기 기간의 구조변화를 반

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표 6-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이 갖는 기관들의 장기전망치와 

부분적으로는 추세치 접근법에 의한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계수를 얻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 경제 등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인구변화에 대한 미래 상황을 

상정하고 통일방식이나 국력수준의 변화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시뮬레이션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기의 방

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별 방정식은 종속변수에 대해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갖는 핵심

적인 변수 1개 혹은 2개만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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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통계 이용

부문 개별지표 남한 북한 G7 

인구 
총인구

연령별인구

∙통계청(1990~2060)

∙보사연(2061~2100) 

∙UN(1990~2060)

∙보사연(2061~2100)

∙UN(1990~2100)

경제

GDP

∙OECD(1990~2060)
∙2061~2100년은 상기

자료의 2050년대 연

평균 증가속도로 연장

∙2001~12년 연평균 
증가율에 최근 추세

를 감안하여 연장

∙OECD(1990~2060)
∙2061~2100년은 상기

자료의 2050년대 연

평균 증가속도로 연장

노동투입

∙OECD(1990~2060)
의 잠재 노동투입량

∙2061~2100년은 상기

자료의 2050년대 연
평균 증가속도로 연장

∙ILO(1990~2011)의 
경제활동인구

∙2012~2100년은 경제

활동참가율의 20년간 
추세를 이용하여 연장

-

자본투입

∙OECD(1990~2060)

∙2061~2100년은 상기

자료의 2050년대 연
평균 증가속도로 연장

∙ 초 기 값 : 통 일 원 의 

1953년 사회총생산

(실질)*자본계수 0.7 
∙시계열: 감가상각률 5%, 

통일원의 사회총생산 

대비 민간경제비 비율
을 투자로 가정하여 

연장

-

복지지출

∙OECD GDP대비 사
회복지지출비율(1990 

~2013)추세를  2100

년까지 연장

∙통일원(1953~1993) 
GDP대비비중을 2012

년까지 추세연장하고 

이후는 동일비율 적용

∙OECD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비율(1990~ 

2013)추세를  2100년까

지 연장

국방지출

∙SPIRI(1990~2012)

∙이후는 2012년 GDP
대비 비중으로 고정

∙통일원(1953~1993)의 

사회총생산 대비 국방
예산을 2012년까지 

추세연장 

∙이후는 2012년 GDP 
대비 비율로 고정

∙SPIRI(1990~2012)

∙이후는 2012년 GDP
대비 비율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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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구부문의 개별방정식 추정

인구부문은 남한과 북한 모두 동일하게 3개의 행태방정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인구추이는 장기적으로 시간의 함수로 파악되며, 조출산율 변화

가 시차를 두고 유소년인구 변화시키며, 일정한 시차를 두고 청장년인구 

및 장노년인구를 변화시킨다는 소위 코호트 효과를 반영하도록 설정하였

다. 

먼저 조출산율(출생아수/총인구)은 시간 추세변수(T)에 정부의 출산율 

부양을 위한 정책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남한은 실질 가족지출(SHE), 

북한은 실질 복지지출(NHHE)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추세변수와 복지관련 변수의 부호가 기대한 바대로 정의 부호를 보

였고, 통계적 유의성도 비교적 높으며, 설명력도 99%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남한 조출산율 

     ln     ln       ln  

 

        
  

      

 

       * 5M은 5년 이동평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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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출산율 

ln     ln       ln   

 

        
  

      

  
 
0~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1차 자기시차변

수와 7개년 이동평균 시차를 둔 조출산율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하였으

며, 추정계수가 모두 유의하고 설명력도 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남한 유소년인구(0~14세)

 
    ln     ln       ln  

 

 


      

     * 7M은 7년 이동평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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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유소년인구(0~14세)

   ln     ln       ln  

 

 


      

15~64세 청장년 인구는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1차 자기시차변수와 

5개년 이동평균 시차를 둔 유소년 인구를 설명변수로 추정하였으며, 추

정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의 설명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 청장년인구(15~64세 인구)  

   ln     ln       ln  

 

 


      
 

○ 북한 청장년인구(15~64세 인구)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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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도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1차 자기시차변수와 15개

년 이동평균 시차를 둔 청장년 인구를 설명변수로 추정하였으며, 추정계

수의 유의성과 모형의 설명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 남한 고령인구(65세 이상)

   ln     ln       ln  

 

 


      
 

   * 15M은 15년 이동평균을 의미

○ 북한 고령인구(65세 이상)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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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부문의 모형구성

경제부문에서는 본 모형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잠재 GDP 결정을 위한 

생산함수와 이를 유도하는 잠재노동투입량(potential employment of 

the total economy) 및 균형투자율을 가정한 투자지출, 그리고 잠재 자

본량을 도출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잠재 GDP를 추정하는 생산함

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OECD의 장기경제성장 전망시 이용한 성장모

형에 입각한 것이다. Johansson et. al. (2013)는 경제의 공급측면을 실

물자본, 인적자본, 노동과 해로드의 중립적 기술진보(Harrod-neutral 

technical progress)를 특징으로 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Y, K, A, h, L은 각각 생산량, 자본, 기술진보, 노동자 1인당 인

적자본, 고용을 의미하며, 자본분배율인 는 1/3로 가정한다. 이때 균형

생산량인 잠재 GDP와 기술진보를 의미하는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기의 두 식에서 K/Y는 자본과 생산의 비율인 자본계수를 나타내는

데, 자본은 감가상각률을 4%로 하는 영구재고법(the perpetu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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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ory method)을 이용하여 투자(주거용 주택 투자 제외, IF)로 산출

한다.

   

한편, 고용은 추세인구(trend population, Pop)와 추세 노동력 참여

율(tre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추세실업률(trend 

unemployment rate, u)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인적자본스톡(h)은 25-64세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을 인적자본

스톡으로 전환하여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G7에 대한 GDP 및 남한의 투자, 고용, 자본에 

관한 통계를 상기의 방법으로 추정한 OECD 자료에 입각하고, 또한 상기

의 성장모형은 국내에서도 장기 경제성장의 전망을 위해 빈번히 사용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다만, OECD에서 공개

하지 않은 인적자본에 대한 통계의 부재를 감안하여 자본분배율을 상기

의 수식을 통해 재추정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용

하기로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자본분배율은 남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상기의 모형에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고, 교

육의 생산성인 인적자본(h)과 기술진보는 남한 1인당 GDP 대비 비율을 

남한의 인적자본에 곱한 값을 이용하여 잠재 GDP가 결정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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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남한 잠재GDP 추정에 투입된 기술진보와 자본분배율 

한편,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자본량을 결정하는 남한과 북한의 투자는 

앞에서 전망한 투자와 GDP를 이용하여 산출된 다음과 같은 투자율(투자

/GDP)을 이용한다.

〔그림 6-3〕 남한과 북한의 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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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투입은 남한의 경우 OECD에서 추정한 잠재노동투입량을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고용률, 북한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

상 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한다.

〔그림 6-4〕 남한과 북한의 노동투입율

  다. 복지부문과 국방부문의 모형구성

복지부문에서는 남한의 경우 복지지출과 가족지출, 북한의 경우는 복

지지출이 결정된다. 복지지출은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GDP 대비 비율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투

자율이나 노동투입율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전망한 복지지출과 GDP의 

비율에 경제부문에서 결정되는 잠재 GDP를 곱하여 결정되는 모형에 입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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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남한과 북한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한편, 국방지출을 결정하는 국방부문의 경우도 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전망한 국방지출과 GDP의 비율에 경제부문에서 결정되는 잠재 

GDP를 곱하여 결정되는 모형에 입각한다. 

