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 http://dx.doi.org/10.7465/jkdi.2013.24.6.1159
Information Science Society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3, 24(6), 1159–1175

생명표 활용에 대한 고찰 및 분석 방법 소개
† ‡

신경진1 · 최보승2

1대구대학교 통계학과 · 2대구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접수 2013년 6월 28일, 수정 2013년 8월 7일, 게재확정 2013년 8월 18일

요 약

생명표란 어떤 출생집단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연령별로 몇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계산하여 정

리한 표이다. 생명표는 주로 인구학 분야에서 연령별 사망율 예측에 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명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점을 착안하여 생명표 활용 영역을 정리하고 분류하

고자 하였다. 2011년 이전에 국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논문을 조사하여 생명표 분류에 이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용여부에 따라 일반생명표와 응용생명표로 나누었

다. 둘째, 기준기간에 따라 5세를 작성단위로 하는 간이생명표와 1세를 작성단위로 하는 완전생명표

로 나누었다. 셋째, 성별에 따라 남성생명표, 여성생명표, 남녀혼합생명표로 나누었다. 관찰 방법에

따라 기간생명표와 코호트 생명표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분류된 생명표의 작성방법을 비

교·분석해봄으로써더다양한분야에생명표가활용될것을제안하고자하였다.

주요용어: 결혼생명표, 노동생명표, 다중생명표, 생명표.

1. 서론

생명표 (life table)란 현재의 사망상태를 기준으로 출생 코호트 집단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계산하여 정리한 표를 말한다. 장래의 생존기간 즉, 기대여명을 계산하여 정

리한생명표의기본적인작성방법은 1,000명또는 10만명의인구를기수 (radix)로하여인구이동이없

는 폐쇄인구를 가정하고, 출생 코호트 전원이 사망할 때까지 관찰하여 작성한다. 생명표의 작성 과정이

나정의등에의해생명표는사망표 (死亡表)또는사망생존표등으로불리우기도한다.

1662년 영국의 Graunt가 처음으로 생명표를 제시하였고, 1663년 천문학자 Halley에 의해 생명표가

체계화되었다. 17세기에는 Kersseboom, Struyck 그리고 Deparcieux 등이 생명표 발전에 기여하였지

만, 이때 생명표는 사망과 인구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1766년

스웨덴의 Wargentin에 의해 과학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기간생명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근래에 이르

러 생명표 작성은 국가마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Lee, 2006).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최초로

1978년-1979년 생명표를 작성하였고, 1995년에는 생명표 작성이 2년 주기로 정례화 되었다. 1999년에

는지연신고에따른자료불충분을보완하고또한영아사망률등을보완·재추정하여 p1971-1997년생명

표y를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생명표는 2년 간격으로 정비되어 생명표의 일관성과 시계열 유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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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였다. 2001년에는 상한연령을 95세 이상으로 연장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생명표 작성주

기를 2년에서매년으로단축하였다 (Kim, 2006).

생명표의유용성은크게세가지로말할수있다. 첫째, 생명표는연령별생존률을제공함으로생명표

를 통해 특정 연령계층이 일정 기간 후에 다른 연령계층으로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생명표의 평균 수명 함수를 통해 국제간의 사망수준을 비교하거나 같은 나라 안에서 여러 기간의

사망수준을 비교할 수도 있다. 셋째, 생명표는 정지인구의 개념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

하다.

생명표는 대상집단의 종류·구성·관찰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상집단의 구성에

따라분류하면, 구성원전체를대상으로하는일반생명표와특정한사회경제적기준에따라분류된부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생명표로 분류할 수 있다. 직업별, 혼인상태별 또는 사망원인별 생명표를 차

이생명표라 하고, 생명보험 가입자만이나 노동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생명표는 각각 보험 (경험)생명

표, 노동생명표라 한다. 또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동시생명표가 있고, 코호트 관찰에 의거한 세대

생명표가있다 (Lee, 2006).

생명표는 사망현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생존현상을 밝혀 주는 표이다. 그러므로 인구학 분야뿐 아

니라 사망력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Lee (2006)는 생명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응용

된다고 하였다. 첫째, 적용대상에 따른 응용이다. 대상 집단에 따라 결혼생명표, 노동생명표, 환자생명

표가 있다. 둘째, 적용목적에 따른 것이다. 적용목적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출을 목적으로

만든 경험생명표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응용되어지고 있는 생명표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생명표 (Park, 2008), 자동차 생산기간에 대한 생명표 (Kim, 2009), 자산규모에 따른

업종별 부도율에 대한 생명표 (Park, 2010), 동·식물 개체군에 대한 생명표 (Deevey, 1947)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생명표가 작성·응용되고 있지만, 생명표 분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

비한 수준이다. Chang (1987)은 생명표를 통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단지 인

구집단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생명표를 대상으로 사망률을 계산하는 방법들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표에는적용이어렵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인구학뿐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응용된생명표분류에대한연구가미비하다는점을

착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진 생명표를 적용대상별, 적용목적별, 생명표 작성방법 등으로 구분

및 분류하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 중인

생명표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사망력을 이용하여 생존기간이 계산 가능하거나

한개체의기대여명을예측하기위한여러분야에생명표를적용하여작성할것을제안하고자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명표관련 논문을 정리하였고, 정

리된 논문을 통해 생명표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하였다. 3절에서는 2절에서 분류된 생명표의 작

성방법에대해설명하였으며마지막 4절은결론으로정리및생명표활용방안에대하여언급하였다.

