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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고령화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
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여 남북한 인구를 추계함으로써 시나리오별 인구고령
화의 전개양상을 비교하였다.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시나리
오는 독일 통일 이후 나타났던 인구변동 사례를 토대로 하였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기대여명
이 서독수준으로 수렴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
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 남북한 통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의 보육환경, 보건의료 여건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출산율이 상승하는 경우
도 시나리오로 도입하였다.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일로 인한 남북한 인구통합은 남한의 고령화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
으나,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상승하
는 경우 고령화 경감 효과는 부분적으로 축소되어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고령화 수준으로 수렴한다. 다만, 북한의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상승
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경우 고령화 경감 효과가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남북한 통일, 독일 통일, 인구고령화, 출산율 충격, 코호트요인법
JEL classification: J1, O53, P41,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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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분단 이후 남북한의 인구구조는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변해왔다. 한국전쟁 이후에
는 베이비붐이 발생했으며, 1970년대에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출산율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그 과정에서 인구보너스
를 향유한 바 있다.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90년 이후 7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0년을 전후로 정점에 이른 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남한의 하락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남한에 비해 높다는 사실에 비
추어, 통일로 인한 남북한 인구통합이 남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
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북한도 이미 200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출산율 또한 인구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1) 이하로
하락한 상태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젊
기 때문에, 남북한의 인구를 단순 통합하는 경우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고
령화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통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는 출
산과 사망, 국제이동 등의 변화를 통해 인구 구성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
수에 충격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출산율 충격(fertility shock)이 발생했으며, 통일 이후 25년이
경과하면서 동서독간 기대여명 격차도 해소되었다. 남북한의 경우 출산율과 기대여
명의 격차가 통일 당시 동서독에 비해 매우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과 기대여
명이 변할 경우 독일에 비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보다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독일에서 나타났던 출산율과 기대여명의 변화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 이후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남북한의 통합 인구를 추계하는 한편, 고령화의 전개양상을 비교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인구와 관련된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유엔인구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남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국내 인구이동, 출산율 변동, 기대여명 상승에
따른 고령화 전개양상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독일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
일 이후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코호트 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남북한 통합 인구를 추계하여 각 시나리오별 결
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6장은 요약 및 시사점이다.

1) 인구이동과 사망률의 변동이 없을 경우 현 수준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2.1명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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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 현황
인구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국가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생산하는 등록자료와 인구총조사(센서스) 자료이다. 등록자료에 속하는 인구통계
는 대부분 국가의 신분등록체계로부터 도출되는데, 주로 국적과 거주권을 규정하
는 자료와 주민의 출생, 혼인, 사망, 이동 사건을 등록하는 자료들을 의미한다. 한
편, 센서스는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특정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집계, 평가, 공표, 분석하는 전체 과정을 가리킨다. 통상 법령
에 의해 주기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박경숙, 2017).
북한에 대한 인구자료도 등록자료인 공민등록통계와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
실시된 센서스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공민등록제도는 1946년에 도입되었
으며, 공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출생, 혼인 및 이혼, 사망, 전입과 전출 등의 사
실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북한의 공민등록통계는 1989년 말 북한이 유엔인구기금
과 북한에 대한 인구센서스 실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
했다. 당시 북한은 1946~1987년 기간중 공민등록통계를 유엔인구기금에 제출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인구센서스는 조선중앙통계국과 유엔인구기금이 두 차례
(1993년, 2008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유엔인구국은 북한에 대한 인구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추정인
구와 추계인구를 발표하고 있다.2) 두 기관의 발표치는 이용자료의 범위, 출생, 사
망, 이동과 관련된 가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 공민등록
통계는 이용하지 않고, 1993년과 2008년 인구센서스만을 이용하여 1993~2008년
기간중의 인구를 추정하고, 2008~2050년까지의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유엔의
북한 인구추계는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민등록통계와 두 차례 인구센서스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1950~2015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구변동을 추정하는 한편, 2015~2100년 인구변동을 추계하여 발표하
고 있다.