〔그림 6-6〕 남한과 북한의 GDP 대비 국방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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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적합성 검정

본 모형에 포함된 각 부문별 개별 방정식은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이나 현실적 설명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연립방정식체계로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기 때문에 모형 전체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

연하면 개별 방정식의 이론적․통계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모형 전체의 구

조적인 안정성과 현실 적합성이 확보되어야만 이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

책적 시뮬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체계의 모형에 대한 적합성은 과거의 일정기간 동안 실제치

(actual value)와 모형에 의한 추정치(predicted value)를 비교하는 역

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검정 통계

량으로는 평균자승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의 백분율, 평균절

대오차(Mean Absolute Error)의 백분율, Theil의 불균등계수

(Inequality Coefficient) U 등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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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적정인구의 추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수들의 실제치와 모형의 추정치를 개별 방정식의 

추정기간과 동일하게 2001~2100년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6-2〉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

RMSE% MAE% 

남한
변수

SBR(출산율) 4.86 3.78 0.05

SGDP(잠재GDP) 2.31 1.82 0.03

SHE(가족지출) 2.30 1.82 0.03

SHHE(복지지출) 2.31 1.82 0.03

SIF(투자) 2.31 1.82 0.02

SKS(자본스톡) 1.80 1.36 0.02

SLL(노동투입) 3.10 2.41 0.03

SMME(국방비지출) 2.31 1.82 0.03

SP14(유소년인구) 5.21 3.71 0.06

SP64(청장년인구) 3.20 2.81 0.03

SP65(고령인구) 6.95 5.85 0.07

SPOP(총인구) 2.56 2.01 0.02

북한
변수

NBR(출산율) 4.77 4.03 0.05

NGDP(잠재GDP) 0.86 0.74 0.01

NHHE(복지지출) 0.86 0.74 0.01

NIF(투자P) 0.86 0.74 0.01

NKS(자본스톡) 0.60 0.49 0.01

NLL(노동투입) 1.38 1.24 0.01

NMME(국방비지출) 0.86 0.74 0.01

NP14(유소년인구) 4.15 3.28 0.04

NP64(청장년인구) 1.42 1.11 0.02

NP65(고령인구) 5.56 4.51 0.05

NPOP(총인구) 1.48 1.2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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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결과를 보면 우선 RMSE%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3개의 검정대상 

내생변수 중 20개가 5% 오차비율 내에 포함되며, 나머지 3개도 10% 오

차비율 내에 포함되며, MAE%의 경우는 대상변수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5% 오차비율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 불평등계

수의 경우 0에 근접할수록 모형의 예측치가 실제치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정 대상 23개의 변수 모두가 0.05이하의 값으로 매우 작

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정결과에 기초할 때 본 시뮬레

이션 모형의 적합성은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시나리오의 구성과 기본전제

1. 적정인구 산출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남북한 통일시 적정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통일방식과 국력지수의 산정방식이라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통일방식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남한이 부담해야할 통일비

용이 상이함에 따라 남한경제에 대한 영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며,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도 

상이할 것이다. 그런데 시나리오의 구성은 비교적 상이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결과의 해석상 용이함으로 통일방식의 경우는 중

간적 형태이면서 통일비용도 그리 상이하지 않은 급진적 특구식을 제외

한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 2가지를 고려한다.

한편, 적정인구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G7 대비 국력수준도 앞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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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3가지 대안 양

적 지표 4개와 질적 지표 4개를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NPI8와 총

인구 규모와 4개의 질적 지표를 고려한 NPI5 및 총인구와 GDP 규모 및 

4개의 질적 지표를 고려한 NPI6가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NPI5, NPI6, 

NPI8의 순으로 크나 연평균 변화 속도 측면에서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력지수의 산정방식은 3가지 모두를 고려한다. 

그리고 상기 시나리오의 결과에 대한 비교대상인 기준 시나리오로는 

남한과 북한이 현재의 분단된 상태로 지속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시

뮬레이션은 기준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총 3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국력지표의 산정은 시나리오별 3가지씩 총 9가지가 산출된다.

2.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 전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의 발생기간 및 규모, 그리고 통일비용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충

격변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 통일시점은 기존연구의 경우 연구

시점에서 통상 5~10년 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과 남한의 인구구조가 급격

히 고령화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2025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통일비용

의 발생기간과 규모는 앞에서 고찰한 이석(2010)의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2025년을 시작으로 2044년까지 20년간에 걸쳐 발생하나, 점진적 통일

의 경우 북한의 1인당 GDP가 2044년 3000달러 수준에 이르기 위한 지

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남한이 GDP의 연평

균 1.2%를 통일비용으로 부담하며,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4.8%의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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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본전제의 내용
국력지수

구분 통일
시점

통일비용 
발생기간․규모

모형내 반영 변수

기준 
시나리오 

현재의 분단 상황 지속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

NPI8 
NPI5 
NPI6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

2045년
2025~2044년
남한 GDP의 
매년 1.2%

 ∙남한 투자감소→북한 투자증가 
 ∙남한 GDP감소→북한 GDP증가
  (북한 1인당 GDP 3000$ 지원)  
 ∙북한 기술진보

NPI8
NPI5
NPI6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

2025년
2025~2044년
남한 GDP의 
매년 4.8%

 ∙남한 투자감소→북한 투자증가 
 ∙북한 기술진보

NPI8
NPI5
NPI6

〈표 6-3〉 시나리오의 구성과 기본 전제

한편, 이러한 통일비용의 부담은 남한의 국민 전체가 북한의 경제 및 

사회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발비용 등은 남

한의 투자에서 그리고 북한의 1인당 GDP 3000달러 지원은 GDP에서 

직접 차감하여 북한경제의 투자 및 GDP 증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한

다. 그리고 통일이후 북한의 기술진보는  남한의 기술이 북한에 자연스럽

게 이전되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2100년까지 남한의 60%수준까지 향

상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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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억달러 GDP대비% 억달러 GDP대비%

2025 99.8 0.42 600 2.61

2026 137.7 0.56 1,607 6.77

2027 168.2 0.67 1,565 6.40

2028 195.6 0.76 1,567 6.23

2029 219.6 0.83 1,561 6.05

2030 239.7 0.89 1,554 5.88

2031 258.4 0.94 1,548 5.73

2032 275.8 0.98 1,537 5.58

2033 294.6 1.03 1,526 5.44

2034 312.0 1.08 1,514 5.31

2035 296.5 1.01 1,493 5.16

2036 340.6 1.15 1,477 5.04

2037 366.7 1.22 1,458 4.92

2038 398.2 1.32 1,446 4.83

2039 432.6 1.42 1,428 4.73

2040 467.1 1.53 1,412 4.64

2041 504.8 1.64 1,390 4.54

2042 540.1 1.75 1,357 4.41

2043 573.1 1.85 1,302 4.21

2044 598.0 1.92 1,210 3.90

　계(평균) 6,719 1.18 28,552 4.82

〈표 6-4〉 통일 시나리오별 통일비용에 대한 가정

〔그림 6-7〕 북한의 기술진보에 대한 가정(한국 기술수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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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나리오별 국력지수의 측정

1. 기준 시나리오의 국력지수

기준시나리오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국력지수는 앞에서 언급한 국내외 기관과 추세접근법

에 의거하여 남한과 북한 및 G7에 대한 관련 지표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6-8]과 [그림 6-9] 및 <표 6-5>와 같

이 나타났다. 

