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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부산시 인구의 구조 변화

김 중 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부산광역시의 인구 구조의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출산력의 감소와 이주민의 증가

이다. 출산력의 감소는 비단 부산의 경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수준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낮아지는 출산력 자체는 부산시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기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들은 모두 인구의 순증을 지난 20여년동안 보여 

왔으나 부산광역시만 동일 기간에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젊은 

연령의 인구가 자꾸 유출됨에 따라 가임인구가 줄어듬과 동시에 생산인구 감소되고 있기 대문에 

향후 인구 정책,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소요될 예산의 확충이 더욱 힘들어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전반적인 노령화 현상의 원인은 매우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본 토론자가 짧은 토론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이 토론문에서는 인구의 유출과 관련하여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려 한다. 첫째, 부산시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 가운데 젊은 청년층의 

유출은 부산의 산업 경쟁력 약화에 크게 기인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는 물론 

상대적으로 유리한 물류 연결망을 사용해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해외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입안해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더욱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됨에 따라 교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물류의 중심지적 역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젊은 

집단의 유출을 막아서 자연히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부산의 청년 집단이 부산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낮은 수준의 z`교육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시와 대학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에 위치한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함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대안으로 본 토론자가 제시하는 것은 부산에 위치한 기업들이 부산과 주변지역에 위치한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일정 수준 이상 비율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그 기업에게 줌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만 더 많은 청년 집단이 부산에 

남아 일하고, 자녀를 낳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의 인구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OECD 가입국 가운데 이미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출산율과 이에 다른 고령화 트렌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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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주요한 광역시가운데 유일하게 큰 수준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인 만큼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고령과 추세의 극복방안은 향후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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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구의 혼인상태 변화와 출산전망

이 성 용 (강남대학교 교수)

합계출산율이 1.3이하이면 초저출산이라 규정되며, 이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감소를 초래한다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1) 한국은 2001년 초저출산 시대에 도입했다. 만일 초저

출산이 지속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한국의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현재의 10%에서 2030년 23%, 2050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놀랍게도 부산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초저출산에 진입했다. 

1997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52이고, 서울도 1.32였지만, 부산은 1.29로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도입했다. 부산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199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율을 보여준다.

출산율 하위 10위 지역들을 살펴보면, 2010년 부산은 2개구가 여기에 속한다. 부산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한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을 보이며, 수영구는 0.91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부산에서 5개구가 출산율 하위 10 지역에 포함되었다. 부산 서구는0.73로 1위, 

부산 영도구 0.75, 3위, 금정구 0.81, 8위, 수영구 0.81 9위, 중구 0.85 10위였다. 

<그림 1> 전국 및 대도시 합계출산율의 변동: 1997-2010

초출산율은 높은 혼인연령과 미혼율(혹은 독신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0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부산과 서울은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대인 25-29세와 30-34세에서 

낮은 연령별 출산율을 보인다(그림 참조). 

최적가임연령대의 낮은 출산율은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미혼율의 증가 그리고 평균출산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평균초혼연령은 90대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8세, 여자 28.9세이다. 그리고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평균 초혼연령을 보인다. 또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출산연령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2000년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 Kohler, H.-P., Billari, F. C. and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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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평균 초혼 연령

2009 2010

남 녀 남 녀

전 국 31.6 28.7 31.8 28.9 

서 울 31.9 29.6 32.2 29.8 

부 산 31.7 29.2 31.9 29.5 

대 구 31.4 29.0 31.8 29.3 

인 천 31.4 28.7 31.7 29.0 

광 주 31.4 28.7 31.7 29.0 

대 전 31.3 28.8 31.6 29.0 

울 산 31.1 28.6 31.3 28.9 

<그림 2> 전국 및 대도사 평균출산연령: 2000-10

초저출산율, 독신율, 초혼연령,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은 또한 1990년 이후 급격히 변화한 

혼인상태의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의 혼인상태 변동을 추적

하면 미래의 출산율 추세도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1990대 이후 혼인상태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혼상태의 변동

최근 결혼이 보편적 현상인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인지에 대한 논쟁을 신문 등과 같은 매스

컴에서 자주 접한다. 이는 세대에 따라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혼인은 개인이 당연히 통과해야 할 경로로 인식했던 전통이 있었지만, 

근대화 그리고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개인주의의 확산은 결혼을 보편적 행위에서 선택적 

행위로 인식을 전환시키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조사에 따르면, 혼인의 필요성에 묻는 질문에서,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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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00년 26.2%에서 2009년 13.8%로 감소한 반면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에서 48.7%로,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

에서 30.5%로 줄어들었다. 이는 결혼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선택성을 인정하는 비율은 증가했음을 뜻한다2).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연령별 미혼구성비의 변동추세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 미혼구성비는 남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

의 경우 미혼구성비가 60%미만으로 떨어진 연령은 1995년 26세, 2000년 28세, 2005년 28세, 

2010년 30세이다. 20%이하로 하강한 연령도 1995년 28세 2000년 32세, 2005 33세, 2010년 

35세로 상승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결혼이 급격이 이루어지는 최적혼인연령 기간이 존재한

다는 사실이다. 미혼구성비가 80%대에서 60% 감소한 연령기간은 1995년 23세에서 28세, 

2000년 25-30세, 2000년 25-32세, 그리고 2010년 26-34세이다. 최적 혼인연령 간격은 

1995년 5년, 2000년 6년, 005년 7년, 그리고 2010년 8년으로 증가하였다. 또 만49세까지 독신

으로 남는 비율은 1995년 0.2%, 200년 1%, 2005년 2.5%, 그리고 2010년 2.5%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미혼구성비가 60%미만으로 떨어진 연령은 1995년 28세, 2000년 30세, 2005년 

31세, 2010년 32세이다. 20%이하로 하강한 연령도 1995년 32세 2000년 35세, 2005 37세, 

2010년 41세로 상승하였다. 미혼구성비가 80%대에서 60% 감소한 연령기간은 1995년 25세-31

세로 6년, 2000년 28-34세로 6년, 2000년 28-36세로 8년, 그리고 2010년 28-34세로 12년이 

걸렸다. 최적 혼인연령 간격은 여성과 남성 모두 최근에 올수록 증가했지만, 그 증가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크다. 게다가 만49세까지 독신으로 남는 비율도 1995년 0.7%, 200년 

1.7%, 2005년 4%, 그리고 2010년 7.7%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혼인상태보다 남성의 혼인

상태가 1995년 이후 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림 3 > 20-49세 부산 인구의 연령별 미혼구성비 변동: 1995-2010 

<그림 4>도 1995년부터 2010까지 여성보다 남성의 미혼구성비가 높음을 보여준다. 2005년

까지 남녀 모두 45세가 되면 미혼구성비가 5% 미만으로 하강했지만, 2010년에는 여성의 미혼

들은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성은 10%가 넘고 있다. 

2) 흥미로운 것은 미혼여성과 남성이 결혼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이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

년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미혼남성은 29.4%에서 

23.4%로 감소했지만, 미혼여성은 12.9%에서 16.9%로 증가했다.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자는 42.0%에서 46.4%로 

증가한 반면 여성은 36.3%에서 46.3%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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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산 남녀 연령별 미혼구성비 비교: 1995-2010년

이러한 미혼구성비의 상승은 35세 이후의 미혼구성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40-45세의 미혼구성비가 2010년 5%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남성은 

40-44세의 경우 미혼구성비는 2005년에 10%를 넘었고, 2010년에는 45-49세의 미혼구성비가 

9%에 달했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혼인이 특히 남성에게 보편적 행위가 아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남녀 모두에게 35-39세의 미혼구성비가 2005년 2010년에 급증했다는 사실은 40세 

이후에 독신으로 남을 비율이 미래에 남성과 여성에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낸다. 