2) 인구통계는 과거인구를 소급한 추정인구(estimated population)와 인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별 가
정에 따라 추계한 장래 인구규모인 추계인구(projected population)로 구분된다. 2015년 개정판의 경우
1950∼2015년 기간의 인구를 추정, 2016∼2100년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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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계청과 유엔의 북한인구1)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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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통계청와 유엔 추정치 모두 중위출산율 기준임
출처: 유엔인구전망(2015), 통계청(북한통계)

<그림 1>과 같이 통계청과 유엔의 북한인구 통계를 총인구 규모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총인구 규모의 경우 통계청이 추정하는 북한인구의
규모가 유엔추정치에 비해 작고, 총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도 4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3)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경우에도 통계청 추정치가 유엔추정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통계청은 2019년에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0.3%에 이를 것으로, 유엔은 2020년 70.7%로 정점에 이른 뒤 하락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년 수정판에 포함된 북한인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유엔이 발
표하는 인구추계는 통계청 인구추계에 비해 출산율 시나리오가 다양하고,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사망률(기대여명)에 대한 통계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
엔 세계인구전망에 포함된 남북한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사망률, 출생성비 등
을 이용하여 북한인구추계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3) 유엔은 2041년 27백만명으로, 통계청은 2037년 26.5백만명으로 총인구가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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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추이
이 절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추이를 비교하는 한편, 현재 유엔의 중
위출산율 기준 인구추계를 이용하여 남한과 북한 인구를 단순 통합하였을 경우 고령
화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4)
1950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는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한
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발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 출산율 억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총인구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북한의 합계출산율
은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총인구
증가율이 남한에 비해 높았으나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총인구 증가율도 1%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 기준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 증가
율은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의 측면에서는 북한은 남한에 비해 유소년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고, 고령화 수준도 남한에 비해서는 낮다. 북한도 200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으나, 2015년 기준 고령인구의 비중은 9.5%로 고령사회에 근접한 남한(13.1%)
에 비해서는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 2> 남북한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성
총인구 변화추이(1950~2015년)

연령별 인구구성(2015년 기준)
(세)

(백만명)

총인구(북한,좌축)

(%)

100.0

총인구(남한,좌축)

4.0

100+

90.0

증가율(북한,우축)

3.5

90-94

80.0

증가율(남한,우축)

3.0

80-84

2.5

70-74

2.0

60-64

1.5

50-54

1.0

40-44

0.5

30-34

0.0

20-24

20.0

-0.5

10-14

10.0

-1.0

0-4

70.0
60.0
50.0
40.0
30.0

0.0

-1.5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남한

북한

고령인구: 13.1%

고령인구: 9.5%

생산가능인구:72.9%

생산가능인구:69.3%

유소년인구:14.0%

유소년인구:21.2%

-6000

-4000

-2000

0

2000

4000

6000

(천 명)

주: 1) 통계청와 유엔 추정치 모두 중위충산율 기준임
출처: 유엔인구전망(2015), 통계청(북한통계)

4) 이 장은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추이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연구(최지영, 2015)의 일부를
요약하였다. 인용 자료 가운데 유엔의 세계인구전망 자료의 경우 기존연구는 ‘2010년 수정판’을 이용했
으나, 이 장에서는 ‘2015년 수정판’에 포함된 자료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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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북한의 인구구조 변화추이1)
생산가능인구 비중

합계출산율
(명)

(%)

7

75
70

1990

2020

6
5

65

4
60

3
55

1985(2.36명)
1990(2.25명)
2015(1.94명)

2

50

1

45

0
세계평균

선진국

북한

남한

1.60명

1.39명

저개발국

주: 1) 선진국은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저개발국은 아프리카, 아시아(일본 제외), 남미 등
출처: 유엔인구전망(2015)

북한인구가 남한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이유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남한
에 비해 높고, 기대여명은 훨씬 낮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남한의 출산율이 북한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하여 1985년 이후에는 인
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남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2015년 기준 1.94명으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하락하
였으며 세계평균, 저개발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남한과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던 1970~1990년 기간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이 급증하였으며, 지난 30년 동안 70% 안팎을 유지함으로써 인구보너스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2020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남
한의 하락세는 매우 가파르다.
북한의 고령화 수준이 남한에 비해 낮은 이유는 남북한의 기대여명 격차가 확대되
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기대여명은 1990년까지는 유사한 속도로 상승
하였으나 1995~1998년 기간중에는 식량난으로 북한의 기대여명이 하락하면서 기대
여명 격차가 확대되었다. 2015년 기준 북한이 기대여명은 70.5세로 1990년의 69.9
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남한과의 기대여명 격차는 11.6세에 이른
다.5) 북한의 기대여명은 중국에 비해서도 5세 정도 낮으며, 이러한 격차를 유지하면
5)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의 북한인구 추계는 북한의 공민등록통계와 두 차례 이루어진 센서스(1993년,
2008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센서스는 2018년에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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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남북한의 고령인구 비중 및 기대여명 변화추이1)
고령인구 비중