먼저 G7평균 대비 양적 국력지수의 수준을 보면 남한은 2010년  29%

수준에서 2035년 40%이상으로 상승한 이후 2045년 39%로, 2075년 

29%로, 그리고 2100년에는 22%까지 낮아질 것이지만, 북한은 2010년 

0.8%에서 2100년 1%로 미미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국력지

수의 경우 남한은 2010년 G7평균의 71%수준에서 2035년 91%를 상회

한 이후 2100년 94%까지 상승하며, 북한은 2010년 4%수준에서 2100

년까지 6%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양적 지수와 질적 지수를 통합한 종합국력지수는 남한과 북한이 3가지 

방식 모두에서 양적 국력지수의 변화와 유사하게 남한은 2035년 이후 하

락하고, 북한은 낮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력의 절

대 수준은 2010년에 남한과 북한 모두 NPI5, NPI6, NPI8의 순으로 크

나 증가속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2100년에 남한은 G7평균의 45% 수준으

로 수렴하나, 북한은 NPI5, NPI6, NPI8의 순위가 유지되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국력지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은 양적지수의 하락, 특히, 인구감소가 주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한인구는 2030년 52.0백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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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감소하며, 2100년 28.1백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을 단순히 합계한 남북한의 경우 양적 지수는 북한의 

규모가 반영되어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질적 지수는 북한의 극히 

낮은 수준이 반영되어 남한 수준을 하회한다. 그리고 종합국력지수의 경

우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NPI5의 경우만 남한수준을 상

회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남한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8〕 기준시나리오의 양적․질적 국력지수의 측정결과(G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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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기준시나리오의 국력지수 대안별 측정결과(G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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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기준시나리오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2000 2010 2025 2035 2045 2075 2100

남한

양적지표(%) 22.6 28.7 37.9 40.2 38.8 28.7 21.6

인구(백만명) 47.0 49.4 52.0 51.9 49.8 37.4 28.1

GDP(10억US$) 880.5 1,322.9 2,374.0 2,930.2 3,120.8 3,277.8 3,433.4

복지지출(10억US$) 42.4 122.1 289.1 448.6 590.7 850.4 1,031.4

국방지출(10억US$) 22.9 35.7 64.1 79.1 84.3 88.5 92.7

질적지표(%) 48.8 63.1 84.4 90.6 90.9 91.0 94.0

생산가능인구비중(%) 71.7 72.8 67.2 59.5 54.5 49.0 47.7

1인당GDP(천US$) 18.7 26.8 45.7 56.5 62.7 87.7 122.0

1인당복지지출(천US$) 0.9 2.5 5.6 8.6 11.9 22.7 36.7

1인당국방지출(천US$) 0.5 0.7 1.2 1.5 1.7 2.4 3.3

NPI8(%) 33.2 42.6 56.6 60.4 59.4 51.1 45.1

NPI5(%) 47.9 54.2 62.3 63.6 61.9 52.7 45.8

NPI6(%) 41.4 50.4 62.7 64.9 62.6 52.5 45.7

북한

양적지표(%) 1.0 0.8 0.8 0.8 0.8 0.9 1.0

인구(백만명) 22.8 24.2 26.0 26.6 26.4 25.2 24.9

GDP(10억US$) 11.5 13.0 16.6 20.3 24.8 45.0 73.9

복지지출(10억US$) 1.0 0.9 1.3 1.7 2.0 3.8 6.4

국방지출(10억US$) 0.6 0.6 0.8 1.0 1.2 2.3 3.9

질적지표(%) 4.5 3.5 3.6 3.7 3.8 4.6 5.2

생산가능인구비중(%) 67.7 68.5 68.9 64.9 64.4 60.6 56.1

1인당GDP(천US$) 0.5 0.5 0.6 0.8 0.9 1.8 3.0

1인당복지지출(천US$) 0.0 0.0 0.1 0.1 0.1 0.2 0.3

1인당국방지출(천US$) 0.0 0.0 0.0 0.0 0.0 0.1 0.2

NPI8(%) 2.1 1.7 1.7 1.7 1.8 2.1 2.3

NPI5(%) 10.1 9.0 9.1 9.1 9.3 9.7 10.2

NPI6(%) 3.6 3.1 3.2 3.2 3.3 3.7 4.0

남북한

양적지표(%) 25.3 32.0 42.2 44.9 43.4 33.0 25.8

인구(백만명) 69.8 73.6 77.9 78.5 76.3 62.6 53.0

GDP(10억US$) 892.0 1,335.9 2,390.6 2,950.5 3,145.5 3,322.8 3,507.3

복지지출(10억US$) 43.5 123.0 290.4 450.3 592.7 854.2 1,037.8

국방지출(10억US$) 23.5 36.3 64.9 80.1 85.5 90.8 96.6

질적지표(%) 36.6 46.9 62.9 67.6 68.0 64.3 60.7

생산가능인구비중(%) 69.7 70.7 68.0 62.2 59.5 54.8 51.9

1인당GDP(천US$) 12.8 18.1 30.7 37.6 41.3 53.1 66.1

1인당복지지출(천US$) 0.6 1.7 3.7 5.7 7.8 13.6 19.6

1인당국방지출(천US$) 0.3 0.5 0.8 1.0 1.1 1.5 1.8

NPI8(%) 30.4 38.7 51.5 55.1 54.3 46.1 39.5

NPI5(%) 50.6 57.0 65.9 67.6 66.2 57.3 50.5

NPI6(%) 39.7 48.1 60.0 62.3 60.4 50.4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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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2025~2044년의 20년 동안 남한이 매년 GDP의 평균 1.2% 정도를 북

한에 지원하는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경우 남한과 북한 및 통일한국의 

국력지수는 다음의 [그림 6-10]과 [그림 6-11] 및 <표 6-6>와 같이 측정

되었다. 

먼저 남한의 경우는 통일비용의 부담으로 2025년 이후 양적 및 질적 

지수 모두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다소 낮아지며, 2070년대 이후에는 기

준시나리오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GDP의 빠른 증가로 양적 및 질적 지수가 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 전체 규모로 130억 달러, 1인당은 500달러 수준

에 불과한 북한의 GDP는 2025~2044년 기간에는 남한의 투자 및 소득 

지원으로 2045년에 각각 1,441억 달러와 5,400 달러로 증가하고, 이후 

기술진보의 가속으로 2100년에는 각각 6,889억 달러와 23,500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북한의 국력지수 상승으로 통일한국의 종합국력지수는 3가지 

방식 모두에서 기준시나리오의 남한과 북한을 합계한 경우보다 높은 수

준을 보이지만, 2030년대 후반이후부터는 기준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시점 직후인 2045년에 통일한

국의 G7평균 대비 국력수준은 NPI5, NPI6, NPI8의 순으로 각각 67%, 

61% 및 55% 수준으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수점 이하 백분율 수준에

서 높아 별 차이가 없지만, 통일 이후 국력의 하락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

아 2100년 각각 54%, 48%, 44% 수준으로 기준시나리오의 51%, 43% 

및 40% 수준에 비해 3~5%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력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점진적인 통일시나리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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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이후 국력지수가 하락하는 주요인은 남한인구의 감소가 작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후 북한인구는 2045년 26.7백만 명에서 2100

년 29.3백만 명으로 증가하나, 같은 기간 남한인구는  49.8백만 명에서 

27.9백만 명으로 감소하여 통일한국의 인구가 2045년 76.5백만 명에서 

2100년 57.2백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이러한 

통일한국의 인구는 기준 시나리오의 남북한 인구에 비해 2045년 20만 

명, 2100년 420만 명이 많은 수준이다.

