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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 공식인구통계는 인구센서스와 장래인구추계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 세 가지가 있다

이들 중에 장래인구추계통계는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센서스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본 연구

는 장래인구추계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조사과정의 오류를 발견하기위하

여 인구통계데이터들의 이상치와 특이값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식인구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는 0세에서 12세 사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인

구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던 인구가 생겨나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18세에서 28세 사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생겨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주민등록인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0년

에서 2011년 사이에 전 연령대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생겨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두 공식인구통계의 인구조사가 보다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인구통계에 대한 정학한 조사에 보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정

책수립에보다높은효율성을제공할것이다.

주요용어: 공식인구통계, 인구센서스, 장래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1. 1.서론

대한민국 공식인구통계 (official demographics)는 주민등록인구 (Population Statistics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residence population)와 장래인구추계 (population projections), 인구센서스

(population census) 통계세가지가있다.

행정자치부에서관할하고있는주민등록인구통계 (Population Statistics based on resident registra-

tion)는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일반통계 (승인번호 : 21702호)에 의해서 매

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 작성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

인및세대와출입국관리법에의거외국인등록대장에등재된외국인으로분리하여작성한다 (Statistics

Korea, 2016c).

작성방법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에 대한 인구 및 세대수를 전산

출력하여 작성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대장을 근거로 외국인수를 파악하는데, 주민등록 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은 감안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국인 중 거주불명

등록자는 본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반영 (주민등록법 개정 2009. 4. 1)되었으며, 장기유학, 해외취업자

는실제로국내에살고있지않더라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는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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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16년 12월 8일 보도한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의 장래인구추계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시점의 인구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

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

인구와는차이가있다 (Statistics Korea, 2016b).

장래인구추계의 출생· 사망· 국제이동은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까지 발생건수이다.특정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까지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통계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통계와

는 기준 시점의 차이가 있다. 장래인구추계의 인구변동요인건수는 외국인 출생 및 사망자 수에 대한 추

정치와 출생, 사망 지연 신고건수를 포함한 수치이다. 따라서 내국인이 사건발생 직후 16개월 이내에

신고한자료를대상으로작성하는인구동태통계와는차이가있다.

인구센서스 (population census)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이다. UN (United Nation)의 정의에 따르면 인구센서스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

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

공하는 전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수조사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되지 않는 인구, 가구, 주택의 특

성은 전국 가구의 20%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한다. 조사기준시점 (2015. 11. 1.) 현재

표본조사지역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11월

1일 0시이후에태어난아기와이전에사망한사람은조사하지않는다 (Statistics Korea, 2016a).

조사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해외 취업ㆍ취학 중인 사람,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

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 · 군무원 및 그 가족 등이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거처는 국군, 전투경찰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

서 보호소 등 시설, 외국군대의 병영 막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이다. 인

구센서스는통계청이주관하고 17개광역자치단체와 226개기초자치단체가실시한다. 현장조사를통한

조사표작성은기초자치단체인시군구에서조사원을채용하여조사한다.

인구추계에대한연구는 Kim (2005), Kim (2009), Kim (2015)와 Park과 Kim (2013)에의해계속해

서 연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장래인구추계통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인

2015년 이하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인구통계 데이터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여 공식 인구통계의 신뢰

성을검증을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2.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차이의 비교분석

2.1. 연도별 전체 총인구에서의 비교분석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내국인 중 거주불명 등록자는 본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반영 (주민등록법 개정

2009. 4. 1) 되었으며, 장기유학, 해외취업자는 실제로 국내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다. 작성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및 세

대와출입국관리법에의거외국인등록대장에등재된외국인으로분리하여작성한다.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시점의 인구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

와는차이가있다.

조사기준시점 (2015. 11. 1.)에서 현재 표본조사지역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태어난 아기와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

하지않는다.

Table 2.1에서 대한민국의 연도별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201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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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5,666명으로 5천만명을 넘었고, 2015년 51,529,338명으로 조사되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2012년

총인구는 50,002,055명으로조사되었고, 2015년 50,720,217명으로보고된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장래인구추계의 차이에 대한 평균은 867,967명이고,

표준편차는 181,045명이다. 즉 총인구에서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장래인구추계통계보다 약 87만 명 더

많이 조사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인구-장례인구추계’의 총인구의 차이에서는 2009년에 592,916명으

로 가장 작았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1,107,282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사이에 주민등록인구와 장

래인구추계의 총인구 차이는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2배에 차이를 보였다. 2010년 장래인구추계는

2010년 인구센서스통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추계된 것으로 추정된 인구들이 불안정하게 나타난다. 즉,

2009년과 2010년 사이의 인구통계의 갑작스러운 차이의 증가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공식인구통계조

사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점으로 제기 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된 해외거주 내국인 인구가 갑자

기 2010년에두배가까이증가한것을의미하는것인지? 공식통계조사에서의오류가생긴것인지를조

사할필요가있다.