2. 생명표의 분류방법

본연구의대상논문은생명표의활용과관련하여국내외에서발표된논문 116편의논문중에서중복된

생명표와일반생명표를제외한 78편을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 이를분류하면 Table 2.1과같다.

일반적인 생명표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용여부에 따라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생명표와 일부 인구집단과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생명표로 분류하였다. 응용생명표에서

는 다시 응용분야에 따라 특수인구집단 생명표, 동·식물집단 생명표, 산업분야 생명표, 고객수명생명표,

제품수명생명표, 다중상태생명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기준기간에 따라 5세 계급별로 작성한

간이생명표와 각 세별로 작성한 완전생명표로 분류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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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 classification of papers

category number of paper papers

animal life table 15 Sakagami 등 (1968), Ryoo 등 (1988),

Kim 등 (1996), Rajadurai 등 (2002), Kim과 Kim (2004),

Kim 등 (2005), gregory 등 (2006), Kim 등 (2007),

Park 등 (2007), Kim 등 (2008), Lee 등 (2008), Jo 등 (2009),

Golizadeh 등 (2009), Palyvos 등 (2011), Poorjavad 등 (2011)

cause-limination life table 9 Ku 등 (1996), Han (1983), Lim과 kim (1989),

Kim과 Ko (1990), Lee와 Sheen (1995), Ku (1995),

Chun (1998), Park (2003), Lee (2003)

experience life table 5 Hong 등 (1993), Hong 등 (1997),

Lee (1998), Gwan과 Hong (1999), Bang과 Kim (2003)

fetal life table 3 Kim (1979), Kim 등 (1996), Lee (2000)

human activities life table 4 Bea (2004), Jung 등 (2011),

Yoon과 Kim (1996), Lee (2004)

industry life table 4 Park (2009), Kim과 Cho (2009),

Park 등 (2009), Buser 등 (1997)

comparative life table 6 Kim (1978), Kim 등 (1995), Park (1999), Park (2001),

Lee와 Shon (2005), Crampton과 Claudia (2008)

life table 5 Chang (1987), Park과 Kim (2011), Ku (1996),

Kostaki와 Panousis (1991, 2001), Kim과 Jeong (2006)

life table of escaping poverty 3 Lee (2005), Lim (2006), Kim과 Noh (2009)

life table of national pernsion 2 Kim과 Lee (1998), Kim 등 (1998)

marriage life table 5 Seo와 Kim (1982), Yoon (2001), Eun (2001),

Woo와 Cho (2009), Hong 등 (2009)

multi-state life table 6 Park 등 (1999), Park 등 (1999), Kang과 Cho (2009),

Woo (2011a), Woo (2011b), Reuser 등 (2011)

patient life table 5 Lee 등 (1993), Choi 등 (1994), Park 등 (2003),

Yang 등 (2004), Jang 등 (2006)

regional model life table 2 Cha (2009), Lee (2010)

woking life table 4 Cho (1990), Kim (1995), Jun (1999), Park과 choi (2006)

남성생명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생명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작성하는 남여혼합생명표로 분

류하였다. 넷째, 관찰시기에 따라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생명표, 코호트 관찰에 의거한 코호트

생명표로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논문을 크게 일반 생명표와 응용생명표로 분류하였고, 특히 응용생명표의 분류방

법을제시하고자한다.

첫재, 대상 집단을 다양화하여 작성된 생명표이다. 대상집단의 다양화는 특수인구집단 생명표와 동식

물집단생명표, 산업분야생명표등으로세분화하였다.

특수인구집단생명표는일반생명표와달리인구집단전체를조사하는것이아니라특정한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부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표를 뜻한다. 그 예로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

로 하는 경험생명표 (Hong 등, 1993; Hong 등, 1997; Lee, 1998; Gwan과 Hong, 1999; Bang과 Kim,

2003),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생명표 (Kim과 Lee, 1998; Kim 등, 1998), 유배우자

를대상으로하는결혼생명표 (Seo와 Kim, 1982; Yoon, 2001; Eun, 2001; Woo와 Cho, 2009; Hong등,

2009), 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노동생명표 (Cho, 1990; Kim, 1995; Jun, 1999; Park과 choi, 2006), 특

수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생명표 (Lee 등, 1993; Choi 등, 1994; Park 등, 2003; Yang

