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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는 교육 행정 정책에 있어서 매우 많은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32년까지 정확한 학생 (인구)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연령 진급률 혹은 학년 진급률을 이

용한 학생 (인구) 수를 추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례법을 이용한 이동평균비례법과

가중비례이동평균법이 인구추계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방법들의 측정오차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들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중비례이동평균법과 이동평균비례

법의 예측결과들은 낮게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학생수를추계하였다.

주요용어: 교육통계서비스, 이동평균비례법, 가중비례이동평균법, 학생 (인구)수추정.

1. 서론

학생 (인구) 수에 대한 추계 혹은 예측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져왔다. Moore

(1983)의 고등교육 학생수 추계 연구에 대하여 Preece, Bunhill, Vetta, Bassett, Holt 등 여러 학자

들의 토론들을 개제했다 (The Royal Society, 1985). Meade (1988)은 인구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

로 수정된 로지스틱모형을 제시했고, Raeside (1988) 인구수의 경향을 찾기 위한 모형으로 로지스틱 모

형을이용하여하였다.

Yoon과 Kim (2013)은 m−이동평균들을이용한비례에의한초기추정치를구하고, m−이동평균추
정치와 초기 추정값들을 사용한 m × n 비례이동평균법 (proportional moving average)을 이용하는 학

생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 등 (2009)은 학년진급률에 따른 학생수 예측 방법

에서제시한 m×n 이동평균법에의한고3학생수추정방법을소개하고, m×n 이동평균법과제시된비

례이동평균의 예측결과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로지스틱함수를 이용하여 예측한 2005년, 2006년, 2007년

의고3학생수예측결과와비교분석하였다 (Song과 Kim, 2010).

그러나 로지스틱 모형은 인구성장곡선에 기초한 모형으로 긴 시간 동안의 전체의 인구수를 추정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전입/전출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동안 어떤 한해의 태

어난출생아수가나이가듦에따라고등학교졸업까지의인구수를분석하는데에있어서로지스틱함수

를적용할경우에초기값에큰영향을받는다 (Kim, 1994).

Kim (2005a, 2005b)는 평균이동을 이용한 예측방법으로 2005년에서 2022년까지 대구·경북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에 대한 예측과 고3학생수 대비 대학 입학정원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이 방

법은 교육부가 사용한 로지스틱 함수의 기법 보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예측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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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Kim 등 (2009)에서는 2009년에서 2026년까지 대구·경북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에 대한
예측과고3학생수대비대학입학정원과의관계를분석하여왔다.

인구 (학생) 수 추정 및 예측을 위해서는 학생수에 대한 기존의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교육부가 발행하는 한국교육통계연보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연도별 학년별 학생수를 전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982년부터지금까지의학생수에대한데이터를얻을수있다.

그리고 0세부터 6세까지의 인구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까지의 인구수에 대한 추계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0세에서 6세까지의 연도별, 각 연령별 및 전국 그

리고각지방자치단체별인구수에대한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확보하는것은쉽지가않다.

목적에 부합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데이터는 세 종류가 있다. 주민등록인구 데이터와 장래추계인구데

이터, 그리고 5년마다열리는전국인구조사데이터이다.

장래추계인구데이터는 5년마다 열리는 인구센스서 조사가 끝나는 그 다음 해에 만들어진다. 이 데이

터는 주민등록데이터와 인구센스서 데이터 등을 가지고 한번 정제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진 데이터이다.

그러나 연도별, 각 연령별 및 전국 인구수에 대한 장래인구추계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었다.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데이터인데 분명히 통계청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니장래인구추계데이터는전국외에는사용할수가없다.

인구센스서 데이터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이지만 5년마다 생겨나는 데이터이므로 연도별 데

이터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주

민등록인구 데이터는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연도별, 각 연령별 및 전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

구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는 신고자의 오류 및 수집과정의 오류가 많이 발견

되는 이유로 신뢰성에 다소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이것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없다. 그

나마 연도별, 각 연령별 및 전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를 다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데이터도

1998년이후의데이터가전부이다. 그전의데이터는다어디로갔을까? 이데이터를찾기위해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 도청의 통계연보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옛날 데이터를 구

하는것은쉽지가않았다.

2절에서는 학생 (인구) 수에 대한 진급률에 따른 인구 추계모형을 설명하고, 3절에서는 가중비례이동

평균법과 이동평균비례법을 이용한 학생수를 예측 방법과 통계적 추론 결과들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결론을도출한다.