<표 2> 35세 이상 부산 남녀 미혼구성비의 변동 

여성 남성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35-39세 3.2 5.5 8.4 15.9 6.8 14.2 20.1 31.2

40-44세 1.5 2.5 4.1 7.3 2.9 6.5 10.4 16.6

45-49세 1 1.2 2.5 3.4 1.6 2.8 4.3 9.1

2. 유배우구성비의 변동

<그림 5>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구성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1995년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구성비를 살펴보면, 35-39세까지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유배우구성비를 보이지만, 40세 이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유배우구성비를 보인다.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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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더 높은 유배우구성비를 보이는 전환기점은 2000년과 2005년 45-49세, 2010년 

50-54세로 증가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유배유율을 보이는 연령 기

간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기에 있어, 만 50세 이후 여성의 유배우구성비는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남성의 유배우구성비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보다 높은 남성의 사

망률 및 그로 인한 높은 여성의 배우자 사별구성비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5> 부산남녀 연령별 유배우 구성비 비교: 1995-2010년

<그림 6> 부산남녀의 연령별 유배우 구성비 변동: 1995-2010

<그림 6>은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구성비가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만 40세 이전의 유배우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여자의 경우 25-29세 유배우

구성비는 1995년 64.1%, 2000년 36.4%, 2005년 29.4%, 2010년 22.4%로, 30-34세 유배우구

성비는 1995년 91.1%, 2000년 80%, 2005년 72.5%, 2010년 61.1%, 그리고 35-39세 유배우구



세계인구총회와 함께하는 인구정책심포지엄

- 52 -

성비는 1995년 91.6%, 2000년 90.6%, 2005년 84%, 2010년 78.1%로 감소하였다. 특히 

25-25세의 유배우구성비 하락폭이 컸는데, 2000년 그 구성비는 1995년의 57% 수준으로 떨어

졌다. 남자의 경우도 25-29세 유배우구성비가 1995년 32.2%, 2000년 13.2%, 2005년 13.2%, 

2010년 9.3%로, 30-34세 유배우구성비가 1995년 77.9%, 2000년 57.5%, 2005년 50.4%, 

2010년 44%, 그리고 35-3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91.2%, 2000년 83.3%, 2005년 76.1%, 

2010년 64.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40세 미만의 남녀 유배우구성비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전개된 혼인연령의 상승 및 그로 인한 미혼구성비의 증가가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20세기 들어 계속 증가되어 왔지만, 외환위기 직후 그 증가폭이 커졌다. 

1990년대 이후를 볼 때,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5.7세로 1990년 

24.8세에 비해 7년 동안 0.9세가 증가된 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난 2004년에는 

27.5세로 약 2년이 증가되었다. 또한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또 1.4년이 증가하였다. 외환

위기를 전후 7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 평균초혼연령의 증가폭은 그 이전에 비해 2배가 

넘었고, 그 이후에서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초혼연령도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0.7년이 증가한 반면, 1997년에서 2004년 2년이, 그리고 2004년에서 

2010년 1.2년이 증가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초혼연령은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급증은 1995년 이후 40세 미만의 유배우구성비 감소현상을 

설명한다.

<표 3> 초혼연령의 변동

1990 1995 1997 2000 2004 2005 2007 2009 2010

남 27.9 28.4 28.6 29.3 30.6 30.9 31.1 31.6 31.8

여 24.8 25.4 25.7 26.5 27.5 27.7 28.1 28.7 28.9

둘째, 노년기의 유배우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특히 60

이후에서 유배우구성비의 증가를 목도할 수 있다. 60-64세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47.4%에서, 

2000년 63.7%, 2005년 65.7%, 2010년 67.8%로, 65-6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36.4%에서, 

2000년 45.9%, 2005년 50.9%, 2010년 58.6%로. 70-74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20.2%에서, 

2000년 30.5%, 2005년 33.6%, 2010년 42.5%로, 75-7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9.4%에서, 

2000년 14.8%, 2005년 14.4%, 2010년 22%로,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4.4%에서, 2000년 4.9%, 2005년 7.6%, 2010년 9.5%로 증가하였다. 남성은 70세 이상

에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70-74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84.5%에서, 2000년 

86.2%, 2005년 86.5%, 2010년 88%로, 75-7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75%에서, 2000년 

82.6%, 2005년 82.1%, 2010년 84%로,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64.1%에서, 2000년 62%, 2005년 66%, 2010년 67.4%로 증가하였다. 

셋째, <그림 7>에서 보듯이, 남녀 유배우구성비 차이는 50세 이후 급증하고 있다. 비록 최근

으로 올수록 그 차이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가 가장 감소한 2010년에도 

75세 이후에서는 그 차이가 60%에 달하고 있다. 만 75세 이상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

자가 있을 가능성이 무려 60%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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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산남녀 유배우 구성비 차이의 추세: 1995-2010

3. 사별상태의 변동

<그림 8>과 <그림 9>는 남녀의 연령별 사별구성비가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사별구성비가 각 시기마다 어떤 공통성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1995년 남녀의 연령별 사별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사별구성비는 40-44세―(5.8%)―
부터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는 95.6%에 도달하며, 남성의 사별구성비는 60-64세―(2%)―부

터 여성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 그 비율은 35%에 도달한다. 사

별구성비가 5%가 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최근으로 올수록 올라간다. 여성은 2000년 45-49

세. 2005년 45-49세, 2010년 50-54세에, 남성은 2000년 60-64세, 2005년 60-64세, 2010

년 65-69세에 사별구성비가 5%를 넘었다. 

<그림 8> 부산남녀의 연령별 사별 구성비 변동: 199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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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산남녀 연령별 사별 구성비 비교: 1995-2010년

<그림 10>은 남녀 사별구성비 차이를 각 시기별로 보여준다. 모든 시기에서 남녀 사별구성비 

차이는 40대 이후 급증하고 있다. 40대 이후의 남녀 사별구성비의 증가는 남성의 높은 사망률을 

반영한다. 한편 흥미로운 발견은 배우자 사망률 차이가 80세 이상의 노인이 75-79세 노인보다 

낮다는 점이다. 그것은 여성은 이미 70대 후반이 되면 배우자 사별구성비가 75-90%로 높아져 

더 이상 상승할 폭이 줄어든 반면 남성은 80세 이후에 배우자사별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성은 50대 후반 이후 그리고 남성은 80세 이후부터 배우자가 사별할 가능

성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수록 남녀 사별구성비 차이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림 10> 부산남녀 사별 구성비 차이의 추세: 199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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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상태의 변동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이혼율은 1970년 0.4에서 1980년 0.6, 1990년 1.1, 1997년 

2, 2000년 2.5, 2003년 3.4로 정점을 이룬 뒤 2005년 2.6, 2010년 2.3으로 감소하였다. 조이혼

율은 1970년부터 2003년이란 33년 사이에 8.5배로 급격히 상승한 뒤 그 후 7년 뒤 2003년의 

68%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이혼건수도 1970년 11,600건에서 1980년 16,500건, 1990년 45,700

건, 1997년 91,200건, 2000년 119,500건, 2003년 166,600건으로 정점을 이룬 뒤 2005년 

124,500건, 2010년 116,900건으로 감소하였다. 총이혼건수도 1970-2003년의 33년 사이에 

14.4배로 급격히 상승한 뒤 그 후 7년 뒤 2003년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균 이혼연령은 

여성의 경우  2000년 36.5세, 2005년 38.6세, 2010년 41.1세로, 그리고 남성은 2000년 40.1세, 

2005년 42.1세, 2010년 45세로 증가하였다. 