등, 2004; Jang 등, 2006),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지속기간을 알아보기 위한 태생기 생명표 (Kim 등,

1996; Lee, 2000), 영유아생존기간을 알아보기 위한 영유아생명표 (Kim, 1979), 사회적 빈곤층을 대상

으로하는빈곤탈출생명표 (Lee, 2005; Lim, 2006; Kim과 Noh, 2009)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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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표는 주로 생애주기가 짧은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

냐하면 생명표는 개체의 생애 전체를 조사하여 작성해야 함으로 생애주기가 긴 동·식물에 대해서는 작
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동·식물 생명표는 주로 농·임분야에 적용되는 생명표로 농작물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곤충·식물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동·식물 생명표의 예는 점박이
응애의 생명표 (Kim 등, 2008), 보리두갈래진딧물의 생명표 (Kim 등, 2007), 싸리수염진딧물의 생명표

(Lee 등, 2008), 복숭아혹진딧물의 생명표 (Kim 등, 2005; Park 등, 2007; Jo 등, 2009), 긴털이리응애

의 생명표 (Kim 등, 1996), 쌀바구미의 생명표 (Ryoo 등, 1988), 목화진딧물 산자수의 생명표 (Kim과

Kim, 2004), 배추좀나방의 생명표 (Golizadeh 등, 2009), 뽕큰애기잎말이나방의 생명표 (Rajadurai

등, 2002), 발톱진드기의 생명표 (Palyvos 등, 2011), 구주콩나무나방의 생명표 (Poorjavad 등, 2011),

일벌의생명표 (Sakagami 등, 1968), 공룡의생명표 (Gregory 등, 2006) 등이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작성한 생명표는 고객수명과 관련된 생명표와 제품의 수명과 관련

된 생명표로 나뉠 수 있다. 고객수명에 대한 생명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인구집단 생명표로 고

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생애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서 고객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조

사하는 것으로 산업분야 생명표로 분류하였다. 그 예로는 인터넷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표 (Park,

2009)가 있다. 또한 제품의 수명과 관련된 생명표는 자동차 생산기간에 대한 생명표 (Kim과 Cho,

2009), 자산규모에 따른 업종별 생명표 (Park 등, 2009), 임플란트 생명표 (Buser 등, 1997) 등이 있

다.

둘째, 일반생명표나 특수인구집단 생명표에서 집단의 다양한 상태 즉 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 건

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생명표를 다중상태생명표 (multi-state life table)로 부른다. 그 예로는

무배우자 노인의 빈곤과 질병에 대한 적응양식에서 인종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생명표 (Park 등,

1999) 교육수준에 따른 유배우기대여명을 계산하기 위한 생명표 (Woo와 Cho, 2009), 교육수준별 성

별의 건강수명을 알아보기 위한 생명표 (Kang과 Cho, 2009), 성별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생명

표 (Woo, 2011a), 소득과 기대여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생명표 (Woo, 2011b), 건강상태와 교육수

준을동시에고려하여작성한생명표 (Reuser 등, 2011) 등이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해석하기 위해 생명표를 응용하는 경우이다. 특정 사인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가정하에 작성되는 사망원인생명표 (Ku 등, 1996; Han, 1983; Lim과 Kim, 1989; Kim과

Ko, 1990; Lee와 Sheen, 1995; Ku, 1995; Chun, 1998; Park, 2003; Lee, 2003), 고려시대와조선시대의

기대여명및사망률을계산하기위한지역모델생명표 (Cha, 2009; Lee, 2010), 학대받는아동을대상으

로 하는 아동학대 재발생 생명표 (Bea, 2004),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의료비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생명

표 (Jung 등, 2011), 활동장애가 없는 건강여명을 조사하기 위해 생명표 (Yoon과 Kim, 1996), 범죄 재

범기간을조사하기위한생명표 (Lee, 2004) 등에응용될수있다.

또한 생명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일반생명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재일한국

인과일본인의사망원인을비교하기위해 (Kim, 1978), 한미일노인의기대여명과사망원인을비교하기

위해 (Park, 1999; Lee와 Shon, 2005), 지역별상태를비교하기위해 (Kim등, 1995), 백인과흑인아이

들의 복지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Crampton과 Claudia, 2008), 영아의 사망수준을 추정하여 선진국 또

는 일본의 생명표와 비교하기위해 (Park, 2001)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를 위한 생명표는 대부

분일반생명표를단순활용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작성방법에대해서는논하지않도록하겠다.

3. 생명표 분류에 따른 작성방법

3.1. 일반생명표

일반생명표는인구집단전체를조사하여작성한표로서사망력의단순기술이나기대여명을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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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예측에 사용된다. 일반생명표 작성절차는 Figure 3.1과 같다. Figure 3.1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시행하고있는생명표의작성방법이다.