기대여명
(2065년)

(%)
40

남한(37.9%)
일본(36.5%)

(세)

30

중국(32.9%)

85

25

북한(21.2%)

80

15
10

일본(83.8세)
남한(82.4세)

90

35

20

(2015년)

95

초고령사회

중국(76.2세)

75

고령사회

70

5

60

0

55

북한

북한(70.5세)

65

고령화사회

남한

중국

일본

북한

남한

중국

일본

주: 1) 선진국은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저개발국은 아프리카, 아시아(일본 제외), 남미 등
출처: 유엔인구전망(2015)

서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비중 또한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한의 경우 기대여명이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2060년
을 전후하여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에 비해 합계출산율과 유소년인구 비중이 높고, 기대여명이
낮기 때문에, 남북한의 인구가 통합될 경우 고령화 수준은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
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와 같이 2020년 기준으로 남북한 인구가
통합될 경우 현재 북한의 유소년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상승하여, 2065년 기준 최대 4.5%p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시점은
각각 2017년과 2026년이지만, 북한인구가 남한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각각 2021년
과 2031년으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4~5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남한의 고
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더라도 2040년 이후 고
령화 수준은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과정에서 2014년 북한에 대한 인구 표본조사(2014년 북한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가 실시되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여명은 남성이 68.2세, 여성이 75.6세로, 평균 기대여명이 72.1세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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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남북한 통합시 인구구조 변화추이1)
생산가능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

(%)

(2065년)

75.0

(2065년)

(2040년)

45.0

남한(37.9%)

40.0

70.0

35.0

65.0

남북한 통합(31.9%)

30.0

선진국(57.1%)

60.0

남북한 통합(54.1%)

55.0

26.3%

25.0
초고령사회

20.0

고령사회

15.0

50.0

10.0

남한(49.6%)
45.0
2020

30.8%

2030

2040

2050

2060

2070

세계평균

선진국

남한

남북한통합

2080

2090

2100

5.0
2020

고령화사회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저개발국

주: 1) 선진국은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 저개발국은 아프리카, 아시아(일본 제외), 남미 등
출처: 유엔인구전망(2015)

다음으로 남북한 인구가 통합될 경우, 연령별 인구구성과 고령화 추이를 독일 사
례와 비교해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현재 남북한의 인구를 통합한 경우 총인
구 규모 및 연령별 인구구성은 독일 통일 당시의 인구구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
고 있다. 1990년 통일당시 독일의 총인구는 약 7천 9백만명이었으며, 고령인구 비
중은 14.9%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였다. 남북한의 경우 2020년 인
구가 통합된다고 가정했을 때, 총인구의 규모는 7천 7백만명, 고령인구 비중은
1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총인구 규모와
연령별 인구구성이 통일 당시 독일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통일 이후 고령화 진행 속
도는 남북한이 독일에 비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이후 20년 동안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추이를 보면, 독일의 경우 1990~2010년 기간중 고령인구 비중이
14.9%에서 20.6%로, 5.8%p 증가했지만, 남북한의 경우 2020~2040년 기간중 고령
인구 비중이 12.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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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독일과 남북한의 인구구조 비교
고령인구 비중 변화추이1)

연령별 인구구성
(세)
100+

독일

남북한

(1990년)

(2020년)

90-94
80-84

고령인구: 14.9%

(%)

26.0

고령인구: 13.5%

24.0

70-74

22.0

60-64

20.0

50-54

생산가능인구:62.9%

생산가능인구: 70.8%

40-44

14.9%(독일, 1990년)

독일(1990~2010년)

14.0

20-24

0-4

18.0

20.6%(2010년)

16.0

30-34

10-14

26.3%(2040년)

28.0

유소년인구:15.7%

유소년인구:15.9%

- 7 000

- 3 500

0
(천 명)

3 500

7 000

12.0

13.5%(남북한, 2020년)