Table 2.1 Population comparison between resident population and population projecti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rojection 48947135 49180229 49408384 49777301 50002055 50216953 50420937 50613720

Residence 49540367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Difference 593,232 592,916 1,107,282 956,983 946,217 924,510 906,979 915628

Mean : 867,967, Standard deviation: 181,045

2.2. 2015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비교

Table 2.2에서 왼쪽 첫 열의 ‘2015년 연령’의 기준으로 3, 5, 8, 9, 12, 15에서 24세 연령 그룹들은 주

민등록인구가장래인구추계보다많은것으로조사된다.

즉, 2012년 0세 인구가 2015년 3세가 될 때까지 장래인구추계가 주민등록인구보다 34,774명 많이 조

사되었고, 2010년 0세 인구가 2015년 5세 될 때까지 주민등록인구가 장래인구추계보다 28,715명 많이

조사되었다. 그 밖에 0, 1, 2, 4, 6, 7, 10, 11, 13, 14, 25-32세까지, 37, 52, 62, 64∼65, 69∼70, 75,

81∼85세까지, 89∼91세까지의 100세까지 101개의 연령대 중에서 33개 연령대에서만 장래인구추계가

주민등록통계인구보다 인구수가 많게 조사되고, 나머지 68개의 연령대에서는 장래인구추계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적게 조사되었다. 2015년에 915,618명이 주민등록인구가 장래인구추계인보다 많게 조사되었

다.

각 연령별 장래인구추계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에 대한 총평균은 21,545명으로 주민등록인구가 평균

약 2만 2천명이 많고, 이들 차이에 대한 값들 중 최소값은 -90,631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표준편차

는 23,647명이다. 전체 데이터에서 장래인구추계에서 주민등록인구를 뺀 최소값은 -96,525명이다. 이

들 차이에 대한 평균들 중 최대값은 55,755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체에서 장래인구추계에서 주민

등록인구를뺀최대값은 62,165명으로조사되었다.

이는주민등록인구혹은장래인구추계를할때, 해당연령에따른주민등록인구가초과집계혹은누락

집계된것을의미한다.

0, 1, 2, 4, 6, 7, 10, 11, 13, 14, 25∼32세까지, 37, 52, 62, 64∼65, 69∼70, 75, 81∼85세까지, 89-91세

까지, 33개 연령대에서만 장래인구추계가 주민등록통계인구보다 인구수가 많게 조사되고 나머지 68개

의 연령대에서는 장래인구추계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왜 적게 조사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타당한

조사나설명들이다시제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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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ifference between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ident population

15 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 28,952 (0)

1 35,296 (0) 15,737 (1)

2 34,389 (0) 15,691 (1) 14,391 (2)

3 -8,666 (0) -32,314 (1) -33,774 (2) -34,774 (3)

4 32,083 (0) 9,955 (1) 8,047 (2) 6,890 (3) 5,829 (4)

5 337 (0) -24,519 (1) -25,324 (2) -26,704 (3) -27,816 (4) -28,715 (5)

6 30,929 (0) 9,152 (1) 6,486 (2) 5,386 (3) 4,167 (4) 3,187 (5) 2,355 (6)

7 45,083 (0) 22,785 (1) 20,675 (2) 19,316 (3) 18,255 (4) 17,226 (5) 16,268 (6) 15,460 (7)

8 -32,528 (1) -34,268 (2) -35,583 (3) -36,996 (4) -37,897 (5) -38,832 (6) -39,682 (7) -40,420 (8)

9 -10,758 (2) -11,657 (3) -12,724 (4) -13,763 (5) -14,529 (6) -15,288 (7) -15,954 (8) -16,728 (9)

10 12,168 (3) 10,657 (4) 8,302 (5) 7,189 (6) 6,560 (7) 5,918 (8) 5,155 (9) 3,884 (10)

11 4,205 (4) 3,971 (5) 3,274 (6) 2,727 (7) 2,192 (8) 1,438 (9) 171 (10) -1,296 (11)

12 -11,615 (5) -14,600 (6) -17,935 (7) -18,566 (8) -19,228 (9) -20,446 (10) -21,830 (11) -22,805 (12)

13 21,964 (6) 18,558 (7) 14,478 (8) 13,745 (9) 12,618 (10) 11,202 (11) 10,293 (12) 9,995 (13)

14 29,554 (7) 30,073 (8) 29,592 (9) 28,795 (10) 27,389 (11) 26,360 (12) 26,074 (13) 26,216 (14)

15 -27,931 (8) -30,182 (9) -33,539 (10) -34,497 (11) -35,329 (12) -35,617 (13) -35,384 (14) -36,778 (15)