〔그림 6-10〕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양적․질적 국력지수 측정결과(G7=100%)

17) 이하에서 ‘적정 관점의 남한 또는 북한 인구’란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출된 각각의 인구로 ‘적정남한인구 또는 적정북한인구가 아님에 유의하도록 
함. 이후의 추계인구와도 다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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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대안별 측정결과(G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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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2000 2010 2025 2035 2045 2075 2100

남한

양적지표(%) 22.6 28.7 37.9 39.8 37.9 28.4 21.5

인구(백만명) 47.0 49.4 52.0 51.9 49.8 37.2 27.9

GDP(10억US$) 880.5 1,322.9 2,372.3 2,891.5 3,028.3 3,244.3 3,414.5

복지지출(10억US$) 42.4 122.1 288.9 442.7 573.2 841.7 1,025.7

국방지출(10억US$) 22.9 35.7 64.1 78.1 81.8 87.6 92.2

질적지표(%) 48.8 63.1 84.4 89.7 88.9 90.6 94.3

생산가능인구비중(%) 71.7 72.8 67.2 59.5 54.6 49.2 48.1

1인당GDP(천US$) 18.7 26.8 45.6 55.7 60.8 87.1 122.4

1인당복지지출(천US$) 0.9 2.5 5.6 8.5 11.5 22.6 36.8

1인당국방지출(천US$) 0.5 0.7 1.2 1.5 1.6 2.4 3.3

NPI8(%) 33.2 42.6 56.6 59.8 58.1 50.8 45.0

NPI5(%) 47.9 54.2 62.3 63.3 61.2 52.5 45.7

NPI6(%) 41.4 50.4 62.6 64.4 61.5 52.2 45.6

북한

양적지표(%) 1.0 0.8 0.9 1.9 3.1 3.8 5.7

인구(백만명) 22.8 24.2 26.0 26.6 26.7 27.6 29.3

GDP(10억US$) 11.5 13.0 19.9 60.8 144.1 289.4 688.9

복지지출(10억US$) 1.0 0.9 1.6 5.0 11.9 24.5 59.9

국방지출(10억US$) 0.6 0.6 1.0 3.0 7.2 15.0 36.6

질적지표(%) 4.5 3.5 4.2 8.3 14.3 17.4 25.0

생산가능인구비중(%) 67.7 68.5 68.9 64.9 64.0 61.0 58.6

1인당GDP(천US$) 0.5 0.5 0.8 2.3 5.4 10.5 23.5

1인당복지지출(천US$) 0.0 0.0 0.1 0.2 0.4 0.9 2.0

1인당국방지출(천US$) 0.0 0.0 0.0 0.1 0.3 0.5 1.2

NPI8(%) 2.1 1.7 2.0 3.9 6.7 8.2 11.9

NPI5(%) 10.1 9.0 9.8 13.8 18.0 19.8 24.1

NPI6(%) 3.6 3.1 3.5 6.3 9.8 11.6 15.9

남북한

양적지표(%) 25.3 32.0 42.3 45.0 43.8 35.0 29.7

인구(백만명) 69.8 73.6 77.9 78.5 76.5 64.9 57.2

GDP(10억US$) 892.0 1,335.9 2,392.2 2,952.3 3,172.4 3,533.7 4,103.4

복지지출(10억US$) 43.5 123.0 290.5 447.6 585.0 866.2 1,085.6

국방지출(10억US$) 23.5 36.3 65.0 81.1 89.0 102.6 128.8

질적지표(%) 36.6 46.9 62.9 67.7 68.3 65.8 65.3
생산가능인구비중(%) 69.7 70.7 68.0 62.2 59.3 55.1 53.3
1인당GDP(천US$) 12.8 18.1 30.7 37.6 41.5 54.5 71.8

1인당복지지출(천US$) 0.6 1.7 3.7 5.7 7.6 13.4 19.0

1인당국방지출(천US$) 0.3 0.5 0.8 1.0 1.2 1.6 2.3

NPI8(%) 30.4 38.7 51.6 55.2 54.7 48.0 44.0

NPI5(%) 50.6 57.0 65.9 67.6 66.5 59.0 54.4

NPI6(%) 39.7 48.1 60.0 62.3 60.7 52.3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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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2025년에 통일되지만 이후 20년간 남한이 매년 GDP의 평균 4.8% 정

도를 북한개발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 급진적 통일시나

리오의 경우 남한과 북한 및 통일한국의 국력지수는 [그림 6-12]와 [그림 

6-13] 및 <표 6-7>와 같이 측정되었다. 

우선 남한의 국력지수는 양적 및 질적 모두에서 기준시나리오뿐만 아니

라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결과에 비해 낮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통일비

용의 부담이 없는 2060년대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질적 국력지수는 

2070년대부터 다소 상승하여 2100년에는 기준 및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

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양적 및 질적 

지수 모두가 점진적 통일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데, 이는 점진

적 통일에 비해 더 큰 규모가 지원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남한의 지원이 종료된 2045년 북한의 GDP 및 1인당 GDP는 각각 2,509

억 달러와 9000달러로 점진적 통일의 1,441억 달러와 5400달러를 크게 

상회하며, 2100년에는 각각 9,425억 달러와 30,400달러로 점진적 통일

의 6,889억 달러와 23,500 달러를 계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급진적 통일시 남한의 국력지수는 점진적 통일시 보다 상대적

으로 낮아지고, 북한의 국력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기본적으

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

의 누적으로 형성되는 자본스톡이 북한에서는 가속적 증가를 유발한 반

면, 남한에서는 반대로 증가세의 가속적 둔화를 초래하여 북한과 남한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GDP 및 관련 지표들을 변화시키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제6장 남북한 통일 시 적정인구  153

〔그림 6-12〕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양적․질적 국력지수 측정결과(G7=100%)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종합국력지수는 측정 방식별 크기의 순위나 

2035년 이후 하락세 등의 측면에서는 다른 시나리오와 동일하지만, 절대

적인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국력수준은 

통일시점인 2025년에 점진적 통일의 수준과 동일하나, 남한의 지원이 끝

난 2045년의 국력수준은 NPI5, NPI6, NPI8의 순으로 각각 65%, 59%, 

53%로 점진적 통일시 67%, 61% 및 55%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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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국력지수 하락이 북한의 국력지수 상승

보다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국력수준은 2075년 NPI5, NPI6, NPI8의 순으로 각

각 60%, 53% 및 49%로 점진적 통일에 비해 1%p내에서 높고, 2100년 

각각 56%, 50% 및 46%로 점진적 통일의 수준보다 1%p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남한의 국력수준이 통일비용의 부담이 없어

짐에 따라 하락세가 둔화되고, 북한의 국력수준이 점진적 통일시보다도 

높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급진적 통일시 북한의 종합국력지수는 남한

의 통일비용 부담이 없어진 2045년 NPI5, NPI6, NPI8의 순으로 각각 

22%, 14% 및 10%에서 2100년 각각 27%, 19% 및 15%로 상승하여 점

진적 통일의 수준보다 3%p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진적 통일시에도 2030년대 중반 이후 종합국력지수가 하락하

는 것은 다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남한인구의 감소가 주요인이다. 급

진적 통일시 북한인구는 남한지원이 완료된 2045년 27.0백만 명에서 

2075년 28.9백만 명으로 그리고 31.0백만 명으로 증가하지만, 남한인구

는 같은 기간 49.8백만 명에서 36.8백만 명 및 28.9백만 명으로 감소하

여 통일한국의 인구는 2045년 76.8백만 명에서 2075년 65.7백만 명으

로 그리고 2100년 58.2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기

준 시나리오의 남북한 인구와 점진적 통일의 통일한국 인구에 비해 2045

년 각각 50만 명과 30만 명, 2075년 각각 310만 명과 80만 명, 그리고 

2100년 각각 520만 명과 100만 명 정도가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급진