Figure 3.1 The procedure for creating life table

생명표 작성에 기초자료는 사망자수와 기준인구이다. 사망자수는 작성대상년도의 성별·연령 (각 세)

별 사망자수를 말하고, 기준인구는 작성대상년도의 7월 1일 성별·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즉, 연앙인구를

말한다. 기초자료 그대로 사용하여 생명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연신고, 특히 영아사망시 신고자체를 하

지않는미신고, 연령왜곡신고등에따라정확도가떨어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기초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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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지연신고의 보정은 사망이 발생한 후 당해연도가 아닌 10년 이내에 신고되는 비

율을 성별로 추정하여 보정한다. 또한 출생 후 1년이내 사망하는 영아에 대해 사망신고가 누락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영아·모성사망조사의 영아사망 중 신생아기 사망자 구성비를 이용하여 총영아사망자
수를 추정하여 미신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보안한 후, 3세 이동평균 및 3년 평균으로 평활하여 보정을 수

행한다. 기준인구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차이에 따른 연령왜곡경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1993년 주민등

록평가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령별 주민등록연령 보정계수를 산출한 후 인구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 연령

왜곡을 보정한다. 또한 1993년 이후 출생아는 실제 연령 및 주민등록연령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다시

조사하지않고그대로사용한다. 보정한자료에서각연령의생존자중에서다음해에는몇사람이살아

남는지를 연령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사망률과 그레빌방법을 적용하여 사망확률을 산출한다.

특히 사망확률은 0세의 사망확률, 1세 99세의 사망확률, 85세이상의 고연령에 대한 사망확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연령마다 반복해서 계산하여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각 연령의 생

존자수의총합을각연령의생존자수로나눈값이그연령의기대여명이된다.

일반생명표 작성 방법은 사망확률의 추정방법에 따라 Table 3.1과 같이 나누어 지고, 이러한 연구는

Chang (1987), Park과 Kim (2011) 등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3.1에서 각각의 통계량

들은 Figure 3.1에서 제시된 결과와 유사하게 구할 수 있다. nqx는 x에서 x+ n세 사이에 사망할 확률,

nmx는 생명표 상의 x세에서 x+ n세까지의 사망확률, nMx는 실제인구의 x세에서 x+ n세까지의 사

망확률, nM
′
x는 반복법에 의한 x세에서 x+ n세까지의 사망확률, nPx는 x세에서 x+ n세까지 총 사망

자수에대한해당연령의중앙인구, lx는 x세까지살아남은가상의코호트의생존자수를나타낸다.

Table 3.1 Method of calculation mortality rate in life tables

method nqx

King nqx = 2nnmx
2+nnmx

Keed-Merrell nqx = 1− e−n×nmx−0.008n3×nm2
x

Greville nqx = n
1
2
+nmx{ 1

2
+ n

12
(nmx−k)}

Keyfitz nq∗x =n qx × nMx

nM′
x

nqx = 1− e
n×nmx+ n

48nPx
(nPx+n−nPx−n)(nmx+n−nmx−n)

Chiang nqx = n×nmx
1+(n−nax)×nmx

nqx = 1− lx+n

lx

Brass lx = 1
1+e2×logit(lx)

기준기간에 따라 구분되는 생명표로는 각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완전생명표와 5년∼10년을 기

준으로 작성되는 간이생명표가 있다. Ku (1996)는 간이생명표 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간이

생명표로 작성된 생명표를 완전생명표로 확장하는 연구는 Kostaki와 Panousis (1991, 2001), Kim과

Jeong (2006)에의해활발히진행중이다.

사망원인 생명표는 특정 사인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의 생명표로, 특정사망원인이 기대여명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한다. 우선 x세인 사람 (남성 또는 여성)이 장차 주어진 특정사인 (special cause of

death)에 의하여 사망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확률표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주어진 사인이 제거 (re-

move)되었다고가정하고, 나머지모든사인들에의한사망확률에의하여생명표를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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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험생명표 및 국민연금생명표

경험생명표란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작성된 생명표를 말한다.

특히 경험생명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생명표에 비해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

자에 대한 실제 사망 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된다. 경험생명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생명표와 크게 다

르지 않다. 경험사망률은 보험가격 결정, 기본적인 산출 기준 및 보험계약의 선택기준이 되므로 경험사

망률을 계산하는 것은 경험생명표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경험사망률은 먼저 생명보험사에서

수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사망율을 계산한 후, 기초사망율을 조정 및 보정하여 계산된다. Lee

(1998), Hong 등 (1997)는 경험생명표 상의 사망확률 및 작성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Bang과 Kim

(2003)은국내생명보험질병사망율을일본과비교하였다.

국민전체의 사망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생명표를 국민연금생명표라 한다. 국민연금생명표는 국민연

금에 가입된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므로 경험생명표와 같이 일반생명표의 사망확률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Kim과 Lee (1998), Kim 등 (1998)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명표와 일반생명표간의 사망률에 대

해비교하였다.

