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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구 변동은 모든 사회현상의 중심이 된다.

일반적으로인구변동은교육, 노동, 복지, 국방,

경제, 문화등제 역에중요한 향을미친다.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동

생산성 저하,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증

가, 재적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을 초래한

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인구 위기’를 예방

하여 인구가 국가, 사회 및 개인에게 유리하게

변동하도록의도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인구는 세 가지 모멘텀(momentum)에 의해

변동하는데, 여기에는출산, 사망및이동이포

함된다. 출산의 증가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인

구구조를젊게하는작용을한다. 물론, 출산의

감소는 반대로 인구에 향을 미친다. 사망의

감소는 인구를 증가시키나 인구구조를 고령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인류는 보건의료 발달 등

을 통해 꾸준히 사망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망이 인구 변동에 미치

는 향은 일방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순이동

(이입인구-이출인구)의 증가는 인구를 증가시

키나인구구조에미치는 향은모호성이존재

한다. 예로, 순이동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속도를늦추나장기적으로는이민자역

시 고령화되면서 인구구조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세가지모멘텀의작용을고려할때, 출

산은 인구 변동에 가장 중요한 향요인이 되

고있다.

일반적으로인구변동의세가지모멘텀중출

산이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 사망은 일정한 사

망질서(mortality scheme)에의해변화하기때문

최근 초저출산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의 출산율 추이가 지속될 경우와 안정인구에 도달한 경우를
가정하여인구추계로2010~2100년간실시하 다. 그결과, 현재의초저출산이지속될경우인구위기가급격하게높아질전망이다. 이
와 같은 인구위기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적 방식·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구조적접근과문화적접근을병행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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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래의 변화를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는 속성을 가진다. 국제이동은 국제시장, 국제

관계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예측이 쉽지 않으

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진다. 사망과 국제

이동과달리출산은순수하게개인이나가족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화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에

는제사회경제적상황은물론문화와가치관의

변화가 향을미친다는점에서예측이상당히

어렵다는속성을가진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구에

미치는 향을진단하고자하 다. 이를위하여

국민의 신고에 의거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인구동태통계(출생, 혼인)를 분석하 으

며, 출산율추이에따른가정(assumptions)을설

정하여 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를 실시

하 다.

2. 출산율 변동 추이와 주요 특징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게 될 평균 자녀수로 산정)은 통계청에

서공식적으로제시하고있는자료(이하출산율

지표는통계청KOSIS 자료를이용함)에의하면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2.06

명)으로급격하게낮아졌다. 이후에도합계출산

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8년에 처음으로

1.5명미만으로낮아졌으며, 2005년에는1.08명

까지낮아졌다. 2001년부터최근까지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 특

히, 정부가 저출산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중심으

로한정책들을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

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출산율추이의주된특징으로크게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출산율이 아주

높은수준에서아주낮은수준으로낮아졌다는

점이다. OECD 30개국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3.23명에서 2011년 1.67명으로 1.57명

이 낮아진 반면,1)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 6.0

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4.81명이나 낮아졌

다. 둘째,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의 전환이 아

주단기간에이루어졌다는점이다. OECD 30개

국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이래 41년

동안 1.57명이 낮아진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 이래 43년 동안 4.81명(또는 1960~

2011년의 42년 동안 4.76명)이나 낮아졌다. 셋

째, 아주 낮은 출산수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저출산현상(한국사

회에서는1.3명미만을초저출산현상이라고지

칭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래

적어도 2013년까지 13년 간 지속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중에는 헝가리만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까지1.3명미만기준). 현실적으로이러한

출산율변동의특징들로인하여우리나라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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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조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될

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초저출산추이와가장 접하게연관

되어있는인구학적현상으로는만혼화경향을

지적할수있다. 통계청KOSIS에따르면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에서 2013년

32.2세로 약 4.4세 증가하 으며,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동기간24.8세에서29.6세로약4.8

세증가하 다. 즉, 남성에비해여성의평균초

혼연령이상대적으로더빠르게증가하 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간 평균 초혼연령의 차이는

1990년 약 3세에서 2013년 약 2.6세로 줄어들

었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의 빠른 상승은 그

만큼 가임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0~2013년기간동안합계출산율과남성평

균초혼연령 간 상관계수는 -0.855, 여성 평균

초혼연령과의 상관계수는 -0.849로 각각 나타

났다. 그만큼 만혼화 경향(특히 여성의 만혼화

경향)이초저출산현상지속과깊은연관성이있

음을짐작할수있다.

실제 연령별출산율은 저연령층에서 급격하

게감소하고고연령층에서높아진것으로나타

났다. 가임기간의 시작시기인 15~19세 연령별

출산율도낮아졌으나그수준이아주낮아전체

출산율 변동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 그러

나 20~24세 출산율(여성 1천명당 출생아수)은

1993년 71.9에서 2012년 16.0으로 56.9(또는

77.7%)가 감소하 으며, 25~29세 출산율은 동

기간 176.5에서 77.4로 99.1(또는 56.1%)이 감

소하 다. 한편, 30~34세 출산율은 동 기간

63.2에서 121.9로 58.7(또는 92.9%), 35~39세

출산율은13.5에서39.0으로25.5(또는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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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과 OECD 평균(30개국)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여성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평균자녀수)

자료: 통계청 KOSIS.
OECD Family Database.