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많은 것은 모두 북한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빠른 GDP 성장에 따른 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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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대안별 측정결과(G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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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2000 2010 2025 2035 2045 2075 2100

남한

양적지표(%) 22.6 28.7 37.8 37.6 35.3 27.7 21.1

인구(백만명) 47.0 49.4 52.0 51.9 49.8 36.8 27.2

GDP(10억US$) 880.5 1,322.9 2,363.6 2,674.0 2,754.3 3,143.8 3,355.0

복지지출(10억US$) 42.4 122.1 287.8 409.4 521.3 815.6 1,007.8

국방지출(10억US$) 22.9 35.7 63.8 72.2 74.4 84.9 90.6

질적지표(%) 48.8 63.1 84.1 84.6 82.9 89.5 95.3

생산가능인구비중(%) 71.7 72.8 67.2 59.5 54.6 49.6 48.9

1인당GDP(천US$) 18.7 26.8 45.5 51.5 55.4 85.4 123.3

1인당복지지출(천US$) 0.9 2.5 5.5 7.9 10.5 22.2 37.0

1인당국방지출(천US$) 0.5 0.7 1.2 1.4 1.5 2.3 3.3

NPI8(%) 33.2 42.6 56.4 56.4 54.1 49.8 44.8

NPI5(%) 47.9 54.2 62.2 61.5 59.1 51.8 45.3

NPI6(%) 41.4 50.4 62.5 61.3 58.0 51.4 45.3

북한

양적지표(%) 1.0 0.8 1.3 3.3 4.8 5.5 7.3

인구(백만명) 22.8 24.2 26.0 26.7 27.0 28.9 31.0

GDP(10억US$) 11.5 13.0 30.9 132.2 250.9 458.0 942.5

복지지출(10억US$) 1.0 0.9 2.5 10.8 20.6 38.8 81.9

국방지출(10억US$) 0.6 0.6 1.5 6.6 12.6 23.7 50.0

질적지표(%) 4.5 3.5 5.8 14.8 21.4 23.8 30.4

생산가능인구비중(%) 67.7 68.5 68.9 64.7 63.8 61.4 59.7

1인당GDP(천US$) 0.5 0.5 1.2 5.0 9.3 15.9 30.4

1인당복지지출(천US$) 0.0 0.0 0.1 0.4 0.8 1.3 2.6

1인당국방지출(천US$) 0.0 0.0 0.1 0.2 0.5 0.8 1.6

NPI8(%) 2.1 1.7 2.7 7.0 10.1 11.4 14.9

NPI5(%) 10.1 9.0 11.5 18.5 22.1 23.7 27.4

NPI6(%) 3.6 3.1 4.7 10.3 13.9 15.4 19.3

통일
한국

양적지표(%) 25.3 32.0 42.3 43.4 42.2 35.6 30.9

인구(백만명) 69.8 73.6 77.9 78.6 76.8 65.7 58.2

GDP(10억US$) 892.0 1,335.9 2,394.5 2,806.2 3,005.2 3,601.8 4,297.5

복지지출(10억US$) 43.5 123.0 290.3 420.2 541.9 854.5 1,089.8

국방지출(10억US$) 23.5 36.3 65.3 78.8 87.0 108.6 140.6

질적지표(%) 36.6 46.9 63.0 65.2 65.6 66.4 67.0

생산가능인구비중(%) 69.7 70.7 68.0 62.1 59.2 55.5 54.3

1인당GDP(천US$) 12.8 18.1 30.7 35.7 39.1 54.9 73.8

1인당복지지출(천US$) 0.6 1.7 3.7 5.3 7.1 13.0 18.7

1인당국방지출(천US$) 0.3 0.5 0.8 1.0 1.1 1.7 2.4

NPI8(%) 30.4 38.7 51.6 53.2 52.6 48.6 45.5

NPI5(%) 50.6 57.0 65.9 66.4 65.3 59.6 55.6

NPI6(%) 39.7 48.1 60.0 60.4 58.7 52.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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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 추계

1.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추계절차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제5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통일비용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통일한국의 국력수준을 최고로 제약한 상태하의 인

구규모를 의미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일시나리오별 3가지 방식에 의

해 측정한 G7평균 대비 국력수준이 각각 최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그런데 통일한국의 국력 측정을 위

해 설정한 시뮬레이션모형에서는 국력수준의 핵심적 결정요소인 인구와 

GDP가 복지지출을 매개로 상호의존관계에 있고, 이들의 변화 및 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별 구성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력지수가 산출된

다. 이러한 관계에서 국력수준에 대한 제약조건은 구성지표들의 특정수

준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인구와 GDP가 핵심적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음의 3단계 절차에 입각하여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통일시나리오별 남한과 북한의 최고 국력수준을 유

지할 수 있는 GDP와 인구규모의 조합을 파악한다. 이때 2030년대 후반

부터 감소하는 남한인구의 경우에는 감소세 완화 내지 일정수준 유지를 

가정하며, 남한과 북한의 1인당 GDP를 산출하여 기존 증가율과 비교하

면서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GDP 규모를 선택한다. 2단계에서는 앞 절

의 통일시나리오별 국력지수의 산출시 인구 및 GDP와의 편차를 계산하

고, 이를 모형의 시뮬레이션 과정에 외생적으로 투입하여 국력지수를 산

출한다. 3단계에서는 상기의 모형을 통해 계산된 국력지수가 최대를 유

지하지 못할 경우 GDP와 인구규모의 조합을 재산출하여 투입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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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대를 유지하지는 변수의 조합을 도출한다.

〔그림 6-14〕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추계절차

2.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 추계

상기의 3단계에 걸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에 대한 추계절차에 입각하

여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와 국력지수를 추계한 결과는 <표 6-8>과 

[그림 6-15] 및 <표 6-9>과 [그림 6-16] 와 같다. 

우선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의 최적조합은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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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하기 시작하는 2025년 인구 77.9백만 명과 GDP 2조 3,922억 

달러에서 점진적 통일시는 2045년 각각 79.7백만 명과 3조 2,440억 달

러로, 2100년에는 87.4백만 명과 6조 6,696억 달러로 증가해야하고, 급

진적 통일시는 2045년 각각 79.9백만 명과 3조 814억 달러로, 2100년

에는 87.9백만 명과 7조 1,987억 달러로 증가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통일시 

남한의 인구는 2100년까지 51.4백만 명은 유지해야하며, GDP는 2025

년 2조 3,723억 달러에서 2100년 4조 3,607억 달러로 증가해야하고, 북

한의 인구와 GDP는 각각 2025년 26.0백만 명과 199억 달러에서 2100

년 각각 36.0백만 명과 2조 3,089억 달러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급진적 통일시 남한의 인구는 2100년까지 50.5백만 명을 유지해야하며, 

GDP는 2100년 4조 2,848억 달러로 증가해야하고, 북한의 인구와 GDP

는 2100년 각각 37.4백만 명과 2조 9,139억 달러로 증가해야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표 6-8〉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와 GDP 수준의 추계결과

　 점진적 통일시나리오 급진적 통일시나리오

2035 2045 2075 2100 2035 2045 2075 2100

통일
한국

인구(백만명) 78.9 79.7 83.6 87.4 78.9 79.9 84.3 87.9

GDP(10억US$) 2,958.2 3,244.0 4,480.9 6,669.6 2,811.7 3,081.4 4,741.2 7,198.7

남한
인구(백만명) 52.2 52.1 51.8 51.4 52.2 52.1 51.3 50.5

GDP(10억US$) 2,897.5 3,084.1 3,702.2 4,360.7 2,679.5 2,805.1 3,587.6 4,284.8

북한
인구(백만명) 26.7 27.5 31.9 36.0 26.8 27.8 33.0 37.4

GDP(10억US$) 60.8 159.9 778.7 2,308.9 132.2 276.3 1,153.6 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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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GDP 수준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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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통일시나리오 급진적 통일시나리오