3.3. Wolfbein-Wool 생명표

Wolfbein-Wool 생명표란 1950년 미국 노동성 노동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의

해 작성된 1940년대 미국의 남자 노동력생명표의 작성방법을 말한다 (Wolfbein과 Wool, 1950). 작성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반생명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는 생명표상의 정지인구 및 생존인구와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한다. Wolfbein-Wool 생명

표 작성방법은 Shryock (1976)에 의해 결혼현상을 수량적 모형으로 표준화 시킨 결혼생명표 (Chiang,

1984)에도 적용되기도 하였다. 결혼생명표는 노동생명표의 경제활동 참가율 대신 연령별 유배우율을

활용하여작성하였다.

Table 3.2은 Wolfbein-Wool 생명표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노동생명표와 결혼생명표를 비교한 것

이다. Table 3.2에서첨자 w와 m은각각노동생명표와결혼생명표를구분하기위한것이다

Table 3.2 Wolfbein-Wool life tables

life table working life table marriage life table

mortality rate mortality rate (mx) labor force rate (mwx) marital partnership rate (mmx)

= mortality population
population

= labour force population
national population

= marital partnership population
national population

stationary population Lx = 2
lx+lx+1

nLwx = nLx × nMwx nLmx = nLx × nMmx

total life year Tx =
∑∞

x Lx Twx =
∑∞

x nLwx Tmw =
∑∞

x nLmx

life expectancy e0x = lx
Twx

e0wx = lwx
Twx

e0mx = lmx
Tmx

3.4. Sullivan 생명표

Sullivan (1971)은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사망과 상병지표를 결합하여 단일지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지표를 p사망과 상병의 단일지표y 라고 하였다. 이 후 사망과 상병의 단일지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생애 중 상병이 없는 상태에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여명을 건강여명 (health

expectnacy)으로 정의하였다. 즉, 건강여명은 대상 인구집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는가를

측정해주는지표이며, 이는사망과상병지표를하나로합하여단일지표로나타낸것이다.

활동장애상태별 활동장애여명을 살출하기 위해 Yoon과 Kim (1996)은 평균여명에서 활동장애여명을

제하여활동장애가없는건강여명을구하였다. 활동장애여명을구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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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인구

nLx = ex × lx − ex + n× lx+n

(2) 활동장애상태로지내는인년

nLWDx =n Lx ×n dx

(3) 각상태에따른활동장애여명

elWdx =
∑

LWDx

lx

Kang과 Cho (2009)는 건강수명 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부분 생명표에 Sullivan방법으로 EQ-5D

점수를 ‘건강’수준으로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건강수명을 산출하였다. 연령별 사망률 산출 (mx)로부

터 시작되는 생명표에서 연령별 생존연수 즉, 정지인구 (Lx)가 산출되면 연령별 생존연수 (Lx)에 여러

가지 건강 가중치를 곱하여 연령별 가중치가 부여된 생존연수 (L′
x)를 얻고, 이어서 각 연령에서의 생존

연수 (L′
x)의총합인총생존연수 (T ′

x)를연령별생존자수 (lx)로나누어건강보정기대여명 (e′x)을얻을

수있다. Figure 3.2는건강생명표의작성과정을정리한것이다.

Figure 3.2 The procedure creating of health life table

3.5. 다중상태생명표

다중상태생명표 (multi-state life table)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진입 및 이탈을 동시에 고려

하여 세가지 이상 상태의 증가 및 감소를 생명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중 상태 생명표의 적용으로

Woo (2011a, 2011b)는 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한 다중 상태 생명표를 작성하

여소득과기대여명사이의연관성을분석하고자하였고, 중고령층의근로및은퇴생애과정을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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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다. 다음식 (3.1)은근로및은퇴과정의전이상태를설명하기위한다항로짓모형이다.

ln
πij
x

πii
x

= αij + β1ijAGE + β2ijFemale+ β3ijAGE × Female+ β4ijINC (3.1)

(i = 1, 2; j = 1, 2, 3; i ̸= j)

식 (3.1)에서 πij
x 는 x세에,상태 i에서 j로의 전이 확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πii는 상태 유지 확률을 나

타내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의 상태를 취업 (1), 미취업 (2), 사망 (3) 세가지 상태를 고려하였다.

독립변수로 AGE는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Female 성별을 나타내는 가변수이다. INC는 하위 소

득계층을 표시하는 가변수를 나타낸다. 식 (3.1)에서 나타나듯이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추정하기 위해

연령과 성에 추가하여 소득 변수를 추가하고 노동패널 자료의 표본 및 사망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남녀

통합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INC를 Highschool로 바꾸면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방정

식이완성된다.