16 -3,036 (9) -2,972 (10) -3,276 (11) -2,728 (12) -2,764 (13) -2,547 (14) -3,806 (15) -7,227 (16)

17 -6,074 (10) -5,518 (11) -5,605 (12) -4,805 (13) -4,242 (14) -5,435 (15) -8,730 (16) -10,348 (17)

18 -14,141 (11) -12,644 (12) -13,613 (13) -13,935 (14) -14,786 (15) -18,129 (16) -19,551 (17) -18,801 (18)

19 -6,763 (12) -6,081 (13) -8,130 (14) -8,641 (15) -11,704 (16) -13,240 (17) -12,422 (18) -8,790 (19)

20 -15,683 (13) -15,973 (14) -18,913 (15) -20,372 (16) -21,576 (17) -20,792 (18) -16,888 (19) -13,865 (20)

21 -14,703 (14) -15,613 (15) -18,051 (16) -17,531 (17) -16,348 (18) -12,514 (19) -9,321 (20) -6,740 (21)

22 -11,308 (15) -10,519 (16) -9,878 (17) -7,376 (18) -3,198 (19) -50 (20) 2,752 (21) 6,010 (22)

23 -35,540 (16) -30,893 (17) -27,750 (18) -24,195 (19) -20,865 (20) -18,140 (21) -14,816 (22) -9,899 (23)

24 -34,152 (17) -27,233 (18) -22,659 (19) -17,871 (20) -14,948 (21) -11,638 (22) -6,782 (23) -7,355 (24)

25 4,533 (18) 12,325 (19) 16,250 (20) 22,068 (21) 25,659 (22) 30,192 (23) 29,645 (24) 30,137 (25)

26 556 (19) 7,900 (20) 8,760 (21) 14,685 (22) 19,481 (23) 18,867 (24) 19,461 (25) 22,606 (26)

Ficture 2.1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래인구추계에서 주민등록인구를 뺀 것에 대한 각연령별

인구 차이를 조사한 것이다. 그래프의 중간부분에서 매우 심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과 음의 값이 번갈아 가면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장래인구추계와 주민등록인구 사

이에서 조사오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조사오차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통계

조사에서 조사원 혹은 피조사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보다 신뢰성 있는 공식인구통계를 위해서는 규

명되어야한다.

Figure 2.1 RegresDifference between Population projectiond and Resident population from 2008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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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래인구추계와 주민등록인구 비교에서 이상치 검정

Table 2.3은 ‘주민등록인구/장래인구추계’ 비율에 대한 이상치 (outlier)들을 검정한 자료이다.

2008년 55세, 61세, 66세, 89∼99세 인구그룹들은 초과 이상치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57세, 77세,

84세는 낮은 이상치를 보이고 있다. 55세와 56세가 서로 상이한 이상치를 보이는 것은 이들 인구그룹

에 있어서 조사오차가 있다고 판단한다. 61세 그룹과 66세 그룹이 높은 이상치를 보이는 것은 5세별로

조사을 하는데 생기는 조사오차로 추측된다. 84세 그룹이 유독 심하게 낮은 이상치들을 보이고 있다.

89세부터 96세까지인구그룹들은 2015년에가까워질수록이상치들의값이커지는것을볼수있다.

노령화 시대에 정책수립을 위한 주민등록인구표에서 인구수와 장래인구추계표에서의 인구수 분석에

서보다더철저한검증이요구된다.

Table 2.3 Outliers for the ratio between resident population and population projection

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6 115.2% 115.8% 118.4% 118.1% 117.9% 117.7% 117.6% 117.6%