남북한(2020~2040년)

1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32 2034 2036 2038 2040

주: 1) 독일의 경우 이민배경(migrant background)을 가진 인구를 제외할 경우, 2011년 약 21.5%로
증가(외국인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은 9.3%)
출처: 유엔인구전망(2015)

지금까지 살펴 본 남북한 통합 이후 인구구조 변화추이는 유엔의 남한과 북한 인
구추계를 단순 합산한 결과이다. 유엔의 중위출산율 가정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
산율이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6) 남북한의 기대여명 격차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남북한의 출생, 사망과 관련
된 인구변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인구변동 추이에
비추어 보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이 달라질 가능성
이 높은데, 이는 통일된 한반도의 고령화 진행 수준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출산율과 기대여명 등 인구변동의 주요 요인
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 이후 인구변동 시나리오를 설정하고자 한
다.

6) 유엔의 중위출산율 기준에 따르면, 남북한 합계출산율은 북한이 2015~2020년 기준 1.94명에서
2045~2050년 1.82로 하락, 남한이 1.33명에서 1.60명으로 상승하지만 북한의 합계출산율 수준이 남한
에 비해서는 높다.
유엔 중위출산율 기준 남북한 합계출산율
(명)
남한
북한

2015-2020
1.33
1.94

2020-2025 2025-2030 2030-2035 2035-2040 2040-2045 2045-2050
1.39
1.45
1.50
1.54
1.57
1.60
1.90
1.87
1.85
1.83
1.8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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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일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의 전개양상
2015년 기준 독일의 고령인구 비중은 21.1%로 독일은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며, 서유럽국가들 가운데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다.7) 통일 이후 지난 25년간
독일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하였는데, 통일로 인한 출생, 사망의 인구변
수 변화는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 동독지역8)
의 출산율이 하락하여 서독지역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18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손실은 고령화 수준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크게 국내 인구이
동, 출산율, 기대여명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 독일 통일 25년간 동독지역과 서독
지역의 인구고령화 전개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9)

1. 독일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의 주요 원인
1.1. 국내 인구이동
독일 통일 이후 두드러진 국내 인구이동(internal migration)은 주로 동독지역에
서 서독지역으로의 이동과 동독지역내에서의 도시화 진행에 따른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출생, 사망, 국제적 이동에 의해 좌우되며,
국내 인구이동 자체가 고령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동독지역의 출산율 급감을
초래하여 고령화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유엔의 세계인구전망(2015년) 추정에 따르면 서유럽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기준 19.8%으로 초고
령사회에 거의 다다른 상태이다. 서유럽 각국의 고령화 수준을 보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18.8%, 프랑스가 19.1%로 고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네델란드, 벨기에, 스위스의
고령인구 비중은 18.0~18.2% 정도이며, 룩셈부르크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1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다.
8) 이 장에서 동독지역은 구독일민주공화국 소속 4개 연방(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크)를 의미하며, 서독지역은 독일 통일 이전 11개연방(베를린은 제외)을 가리킨다. 동독지역
은 신연방(New Länder), 서독지역은 구연방(Old Länder) 혹은 이전 영토(Former Territory)로 불리기
도 한다.
9) 본 연구의 대상기간(1991~2015년)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독일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2015년을 전후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인 출생(합계출산율)과 사망지표(기대여명)간
의 동서독간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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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간 인구이동과 소득격차 변화1)
동서독 지역간 인구이동

동서독 지역간 소득격차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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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BSR and IWH, Matthias Wieschemeye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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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연방통계청

통일 이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지난 25년 동안 동독
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출(net flow)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난다. 1991~2015년 기간 중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누적 인구이동 규모는 약
470만명으로, 이는 1991년 기준 동독인구의 32.8%에 이른다. 순유출 규모로 보면
약 110만명으로, 1991년 기준 동독인구의 7.6%가 서독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서독지역으로의 인구이동 규모는 통일 직후 동서독 소득격차가 비교적 빠르게
축소되었던 1991~1995년 기간중 두드러지게 감소하여, 1996년에는 연간 순유출 규
모가 약 2만명까지 축소되었지만, 1997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이후 연간 순유출 규모가 3만명 이내로 축소되었다.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8~30
세의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동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서독지역에서의 동독지역으로의 전입을 차감한 동독인구의 순유출 통계
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8~30세 연령구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
히, 여성의 경우 18~25세 연령구간이 비중이 여성 전체 동독 순유출의 41.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독지역의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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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독 이주자 연령별·성별 구성: 1991~2015년 누계1)
동독순유출
(서독에서의 전입 차감)
남자
여자
(천명)
(%)
(천명)
(%)