<그림 1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1970-2010

이러한 이혼율의 급격한 변동은 1970년대 이래 한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변동은 너무 급속한 속도로 발생했기 때문에, 각 세대 각기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은 각 세대의 이혼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11>은 부산 남녀의 연령별 이혼 구성비가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어떻게 변동했는

지를 나타낸다. 먼저 여성의 연령별 이혼 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조이혼율이 1.1로 비교적 

이혼율이 높지 않았던 1995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이혼 구성비가 4% 미만이다. 가장 높은 연령

대인 40-44세도 3.9%에 불과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연령대들은 45-49세, 40-44세, 그리고 50-54세이다. 45-49세의 이혼 구성비는 1995년 

3.7%에서 2000년 6.1%, 2005년 8.7%, 2010년 11.2%로 15년 사이 7.5%, 40-44세의 이혼 

구성비는 1995년 3.9%에서 2000년 5.7%, 2005년 7.6%, 2010년 9.5%로 15년 사이 5.6%, 

그리고 50-54세의 이혼 구성비는 1995년 2.5%에서 2000년 4.2%, 2005년 7.6%, 2010년 

9.5%로 15년 사이 7%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고령층이다.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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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경우 이혼 구성비는 1995년에는 거의 전무했으나 2010년 1.2%로 증가했고, 75-79세는 

1995년 0.3%에서 2010년 1.6%로 5.3배가 증가하였다. 

남성도 여성과 비슷한 연령별 이혼 구성비 추세를 보인다. 1995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비교적 

낮은 이혼 구성비를 보인다.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44세와 45-49세의 이혼 구성비도 3.1%에 

불과하다. 남성은 45-49세와 60-64세 사이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다. 45-49세의 이혼 

구성비는 1995년 3.1%에서 2000년 5.9%, 2005년 7.2%, 2010년 8.9%로 15년 사이 5.8%, 

50-54세의 이혼 구성비는 1995년 2.3%에서 2000년 5.1%, 2005년 6.8%, 2010년 9%로 15년 

사이 6.7%, 55-59세의 이혼 구성비는 1995년 1.6%에서 2000년 3.6%, 2005년 5.8%, 2010년 

7.9%로 15년 사이 6.3%, 그리고 60-64세의 이혼 구성비는 1995년 0.8%에서 2000년 2%, 

2005년 3.9%, 2010년 6.6%로 15년 사이 5.8%가 증가하였다. 여성과 달리 60-64세와 70-74

세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그 증가율은 15년 사이 8.25배가 증가하였다. 70-74세의 경우 

이혼 구성비는 1995년에는 거의 전무했으나 2010년 3.5%로 증가하였다.

<그림 12> 부산남녀의 연령별 이혼 구성비 변동: 1995-2010

<그림 13>은 각 시기에 남녀의 이혼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흥미로운 발견은 모든 시기에서 

어느 연령대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이혼 구성비를 보인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기 직전의 연령대는 1995년 60-64세 2000년 45-49세, 2005년 

50-54세, 2010년 50-54세이다. 이 연령이 지나면, 1995년과 2005년에는 이혼구성비가 남성

이 여성보다 더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지만, 2010년에는 계속 높은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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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산남녀 연령별 이혼 구성비 비교: 1995-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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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실현된 출산력과 계획 출산력의 간극을 메우는 정책이 필요

김 형 석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토론1> 부산의 출산율에 대한 퀀텀(Quantum)과 템포(Tempo) 효과 

이 논문에서는 1997년에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1.52, 서울은 1.32였을 때 부산은 1.29로 이미 

한국에서 가장 먼저 초저출산에 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출생아 수 결과를 보면, 부산은 평균 2.26명으로 

전국 평균(2.38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낮은 서울(2.12명)은 물론 인천(2.17명)이나 울산

(2.18명), 경기(2.18명)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의 지표는 해당연도에 모의 연령(15-49세)별로 태어 난 아동을 해당 연령의 전체 여성 수

로 나눈 후 이를 모두 합친 기간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며, 뒤의 지표는 인

구주택총조사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총출생아 수를 조사한 자료로 평생 출산한 아동 수를 

기혼여성 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 출생아 수(Mean Children-ever-born) 지표이다. 

이 두 지표의 차이는 부산의 합계출산율에 일정 수준의 템포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력은 퀀텀(quantum: 인구동태사건을 경험하는 비율)과  템포

(tempo: 인구동태사건을 경험하는 연령)로 나뉘어 진다. 퀀텀은 절대적인 출산력 수준을 변화

시키지만, 템포는 절대적인 출산력 수준의 변화 없이 출산을 지연시킬 뿐이다. 템포효과로 인한

<표1> 연령별 평균출생아 수 : 2010

(단위 : 명)

15세이상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전  국 2.38 0.46 0.84 0.99 1.42 1.78 1.94 1.97 2.05 2.35 3.66 

읍면부 3.00 0.46 0.96 1.17 1.60 1.89 2.04 2.08 2.26 2.70 4.22 

동  부 2.22 0.46 0.80 0.95 1.39 1.76 1.92 1.95 2.01 2.26 3.41 

서  울 2.12 0.54 0.71 0.84 1.24 1.65 1.86 1.91 1.95 2.15 3.13 

부  산 2.26 0.34 0.67 0.93 1.34 1.70 1.88 1.91 1.99 2.23 3.27 

대  구 2.27 0.55 0.88 0.92 1.37 1.75 1.93 1.95 2.02 2.28 3.42 

인  천 2.17 0.33 0.78 0.98 1.42 1.75 1.91 1.91 1.97 2.18 3.38 

광  주 2.47 0.36 0.88 1.02 1.53 1.91 2.08 2.13 2.19 2.60 3.92 

대  전 2.30 0.36 0.82 0.98 1.45 1.82 1.97 2.02 2.07 2.34 3.63 

울  산 2.18 0.53 0.92 0.99 1.45 1.79 1.95 1.94 2.03 2.34 3.55 

경  기 2.18 0.47 0.83 0.99 1.41 1.77 1.91 1.94 1.98 2.22 3.44 

강  원 2.63 0.22 0.84 1.10 1.53 1.83 1.94 2.00 2.15 2.53 3.90 

충  북 2.62 0.39 0.86 1.07 1.56 1.88 2.02 2.02 2.17 2.54 4.00 

충  남 2.76 0.57 0.89 1.12 1.60 1.88 2.02 2.05 2.20 2.58 4.19 

전  북 2.92 0.52 0.99 1.18 1.62 1.94 2.10 2.15 2.29 2.73 4.30 

전  남 3.20 0.47 1.00 1.21 1.68 2.00 2.17 2.22 2.45 2.94 4.53 

경  북 2.72 0.56 0.84 1.00 1.49 1.83 1.99 2.01 2.17 2.57 3.99 

경  남 2.52 0.48 0.89 1.05 1.51 1.84 1.97 1.98 2.10 2.48 3.91 

제  주 2.63 0.21 0.84 1.06 1.57 1.94 2.14 2.18 2.25 2.60 3.85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통계청)