57 90.1% 90.1% 91.6% 91.4% 91.3% 91.1% 1.1% 91.0%

61 109.6% 110.1% 112.1% 112.1% 112.0% 112.1% 112.1% 112.3%

66 118.8% 118.8% 119.9% 119.9% 119.8% 119.9% 120.0% 120.1%

77 90.2% 89.8% 90.0% 90.0% 89.9% 90.1% 90.5% 91.1%

84 89.1% 88.7% 90.1% 89.7% 89.2% 89.0% 89.5% 89.5%

89 105.5% 104.3% 107.5% 107.3% 108.0% 109.2% 112.4% 116.1%

90 103.1% 101.8% 105.6% 104.7% 105.0% 106.4% 110.3% 115.1%

91 109.6% 109.8% 118.7% 118.3% 119.2% 122.0% 127.9% 135.3%

92 104.9% 105.5% 117.8% 117.2% 118.9% 124.9% 135.1% 148.6%

93 103.2% 102.2% 117.4% 120.6% 125.8% 136.8% 152.6%

94 109.5% 107.7% 132.1% 136.6% 146.2% 163.3%

95 107.8% 107.3% 141.7% 151.0% 165.3%

96 112.7% 118.3% 178.0% 189.5%

97 68.1% 80.8% 216.4%

IQR 6.52% 6.57% 6.99% 6.77% 6.54% 6.67% 6.78% 6.98%

MEDIAN 101.0% 100.9% 101.6% 101.5% 101.7% 101.5% 101.4% 101.5%

Outlier LR 91.2% 91.0% 91.1% 91.4% 91.8% 91.5% 91.2% 91.0%

Outlier UR 110.7% 110.7% 112.1% 111.7% 111.5% 111.4% 111.6% 112.0%

3. 인구통계 코호트 연차생존비율의 정의

각 연령별 연도 (시간)가 증가할 때마다의 인구의 크기변동을 인구학적 방정식 (demographic equa-

tion)으로아래와같이표현하자.

yP a는 y연도의 a (a = 0, 1, 2, · · · , 100)세의인구크기이고, y+1P a+1를 1년후 y + 1연도의 a+ 1세

의 인구크기 라고 하자. 1년간의 a세 인구크기가 a + 1세가 됨에 따라서 사망이나 해외이민에 따른 인

구감소분과한국국적취득자를상쇄한 1세연령증가에따른인구크기차이를다음과같이표현하자.

∆y+1Pa =y Pa −y+1 Pa+1 > 0 (3.1)

이는 a세 인구크기의 1세 연령증가에 따른 인구크기 차이 ∆y+1Pa는 인구크기 변동에 관한 a세 인구

크기의 1세연령증가일계정차방정식 (The 1st order difference equation)이다.

이때 ∆y+1Pa는 내용적으로 1년간 사망에 따른 a세 인구크기가 a + 1세가 됨에 따라서 자연감소

(natural decreasing)와 해외이민으로 인한 국적포기나 반대로 한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사회적 변동

(social variation)의 합계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특별한 사회적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a세 인구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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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세 연령증가에 따른 인구크기 차이 ∆y+1Pa는 대부분 1년간 사망에 따른 a세 인구크기가 a + 1세

가 됨에 따라서 자연감소 (natural decreasing)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감소와 사회변동으로 나

누어 계산하지 않고 1년간 사망에 따른 a세 인구크기가 a + 1세가 됨에 따라서 ∆y+1Pa > 0으로 간주

한다.

y연도의 a세의인구가 y + k연도까지 a+ k세의나이가됨에따른인구수들의집합을다음과같이두

자.

yGa = (y+jP a + j, j = 0, 1, · · · , k) (3.2)

이 집합 yGa을 ‘y연도의 a세의 인구가 y + k연도 a + k세 까지의 1년 주기의 인구들의 그룹 (집합)’

이라정의하자.

y연도부터 y + k연도까지 a세연령의인구크기집합을다음과같이정의하자.

yOa = (y+jP a, j = 0, 1, · · · , k) (3.3)

이집합 yOa을 ‘y연도에서 y + k연도까지의 a세연령그룹집합’이라지칭하자.

정지인구에서사회적변동이크지않는한 y연도의 a세의인구가 y + k연도까지 a+ k세의나이가됨

에사망으로인한다음의조건을만족해야한다.

yP a >y+1 P a+1 >y+2 P a+2 > · · · >y+k P a+k. (3.4)

y연도부터 y + k연도까지 a세 연령의 인구크기 yP a,y+1 P a, y+2P a, · · · ,y+k P a들은 각각 y−aP 0,

y−a+1P 0, y−a+2P 0, · · · , y−a+kP 0의 인구크기들에 영향을 받는다. 즉 특별한 사회적 변동이 없는 한

다음과같은부등식이성립이된다.

y−aP 0 >y P a, y−a+1P 0 >y+1 P a, y−a+2P 0 >y+2 P a, · · · , y−a+kP 0 >y+k P a

y연도 a세의 1년 간격의 연령층의 각연령별 코호트 연차생존비율 (Cohort year-moving survival

rate) y+aPsa + 1은다음과같이표시하자. (Park and Goo, 2016).

y+aPsa + 1 =
yP a

y+a+1P a + 1
> 1, a = 0, 1, 2, · · · , 100.

이때 정지인구에서의 y+aPsa + 1값은 특별히 탈북자나 외국인들의 한국국적을 대규모 취득을 하지

않는한사망과이민등으로인하여 1보다큰값을가지게된다.

4. 코호트 연차생존비율의 정의

식 (3.1)에 따르면 a세 인구크기의 1세 연령증가에 따른 인구크기 차이 ∆ y+1Pa는 인구크기 변동에

관한 a세인구크기의 1세연령증가일계정차방정식의값은양의값을가진다.

식 (3.2)에서 ‘y연도의 a세의 y + k연도 a + k세 까지의 인구크기 변동집합’ yGa의 인구수는 나이가

듦에따라서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야한다.