2. 학생 (인구) 수 진급률에 따른 추계 모형

본 연구에서 학생수 추계를 위하여 1998년 이후의 주민등록데이터 중에서 0세에서 6세까지의 연도

별, 각 연령별 및 전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를 사용하고,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초 중

고등학교연도별, 학년별및전국그리고각지방자치단체별학생수데이터를사용한다.

N(y, k)를 y년 k학년의인구수 (학생수)라고가정하자. 여기서 y는연도를나타내고 y = −2, · · · , 14
로 y = −2는 1998년, y = −1은 1999년, y = 0은 2000년, · · · , y = 14는 2014년을 나타낸다. k =

0, 1, · · · , 18로 k = 0은 주민등록 0세 인구, k = 1은 주민등록 1세 인구, · · · , k = 18은 고등학교 3학

년 학생을 나타낸다. y = −2(1998), − 1(1999), 0(2000), · · · , 17(2014)에 대하여 k를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k =



0, 1, · · · , 6 각각 0세, 1세, · · · ,6세 인구수,

7, 8, · · · , 12 각각 초등 1, 2, · · · , 6학년학생수,

13, 14, 15 각각 중학 1, 2, 3학년학생수,

16, 17, 18 각각 고등 1, 2, 3학년학생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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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터들을정리하여데이터셋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이정리되어진다.

X1 =


N(−2, 0) N(−1, 0) · · · N(14, 0)

N(−2, 1) N(−1, 1) · · · N(14, 1)

· · · · · · · · · · · ·
N(−2, 18) N(−1, 18) · · · N(14, 18)

 (2.2)

인구 (학생) 수의 흐름을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위의 데이터 셋 X1의 데이터들을 다음의

X2와같이데이터셋안의데이터들을이동시킨다.

X2 =



· · · N(12, 0) N(13, 0) N(14, 0)

· · · N(13, 1) N(14, 1)

N(−2, 0) · · · N(14, 2)

· · · · · · · · ·
· · · N(12, 15) · · ·
· · · N(13, 16) · · ·

N(−2, 17) · · · N(14, 17)

N(−2, 18) N(−1, 18) · · ·


(2.3)

위의 데이터 셋 X2에서 예를 들어 2012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N(12, 16)으로서 2013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수 N(13, 17)로 이동하고, 2014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 N(14, 18)로 이동함

을보인다. 여기서본연구에서추정하여야하는학생 (인구)수는식 (2.3)에서 2015년도고3 학생수에

서 2032년도 1세 인구수에서 고등학교 3학년 N(15, 18)에서부터 N(32, 18) 추정하고 예측하는데 목적

이있다. 초·중·고등학교인구수 (학생수)예측을위한일반적인모형을다음과같이설정된다.

N(y, k) = βN(y − 1, k − 1) + φØ(y , k) + θI (y , k) + ϵ(y , k). (2.4)

N(y− 1, k− 1)은 N(y, k)의시차변수로 y년 k학년의인구수 (학생수)이다. 이때 N(y− 1, k− 1)은

이미 주어지거나 예측된 값이 된다. O(y, k)는 (y − 1)년도에서 y년도 사이에 사망, 질병, 품행, 유

학/이민, 타시도의 전출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k학년의 인구수 (학생수)이다. I(y, k)는 (y − 1)년

도에서 y년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 전입과 복학 및 재입학 등으로 유입된 k학년의 인구수 (학생수)이다.

O(y, k)와 I(y, k)는 (y− 1)년도에서 y년사이 1년동안의 k학년의인구수 (학생수)변동을나타내는확

률변수이다. ϵ(y, k)는확률오차이다.

N(y + m, k), (m ≥ 0)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O(y + m, k)와 I(y + m, k)의 추정값이 필요하게 된

다. 그러나실제로 O(y+m, k)와 I(y+m, k)의신뢰할만한추정값을구하기란현실적으로어렵다. 식

(2.4)에서 O(y, k)와 I(y, k)는 개별적으로 추정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다음 식이 사용

되었다.

β(y+m,k−1) =
N(y +m, k)

N(y +m− 1, k − 1)
(2.5)

= β +
1

N(y +m− 1, k − 1)
(φO(y +m, k) + θI(y +m, k)). (2.6)

이때 식 (2.6)의 β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가지는 모수를 나타내고, 식 (2.5)를 식 (2.4)에 이용하

면, 다음과같이모형이단순해진다.

N(y +m, k) = β(y+m,k−1)N(y +m− 1, k − 1) + ϵ(y +m, k), m = 0, 1, 2, 3, · ·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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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y+m,k−1)는 시간 y에서 m (≥ 0)에 따라 변화하는 진급률로서 확률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학생수 혹은 인구수의 예측은 시간 y에서 m (≥ 0)에 따른 진급률, β(y+m,k−1)를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달려있다.