세계인구총회와 함께하는 인구정책심포지엄

- 60 -

출산지연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일부 고연령층의 출산포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코호트 출산율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

물론 결혼을 하면서도 출산을 계획하지 않거나 불임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산의 양과 시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혼인일 것이다. 예를 

들어 혼인연령의 상승은 출산의 템포와 관련이 있으며, 생애독신과 같은 비혼의 증가는 퀀텀과 

관련이 있다. 만약 만혼화와 비혼화가 동시에 진행한다면 출산력의 감소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산 인구에 대해 만혼과 비혼 그리고 이혼과 사별 등 혼인상태의 변화를 집중 검토한 

이 논문은 부산 출산력의 모멘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미혼 

구성비의 상승이 초혼연령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만 49세까지의 미혼율이 생애독신율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지적한 부산인구의 급격한 초혼연령 상승과 생애독신율 증가는 

현재 서울 다음으로 낮은 부산의 저출산율이 퀀텀과 템포 효과 모두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산 인구의 혼인패턴 변화를 출산력의 퀀텀과 템포 효과와 연결해 

분석하고 전망한다면, 부산의 저출산력을 이해하고 출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2> 부산의 급증하는 초혼연령과 독신율 그리고 혼인시장 

  이 논문에서는 부산 남녀의 급격한 미혼 구성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에는 

여자 보다 남자의 미혼율 증가가 더 급격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라면 1960년대 후반부터

<표2> 남자의 혼인압박지수(Index of Marriage Squeeze)

지역 IMS* 지역 IMS** 지역 IMS***

전라남도 1.618 전라남도 1.859 전라남도 1.180 

강원도 1.565 강원도 1.716 울산광역시 1.168 

울산광역시 1.557 경상남도 1.697 경상남도 1.153 

경상남도 1.557 충청남도 1.682 경상북도 1.061 

경상북도 1.550 울산광역시 1.670 충청남도 1.041 

충청남도 1.505 경상북도 1.668 강원도 0.997 

전라북도 1.463 전라북도 1.587 제주특별자치도 0.989 

충청북도 1.453 충청북도 1.554 전라북도 0.965 

제주특별자치도 1.357 제주특별자치도 1.441 경기도 0.962 

대구광역시 1.356 인천광역시 1.389 전국 0.962 

인천광역시 1.345 경기도 1.381 충청북도 0.952 

전국 1.337 전국 1.377 인천광역시 0.937 

경기도 1.322 대구광역시 1.376 서울특별시 0.923 

대전광역시 1.317 대전광역시 1.364 부산광역시 0.912 

부산광역시 1.297 광주광역시 1.315 대구광역시 0.905 

광주광역시 1.269 부산광역시 1.295 광주광역시 0.876 

서울특별시 1.174 서울특별시 1.165 대전광역시 0.870 

주 : IMS
*
=(15-49세 남자)/(15-49세 여자), IMS

**
=(20-39세 남자)/(20-39세 여자),

    IMS
***

=(25-34세 남자)/(20-29세 여자)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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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반 코호트가 혼인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이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연령 메칭 

패턴이 남자가 2~3살 연상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출산력이 감소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코호트

들이 혼인시장에 진입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 지적한 1995년 이후 초혼연령과 독신율 상승을 초래하는 부산 

남자의 급격한 미혼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부산에만 극한된 것인지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2010년 부산 남자의 혼인압박(marriage squeeze)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혼인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그렇다면 미혼율

이나 독신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선별적 배우자 메칭(assortative mate selection)인지, 

비즈니스 싸이클인지, 아니면 저자가 지적한대로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인지 궁금하다.

<토론3> 실현된 출산력과 계획 출산력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입안이 필요

  2005년 및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기존의 총출생아수 항목이외에 출산계획 자녀수도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서 총출생아수는 실현된 출산력을 의미하는 반면 출산계획 자녀수는 

미래의 출산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하면 완결출산력(completed fertility)를 의미한

다고도 볼 수 있다(권태환, 2008). 

<표3> 가임기혼여성의 출산력 및 출산계획

2005 2010 차이
추가계획

있는

기혼여성

기혼

여성

대비

(%)

대상1 대상2

실현

출산

(A)

계획

출산

(B)

완결

출산

(C)

실현

출산

(D)

계획

출산

(E)

완결

출산

(F)

E-B F-C
N(무계획

|P=0)

N(무계획

|P=1)

N(1명

|P=0)

N(1명

|P=1)

전국 1.74 0.17 1.91 1.74 0.22 1.96 0.05 0.05 1,214,710 8.0 272,084 2,021,970 133,144 549,074 

서울 1.63 0.19 1.82 1.64 0.25 1.89 0.06 0.07 257,792 8.9 56,455 463,664 33,985 114,849 

부산 1.73 0.14 1.87 1.70 0.19 1.89 0.05 0.03 70,932 6.4 22,421 161,432 8,996 32,841 

대구 1.75 0.15 1.90 1.74 0.19 1.92 0.04 0.02 55,244 7.1 12,991 103,596 6,793 25,877 

인천 1.71 0.16 1.87 1.71 0.20 1.91 0.04 0.05 67,508 8.3 16,513 126,877 7,932 31,238 

광주 1.89 0.18 2.07 1.86 0.21 2.07 0.02 0.00 36,858 8.4 5,832 43,706 3,326 16,581 

대전 1.77 0.18 1.95 1.77 0.22 1.99 0.04 0.04 38,495 8.7 7,340 55,785 3,504 17,493 

울산 1.77 0.16 1.92 1.75 0.20 1.94 0.04 0.02 28,296 8.5 5,686 44,502 2,614 13,714 

경기 1.69 0.18 1.86 1.72 0.22 1.94 0.04 0.07 321,556 9.4 62,323 513,715 34,148 149,848 

강원 1.82 0.16 1.98 1.79 0.19 1.98 0.03 0.00 30,917 6.3 9,820 57,595 3,380 13,247 

충북 1.83 0.17 1.99 1.81 0.21 2.02 0.04 0.03 35,312 7.2 8,322 53,151 3,405 15,724 

충남 1.85 0.18 2.03 1.81 0.23 2.04 0.05 0.00 48,153 7.3 11,191 70,740 3,609 21,415 

전북 1.95 0.16 2.11 1.91 0.20 2.10 0.04 -0.01 36,330 6.0 10,032 52,979 3,366 14,425 

전남 2.05 0.17 2.22 1.97 0.20 2.17 0.03 -0.05 35,636 5.7 7,379 44,401 3,085 14,109 

경북 1.80 0.16 1.96 1.78 0.21 1.99 0.05 0.03 57,893 6.5 14,004 93,851 6,183 25,384 

경남 1.79 0.16 1.95 1.78 0.21 1.99 0.05 0.04 80,159 7.7 18,193 118,532 7,838 37,017 

제주 1.91 0.21 2.13 1.91 0.23 2.14 0.02 0.02 13,629 8.1 3,582 17,444 980 5,312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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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현재 추가출산계획을 갖고 있는 가임기혼여성들이 실제 계획대로 출산을 한다면 