Table 4.1에서 특이한 사항은 주민등록인구표에서 2008-09년으로 각연령별 코호트 연차생존비율은

항상 1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1세부터 65세까지 2009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도 2008년의 주민등

록인구와 비교할 때, 1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가 한 살의 나이가 더 먹을 때 인구가 사망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합리적 통계조사의 신뢰성을 위하여서도 2009년의 주민등록 통계조사

에서어떤일이발생하였는가에대한타당한여유가설명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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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특이점은 y년도 0세 인구가 y + 11년도 11세 인구가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

민등록인구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어디서 없었던 유아들이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출생신고

가 늦게 이루어진 것인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출생신고가 된 것일까? 많은 의문이 드

는 주민등록인구표이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표에서 2008년 17세에서 25세까지 1년 간격으로 2015년

24세에서 32세가 될 때까지의 연령층의 각 연령별 코호트 연차생존비율은 대부분 1이하의 비율을 보이

고 있다. 여기에서도 없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성을 보인다. 이는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해

야하는연령대층이다. 주민등록인구조사가보다세밀하게이루어진것일까?

세 번째는 고령층에서의 각 연령별 코호트 연차생존비율이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사망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조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현재 많은 독거노인

들의사망으로인한조사가잘되고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드는통계이다.

Table 4.1 Cohort year-moving survival rate by resident population

15 Age 2008-09 (Age) 2009-10 (Age) 2010-11 (Age) 2011-12 (Age) 2012-13 (Age) 2013-14 (Age) 2014-15 (Age)

1 0.9585 (0)

2 0.9605 (0) 0.9972 (1)

3 0.9542 (0) 0.9972 (1) 0.9986 (2)

4 0.9562 (0) 0.9962 (1) 0.9982 (2) 0.9988 (3)

5 0.9538 (0) 0.9984 (1) 0.9977 (2) 0.9986 (3) 0.9992 (4)

6 0.9562 (0) 0.9967 (1) 0.9982 (2) 0.9982 (3) 0.9989 (4) 0.9994 (5)

7 0.9572 (0) 0.9972 (1) 0.9973 (2) 0.9987 (3) 0.9989 (4) 0.9992 (5) 0.9995 (6)

8 0.9980 (1) 0.9980 (2) 0.9981 (3) 0.9991 (4) 0.9992 (5) 0.9994 (6) 0.9995 (7)

9 0.9988 (2) 0.9983 (3) 0.9987 (4) 0.9994 (5) 0.9994 (6) 0.9996 (7) 0.9997 (8)

10 0.9991 (3) 0.9987 (4) 0.9990 (5) 0.9997 (6) 0.9996 (7) 0.9997 (8) 0.9997 (9)

11 0.9996 (4) 0.9987 (5) 0.9995 (6) 0.9999 (7) 0.9998 (8) 0.9998 (9) 0.9998 (10)

12 0.9997 (5) 0.9990 (6) 0.9998 (7) 1.0000 (8) 0.9999 (9) 0.9999 (10) 0.9998 (11)

13 1.0001 (6) 0.9988 (7) 0.9998 (8) 1.0001 (9) 0.9999 (10) 1.0000 (11) 0.9999 (12)

14 1.0003 (7) 0.9987 (8) 1.0000 (9) 1.0002 (10) 1.0000 (11) 1.0000 (12) 0.9999 (13)

15 1.0003 (8) 0.9988 (9) 1.0002 (10) 1.0003 (11) 1.0000 (12) 1.0000 (13) 0.9999 (14)

16 1.0004 (9) 0.9985 (10) 1.0001 (11) 1.0004 (12) 1.0000 (13) 1.0001 (14) 1.0000 (15)

17 1.0005 (10) 0.9983 (11) 1.0004 (12) 1.0006 (13) 1.0002 (14) 1.0003 (15) 1.0002 (16)

18 1.0005 (11) 0.9983 (12) 1.0005 (13) 1.0007 (14) 1.0003 (15) 1.0006 (16) 1.0005 (17)

19 1.0007 (12) 0.9981 (13) 1.0006 (14) 1.0007 (15) 1.0004 (16) 1.0006 (17) 1.0000 (18)

20 1.0007 (13) 0.9980 (14) 1.0007 (15) 1.0009 (16) 1.0005 (17) 1.0004 (18) 1.0001 (19)

21 1.0007 (14) 0.9978 (15) 1.0009 (16) 1.0011 (17) 1.0004 (18) 1.0004 (19) 0.9999 (20)

22 1.0009 (15) 0.9979 (16) 1.0009 (17) 1.0010 (18) 1.0004 (19) 1.0003 (20) 0.9999 (21)

23 1.0010 (16) 0.9978 (17) 1.0006 (18) 1.0008 (19) 1.0002 (20) 1.0000 (21) 0.9998 (22)