Woo와 Cho (2009)는 교육상태에 따른 한국인의 평균유배우기대여명 차이를 알아보고자 다중상태생

명표를 활용하였다. 이를 계산하기위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계급별 혼인상태별 인구자료와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수준별 정지인구와 유배우율을 구하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명표 작성결

과를참고하여교육수준별결혼생명표를작성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식 (3.2)와 같은 마르코프 전이확률 행렬을 사용하여 혼인상태생명표를 작성

하였다. 혼인의 다중상태생명표는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의 각 혼인상태에서 다른 혼인상태로 변동

할 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 각 혼인상태별 지속기간 등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상태별 정지인구

∼ 혼인상태별 평균지속기간은 동일하게 작성한다 (Statistics Korea, 2013). M ij
x 는 x세의 혼인상태가

i에서 j로의 변동률을 나타낸다. i가 1이면 미혼, 2이면 유배우, 3이면 사별, 4이면 이혼을 나타내고,

j는 1이면미혼, 2이면유배우, 3이면사별, 4이면이혼, 5이면사망을나타낸다.

M(x) =



∑5
j ̸=i 1M

1j
x −1M

21
x −1M

31
x −1M

41
x 0

−1M
12
x

∑5
j ̸=i 1M

2j
x −1M

32
x −1M

42
x 0

−1M
13
x −1M

23
x

∑5
j ̸=i 1M

3j
x −1M

43
x 0

−1M
14
x −1M

24
x −1M

34
x

∑5
j ̸=i 1M

4j
x 0

−1M
15
x −1M

25
x −1M

35
x −1M

45
x 0

 (3.2)

3.6. 동물생명표

동물생명표는 동물이 태어난 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죽는가, 역으로 보면 얼마만큼 여명 (餘命)이 남

아 있는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동물생명표는 Pearl (1921)에 의해 생태학에 도입되었고, 현재 개체

군 동태학에서 개체의 동태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연령마다 생존수·사망수·사망률의
3항목을 표로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특별한 계산식으로 각 연령의 평균 여명 (기대수명)을 계산할

수 있다. 곤충 등 수명 이 짧은 동물에서는 일령 (日齡)이나 유충의 나이 등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면

어떤 나이에 특별히 사망률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특히 천적 (天敵)의 표적이 되기 쉽다든가, 또는

천적에대한특별한방어력이있다는것이예상되는등, 생태학적인연구의중요한암시를주기도한다.

동물생명표의 모수는 Birch (1948), Southwood와 Henderson (2000)에 제안한 식 (3.3)을 활용하여

계산되어진다. ∑
lxmxe

−rmx = 1 (3.3)

rm은 개체증가율, lx는 x세에 개체가 생존할 확률, mx는 x세에 임신한 암컷의 수를 나타낸다. 동물

생명표의데이터는임신가능한암컷만을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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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Animal life table

최근 공룡뼈에서 나이테를 세는 방법이 고안되어 나이에 따른 공룡 개체수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

다. Gregory 등 (2006)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생명표를 분석하여 알에서 깨어난지 얼마지나지 않은 기간

에 많이 죽는 반면,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알아 냈다. Figure 3.3은 가로축을 나

이로, 세로축을 동물의 생존수로 하여 척추동물의 생명표와 티라노사우루스의 생명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사람을제외한모든척추동물은야생에서신생아시기에사망률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맨위의

첫번재양상은선진국의사람이나사육되는동물의경우로영아사망율이낮고, 늙어서나이의한계에도

달하면 급격히 사망율이 높아진다. 가운데 두번째 양상은 작은 새, 포유류, 도마뱀처럼 수명이 길지 않

은 동물로 전 생애를 통하여 사망율이 비슷하다. 아래의 세번째 양상은 악어처럼 오래사는 파충류를 나

타내며 어려서는 사망율이 높지만, 어느정도의 크기에 도달하면 사망율이 감소하여 수명을 다할 수 있

다. 수명이 긴 큰새, 포유류와 티라노사우루스는 S자 모양을 보이며 태어난 직후에는 사망율이 높지만

이후 생존율이 우수하다가 짝짓기 경쟁에 뛰어들 무렵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명표의 작성을

통해다양한집단의생명표를비교하여다양한결과를얻을수있음도발견할수있다.

3.7. 태생기 생명표

Kim 등 (1996)은 다음과 같이 태생기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임산부 한 사람이 어떤 주의 주초에 임

신하고 있을 때, 그 주를 임신이 계속된 채로 경과하든지 혹은 출산이나, 태아사망 또는 인공유산으로

임신이종료되든지넷중하나가된다. 이각각에대해서다음과같은확률을생각할수있다.

x시점에서태아사망이일어나는확률을 qx, x시점에서인공유산이일어나는확률을 sx, x시점에서임

신이 지속된 채 경과하는 확률을 px, x시점에서 출산이 일어나는 확률을 rx이라하면, qx + sx + px +

rx=1이된다.