3. 이동평균비례법과 가중비례이동평균 추정 방법

인구 (학생) 수 추정에 있어서, 교육개발원 (2005년, 2006년, 2007년) 교육통계시스템은 β(y+m,k)를

추정하기 위하여 β(y+m,k)가 경험적인 근거로 인하여 S형 성장곡선모형이라는 가정 하에서, 로지스틱

성장곡선 모형, 혹은 로지스틱 지수평활모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

하지 않았고, 오류가 있는 추정의 결과를 제시하였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인구추정법의 코

호트방법과유사한진급률대비에의한이동평균비례법과가중비례이동평균법의추정방법을제시한다.

(1) 진급률 (promotion rate): β(y−m−1,k−1)에 추정방법으로 비례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추

정식, N̂m(y, 18− k)들을 y = 15, 16, · · · , 32, m = −2, · · · , y, k = 0, · · · , 17에대하여유도할수있다.

N̂m(y, 18− k) =


N(y−m−1,k+1)
N(y−m−2,k)

×N(y − 1, 18− k − 1),

β(y−m−1,k) ×N(y − 1, 18− k − 1).
(3.1)

식 (3.1)에서추정된진급률 (promotion rate), N̂m(y, 18− k)는 β(y−m−1,k−1)대비에대한비례추정

값법이다. 식 (3.1)의 N̂m(y, 18− k), y = 15, 16, · · · , 32, m = −2, · · · , y, k = 0, · · · , 17을 구하는 방
법을다음과같이 y = 15, 16, · · · , 32, m = −2, · · · , y, k = 1, · · · , 17에대해서도구할수있다.

N̂ inv
m (y, 18− k) =


N(y−m−2,k)

N(y−m−1,k+1)
×N(y + 1, 18− k + 1),

β(y−m,k+1) ×N(y + 1, 18− k + 1),
(3.2)

여기서식 (3.2)에서진급률 N̂m(y, 18−k)의역수, N̂ inv
m 를추정하는방법을역진급률 (inv-promotion)이

라고하자.

(2) 기댓값 추정법: 식 (3.1)에서 추정된 N̂m(y, 18 − k), y = 15, 16, · · · , 32, m = −2, · · · , y, k =

0, · · · , 17에 대하여 기댓값들을 이용하여 1차-이동평균비례법 추정값 ˆ̄N(y, k)을 y=15,16, · · · ,32,
k = y − 14, · · · ,18에 대하여 제시한다. 진급률 (promotion)과 역진급률 (inv-promotion)을 이용한

식 (3.2)의 추정값들에 대하여 실제값과의 편차들을 구하였다. 진급률과 역진급률에 대한 편차와 이들

평균 (mean)에 대한 평균편차 (mean deviation)와 표준편차 (sd)의 결과는 Table 3.1의 1차 이동평균

(1th MA)에나타나있다.

ˆ̄N(y, k) =


(

1
y+1

∑y−1
m=−2

N(y−m,k)
N(y−m−1,k−1)

)
×N(y − 1, k − 1),(

1
y+1

∑y−1
m=−2 β(y−m,k−1)

)
×N(y − 1, k − 1).

(3.3)

(3) 가중진급률 추정법: 식 (3.1)에서 추정된 N̂m(y, 18 − k), y = 15, 16, · · · , 32, m = −2, · · · , y.
k = 0, · · · , 17에대하여최근 2014년보다먼연도의 1998년까지거리에따른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하

는 가중진급률 추정값, Ñw(y, k)을 y = 15, 16, · · · , 32, k = y − 14, · · · , 18에 대하여 제시한다. 진급

률 (promotion)과 역진급률 (inv-promotion)을 이용한 식 (3.3)의 추정값들과 실제값과의 편차들을 구

하였다. 진급률과 역진급률 그리고 이들 평균 (mean)에 대한 추정값 (estimate)와 편차 (deviation)의

결과는 Table 3.2의 1차가중이동평균 (1th weighted MA)에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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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y, k) =


(∑y−1

m=−2 wm
N(y−m,k)

N(y−m−1,k−1)
/
∑y−1

m=−2 wm

)
×N(y − 1, k − 1),(∑y−1

m=−2 wmβ(y−m,k−1)∑y−1
m=−2 wm

)
×N(y − 1, k − 1).