24 1.0011 (17) 0.9974 (18) 1.0004 (19) 1.0007 (20) 1.0000 (21) 0.9999 (22) 0.9997 (23)

25 1.0010 (18) 0.9968 (19) 1.0003 (20) 1.0006 (21) 0.9997 (22) 0.9996 (23) 0.9995 (24)

26 1.0008 (19) 0.9962 (20) 1.0001 (21) 1.0003 (22) 0.9993 (23) 0.9997 (24) 0.9995 (25)

27 1.0004 (20) 0.9958 (21) 0.9996 (22) 0.9999 (23) 0.9994 (24) 0.9995 (25) 0.9994 (26)

28 1.0001 (21) 0.9954 (22) 0.9991 (23) 1.0000 (24) 0.9993 (25) 0.9995 (26) 0.9994 (27)

29 0.9997 (22) 0.9950 (23) 0.9991 (24) 0.9997 (25) 0.9993 (26) 0.9996 (27) 0.9996 (28)

30 0.9999 (23) 0.9946 (24) 0.9994 (25) 0.9998 (26) 0.9995 (27) 0.9998 (28) 0.9996 (29)

31 0.9997 (24) 0.9943 (25) 0.9995 (26) 0.9998 (27) 0.9998 (28) 0.9999 (29) 0.9997 (30)

32 0.9998 (25) 0.9940 (26) 0.9998 (27) 1.0002 (28) 0.9999 (29) 1.0001 (30) 0.9999 (31)

33 0.9999 (26) 0.9935 (27) 1.0000 (28) 1.0004 (29) 1.0002 (30) 1.0001 (31) 1.0000 (32)

34 1.0001 (27) 0.9930 (28) 1.0002 (28) 1.0006 (30) 1.0003 (31) 1.0002 (32) 1.0002 (33)

35 0.9999 (28) 0.9924 (29) 1.0004 (30) 1.0007 (31) 1.0004 (32) 1.0004 (33) 1.0001 (34)

Table 4.2는 통계청에서 작성된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장래인구추계표이다. 이 표에서는 인구통계

조사에서다음과같은특이사항들이발견된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연령층의 각 연령별 코호트 연차생존비율은 1보다 작다. 특히 2010년에

서 2011년 사이에서 22세에서 58세까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1보다 작은 값들이 나타난다.

인구통계조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갑자기 모든 연령층 대에서 없었던 인구가 생겨난 것을 의

미한다. 이는 2010년 인구센서스로 2010년 이전의 인구를 추계하였고, 2010년에 조사된 인구를 기반으

로 2011년 장래인구추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인구를 기반으로 기존의 2011년 인구추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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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와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 연령이동에 따른 인구의 보정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않았다는결론에이른다.

두 번째 특이사항은 0세 인구가 y + 11년도 11세 인구가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민등

록인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주민등록인구와는 달리 2008년 11세에서 21세까지 1-년 간격으로 2015년

18세에서 28세가 될 때까지의 연령층의 각연령별 코호트 연차생존비율은 대부분 1이하의 비율을 보이

고있다. 여기에서도전해연령층에서없었던인구가생겨나는현상을보인다. 18세에서 28세의연령층

은남자의경우군입대의연령층으로나타나고이것이인구조사에서증가되는현상을보인다.

그러나 의문점은 장래인구추계는 주민등록인구와 인구센서스의 인구를 포함하여 보정을 거쳐서 만든

인구통계임에도 불구하구 각연령별 인구가 나이가 듦에 따라 y연도에서 y + k연도까지의 a세 연령 그

룹집합 yOa의인구수가늘어나는현상은이해하기어렵다.

Table 4.2 Cohort year-moving survival rate by population projection

15 Age 2008-09 (Age) 2009-10 (Age) 2010-11 (Age) 2012-12 (Age) 2012-13 (Age) 2013-14 (Age) 2014-15 (Age)

14 0.9994 (7) 0.9996 (8) 1.0014 (9) 1.0026 (10) 1.0017 (11) 1.0005 (12) 0.9997 (13)

15 1.0040 (8) 1.0043 (9) 1.0018 (10) 1.0017 (11) 1.0005 (12) 0.9997 (13) 1.0022 (14)

16 1.0003 (9) 0.9990 (10) 0.9993 (11) 1.0005 (12) 0.9997 (13) 1.0022 (14) 1.0056 (15)

17 0.9997 (10) 0.9984 (11) 0.9991 (12) 0.9997 (13) 1.0021 (14) 1.0055 (15) 1.0028 (16)

18 0.9983 (11) 0.9997 (12) 1.0010 (13) 1.0020 (14) 1.0054 (15) 1.0028 (16) 0.9994 (17)