동독→서독2) 이주자
남성
(천명)
18세 이하
18～25세
25～30세
30～50세
50～65세
65세 이상
전체
주:

1)

299
447
331
430
107
46
1,661

여성
(%)
(18.0)
(26.9)
(20.0)
(25.9)
(6.4)
(2.7)
(100.0)

1991~2007년 통계는
자료를 이용하였음

(천명)
298
562
273
403
109
80
1,725
김창권(2010,

(%)
(17.3)
(32.6)
(15.8)
(23.4)
(6.3)
(4.7)
(100.0)
p.

38)을,

120
184
113
107
5
△5
523

(22.9)
(35.1)
(21.7)
(20.5)
(1.0)
(△1.0)
(100.0)

2008~2015년

127
286
96
151
28
1
689
통계는

(18.5)
(41.5)
(14.0)
(21.9)
(4.1)
(0.1)
(100.0)

독일연방통계청

2) 동서독 모두 베를린은 제외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김창권(2010, p. 38)

1.2. 출산율
통일 직후 동독지역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합계
출산율이 급락하는 출산율 충격(fertility shock)을 경험했다.10) <그림 8>은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를 각각 나타낸다. 서독지역과 달리 동독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통일 직후 약 5년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러한 변화는 동독지역 각 연방의 출생아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독지역에 속한 연
방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작센주의 경우, 1990년 출생아수가 약 5만명 정도였으
나, 1994년에는 2만2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규모가 가
장 적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의 경우 출생아수 급감도 가장 두드러졌는데,
1990년 약 2만9천명에서 1994년 약 9천명으로,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경 서독지역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
나지만, 출생아수는 1990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 젊은 인
구의 순유출이 발생한 결과이다.

10) 공산주의 붕괴이후 출산율 급락은 20세기 마지막에 나타난 가장 놀랄만한 인구학적 현상 가운데 하나
로,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붕괴이후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는
Eberstadt (1994) 등 여러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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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출생/출산 변화
동서독 지역 합계출산율 변화
(명)

1.7

동독지역 출생아 수
(천명)

동독지역(2008년)

70

1.40명

1.52 명

50

1.3

40

서독지역(2008년)

1.1

1.37명

0.9
0.7

독일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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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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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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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연방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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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연방통계청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 변화 과정은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된다. 통일
직후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기간(1990~1994년)과 합계출산율이 서독지역 수준으로
수렴하는 기간(1995~2008년),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서독지역 수준을 상회하여 상
승하는 2008년 이후의 기간이다.
통일 직후 합계출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기간을 살펴보면, 1990년 동독지
역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으로 서독지역(1.45명)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1994년 동
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하락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 여성인
구가 서독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통일 초기 동독지역내 출산 및 육
아와 관련된 시스템이 잘 정비되지 않은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러한
출산율 충격은 비단 동독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합
계출산율은 체제전환 이전에는 대체로 1.8~2.1명 수준이었으나, 체제전환 이후 약
5년동안 1.2~1.6명 수준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였다(<표 2> 참조). 동독의 경우, 다른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은 편이긴 했으나, 통일 이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1인당 소득 감소와 출산율 하
락을 함께 경험하였지만, 동독지역의 경우 통일로 인하여 1인당 소득이 오히려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충격이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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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일 통일 전후 합계출산율 변화(국제비교)
OECD 국가들