가각각증가하 다, 40대에서도다소증가하

으나그수준은아주낮았다. 만혼화경향등으

로 30대 출산율이 증가하 으나 그 폭이 20대

출산율의감소폭에비해낮아결과적으로전체

출산율이낮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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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변동 추이
(단위: 세)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여성 1천명 당 출생아수)

자료: 통계청 KOSIS



3. 초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전망

1) 인구추계 시나리오

본연구에서는2010~2100년간인구를추계

하 다. 인구추계시나리오는출산율변동추이

에의거하여두가지로설정하 다. 첫번째시

나리오는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2명 내

외에서불규칙하게변동하고있는현상이향후

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설정하 다. 두

번째시나리오는안정인구(stable population) 유

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

로인구대체수준인2.1명에도달하여유지할것

으로 가정하여 설정하 다. 한편, 사망과 국제

이동에 대한 가정은 2010년 기준 통계청의 인

구추계 시 설정하 던 가정을 준용하 다. 다

만, 통계청(2011)2)의 인구추계기간이 2010~

206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060~2100년 간

사망 가정은 통계청의 사망가정을 Lee-Carter

model를적용하여연장하 다.

2) 인구 전망

추계 결과, 총인구는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

율 1.2 유지시)이지속될경우 2010년 4,941만

명에서 2026년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2050년4,632만명, 2100년2,222만명으로감

소할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2.1

명)으로 상승하여 유지되면 총인구는 2035년

5,331만명으로정점에도달한후2050년 5,161

만명, 2100년 4,309만명으로 감소하나 초장기

적으로 약 4,300만명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

로전망된다. 이러한결과는합계출산율이높아

지나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예를 들어

2045년 경 도달)에는 그만큼 인구 안정화도 더

디게이루어질것임을나타낸다. 최근의초저출

산현상이지속될경우안정인구도달에부족한

인구는2050년529만명, 2100년에는2,087만명

으로시간경과에따라아주커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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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표 1. 인구추계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1

(초저출산지속)

시나리오2

(인구안정화)

출산력 가정

합계출산율2014년부터1.2수준유

지(2010~2013년은실측치반 )

합계출산율2045년2.1 도달후유

지(2010~2013년은실측치반 )

사망력 가정
평균수명 남 2010년 77.2세→2060

년 86.6세→2100년 89.3세, 여

2010년 84.1세→2060년 90.3세→

2100년93.2세

상동

국제이동 가정
순유입인구는 2010년 인구 천명당

1.67명에서 감소, 2060년 0.53명

수준(2060년이후에도0.53명수준

유지)

상동

주: 1) 시나리오 2에서 출산율 가정 중 인구대체수준 도달 경로는 OECD 국가들의 경험치 반 (이태리 1995년 1.19→2009년 1.41, 포르투
갈 1995년 1.41→1999년 1.51, 룩셈부르크 1988년1.51→1999년 1.71, 프랑스 1995년 1.71→2004년 1.90→2008년 1.99 등)

2) 사망력 및 국제이동 가정 중 2010~2060년 간 가정은 통계청 2010년 기준 추계 시 가정 준용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초저출산현상

(TFR=1.2) 지속시2010년3,598만명에서2016

년 3,72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

2,421만명, 2100년 984만명으로감소할전망이

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상

승하여유지하면생산가능인구는2016년3,722

만명의 정점에서 2050년 2,654만명, 2100년

2,298만명으로 감소하나 초장기적으로 약

2,300만명수준에서안정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나 2045년에 도달할 경우

에는생산가능인구역시현수준보다아주낮은

수준에서안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나타낸다.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

인구는안정인구도달시에비해2050년233만

명, 2100년에1,314만명이부족할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초저출산현상(TFR=1.2) 지속시2010년11.0%

에서2050년39.4%, 2100년48.2%로지속적으

로 상승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

준(2.1명)으로 상승하여 안정인구로 진입할 경

우에는노인인구비율은2050년35.4%, 2063년

36.6%로증가한후감소세로전환하여2100년

에는30.2%가될전망이다. 최근의초저출산현

상이 지속될 경우 안정인구 도달 시에 비해 인

구고령화 수준은 2050년에 4.0% 포인트, 2080

년에 14.4% 포인트, 2100년에 18.0% 포인트가

더높아질전망이다. 