2035 2045 2075 2100 2035 2045 2075 2100

통일
한국

NPI5 67.9 68.0 67.5 69.4 66.7 66.7 68.9 71.3

NPI6 62.6 61.8 59.5 61.5 60.6 59.8 61.5 64.4

NPI8 55.3 55.5 54.2 56.4 53.3 53.4 56.3 59.4

남한

NPI5 63.7 62.9 59.1 55.7 61.8 60.7 58.3 55.2

NPI6 64.7 62.8 56.0 50.7 61.6 59.2 55.0 50.3

NPI8 60.0 59.1 53.1 47.9 56.6 55.0 52.0 47.5

북한

NPI5 13.5 18.9 30.2 40.6 18.1 23.3 35.2 44.6

NPI6 6.2 10.6 21.9 34.5 10.0 14.8 27.9 39.8

NPI8 3.7 7.3 17.5 29.9 6.7 10.9 23.4 35.3

앞에서와 같이 통일시나리오별 남한과 북한의 인구와 GDP가 증가할 

경우 통일한국의 국력수준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점진적 통일시 

2045~2100년 동안 측정방식별 G7 평균 대비 NPI5는 68%내외, NPI6

는 60%내외, NPI8는 55%내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급진적 통

일시는 2045~2100년 동안 NPI5는 67%에서 71%로, NPI6는 60%에서 

64%로, NPI8는 53%에서 59%로 통일한국의 국력수준이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국력수준 유지나 향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국력수준이 급격히 향상될 필요가 있는데, 점진적 통일시에는 

NPI5, NPI6 및 NPI8의 순으로 G7 평균 대비 2035년 각각 14%, 6% 및 

4% 수준에서 2100년까지 각각 41%, 35% 및 30%로 높아져야하며, 급진

적 통일시에는 같은 기간 각각 18%, 10% 및 7% 수준에서 45%, 40% 및 

35%로 향상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9〉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단위: G7평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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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통일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국력지수 측정결과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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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시나리오별 개별 지표의 추정결과

본 소절에서는 통일시나리오별 최대의 국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와 GDP의 최적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지표의 변화를 분석 한다. 우

선 통일시나리오별 양적 및 질적 국력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국력

의 최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및 급진적 통일 모두에서 북한

의 양적 및 질적 지수가 빠르게 향상되어야하며, 점진적 통일시보다 급진

적 통일 시에 더욱 빠른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6-17〕 통일시나리오별 양적․질적 국력지수의 변화 비교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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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GDP의 최적조합에 의해 결정된 개별 지표의 수준을 통일시나

리오 간에 비교해 보면 <표 6-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남한의 통일비용

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일한국의 양적지표인 복지 및 국방 총지출 

및 질적 지표인 생산가능인구비중, 1인당 GDP, 1인당 복지지출 및 1인

당 국방지출의 모든 지표수준이 점진적 통일시가 급진적 통일 시에 비해 

높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이 해소되고 일정기간이 흐른 후부터

는 반대로 점진적 통일 시에 비해 급진적 통일시 개별 지표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통일시나리오별 개별 지표의 변화 비교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2035 2045 2075 2100 2035 2045 2075 2100

통일
한국

복지지출(10억US$) 448.1 600.2 1,084.1 1,771.0 420.0 559.4 1,113.9 1,869.0

국방지출(10억US$) 81.0 90.0 125.8 181.1 78.3 87.3 135.2 195.6

생산가능인구비중(%) 64.0 63.9 64.3 65.5 64.0 63.8 64.5 66.2

1인당GDP(천US$) 37.5 40.7 53.6 76.3 35.6 38.6 56.2 81.9

1인당복지지출(천US$) 5.7 7.5 13.0 20.3 5.3 7.0 13.2 21.3

1인당국방지출(천US$) 1.0 1.1 1.5 2.1 1.0 1.1 1.6 2.2

남한

복지지출(10억US$) 443.6 583.7 960.5 1,309.9 410.2 530.9 930.8 1,287.1

국방지출(10억US$) 78.2 83.3 100.0 117.7 72.3 75.7 96.9 115.7

생산가능인구비중(%) 61.5 61.5 61.5 61.5 61.5 61.5 61.4 61.4

1인당GDP(천US$) 55.6 59.2 71.5 84.8 51.4 53.9 70.0 84.9

1인당복지지출(천US$) 8.5 11.2 18.6 25.5 7.9 10.2 18.2 25.5

1인당국방지출(천US$) 1.5 1.6 1.9 2.3 1.4 1.5 1.9 2.3

북한

복지지출(10억US$) 4.5 16.5 123.6 461.1 9.8 28.4 183.1 581.9

국방지출(10억US$) 2.7 6.7 25.9 63.3 6.0 11.6 38.4 79.9

생산가능인구비중(%) 66.6 66.4 67.1 69.6 66.5 66.1 67.6 70.9

1인당GDP(천US$) 2.3 5.8 24.4 64.2 4.9 9.9 34.9 77.8

1인당복지지출(천US$) 0.2 0.6 3.9 12.8 0.4 1.0 5.5 15.5

1인당국방지출(천US$) 0.1 0.2 0.8 1.8 0.2 0.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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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한에 있어서는 모든 기간에서 거의 모든 구성 지표의 수준이 

점진적 통일시가 급진적 통일시에 비해 높으며, 반면 북한에 있어서는 통

일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의 생산가능인구비중을 제외하고는 급진적 통일

시가 점진적 통일시에 비해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비용의 크기가 작용한 것으로 통일한국의 위상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위험요인을 고려

할 때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절 통일한국 적정인구와 남북한 추계인구 비교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달성할 수 있다면 출산

율은 어느 정도까지 높아져야 하는가? 물론,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인구

학적 요인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인

구 자체가 인구를 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출산, 사망 및 국제인구이동을 

들 수 있다. 사망력을 대표하는 평균수명의 경우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으

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가진다. 인구고령화 등을 변경시

키기 위하여 평균수명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망력은 조정 

가능한 요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국제인구이동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국가만의 의지나 역할로 움직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 국가의 인구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큼 외국인을 대량으로 유입 혹은 유출시킬 수는 없

다. 이러한 것은 많은 외국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인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국제이동인구

를 조정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장래 인구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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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에 따라 통일한국의 적정인

구 달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 실로 출산율은 남한뿐만 아니라 특

히 폐쇄적인 북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

을 해왔다. 한편,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구조도 중요하나 내수시장 등 

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량 즉 총인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총인구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커져야 하고, 그로인해 인구구조는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총인구에 대해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남한과 북한의 추계인구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추계

인구는 인구학적인 요인(출생, 사망, 국제인구이동)만의 변화를 고려한 

인구이다. 