적어도 부산은 9만 5천명(전국적으로는 165만 2천명)의 아동이 추가로 태어날 것이다. 먼저 

부산에서는 이들이 계획대로 출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인구

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이들의 연령, 패러티(parity),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남편 및 

본인의 산업 및 직업, 교육정도, 통근학지, 근로장소 등 다양한 인구, 사회, 경제 정보가 있으

므로 이를 잘 이용한다면 이 타겟 그룹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은 출산계획은 없지만 평균 출산력 이하의 패러티를 가진 가임기혼여성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부산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이 그룹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들의 규모는 2010년 현재 18만 

4천명에 달한다(<표3>에서 대상1 참조).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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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부산광역시 인구 문제의 해법

조 영 태 (서울대학교 교수)

현재 부산시는 외형상 국제도시로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주된 산업도 제조업 등 2차 산업

에서 서비스와 컨벤션 관광 등 3차 산업으로 변화되면서 부산시의 동력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고층 주거공간이 마련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두드러진다. 이 모든 것들이 부산시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형상의 변화와 달리 인구와 관련된 모습을 보면 국제 도시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 현상과 젊

은층의 도시 이탈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더욱 더 국제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 같다. 서비스와 컨벤션 산업을 키우고 도시 재개발을 통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려

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젊은 층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부산에

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까?

본 토론자는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부산시 변화들의 결과로 등장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아무리 고용이 촉

진되더라도 젊은이들이 부산시에 정주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이 주도하고 있는 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의 외관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비록 부산시에서 일을 하더라도 부산에 

거주하지 않고 외각에 정주하게 만들거나, 혹은 부산시에 거주하더라도 높은 거주비용으로 인

해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살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부산시가 젊은이들의 부산시 정주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

으로 해야 할 일이 젊은이들의 수입으로도 접근 가능한 거주공간을 많이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외형상 국제화되고 금융 혹은 서비스의 중심이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주할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서양의 대도시들이 혼인과 

출산에 있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많이 봐 왔다. 부산시도 현재와 같은 성장모형을 지속한

다면 낮에는 젊은이들이 보이지만 저녁이면 그들이 모두 빠져나가거나 싱글족들만 거주하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의 인구구조를 보이게 될 것이고, 이는 부산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

협하게 될 것이다. 

부산시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바로 인구현상을 정확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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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내는 일이다. 현재 부산시 혹은 부산시의 인구 및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think tank에 과

연 인구학을 공부하고 인구현상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부산시는 스스

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심각한 인구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부산시에 

인구 변화의 dynamics를 분석해 낼수 있는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 자체가 놀라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macro하면서 구조적인 측면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물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국가와 도시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일과 가

정의 양립이다. 그것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점적인 정책의 초첨을 맞

추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무슨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남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macro하고 구조적인 측면들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까지 될 

수는 없다. 바로 여성은 물론 남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그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부산시가 정말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구조적인 변화와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문화운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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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구문제 진단과 과제

강 성 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인구정책의 중요성

  ○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 및 사회변동을 촉발

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전망을 좌우하는 주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한국사회 총인구는 2020년대 초반 4900여만명으로 정점을 달한 뒤 점차 감소하여 2050

년에는 440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구성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여 중위연령

(median age)은 2010년 37.9세에서 2050년 53.7세로 증가할 것이며, 부양인구비율

(dependency ratio)은 2010년 37%에서 2050년 무려 84%로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어 

앞으로 계속 커다란 인구 변동을 경험할 것임.

  ○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변화보다는 일자리·주거지 등이 사실상 통합되어 있는 거대 

대도시권이 형성됨에 따라 부산을 비롯해서 서울·대구 등 대도시 주변 지역의 인구가 증가

하는 현상이 주된 변화 양상으로 예측됨. 

  ○ 특히 부산은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

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유출에 의해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성과는 크지 않으며, 특히 전국 수준이 아닌 부산과 같은 

지역 단위의 정책은 더욱 부족함.

  ○ 인구는 모든 부문의 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로, 특히 부산은 절대 인구 감소에 

따라 미래의 지역 및 도시 계획 수립에 있어 그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높음.

2. 부산시 인구정책의 과제

○ 저출산 현상의 극복

-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미래의 인구 문제들은 대부분 현재의 낮은 저출산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일은 가장 근본적인 대응 방법임

-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래도 중심적인 정책은 보육환경의 개선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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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통한 인구 문제의 해결은 탈산업사회로 변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역할 분담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 될 것임.

- 이는 미혼남녀, 특히 여성의 만혼화 현상에 따른 출산력의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남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인구 유출 문제의 극복

- 미래의 인구는 출산율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며, “출산”보다는 “이동”과 “사망”에 의해 

인구변화가 결정될 것임. 

- 특히 부산은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4년 동안 해마다 평균 13만여 명의 인구가 부산으로 들어왔고, 적게는 

15만 명에서 많게는 18만 명의 인구가 부산에서 빠져나갔음.

-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을 보이고 있는 20, 30대 연령대는 생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그 어느 연령대 보다도 공산품 등에 많은 소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부산을 빠져나간 대부분의 인구가 선택한 목적지는 수도권과 경상남도로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가 전체의 약 39.3%를 차지하고 서울이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증가량, 4년대 대학진학률, 주택증가량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노령화 대책 마련 필요

- 향후 사망률, 특히 노년층의 사망률 감소가 예견됨

-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계 각국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대응의 준거점을 제공

하고 있는 것이 2002년에 발표된 UN의 고령화에 과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

(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임. 

- MIPAA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① 고령화를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으나 노인을 사회에 통합하거나 주류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② 사
회적 보호와 보장의 제공에 대한 관심과 이행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기사항에 

놓인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며, ③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이행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인의 관점반영과 선택권 

보장, 독립적 생활유지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훈련기회 제공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이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관련해서 시민

사회, 사적영역, 대중매체, NGO의 참여는 낮으며, ⑤ 참여적 접근의 근간을 이루는 

노인의 통합과 참여의 수준이 낮으며 이를 위한 특화된 정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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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시민 홍보활동 필요

- 부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홍보 활동의 예산 부족과 유연성 있는 실행방안 미비에 따른 것

으로 정부의 타정책 홍보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홍보활동의 문제점을 모색해야 하고, 부산의 학계, 시민단체, 

경제계, 연구기관, 언론계, 종교계, 의료복지계 등 사회 전계층과의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저출산 · 고령화 사회 홍보대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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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의 과제

신 용 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1. 세계화와 지역경제의 의미

세계화(globalisation)가 불러온 국제적 환경변화는 국가단위의 경쟁을 각 국가의 지역간 

경쟁으로 경쟁단위를 변화시킴. 즉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이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있음.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반면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지역밀착형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인식아래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거버넌스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선진국의 지방정부), 기업 

및 지자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대두됨. 

OECD내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자치의 강화에 기초한 지역성장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강화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더욱 강화될 것임. 

이와 같은 세계화시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번영으로 이끄는 클러스터나 또는 핵심적인 발전전략을 

견인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즉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클러스터를 위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면서 또한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유기체로 발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는 지역경제가 집적화되는 

경우 외부성(externality)과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결과로 자본 및 노동을 지역경제 

안으로 유입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성장, 발전시켜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임. 

2. 부산지역경제의 경제 및 인구적 특징

부산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 기준). 