이들 수치를 최종월경에서 산출한 일수에 따라 경험적 확률로서 구할 수 있으며, 각 확률은 우선 기간

의 중앙률을 구한 다음 각 기간의 시점에서 그 기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상의 확률을 환산하여 구하였

다. 식 (3.4)는 x기간의 중앙태아사망률 (q′x)를 구하기 위한 식이다. 여기서 태아사망확률을 qx, 관찰

의 대상으로 가입된 수를 ax, 정상 출생수를 bx, 태아사망수를 dx, 인공유산수를 ix, x기간의 시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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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lx, 관찰중단으로관찰이제외된수를 wx로나타낸다.

q′x =
dx

lx + 1
2
ax − 1

2
bx − 1

2
ix − 1

2
wx

(3.4)

식 (3.4)에서중앙률을구할때 x기간중에처음임신이보고된것은평균해서 2분의 1 기간관찰된것

으로 가정하였고, 출생과 사망 및 관찰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똑같이 가정하였다. 태생기의 정지인구는

여기서 코호트에 대한 시점에서 x− 기간의 유효임신수 Lx와 x시점 이후 임신종료할 깨까지 유효임신

주수의총합 Tx =
∑

1
2
(lx + lx+1)이다 (Kim 등, 1996).

3.8. 산업분야 생명표

산업분야의 생명표는 아직까지는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Allison (1995)이

제안한 생존분석 (suvival analysis), 사건사분석 (event history analysis)의 전단계로 생명표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생존분석, 즉 사건사분석이란 생존기간을 분석하여 생존함수 또는 생존곡선을 추정하

는 통계기법을 말한다. 고객수명분석을 위한 생명표 (Park, 2009), 임플란트 생명표 (Buser 등, 1997),

자동차 생산기간 생명표 (Kim과 Cho, 2009),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부도율 비교 분석을 위한 생명표

(Park 등, 2009) 등이있다.

3.8.1. 고객수명분석을 위한 생명표

Park (2009)은 회원유형에 따른 고객수명분석을 위해 일반생명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일반생명표

와는 다르게 출생을 회원가입일로, 사망을 회원탈퇴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관찰기간을 4개월 단위로 나

누어 누적 생존율을 구하고, 회원 유형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 유형에 따른 고객수

명분석을 위한 기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t구간의 최초시점에서 유형 i (값이 1이면 무료회원, 2이

면 유료회원)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의 수를 O(i)t, t구간의 최종시점에서 유형 i의 회원자격

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의 수를 O(i)t+1, t구간에서 탈퇴하거나 회원유형을 변경한 고객의 수를 d(i)t, t구

간에서 유형 i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로그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고객의 수를 u(i)t, t구간에

서의 회원 유형별 관찰 중단 고객의 수를 w(i)t로 정의한다. 여기서 d(1)t는 각 구간에서 탈퇴하거나 무

료회원에서 유료회원으로 변경한 고객의 수를 의미하고, d(2)t는 각 구간에서 유료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고객의수를의미한다. 또한 w(i)t는절단된자료 (censored cases)로추적종결시에도유형 i의회원자

격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의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호를 토대로 생명표 기법에서 필요한 항목을 나타

내면다음과같다.

먼저 균등분포 (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각 구간에서의 회원유형별 유효 관찰 고

객의수 r(i)t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r(i)t = O(i)t −
u(i)t + w(i)t

2

생명표 기법에서의 유형별 구간 유효 탈락자 수는 구간 내에서의 탈퇴자 수와 유형변경자수가 되고,

유효관찰고객의수는탈퇴자와유형변경자를제외한회원자격유지고객수및휴면상태의고객수의총

관찰기간 (person-time)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정 구간 내에서 탈퇴한 경우는 그 탈퇴시점이 해당 구

간의 최종 시점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유효관찰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각 구간에서의 회원유형별 탈퇴

율 q(i)t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q(i)t =
d(i)t

O(i)t − 1
2
(u(i)t + w(i)t)

각구간에서의유형별회원자격유지비율 p(i)t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p(i)t = 1− q(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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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구간에서의유형별회원자격유지누적비율 (누적생존율) S(i)t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S(i)t =

t∏
i=1

p(i)t

1,000 (또는 10,000)명의 고객들이 동시에 회원가입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간 후에 각 유형별 회

원자격을유지하는고객수 l(i)t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l(i)t = S(i)t × 1, 000 (또는10, 000명)

3.8.2. 부도율 비교 분석을 위한 생명표

Park 등 (2009)은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부도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생명표

를활용하여생존율분석을하기위해전체기업의생존시간을자료를구간으로묶어생존율을계산하였

다. 생명표에의한생존율계산에서 i번째생존할확률 S(ti)는식 (3.5)와같다.