(3.4)

(4) n차 이동평균 추정법: 식 (3.1)에서추정된 N̂m(y, 18− k), y = 15, 16, · · · , 32, m = −2, · · · , y,
k = 0, · · · , 17에 대하여 n차 이동평균에 의한 15 − n개의 새로운 추정값들을 구한 후에 기댓값들을 이

용하여 추정값, ¯̄N(y, k)을 y = 15, 16, · · · , 32, k = y − 14, · · · , 18, n = 1, · · · , 8에 대하여 제시한
다. 진급률 (promotion)과 역진급률 (inv-promotion)을 이용한 식 (3.4)의 추정값들에 대하여 실제값

과의 편차들을 구하였다. 진급률과 역진급률에 대한 편차와 이들 평균 (mean)에 대한 평균편차 (mean

deviation)와표준편차 (sd)의결과는 Table 3.1의 n차이동평균에의한 15− n개의새로운추정값들을

구한후에다시기댓값을이용한 n차가중이동평균 (nth weighted MA) 추정방법을사용한다.

¯̄N(y, k) =


1

y−2n+3

∑y−n
j=n−2

(
1

n+1

∑m=j+n
m=j

N(y−m,k)
N(y−m−1,k−1)

)
×N(y − 1, k − 1),

1
y−2n+3

∑y−n
j=n−2

(
1

n+1

∑m=j+n
m=j β(y−m,k−1)

)
×N(y − 1, k − 1).

(3.5)

Table 3.1은 식 (3.1)의 진급률 (promotion rate)과 역진급률 (inv-promotion rate), 평균 (mean)들

에 대하여 식 (3.2)와 식 (3.4)의 추정치에 대한 평균편차와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Table 3.1의 모의

실험결과에따르면 4차-이동평균비례법의표준편차가 67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난다.

Table 3.1 The mean of deviation and standard deviations for the nth moving average proportional (MAP) method

promotion deviation mean inv-promotion deviation mean mean

1th MAP
mean deviation 85 −95 −5

sd 285 481 110

2th MAP
mean deviation 75 −35 20

sd 259 265 84

3th MAP
mean deviation 49 −10 19

sd 209 190 84

4th MAP
mean deviation 32 5 19

sd 167 146 67

5th MAP
mean deviation 22 −275 −126

sd 134 587 245

(5) n차-가중비례이동평균법: n차 이동평균에 의한 15 − n개의 새로운 추정값들을 구한 후에 다시

기댓값을 이용한 가중추정방법을 사용한다. y = 15, 16, · · · , 32, k = y − 14, · · · , 18, n = 1, · · · , 8에
대한식은다음과같다.

N̂nw(y, k) =


∑y−n

j=n−2 wj

(
1

n+1

∑m=j+n
m=j

N(y−m,k)
N(y−m−1,k−1)

)
×N(y − 1, k − 1),∑y−n

j=n−2 wj

(
1

n+1

∑m=j+n
m=j β(y−m,k−1)

)
/
∑y−n

m=−1 wm ×N(y − 1, k − 1).

Table 3.2는 식 (3.1)에서 추정된 N̂m(y, 18 − k), y = 15, 16, · · · , 32, m = −2, · · · , y, k =

0, · · · , 17에 대하여 n차 이동평균에 의한 15 − n개의 새로운 추정값들을 구한 후에 기댓값들을 이용

한 추정값들에 대한 최근 2014년보다 먼 연도의 1998년까지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하

는 n차 가중 진급률 추정값을 제시한다. 진급률 (promotion)과 역진급률 (inv-promotion) 이들 평균

(mean)에대한추정값 (estimate)와편차 (deviation)에대한모의실험결과는 Table 3.2의 n차-가중비

례이동평균법 (the nth-weighted proportional moving average, (PMA))에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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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estimates and deviation for the nth-weighted proportional moving average method

promotion error inv-promotion error mean

1th weighted PMA
estimate 45,389 45,381 45,385

deviation −0.2 −8.2 −4.2

2th weighted PMA
estimate 45,381 45,388 45,385

deviation −8.4 −41.4 −4.9

3th weighted PMA
estimate 45,369 45,394 45,382

deviation −20.4 4.8 −7.8

4th weighted PMA
estimate 45,366 45,403 45,384

deviation −23.9 13.4 −5.3

4. 결론

3절에서 제시한 이동평균비례법과 가중비례이동평균법의 추정방법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추정은 Table 4.1과 Table 4.2에 나타냈다. 이동평균비례법에서 제시한 결과인 Table 4.1에 따르

면, 2015년을 기준으로 내년인 2016년에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의 6%가 줄고, 2017년에 9%,

2018년에 10%, 2019년에 22%, 2020년에 33%, 2021년에 32%, 2022년에 36%, 2023년에 41%, 2024년

에 41%, 2025년에 35%, 2026년에 38%, 2027년에 41%, 2028년에 41%, 2029년에 39%, 2030년에

38%, 2031년에 40%, 3032년에 43% 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줄어든다. 특히 2019년도 2020년

에 고3학생수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2%와 11%씩 감소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18년후인 2031년과 2032년은 2015년기점으로 40%와 43%까지줄어듦을나타낸다.