첫째, 부산지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1인당 GRDP(2009년 16백만원)가 대구 

및 광주광역시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임. 둘째, 부산지역경제는 산업구조적 특성에서 제조업기반

(제조업 종사자수 전국대비 5.7%, 2009년)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서비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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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6.9%로 서울, 경기에 이어 높은 순위, 2009년)이 상대적으로 높음. 셋째, 부산경제의 교

역규모(수출 2.7%, 수입 2.9%, 2010년)는 16개 도시가운데 9위 수준으로 낮은 수준임. 

한편 인구적인 면에서 부산지역경제가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음(김경수, 부산시 인구문제

진단과 과제).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의 유출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의 양적문제와 함께 질적 수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0년간 인구의 지속적 

감소(-0.61%), 광역화에 따른 인접 도시로의 인구유출의 심각성으로 부산권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 감소가 이루어짐. 제조업 인력의 고령화에 이어 임시직,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비율의 증가 등임.   

이와 같은 부산시의 경제 및 인구적 특성은 사실상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에 어울

리지 않는 것이며, 앞으로의 인구의 유인기반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

3. 부산지역 경제발전전략과 인구정책

부산지역경제가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향후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5+2광역경제권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과거 16개 시 · 도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 비해 지역경제의 공간

범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함.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과 형평, 협력과 경쟁, 

자율과 책임이라는 정책원리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이 요구됨. 즉 광역

단위의 지역산업육성을 통하여 “글로벌-지역” 경쟁거점을 육성하는 동시에 “분산-협력형 거버

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번영으로 이끄는 클러스

터나 또는 핵심적인 발전전략을 견인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법·제도 개선 추진체의 확립을 통한 규제완화 등 거버넌스의 혁신, 

둘째 인력양성, 지역금융 및 산업문화 등 혁신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기업 및 혁신도시로서의 

산업입지 및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교육, 복지 등 사회인프라의 확충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구유인기반을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부산시 중심의 부산경제권을 동북아 거점으로서 육성

하는 전략이 필요함. 향후 정책과제는 ①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산권 정책으로의 전환, ②
부산형 산업의 육성과 혁신 지향적 벤처생태계 조성, ③세계적인 기업들의 유치와 국제교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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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육성, ④국제화를 지원하는 교통·통신 인프라의 구축, ⑤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체제의 

강구, ⑥동북아 도시간 국제협력체제 마련, ⑦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행체제의 강화 등을 

열거할 수 있음. 끝으로 2013년 IUSSP의 제27차 세계인구총회의 성공적인 부산개최는 부산시의 

위상을 전세계적으로 거양함과 동시에 지역간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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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저출산 현상과 그 지헤로운 해결책

안 명 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전 국회의원)

I. 들어가면서 

인구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어서 분석은 물론이고 대책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부산의 인구현황과 변동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한부분으로 발표되었으나 인구변화의 큰 한축인 

저출산에 관하여 집중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제발표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진출하면서 그동안의 생각을 모아 17대 국회 

첫날, 첫 의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필두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5/31/2004 제안하여 5/4/2005 본회의 

통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해보고자 적극적 노력을 시작으로 

제정법인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을 발의하여 최종 목적이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본

법”을 제정케 되었습니다(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을 2004년 9월 4일 발의, 2005년 4월 18일 

상임위 통과 국회본회의 2005년 4월 26일 통과하고 법안으로서 동년 5월 18일 공표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안에 근거하여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번 

2010년 9월 10일에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공

분야인 동시에 오랜 간의 학자적 관찰에서 비롯한 정책적 결실을 이룩한 당사자로서 오늘의 

문제를 대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우리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부담이 확대되며 

가히 “여성의 반란”, “출산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더하여 생명에 대한 가치, 가족의 가치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복잡한 형태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양상까지 관찰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자살자 수가 1년간 

15000여명, 범죄 피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1500여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6000여명으로 

질병과 노화 이외의 사고를 비롯한 사망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려는 노력도 인구대책의 

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1인 가족에서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하여야 저출산도 해결되고 자살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행복공동체” 대한민국이 결국은 우리가 지양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새 세대의 아가, 어린이 청년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여정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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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의 한 토론자로서 짧은 시간 내의 토론으로 현 상황과  미래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

할 것이 틀림 없는 이 거대한 메가트렌드인 “저출산”에 대한 논의와 해결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론문은 1장에 불과하지만 이해를 돕고저 제 의견을 가능한 한 

문제의 분석과 관점을 길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생각과 의견의 일부를 참고

하셔서 더 좋은 대책, 더 훌륭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토론문을 

작성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전되어 온 저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인 

부분의 변천에 대한 부분을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어 2010년 말에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가지 정답만이 있는 문제가 아닌지라 다양한 분야의 

지혜가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은 해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보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종합하고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학문적 배경과 17대 국회의원 시기, 대선, 총선 공약을 만들면서, 또 인수위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TF 책임자로서 이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정책입안자로서의 경험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일이라 여겨집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와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1979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인턴을 시작하면서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증가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화두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산부인과에 몸담고 있으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출산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의 실체를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그 이후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시대의 가족계획을 정책화 해야하는 최근 

추이의 역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미국 UCLA 보건대학원에서의 석, 박사 전공 주제가 “인구 및 가족보건” 이었고 그에 

대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는 community health science라고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구 

및 가족보건은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인문학이 

그 근간을 이룹니다. 한편 community health science는 좁게 말하면 굳이 지역사회보건으로 

표현 할 수도 있지만 “인류 공동체 건강 과학”입니다. 인연은 이리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은, 1989년 제가 미국에서 잠깐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을 때, 이미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지표, 특히 합계출산율은 이미 저출산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구

학자로서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열심히 출생증명서의 선진화 주장을 함께 펼치면서 문제 

부각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만 한 한자의 고민은 정부 부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2000년 영구 귀국하면서 그 안타

까움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시각은 점차 현상으로 보면서 문제시하고 있었으나 

인구문제의 양대 축의 한 축인 저출산의 문제는 여전히 논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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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차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진출하면서 그동안의 생각을 

모아 17대 국회 첫 의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필두로(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5/31/2004 제안하여 

5/4/2005 본회의 통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해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정법인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을 발의하여 최종 목적이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케 되었습니다(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을 2004년 9월 4일 발의, 

2005년 4월 18일 상임위 통과 국회본회의 2005년 4월 26일 통과하고 법안으로서 동년 5월 18일 

공표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안에 근거하여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

되었고 이번 2010년 9월 10일에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간 학자로 저출산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것도 가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국가의 아젠다에, 범국민적 인식 속에 “저출산 문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고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다학제간, 다세대간, 다변적으로 

통섭적 접근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II. 부산의 저출산 현상

매년 출생통계를 유심히 관찰하는 터이고 여러 부산에 계신 여성단체 및 인연들로 부산의 

동향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다시 한번 면밀히 그 경향을 살펴보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A. 부산과 전국통계 (출생통계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던 부산이 2010년에는 서울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08, 2009년 연속 최하위로부터 탈출하였습니다. 관계자 여러

분들 노력의 성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09년 부산에서는 총 25,11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습니다. 부산 합계출산율은 0.94입니다. 전국평균(1.15)보다 낮은 최하위(0.94)를 기