S(ti) =

i∏
j=1

(
1− dj

nj

)
(3.5)

식 (3.5)는 1에서 i번째 구간의 위험에 노출된 대상 기업 수 (ni) 중에서 부도난 기업 수 (di)를 뺀 값

을 연속하여 곱함으로써 계산되고, 구간 생존율은 조건부확률로써 (i − 1)구간에 생존하고 있음이 알려

진 기업 중에서 i구간에 생존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존율 계산에서 절단된 자료 (wi)의 역할은

절단된 생존기간을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절단된 생존기간을 가진 모든 기업이 구간

내에서 임의적으로 절단되었다고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 구간의 절반만큼 관측되며, 이 기업들도 구간의

나머지 기업들과 동일한 확률로서 부도를 경험한다고 가정하고 생존율을 계산한다. 조정된 위험에 노출

된대상기업수 (n′
i; adjusted ni)로할때부도위험률은다음식 (3.6)과같이계산된다.

qi =
di +

1
2
× wi × qi

ni
=

di

ni − wi
2

= di
n′
i

(3.6)

3.9. 지역모델생명표

지역모델생명표는 Coale과 Demeny (1983)가제시하였고, 그들은전세계의인구자료를수집하여이

를 4개의지역 (West, East, South, North regions)으로나누어각각의레벨에따라생명표를만들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인구학적 현상을 서로 비교하고, 자료의 결핍에서 오는 인구학적 현상의 문제점들을

일정정도 보완할 수 있다. Lee (2009)는 고려시대의 묘지명에 기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인물의 출생

과사망, 결혼관계, 출산관계등을분석한후고려시대가 Coale과 Demeny (1983)가제시한지역모델생

명표 중에서 동부지역 (East region)레벨 8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고려시대 귀족층의 사망률과 기대여

명을추정하였고, Cha (2004)는양반들의족보를분석한후조선시대가동부지역레벨 2와서부지역레

벨 8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양반들의사망률과기대여명을추정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현재 이전에 발표된 국내외 학술지에서 사용된 생명표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

표의 활용방안을 정리하였고 여러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간단하게 각 분류별 대표적인 생명표의

작성방법을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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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표란 특정 집단의 사망경험을 반영하여 각 연령에서의 기대여명을 추정하는 통계적 모형을 말

한다. 생명표를 네가지 기준에 의해 나누고자 하였다. 첫째, 생명표를 응용여부에 따라 일반 생명표와

응용생명표로 나누었다. 일반생명표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어지는 반면, 응용생명표는 집

단을 다양화하거나, 집단의 다양한 상태들을 고려하거나, 인간의 활동을 해석하는 생명표 등으로 나누

었다. 둘째, 생명표를 기준기간에 따라 간이생명표와 완전생명표로 나누었다. 생명표 작성 기준기간을

5년으로하는간이생명표와기준기간을 1년으로하여각세별로생명표를작성하는완전생명표로나누었

다. 셋째, 생명표를 성별에 따라 나누었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생명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

는 여성생명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작성하는 남녀혼합생명표 등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생명표를

관찰시기에 따라 나누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기간생명표와 한 출생코호트가 전부

사망할 때까지 경험한 사망률을 토대로 작성하는 코호트생명표로 나누었다. 또한 대부분의 생명표는 작

성방법상의어려움이있으므로일반적으로생명표라하면기간생명표를의미한다.

본연구의결과인분류된응용생명표의작성방법을비교하여보면생명표의종류에따라여러가지방

법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경험생명표, 국민연금생명표 등과 같이 일반생명표에서 사망확률

만을보정하여생명표를작성하는방법이있다. 둘째, 노동생명표와결혼생명표는 Wolfbein-Wool이제

안한 방식으로 생명표를 작성은 방법, 셋째, 환자생명표, 빈곤탈출생명표, 산업분야별 생명표, 아동학대

재발생생명표, 범죄 재범기간 생명표 등과 같이 생명표 작성에 앞서 Allison (1995)이 제안한 사건사분

석, 즉 생존분석을 하기위한 기초단계로서 생명표를 작성하는 방법, 다섯째, 동·식물생명표의 경우에는

Birch (1948)가제안한방법을따라생명표를작성하는방법등이있다.

본연구의결과를보면생명표는비모수적누적생존율 (cumulative survival rate)뿐아니라기대여명

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존분석에서 생명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생존기간이 비교적 짧고 연구기간의 설정이 명확하고 관측 대상의 수가 비교적 많을 때 사용할 수 있

음도 알게 되었다. 기대여명이 계산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생명표의 응용분

야가비교적제한된분야에서만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본연구를통하여앞으로개체군의사망확

률, 기대여명을계산하는다양한분야에서생명표를작성할수있게될것을제안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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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ft table summarized and calculated the life expectancy at each ages according

to aging. In this study, we tried to re-classify and summarized the application of the

life table because the life table can be applied to several research and industry area.

We utilized the whole papers published in Korea and international until 2011 and we

considered several classification standards based on application, base period, gender,

and observation period. Each standard divides the life tables into two or three cate-

gories. The standard of application groups them into general and applied life tables.

The standard of base period is divided into two parts: abridge life table using the

unit of 5 years and complete life table of one year. According to gender, life tables

are classified in male, female, and unisex life tables. According to complete life table,

they are period life tables and cohort life tables. This study contributes to inform how

life tables can be employed in many other areas by analyzing how the life tables ar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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