우선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관점의 남한 인구와 북한 인구를 각각의 추

계 인구와 비교한다. 남한 인구는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되었다. 남

한_추계(2045=1.4)는 통계청 추계인구로서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42로 높아진 후에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채택하였다. 통계청 추계는 

2010~2060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가정들을 연장하여 2100년까지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한_추계

(2045=1.7)는 합계출산율이 2045년까지 1.7(OECD 평균수준)에 도달 

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남한_추계(2045=2.1), 남한_추계

(2025=2.1) 및 남한_추계(2020=2.1)도 합계출산율이 각 목표년도까지 

인구대체수준에 도달 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인구이다. 사망

력과 국제인구이동 가정은 통계청(2011)의 인구추계 시 도입하였던 가정

들을 준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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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남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단위: 만명)

남한_적정
(급진)

남한_적정
(점진)

남한_추계
(2020=2.1)

남한_추계
(2025=2.1)

남한_추계
(2045=2.1)

남한_추계
(2045=1.7)

남한_추계
(2045=1.4)

2010 4,941 4,941 4,941 4,941 4,941 4,941 4,941 

2015 5,062 5,062 5,101 5,092 5,082 5,080 5,062 

2020 5,144 5,144 5,263 5,219 5,174 5,162 5,144 

2025 5,197 5,197 5,433 5,355 5,246 5,218 5,197 

2030 5,216 5,216 5,560 5,483 5,297 5,247 5,216 

2035 5,215 5,216 5,627 5,550 5,315 5,237 5,189 

2040 5,212 5,214 5,631 5,553 5,290 5,179 5,109 

2045 5,205 5,211 5,594 5,509 5,228 5,079 4,981 

2050 5,197 5,207 5,543 5,440 5,136 4,941 4,812 

2055 5,185 5,203 5,495 5,366 5,019 4,772 4,612 

2060 5,172 5,197 5,443 5,298 4,892 4,588 4,396 

2065 5,159 5,191 5,377 5,226 4,763 4,398 4,186 

2066 5,156 5,190 5,361 5,210 4,737 4,359 4,142 

2067 5,153 5,189 5,345 5,193 4,711 4,321 4,098 

2068 5,150 5,187 5,328 5,176 4,685 4,282 4,053 

2069 5,147 5,186 5,310 5,158 4,659 4,243 4,008 

2070 5,144 5,185 5,292 5,139 4,634 4,205 3,963 

2075 5,128 5,178 5,206 5,047 4,513 4,016 3,739 

2080 5,111 5,171 5,139 4,969 4,410 3,839 3,523 

2085 5,094 5,164 5,107 4,919 4,326 3,676 3,320 

2090 5,078 5,157 5,110 4,904 4,265 3,531 3,131 

2095 5,063 5,150 5,136 4,920 4,230 3,407 2,963 

2100 5,048 5,144 5,170 4,950 4,217 3,305 2,814 

자료: 남한_추계(2045=1.4)의 경우 2060년까지 결과는 통계청(2011)임. 
        이외는 본 연구에서 직접 추계 또는 추정한 결과임. 

우선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관점에서 추정된 남한의 인구는 급진적 통

일과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 간 2100년 기준 약 1백만 명 차이가 나며, 점

진적 통일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난다. 남한_추계(2045=1.4)

의 인구는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통일한국의 관점에서 남한이 도달하여

야 할 적정인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그 차이는 먼 장래일수록 더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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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출산율 개선효과로서 남한_추계(2045=1.7)과 남한_추계

(2045=2.1)의 경우에도 격차가 줄어들 것이나 여전히 적정 관점에서의 

인구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즉, 출산율이 제고되어 인구대체수준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나, 관건은 얼마나 조기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합계출산율이 2025년 2.1에 도달한 후 유

지되는 시나리오 즉, 남한_추계(2025=2.1)의 경우 적정 수준에는 상당히 

근접하나 아직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에 

2.1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남한_추계(2020=2.1)의 경우에는 2060년경

가지 다소 과잉인구의 여지는 있으나 초장기적으로는 적정 관점에서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통일관점에서

의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남한의 경우 출산율이 2020년까지 인구대

체수준으로 높아져 유지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18〕 남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단위: 만명)

자료: 남한_추계(2045=1.4)의 경우 2060년까지 결과는 통계청(2011)임. 이외는 본 연구에서 직접 
추계 또는 추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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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적정인구의 관점에서 북한인구는 급진적 통일시가 점진적 통

일시에 비해 2100년 기준으로 약 150만명 더 많다. 북한 추계인구는 두 

가지 시나리오만을 이용하였다. 통계청(2010)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08년 2.025에서 2051년 1.945으로 낮아진 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인구대체수준(2.1)에 이른 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만 추가하여 추계하였다. 사망력과 국제이동 가정은 통계

청 가정을 준용하였다.

〈표 6-12〉 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단위: 만명)

북한_적정
(급진)

북한_적정
(점진)

북한_추계
(2010=2.1)

북한_추계
(2051=1.95)

2010 2,422 2,422 2,422 2,422 

2015 2,481 2,481 2,481 2,481 

2020 2,540 2,540 2,540 2,540 

2025 2,595 2,595 2,595 2,595 

2030 2,638 2,637 2,637 2,637 

2035 2,676 2,670 2,657 2,657 

2040 2,725 2,709 2,657 2,657 

2045 2,785 2,755 2,644 2,644 

2050 2,856 2,810 2,627 2,627 

2055 2,939 2,876 2,607 2,607 

2060 3,028 2,949 2,599 2,588 

2065 3,119 3,025 2,588 2,567 

2066 3,137 3,041 2,585 2,563 

2067 3,155 3,057 2,583 2,558 

2068 3,174 3,072 2,579 2,553 

2069 3,193 3,088 2,575 2,547 

2070 3,211 3,104 2,572 2,542 

2075 3,305 3,186 2,560 2,520 

2080 3,399 3,270 2,553 2,504 

2085 3,492 3,354 2,557 2,497 

2090 3,579 3,436 2,570 2,493 

2095 3,663 3,518 2,586 2,491 

2100 3,744 3,599 2,604 2,491 

자료: 북한_추계(2051=1.95)의 경우 2060년까지 결과는 통계청(2010)임. 이외는 본 연구에서 직
접 추계 또는 추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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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추세대로 출산율이 변화할 경우 북한 인구가 통일한국의 적정

인구를 도달하는 데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심지어 출산율이 지금

부터 인구대체수준으로 높아진 후 유지하여도 장기적으로 북한 인구가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북한의 경

제 상황 등에 변화에 따라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

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6-19〕 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 관점 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단위: 만명)

자료: 북한_추계(2051=1.95)의 경우 2060년까지 결과는 통계청(2010)임. 이외는 본 연구에서 직
접 추계 또는 추정한 결과임. 

끝으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남북한 추계인구를 합한 인구 간에 비

교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남한인구와 북한인구의 인구학적 추

계는 두 가지 극단적인 조합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즉, 통계청에서 추계

한 것으로서 최근의 인구변동요인들의 변화를 감안한 추계와 앞서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에 가장 근접한 추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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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시나리오는 남한_추계(2045=1.4)와 북한_추계(2051=1.95)를 조

합(단순 합)하는 것이며, 후자의 시나리오는 남한_추계(2020=2.1)와 북

한_추계(2010=2.1)를 조합(단순 합)한 것이다. 전자가 본 연구에서 가정

한 남북한의 최소인구라한다면, 후자는 남북한의 최대인구를 의미한다.