19 0.9997 (12) 1.0011 (13) 1.0014 (14) 1.0053 (15) 1.0027 (16) 0.9994 (17) 0.9947 (18)

20 1.0012 (13) 1.0022 (14) 1.0028 (15) 1.0026 (16) 0.9994 (17) 0.9948 (18) 0.9957 (19)

21 1.0020 (14) 1.0013 (15) 1.0001 (16) 0.9994 (17) 0.9949 (18) 0.9958 (19) 0.9963 (20)

22 0.9998 (15) 0.9970 (16) 0.9973 (17) 0.9950 (18) 0.9959 (19) 0.9963 (20) 0.9954 (21)

23 0.9943 (16) 0.9932 (17) 0.9956 (18) 0.9961 (19) 0.9964 (20) 0.9953 (21) 0.9929 (22)

24 0.9909 (17) 0.9906 (18) 0.9934 (19) 0.9964 (20) 0.9952 (21) 0.9929 (22) 1.0005 (23)

25 0.9890 (18) 0.9909 (19) 0.9915 (20) 0.9952 (21) 0.9929 (22) 1.0004 (23) 0.9988 (24)

26 0.9892 (19) 0.9949 (20) 0.9909 (21) 0.9929 (22) 1.0003 (23) 0.9988 (24) 0.9947 (25)

27 0.9911 (20) 0.9956 (21) 0.9873 (22) 1.0002 (23) 0.9988 (24) 0.9948 (25) 0.9965 (26)

28 0.9932 (21) 0.9977 (22) 0.9881 (23) 0.9989 (24) 0.9949 (25) 0.9966 (26) 0.9991 (27)

29 0.9969 (22) 1.0028 (23) 0.9902 (24) 0.9950 (25) 0.9966 (26) 0.9991 (27) 1.0007 (28)

30 0.9966 (23) 0.9977 (24) 0.9865 (25) 0.9967 (26) 0.9991 (27) 1.0007 (28) 1.0015 (29)

31 0.9968 (24) 0.9965 (25) 0.9877 (26) 0.9992 (27) 1.0007 (28) 1.0015 (29) 1.0019 (30)

32 0.9957 (25) 0.9976 (26) 0.9919 (27) 1.0006 (28) 1.0014 (29) 1.0019 (30) 1.0021 (31)

33 0.9973 (26) 0.9980 (27) 0.9938 (28) 1.0014 (29) 1.0018 (30) 1.0020 (31) 1.0021 (32)

34 0.9980 (27) 0.9977 (28) 0.9952 (29) 1.0018 (30) 1.0020 (31) 1.0021 (32) 1.0022 (33)

35 0.9988 (28) 0.9979 (29) 0.9963 (30) 1.0019 (31) 1.0021 (32) 1.0021 (33) 1.0021 (34)

36 1.0012 (29) 0.9998 (30) 0.9958 (31) 1.0020 (32) 1.0021 (33) 1.0021 (34) 1.0020 (35)

37 1.0027 (30) 1.0014 (31) 0.9972 (32) 1.0020 (33) 1.0020 (34) 1.0020 (35) 1.0019 (36)

38 1.0013 (31) 1.0004 (32) 0.9983 (33) 1.0020 (34) 1.0020 (35) 1.0019 (36) 1.0018 (37)

39 1.0016 (32) 1.0006 (33) 0.9991 (34) 1.0019 (35) 1.0019 (36) 1.0018 (37) 1.0017 (38)

40 1.0040 (33) 1.0028 (34) 0.9992 (35) 1.0018 (36) 1.0017 (37) 1.0016 (38) 1.0015 (39)

41 1.0044 (34) 1.0035 (35) 0.9996 (36) 1.0017 (37) 1.0016 (38) 1.0015 (39) 1.0014 (40)

42 1.0040 (35) 1.0031 (36) 0.9992 (37) 1.0016 (38) 1.0015 (39) 1.0014 (40) 1.0013 (41)

43 1.0043 (36) 1.0032 (37) 0.9997 (38) 1.0014 (39) 1.0014 (40) 1.0013 (41) 1.0011 (42)

44 1.0037 (37) 1.0024 (38) 0.9996 (39) 1.0013 (40) 1.0012 (41) 1.0011 (42) 1.0010 (43)

45 1.0017 (38) 1.0003 (39) 0.9999 (40) 1.0012 (41) 1.0011 (42) 1.0010 (43) 1.0009 (44)

46 1.0006 (39) 0.9992 (40) 1.0000 (41) 1.0011 (42) 1.0010 (43) 1.0009 (44) 1.0008 (45)

47 1.0016 (40) 1.0004 (41) 0.9993 (42) 1.0010 (43) 1.0009 (44) 1.0009 (45) 1.0008 (46)

48 1.0024 (41) 1.0013 (42) 0.9998 (43) 1.0010 (44) 1.0009 (45) 1.0008 (46) 1.0008 (47)