Table 4.1 The third-grade student numbers in high school estimated by using the mth moving average

proportional method (PMA)

year propotion 2th MA 3th MA 4th MA 5th MA 6th MA

2015 63,433 63,431 63,433 63,437 63,445 63,452

2016 59,512 59,511 59,511 59,521 59,542 59,561

2017 57,738 57,706 57,688 57,682 57,693 57,700

2018 56,979 56,974 56,950 56,945 56,949 56,953

2019 49,740 49,734 49,730 49,724 49,731 49,731

2020 42,636 42,618 42,607 42,608 42,610 42,609

2021 43,223 43,199 43,182 43,178 43,190 43,185

2022 40,374 40,343 40,320 40,312 40,320 40,319

2023 37,599 37,560 37,533 37,522 37,528 37,523

2024 37,681 37,632 37,598 37,584 37,588 37,579

2025 41,454 41,397 41,353 41,334 41,337 41,323

2026 39,553 39,380 39,242 39,168 39,124 39,059

2027 37,290 37,200 37,065 36,969 36,914 36,862

2028 37,304 37,205 37,119 37,027 36,955 36,894

2029 38,561 38,455 38,346 38,283 38,213 38,140

2030 39,511 39,397 39,274 39,203 39,163 39,094

2031 38,328 38,219 38,069 37,982 37,933 37,890

2032 36,452 36,339 36,182 36,089 36,035 35,989

Table 4.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rrors for the mth moving average proportional method

propotion 2th MA 3th MA 4th MA 5th MA 6th MA

mean of errors −244 −256 −270 −280 −287 −291

sd of errors 703 718 728 735 748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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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비례이동평균법에서 제시한 결과인 Table 4.3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내년인 2016년에 현

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의 6%가 줄고, 2017년에 9%, 2018년에 10%, 2019년에 21%, 2020년에

33%, 2021년에 32%, 2022년에 36%, 2023년에 41%, 2024년에 40%, 2025년에 35%, 2026년에 38%,

2027년에 41%, 2028년에 41%, 2029년에 39%, 2030년에 38%, 2031년에 40%, 3032년에 43% 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줄어든다. 특히 2019년도 2020년에 고3학생수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11%와

12%씩 감소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18년 후인 2031년과 2032년은 2015년

기점으로 40%와 43%까지줄어듦을나타낸다.

Table 4.3 The third-grade student numbers in high school estimated by using the mth moving average

proportional method (PMA)

year propotion 2th MA 3th MA 4th MA 5th MA 6th MA

2015 63,480 63,477 63,479 63,480 63,480 63,480

2016 59,531 59,533 59,537 59,546 59,556 59,565

2017 57,913 57,861 57,835 57,809 57,794 57,780

2018 57,163 57,166 57,135 57,111 57,084 57,065

2019 49,910 49,913 49,920 49,899 49,880 49,855

2020 42,763 42,758 42,758 42,759 42,741 42,724

2021 43,355 43,355 43,353 43,351 43,350 43,330

2022 40,495 40,493 40,490 40,484 40,480 40,474

2023 37,706 37,703 37,702 37,697 37,689 37,680

2024 37,789 37,780 37,775 37,768 37,760 37,749

2025 41,553 41,551 41,548 41,543 41,531 41,516

2026 39,535 39,347 39,217 39,144 39,089 39,004

2027 37,287 37,269 37,149 37,041 36,969 36,911

2028 37,311 37,283 37,270 37,178 37,083 37,011

2029 38,551 38,521 38,492 38,480 38,401 38,312

2030 39,500 39,469 39,438 39,414 39,402 39,327

2031 38,249 38,217 38,184 38,155 38,133 38,117

2032 36,314 36,282 36,249 36,221 36,194 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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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the low birth rate has notice very many

changes in the national education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for estima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the population) by age or grade

promotion rate of progression rate to estimate the exact number of students (the pop-

ulation) by 2032. It was suggested the nth moving average proportional method and

the weighted proportional moving average method as the method of population projec-

tions. It 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surement errors of the

suggested methods by Monte Carlo simulation. Measured in this study are predicted

result was a phenomenon is estimated lower than the actual value.

Keywords: Educational statistical services, nth moving average proportional method,

population projections, the weighted proportional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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