〈표 6-13〉 남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단위: 만명)

통일_적정
(급진)

통일_적정
(점진)

추계인구
(남한2020=2.1, 

북한 2.1)

추계인구
(남한 1.4, 북한 

1.945)

2010 7,363 7,363 7,363 7,363 

2015 7,543 7,543 7,582 7,543 

2020 7,683 7,683 7,803 7,683 

2025 7,792 7,792 8,028 7,792 

2030 7,854 7,853 8,196 7,853 

2035 7,892 7,886 8,283 7,846 

2040 7,937 7,923 8,288 7,766 

2045 7,990 7,966 8,238 7,625 

2050 8,053 8,018 8,170 7,439 

2055 8,124 8,079 8,102 7,219 

2060 8,200 8,146 8,042 6,984 

2065 8,278 8,217 7,965 6,753 

2066 8,293 8,231 7,946 6,705 

2067 8,309 8,245 7,927 6,655 

2068 8,324 8,260 7,907 6,605 

2069 8,339 8,274 7,885 6,554 

2070 8,355 8,289 7,865 6,504 

2075 8,432 8,364 7,766 6,259 

2080 8,510 8,440 7,692 6,027 

2085 8,586 8,517 7,664 5,816 

2090 8,657 8,593 7,679 5,624 

2095 8,725 8,668 7,722 5,454 

2100 8,792 8,743 7,774 5,305 

자료: 남한_추계(2045=1.4)와 북한_추계(2051=1.95)의 경우 2060년까지 결과는 통계청(2011)
과 통계청(2010)의 결과임. 이외는 본 연구에서 직접 추계 또는 추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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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점진적 통일시 2100년 8,743만명, 급진

적 통일시 8,792만 명으로 점진적 통일시에 비해 급진적 통일시 약 50만 

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는 점진

적 통일시 2100년 8,743만 명, 급진적 통일시 8,792만 명으로  2010년 

기준으로 남한인구(4,941만 명)와 북한인구(2,422만 명)가 총 7,363만 

명임을 감안하면, 2100년까지 약 1,400만 명이 더 증가하여야 할 것이

다. 추계인구(남북한 추계인구의 단순 합)로서 최소인구는 통일한국의 적

정인구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2100년 기준으로 추계된 최소인구(남

한_추계(2045=1.4)+북한_추계(2051=1.945))는 적정인구에 비해 약 

3,500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계인구로 최대인구(남한_추계

(2020=2.1)+북한_추계(2010=2.1))도 2100년 기준으로 적정인구에 비

해 약 1,000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추계인구의 경우 남한

인구만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구의 

경우 통일에 따른 필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커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증거로 2010년 기준으로 남한인구와 북한인구의 비율은 

67.1% : 32.9%인 반면.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중 남한 대 북한의 비율은 

2100년 기준으로 급진적 통일시 57.4% : 42.6% 그리고 점진적 통일시 

58.8% : 41.2%로 나타난다. 이는 만약 출산율만을 통해 통일한국의 적정

인구를 달성하려 한다면 북한의 경우 인구대체수준보다 훨씬 높은 출산

율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의 출산율도 

인구대체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통일 시 북한의 인구 부족을 보충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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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남북한 인구: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와 추계 인구 비교 

(단위: 만명)

자료: 남한_추계(2045=1.4)와 북한_추계(2051=1.95)의 경우 2060년까지 결과는 통계청(2011)
과 통계청(2010)의 결과임. 이외는 본 연구에서 직접 추계 또는 추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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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제1절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에 대한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계량적 방법을 통해 통일한국의 인구변동과 적정인구를 추정하

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발전, 복지수준 및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통일방식에 초점을 둔 국력수준을 제약조건으로 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국력지수는 인구, 경제, 복지, 국방 4부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8개 평가지표에 대해 G7 대비 비율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종합화하는 3가지 대안별 국력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한의 국력

은 상승하고 있으나, 북한의 국력은 하락하여 남북한 국력의 격차가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기의 G7 평균수준을 대비로 측정한 남북한 통합의 최고 국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추

계하기 위해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경제를 연계하는 계

량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남한과 북한 각각의 인구와 경제에 있어서 장

기적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인구, 자본스톡, 기술 등의 공급구조를 

고려하는 잠재성장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과 국방부문

을 연계하고,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와 경제도 연관되도

록 하는 연립방정식체계로 계량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

한 계량모형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분단이 지속되는 기준시나리오와 점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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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급진적 통일방식 시나리오 및 상기의 3가지 국력측정 대안을 고려

하고 전제조건으로 통일시점은 2025년, 통일비용의 발생기간은 20년을 

설정하여 2100년까지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추계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5년 이후 국력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의 인구감소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045년까지는 급진적 보다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서 통일한국

의 국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국력하락이 북한의 발전에 따른 국력 상승보다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국력이 점진적 통일

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남한의 국력수준이 통일비용의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하락세가 둔화되고, 점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북한의 

국력이 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인구규모는 점진적 통일의 경우 기준 시나리오

의 남북한 인구에 비해 2045년 20만 명, 2100년 420만 명이 많은 수준

이며, 급진적 통일은 점진적 통일의 통일한국 인구에 비해 2045년 30만 

명, 2075년 80만 명, 2100년 100만 명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게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많은 것은 모

두 북한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빠른 GDP 성장에 따

른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통일방식별 통일한국의 최고 국력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적정인구를 추계한 결과 2100년까지 87백만 명 정도로 증가해야만 G7 

평균의 60~70%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점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 규모가 2045년 각각  79.7백만 명과 3

조 2,440억 달러로, 2100년에는 87.4백만 명과 6조 6,696억 달러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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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면 2045~2100년 동안 G7 평균 대비 NPI5는 68%내외, NPI6는 

60%내외, NPI8는 55%내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

해서는 남한인구는 2100년까지 51.4백만 명은 유지해야하며, GDP는 

2025년 2조 3,723억 달러에서 2100년 4조 3,607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한인구와 GDP는 각각 2025년 26.0백만 명과 199억 달러에서 2100

년 각각 36.0백만 명과 2조 3,089억 달러로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진적 통일시에는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 규모가 2045년 각

각 79.9백만 명과 3조 814억 달러로, 2100년에는 87.9백만 명과 7조 

1,987억 달러로 증가하면 2045~2100년 동안 NPI5는 67~71%, NPI6

는 60~64%, NPI8는 53~59%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인구는 2100년까지 50.5백만 명을 유지, GDP는 

2100년 4조 2,848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한인구와 GDP는 2100년 각

각 37.4백만 명과 2조 9,139억 달러로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및 통일비용

의 포괄적 검토 및 전략적 목표의 설정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가

체제의 통합 사례는 많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가 발

견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수많은 통일관련 연구들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식이나 통일비용의 개념 및 규모가 연구별로 상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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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이다. 이것은 국가체제의 통합 자체가 쉽지 않으며, 성사될 경우

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의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기, 방식, 비용이나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경제․사회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는 전략적 목표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한국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국력의 개념과 측정

방법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국력의 개념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술, 교육, 정보, 외교, 문화 등 다양

한 소프트파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

적 측면의 강조와 계량적 지표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프트파워의 

일부 측면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소프트파워

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력의 개념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며 특히, 북한 관련 계량적 정보의 수집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국력의 종

합화방식도 다양한 시도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자체가 남북통일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남한의 인구감소는 남한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력을 하락

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향후 남한의 경제성장을 제약

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통일비용의 

부담을 감안하면 남한의 경제성장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것이 저출산에 대비하는 재원부족으로 작용할 경우 인구감소의 가속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

다.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려워질 경우 북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통일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대비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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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구가 필요하다.

넷째는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인구증가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통일시나리오별 북한개발에 대한 적절

한 정책대안의 모색도 요구된다.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인 8천만 명 수준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구와 GDP는 2010년 각각 24백만 명과 

130억 달러에서 2100년까지 약 36~37백만 명과 2조 3천~2조 9천으로 

크게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발전은 남한의 지원만으로는 불

가하며, 북한의 적절한 수용과 발전을 위한 노력, 특히 남한의 자본주의

적 경제체제 하에서 축적된 종합적 기술수준에 대한 빠른 습득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충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

는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방

식과 관련해서는 통일한국의 국력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통일비용에 대

한 부담과 위험성이 낮은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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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정인구 수준에 연계된 양적 개별지표의 장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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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정인구 수준에 연계된 질적 개별지표의 장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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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개별지표 장기 변화

가. 적정인구 수준에 연계된 양적 개별지표의 장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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