49 1.0006 (42) 0.9995 (43) 0.9994 (44) 1.0009 (45) 1.0009 (46) 1.0008 (47) 1.0008 (48)

50 0.9994 (43) 0.9987 (44) 0.9986 (45) 1.0009 (46) 1.0009 (47) 1.0009 (48) 1.0009 (49)

51 1.0009 (44) 1.0004 (45) 0.9982 (46) 1.0009 (47) 1.0009 (48) 1.0009 (49) 1.0010 (50)

52 1.0013 (45) 1.0005 (46) 0.9975 (47) 1.0010 (48) 1.0010 (49) 1.0010 (50) 1.0010 (51)

53 1.0000 (46) 0.9993 (47) 0.9981 (48) 1.0010 (49) 1.0011 (50) 1.0011 (51) 1.0012 (52)

54 1.0007 (47) 1.0007 (48) 0.9997 (49) 1.0011 (50) 1.0012 (51) 1.0013 (52) 1.0014 (53)

55 1.0041 (48) 1.0041 (49) 0.9986 (50) 1.0013 (51) 1.0014 (52) 1.0015 (53) 1.0016 (54)

56 1.0064 (49) 1.0062 (50) 0.9991 (51) 1.0015 (52) 1.0016 (53) 1.0017 (54) 1.0019 (55)

57 1.0054 (50) 1.0053 (51) 0.9995 (52) 1.0017 (53) 1.0018 (54) 1.0020 (55) 1.0022 (56)

58 1.0044 (51) 1.0041 (52) 0.9992 (53) 1.0020 (54) 1.0021 (55) 1.0024 (56) 1.0027 (57)

59 1.0057 (52) 1.0055 (53) 1.0000 (54) 1.0023 (55) 1.0025 (56) 1.0028 (57) 1.0031 (58)

60 1.0058 (53) 1.0058 (54) 1.0007 (55) 1.0026 (56) 1.0029 (57) 1.0033 (58) 1.003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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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나이가 들어 갈 때, 사망이나

해외이민등에따라서인구가줄어들지않고오히려늘어나는현상을보이고있다.

1세부터 65세까지 2009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도 2008년의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할 때, 인구가 한

살의나이가더증가할때인구가사망으로줄지않고오히려더늘어났음을의미한다. 합리적통계조사

의 신뢰성을 위하여서도 2009년의 주민등록 통계조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타당한 조사

가이루어져야한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의 각 연도들에서 0세에서부터 12세 사이의 주민등록인구들이 나이 증가에

따라서 점점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의무 때문에 신고와 조사가 이루

어진결과로보인다. 그러나어디서없었던유아들이생겨난것일까? 아니면출생신고가늦게이루어진

것인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출생신고가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타당한 조사 당국의

해명이필요하다.

장래인구추계통계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나이가 증가 할 때, 사망이나

장기해외출장 등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모든 연

령층 대에서 없었던 인구가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0년도와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 연령이동

에따른인구의보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결론에이른다.

주민등록인구통계와는 달리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의 각 연도들에서 18세에서부터 28세 사이의

인구추계들이 나이 증가에 따라서 점점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자들의 군 병역의

무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장래인구추계는 주민등록인구와 인구센

서스의 인구를 포함하여 보정을 거쳐서 만든 인구통계임에도 불구하구 각연령별 인구가 나이가 듦에 따

라 y연도에서 y + k연도까지의 a세연령그룹집합 yOa의인구수가늘어나는현상은이해하기어렵다.

두 공식인구통계의 인구조사가 보다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인구통계에 대한 정학한 조사에 보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정책 수립에 보다 높은 효

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탐색적 분석 방법에 기초한 검증은 공식인구통계의 신뢰성 있는 분석의 발전에

도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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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three official official demographic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op-

ulation census,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ident population. Among these, the

population projections estimates are based on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which are

conducted every five year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future population

statistics and resident population statistics. In order to detect errors in the census pro-

cess, we surveyed the outliers of demographic data. Based on these, we aim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official demographics.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as the age increased from 0 to 12 years, although the population

had to decrease as the age increased. In the population projections, as the age increases

from 18 to 28, a new population has developed and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Also,

in the resident population, between 2009 and 2010, in the population projections, be-

tween 2010 and 2011, there was a strange phenomenon that the population grew as a

result of a new population as the age of all ages increased. Both official demographics

need to be carried out through more accurate verification.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the aged population survey on the elderly population statistics will provide greater

efficiency in establishing administrative policies.

Keywords: Cohort year-moving survival, the estimated population, the resident popu-

l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gu University Research Grant 2014.
1 Professor, Department Computing and Statistics, Daegu University, Gyeongbuk 38453, Korea.
E-mail: jtkim@daeg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