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고 전국의 과거 10년간의 출생아수와 합

계출산율의 변천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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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 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008년-2010년의 비교)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전 국 465.9 444.8 470.2 1.19 1.15 1.22 

서 울 94.7 89.6 93.3 1.01 0.96 1.01 

부 산 26.7 25.1 27.4 0.98 0.94 1.04 

대 구 20.6 19.4 20.6 1.07 1.03 1.10 

인 천 25.4 24.4 25.8 1.19 1.14 1.21 

광 주 13.9 13.1 14.0 1.20 1.14 1.22 

대 전 14.9 13.9 14.3 1.22 1.16 1.20

울 산 11.4 11.0 11.4 1.34 1.31 1.36 

경 기 119.4 113.7 121.8 1.29 1.23 1.30 

강 원 12.4 12.1 12.5 1.25 1.25 1.31 

충 북 14.1 13.9 14.7 1.32 1.32 1.40 

충 남 19.7 19.3 20.2 1.44 1.41 1.47 

전 북 15.9 15.2 16.1 1.31 1.28 1.37 

전 남 16.4 16.0 16.7 1.45 1.45 1.53 

경 북 23.5 22.4 23.7 1.31 1.27 1.37 

경 남 31.5 30.3 32.2 1.37 1.32 1.41 

제 주 5.6 5.4 5.7 1.39 1.38 1.46 

2. 1999-2010 전국과 시 출생통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999 614,233 126,742 40,818 31,054 33,985 19,084 18,526 15,609 

2000 634,501 131,935 40,877 32,231 34,143 20,987 19,402 15,734 

2001 554,895 113,632 35,481 27,924 30,194 18,055 17,149 13,507 

2002 492,111 100,928 30,472 24,047 26,499 15,901 15,509 11,573 

2003 490,543 100,137 29,839 24,333 26,593 15,816 15,573 11,650 

2004 472,761 98,790 27,993 23,111 24,878 14,621 14,925 11,093 

2005 435,031 89,489 25,464 20,677 22,825 13,229 13,863 10,422 

2006 448,153 92,885 25,678 20,226 23,544 13,576 14,390 10,685 

2007 493,189 100,107 28,223 22,169 26,538 14,735 15,705 11,918 

2008 465,892 94,736 26,670 20,562 25,365 13,890 14,856 11,365 

2009 444,849 89,595 25,110 19,399 24,379 13,101 13,915 11,033 

2010 470,171 93,268 27,414 20,557 25,752 13,979 14,315 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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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2010 전국과 시 합계출산율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997 1.52 1.32 1.29 1.43 1.56 1.68 1.58 1.78 

1998 1.45 1.26 1.23 1.32 1.46 1.60 1.48 1.65 

1999 1.41 1.20 1.20 1.30 1.43 1.47 1.43 1.59 

2000 1.47 1.26 1.23 1.37 1.46 1.62 1.49 1.62 

2001 1.30 1.10 1.09 1.21 1.31 1.41 1.32 1.41 

2002 1.17 1.00 0.97 1.07 1.17 1.25 1.20 1.23 

2003 1.18 1.00 0.98 1.11 1.20 1.27 1.21 1.27 

2004 1.15 1.00 0.95 1.08 1.15 1.19 1.17 1.23 

2005 1.08 0.92 0.88 1.00 1.07 1.10 1.10 1.18 

2006 1.12 0.97 0.91 1.01 1.11 1.14 1.15 1.24 

2007 1.25 1.06 1.02 1.13 1.25 1.26 1.27 1.40 

2008 1.19 1.01 0.98 1.07 1.19 1.20 1.22 1.34 

2009 1.15 0.96 0.94 1.03 1.14 1.14 1.16 1.31 

2010 1.22 1.01 1.04 1.10 1.21 1.22 1.20 1.36 

4.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상위 10위와 하위 10위 합계출산율 시군구

2009년을 보면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에서도 상위권에는 들지 못하고 하위 10위권에 5지역이 

부산에 속합니다. 부산광역시 16 구 중 전국 하위 10위에 5개 구가 속합니다. 가장 하위가 부산 

서구(0.73)입니다. 부산의 저출산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상위군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2010년에는 부산의 영도구, 금정구, 중구는 하위 10위에서 그 이름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나 분명한 발전입니다. 

(1) 전국 합계출산율 상위 10위 시군구

2008 2009 2010

순위 시․군․구 합  계

출산율
시․군․구 합  계

출산율
시․군․구 합  계

출산율

1 전남 강진군 2.21 전북 진안군 2.06 전북 진안군 2.41

2 전북 진안군 1.90 전남 강진군 2.00 전남 강진군 2.33

3 전남 영암군 1.90 전남 영암군 1.97 전남 영암군 2.17

4 전북 임실군 1.88 전북 임실군 1.92 강원 인제군 2.00

5 강원 인제군 1.84 강원 인제군 1.81 전남 보성군 2.00

6 강원 화천군 1.82 경남 거제시 1.80 경북 봉화군 1.93

7 경기 화성시 1.79 경기 화성시 1.77 전남 광양시 1.88

8 경남 거제시 1.78 강원 화천군 1.75 경남 거제시 1.88

9 울산 북구 1.76 전북 완주군 1.72 전북 임실군 1.87

10 전남 광양시 1.70 전남 광양시 1.70 전북 완주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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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합계출산율 하위 10위 시군구

2008 2009 2010

순위 시․군․구 합  계

출산율
시․군․구 합  계

출산율
시․군․구 합  계

출산율

1 부산 서구 0.79 부산 서구 0.73 부산 서구 0.78

2 광주 동구 0.80 광주 동구 0.74 경북 울릉군 0.79

3 서울 강남구 0.82 부산 영도구 0.75 대구 남구 0.82

4 대구 서구 0.83 대구 서구 0.77 대구 서구 0.82

5 부산 영도구 0.84 서울 강남구 0.79 서울 종로구 0.83

6 부산 중구 0.84 서울 종로구 0.80 서울 강남구 0.86

7 부산 금정구 0.86 대구 남구 0.80 대구 중구 0.87

8 서울 종로구 0.86 부산 금정구 0.81 광주 동구 0.87

9 부산 동구 0.87 부산 수영구 0.81 서울 관악구 0.88

10 대구 남구 0.88 부산 중구 0.85 부산 수영구 0.91

(3) 부산시 각 구의 출생아수

부산의 각 구의 출생아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구 2008 2009 2010

출생아수 출생아수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부산광역시 26,670 25,110 27,414 1.045 

중구   309 298 355 1.039 

서구   712 619 631 0.780 

동구   628 603 627 0.935 

영도구   906 767 894 0.922 

부산진구 3,299 3,175 3,270 1.034 

동래구 2,020 1,868 2,010 0.975 

남구 2,303 2,239 2,436 1.067 

북구 2,477 2,252 2,367 1.080 

해운대구 3,314 3,229 3,368 1.053 

사하구 3,118 2,965 3,053 1.133 

금정구 1,592 1,453 1,632 0.928 

강서구   301 415 609 1.483 

연제구 1,596 1,503 1,635 1.004 

수영구 1,290 1,137 1,264 0.912 

사상구 2,168 1,905 2,186 1.129 

기장군   637 682 1,077 1.533 

더군다나 부산시에 의하면 2011년 8월 기준 2011년도 출생아 수는 19,000명으로 전년

(17,800명) 대비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1년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B. 저출산의 지혜로운 해결

수자만의 단순 비교는 매우 위험한 분석입니다만 부산이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부산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학제, 다학문간 분석은 물론 관,학,민간 부분 모두가 통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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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으로 심층분석을 하고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좋은 예가 될 것

입니다. 