초저출산현상(TFR=1.2) 지속시생산가능인

구가급속히감소함에따라노년부양비(생산가

능인구100명당노인인구비율)는2010년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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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구추계 결과: 총인구 전망
(단위: 만명)

시나리오
초저출산(A)
안정인구(B)
차이(A-B)

2010
4,941
4,941
0

2020
5,138
5,175
-37

2030
5,154
5,312
-159

2040
4,988
5,308
-320

2050
4,632
5,161
-529

2060
4,140
4,931
-791

2070
3,604
4,683

-1,079

2080
3,084
4,470

-1,387

2090
2,613
4,341

-1,728

2100
2,222
4,309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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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구추계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
(단위: 만명)

시나리오
초저출산(A)
안정인구(B)
차이(A-B)

2010
3,598
3,598
0

2020
3,675
3,675
0

2030
3,301
3,303

-2

2040
2,843
2,933
-90

2050
2,421
2,654
-233

2060
2,008
2,422
-414

2070
1,668
2,316
-649

2080
1,418
2,344
-927

2090
1,187
2,321

-1,135

2100
984

2,298
-1,314

그림 6. 인구추계 결과: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단위: %)

시나리오
초저출산(A)

안정인구(B)

차이(A-B)

2010
11.0

11.0

0.0

2020
15.8

15.7

0.1

2030
24.8

24.1

0.7

2040
33.4

31.4

2.0

2050
39.4

35.4

4.0

2060
43.4

36.4

7.0

2070
45.9

35.3

10.6

2080
46.6

32.2

14.4

2090
47.1

30.4

16.6

2100
48.2

30.2

18.0



에서 2050년 75.4, 2100년 108.9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2.1명)으로 상승하여 안정인구로 진입할 경우

에노년부양비는2065년75.5까지상승한후감

소세로전환하여2100년에는56.6로나타날전

망이다. 최근의초저출산현상이지속될경우안

정인구도달시에비해노년부양비는2050년에

6.6, 2080년에40.0, 2100년에52.2가더높아질

전망이다.

4. 나가며

최근합계출산율이1.3명미만인초저출산현

상이장기화되고있다. 합계출산율이2001년에

처음으로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이래 2013년

까지 1.3명이상으로회복하지못하고있다. 더

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의 낮은 출산율 수준이

적어도당분간지속될것이라는점이다. 초저출

산현상은만혼화경향과 접한연관성이존재

한다. 결혼이늦추어지면그만큼실제로출산이

가능한가임기간이짧아지고가임력역시낮아

지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일것이다.

2001~2013년간평균합계출산율1.2 수준이

향후에도계속유지될경우에는‘인구위기’는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초저출산

현상 지속 시 총인구는 안정인구 도달 시에 비

해절반수준에불과하며, 생산가능인구는무려

1,300명정도가적을전망이다. 이는노동력부

족, 내수시장 위축 등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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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구추계 결과: 노년부양비 비율
(단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수)

시나리오
초저출산(A)

안정인구(B)

차이(A-B)

2010
15.2

15.2

0.0

2020
22.1

22.1

0.0

2030
38.7

38.7

0.0

2040
58.6

56.8

1.8

2050
75.4

68.8

6.6

2060
89.5

74.2

15.3

2070
99.1

71.3

27.8

2080
101.3

61.3

40.0

2090
103.7

56.9

46.7

2100
108.9

56.6

52.2



를 유발할 것이다. 노인인구 비율(인구고령화

수준)은 안정인구 도달 시 2100년 30% 수준인

반면초저출산현상지속시에50%에육박하여

노년부양비가급격하게높아져생산가능인구1

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즉, 사회보장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여재정수

지가급격하게악화될가능성이더욱높아질것

이다. 이와 같은 인구 불균형 심화는 결과적으

로 저성장(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만성화될 가

능성도높아질것이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회복에성공한외국의사례들을보면단

기간에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으로 높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가장시급한것은초저출산현상에서벗어나

는일이다. 초저출산현상에서벗어나면어느정

도출산율회복에탄력이붙을수있다. 초저출

산현상으로부터 탈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정책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신호로 간주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국민도희망하는출산을주저하지않고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자발적

경력단절이 해소되는 등 일-가정 양립이 용이

하고, 출산과양육이고통보다는즐거움과희망

을안겨다주는환경을조성하는일이초저출산

현상을탈피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해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당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육아휴직 등의 제도 개선

등 미시적인 접근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의고비용구조를유발하는요인들을제거

하기위하여교육, 안전, 고용, 조세, 산업, 건설,

보건복지등제 역에서개혁하는사회구조적

인 접근과 아울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의식구조를개선내지변경시키기위한

문화적접근이동시에진행되어야본격적인출

산율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

조적인 접근의 예로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 구

현, 학제 개편,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고용 상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타파, 세제개편(조세격차

해소 등), 노후 보장, 주거의 고비용 구조 타파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적인 접근으로는 출산친

화적 고용문화 조성, 아동친화적 사회문화 조

성, 직업관 개선,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 자녀

가치관)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출산율 저

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서 만혼화의 원인도

주로 고용, 소득, 주택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결혼의고비용구조에기인하고있다는점에서

만혼화 대책에서도 사회구조적인 접근과 문화

적인접근이매우중요하다.3) 실로출산율회복

에 성공한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미시

적인접근뿐만아니라사회구조적인접근과문

화적인접근이장기간에걸쳐동시에진행되었

고, 이들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는 1990

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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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결혼이 연기되어도 이른바 tempo effect로 추가 출산을 하는 경향이 있어 출산 여건의 개선이 여
전히중요한과제로간주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