부산의 고민은 깊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역발상으로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면, 부산이 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깊으므로 그 해결은 

더 선제적이며 더 선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를 2013년 세계 인구총회를 

개회할 부산이 먼저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연 문화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문제의 뿌리와 해결책은 무엇

인지?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부산사회의 분위기인지? 부산의 여성들은 과연 행복한지? 

부산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가치는 과연 어떠한지? 보육문제해결은 발전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언급을 삼가려 합니다. 

추측만으로 해결을 찾으려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부산의 관, 학, 시민이 풀어나간다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역으로 부산에서

부터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시기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단

기간에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미 현실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는 위기의 지경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것입니다. 지적되었듯이 압축성장을 이룬 우리는 

압축 저출산 현상도 압축 해결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는 우선 냉정하고 차분하게 원인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빠르게 저출산의 상황이 된 원인은 대단히 세밀한 원인분석이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다 해도 그 해결책은 해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 하면

서도 이 사회는 그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되면 

저출산문제가 훨씬 빠르게 해결될 터입니다. 그렇지 못하므로 이 현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제도가 

못 따라주었다는 반중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던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몇 저출산 발표대책들의 예 몇가

지를 들어 반면고사로 삼으며 탁상공론의 무모함과 허망함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유산수술과 저출산

2010년 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중 하나가 유산수술을 못하게 하겠다는 

단순처방이었습니다. 44만 5천 출생아 수가 있는 가운데 한해 4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유산을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어찌 국가가 이리 단순

무지한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생명에의 극한 폭력인 인공유산은 꼭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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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당사자인 남,녀가 안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원하지 않은 

임신은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피임을 선택하는 접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유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은 어이가 없는 발상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유산을 기뻐서, 좋아서 선택하는 여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무책임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남성위주의 사회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이렇듯 무자비한 

사회도 없을 것인데 유산방지가 저출산의 해결이라니요!!! 이 문제는 또한 어린 학생시기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성교육, 생명교육을 하며 끊임없는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함께 따라

주면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공유산은 우리 모두의 생명관, 가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2) 혼외 출산과 관련하여

역시 올해 11월 놀라운 발표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이 하였습니다. 혼외출산 용인이 

문제의 해법이라는 ‘저출산 대책 보고서’에 대한 보도를 보고 저는 또 한번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존가정의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출산장려 대책은 결혼 기피와 

만혼 현상이 깊어가는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동거와 혼외출산을 용인하

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해는 가나 현실과 동떨어진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는데 어안이 벙벙하였

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사람의 숫자로만 이해하는 단순한 발상의 결과입니다. 

(3)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고려

1년에 1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버려지고 그 중 80%가 죽는다고 국내 최초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낸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말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의 여부는 잠깐 뒤로 

하여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고민할 문제입니다. 전국 보육원에 부모에 의해 

버려진 아동들이 2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역량강화를 하여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인구대책의 한 부분입니다. 

(4) 다문화 가정의 우리들의 아이들

한가지 더 특별하게 제기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여러 이유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통계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수를 보면 33,300 건으로 전체 혼인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이 수자는 

42,356이나 됩니다. 2009년에도 구례군에서는 혼인의 32.4%가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었습니다. 2009년 혼인통계에 의하면 농림어업종사자중 35.2%가 외국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짧은 시간내에 분석과 해법을 말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의식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신 

다문화가정의 불행한 사건들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우리 며느리들도, 우리 아가들은 저출산 사회 

대한민국의 자산인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모두가 우리들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 계획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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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의 이슈

인구의 수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인구의 질적 향상입니다. 행복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

니다. 수적으로도 이미 들어가는 글에서 언급하였지만 자살예방, 범죄피해예방,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의 예방 역시 인구의 수와 관련 있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일의 행복공동체가 

된다면 우선은 대한민국 내에서 인구이동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누구나 부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진정으로 행복한 부산이 되면, 공공성을 확보한 

어린이집의 설립 등을 비롯하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된 지역으로 거듭난

다면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사람꽃, 아기라 하는데 그 행복을 마다할 가정이 없을 것입

니다. 공동체 문화를 창달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주창한 바 있는 진정한 

‘한아이 더갖기 운동’, 진솔한 생명존중 운동인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나눔공동체운동’ 
들은 그 중의 몇 구체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오늘의 토론의 주제를 넘어가는 일이므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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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순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인구문제란 어느 사회나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역수준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는 문제가 아닌 삶의 조건을 결정해 주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여건이 

특정 국가나 사회 또는 지역의 목표와 부정합상태를 나타낼 경우 비로소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인구문제는 인구변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구변동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효과가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산이 당면한 인구문제는 부산인구의 변동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부산이 추구하는 목표와 부산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주제 발표문은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없이 여러 인구현상을 산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부산의 인구변동과 특성이라고 지적한 내용도 그것이 부산만의 

문제인지,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도시 인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인구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인구변동을 야기한 인구요인의 통제를 통해 

인구변동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되는 정책적 측면과 인구변동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충격의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의 

정책적 노력을 좁은 의미에서 인구정책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인구정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를 구분하여 

전개했더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인구는 사람 수를 말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수 그 자체가 바로 인구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특정 

시점, 특정 공간(지역)과 결부된 사람의 수만이 인구가 된다. 따라서 인구는 특정 시점에서 

특정 공간을 점유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본질적으로 집합적인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는 특정한 사회·인구학적 범주에 따라 계층화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문제는 특정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인구변동으로 야기되는 인구현상도 어떠한 기준에서 보는지 여하에 따라 심각한 인구

문제로 부각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부산인구의 감소현상의 원인이 부산인구가 주로 인접한 

시군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라면, 관점에 따라서는 부산의 인구감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인구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유를 보다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산과 같은 지역인구는 인구성장을 인구의 자연증가와 동일시해도 무리가 없는 폐쇄형인구

(closed population)라고 가정해도 무방한 전국인구와 달리 개방적 특성(open population)을 

갖고 있다. 즉 부산인구의 변동은 출생과 사망 외에 인구이동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인구특

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부산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도시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시

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역인구, 특히 부산인구의 변동을 분석과정에서는 시역확장효

과도 동시에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지역인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국단

위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산인구의 성장을 논의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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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략적인 수준에서라도 이러한 제 요인이 부산의 인구성장에 작용한 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통상 인구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문제의 진단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된다. 특정 지역의 

인구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통계는 인구센서스자료나 각종 신고 자료를 기초로 집계되는 인구

동태통계, 주민등록통계, 그리고 표본조사와 같은 원 자료 통계가 이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추계자료 등과 같은 가공통계자료가 활용되기도 한다. 동시에 이들 자료를 이용한 

인구분석은 대부분 집합적 특성을 기초로 제작된 통계지표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활용한 인구분석은 인구문제의 진단을 위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표를 

제시하는 경우는 자료원과 사용된 지표의 내용, 그리고 가공통계의 경우는 적용한 가설이나 

방법 등을 반드시 병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자들이 통계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표문은 아쉽게도 이들 일련의 자료는 이 점을 소홀하게 

다룬 감이 없지 않다. 

기타 발표문상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소소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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