체제이행국들

1989

1995

USA

2.1*

2.0

네델란드

1989 1995
1.5

1.5

폴란드

2.1

1.6

라트비아

2.0*

1.3

호주

1.9*

1.9

일본

1.5*

1.5

헝가리

1.8

1.6

러시아

2.0

1.3

핀란드

1.8*

1.8

오스트리아 1.5*

1.4

리투아니아

2.0*

1.5

체코

1.9

1.3

영국

1.8

1.8

1.4

에스토니아

2.0*

1.4

불가리아

1.9

1.2

*

동독

1.6

0.8

포르투칼

1.5

1989 1995

덴마크

1.6

1.8

서독

1.4

1.4

우크라이나

1.9

1.4

스웨덴

1.9

1.7

그리스

1.4

1.4

벨라루시

1.9

1.4

프랑스

1.8

1.7

스페인

1.3

1.2

벨기에

1.6

1.6

이탈리아

1.3

1.2

스위스

1.6*

1.5

1989

1995

주: *1990년
출처: Pohl et al. (1992), Unicef (1993.12), Waker (1995), Zakharov (1997)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995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년 서독지역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08년에는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40명으로 서독지역
수준(1.37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동독지역의 합계출
산율이 서독지역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동서독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1989년 동독과 서독의 연령별 합계출산율을 비교하
면, 동독의 경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이 22~26세로 서독(26~30세)에 비해
낮았으나, 통일 이후에는 서독과 같이 26~30세 연령구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Lencher, 2001). 이러한 변화는 동독지역의 출산패턴이 서독지역으로 수렴
하는 현상으로 이해되었으나, 2001~2008년 기간중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출생순
위별 합계출산율(order-specific TFR), 출생순위별 모(母의) 연령(mean age at chi
ldbirth by birth order)등을 분석한 결과, 동독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율이 서독지역
에 비해 높고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연령이 1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비해 자녀가 1명인 가정의 비율은 높지만, 서독지역에
비해서는 아이가 없는 가정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간
의 이러한 차이는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서독지역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동독지역의 소득수준이 서독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했
을 때 다소 특이한 현상으로 지적되었다(Goldstein and Kreyenfel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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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대여명
언급했듯이, 지난 25년 동안 독일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했다. 지
난 25년 동안 독일인구의 기대여명은 평균적으로 약 5.7세 정도 상승했는데, 동
서독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독지역의 기대여명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 서
독지역의 기대여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7세, 4.0세 상승한 반면, 동독지역의
기대여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9세, 6.9세 상승하였다.
동독지역의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동서독의 기대여명
격차는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통일 초기 기대여명의 격차가 남성에
비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대여명의 수렴 또한 빠르게 나타나, 2015년에 작성된
생명표에 따르면 동서독간 기대여명의 격차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
성의 경우 2015년에도 1.3세 정도 기대여명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통일 이후 기대여명1) 변화(동독지역 vs. 서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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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0세 인구(출생시) 기대여명을 의미함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동서독 지역간 기대여명 격차 축소는 통일로 인하여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동독
지역에 이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의료 장비 및 병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는 동독지역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Luy, 2004, p. 104). 의료와 관련된 투자 이외에 연
금, 퇴직수당 등 공공지출의 증가도 동독의 기대여명을 상승시킨 요인이다. 동독 화
폐를 고평가하여 1:1 교환비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통일 이전 동독의 연금 수준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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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40% 수준, 1인당 의료비 지출도 서독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통일 이후 빠르게 축소되었고, 이는 동독지역의 기대여명이 서독지역 수준으
로 수렴하는 데 기여했다(Vogt and Kluge, 2015).

2. 독일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의 전개양상: 동독지역 v.s 서독지역
이 절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25년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구연방)11)의 인구고령
화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직후인 1991년 독일의 고령인구 비중은
15.0%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였으나, 동독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은
14.0%로 서독지역(15.3%)에 비해서는 고령화 수준이 낮았다(<그림 10> 참조). 통일
이전 동독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으로 서독(1.45명)에 비해 약간 높았고 기대여명은
남성이 3.5세, 여성이 2.9세 정도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동독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수준의 동서독간 격차 또한 확대되
었다. 2000년 동독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은 서독지역에 비해 0.4%p정도 상회하는
데 그쳤으나, 2010년과 2015년에는 격차가 각각 3.5%p와 3.8%p로 확대되었다. 언
급했듯이, 동독지역의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서독으로의 유출과 통일 직후 출산율
급락, 기대여명의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 특히 앞의 두 가지 요인은 통일 직후 5~10
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독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유소년인구 비중이 1991년 19.2%에서 2000년 12.9%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통일 직후 생산가능인구의 서독으로의 이주와 동독지역의 급격한 출
산율 하락으로 인한 결과이다. 2000년 이후에도 동독지역의 유소년 인구비중은 여
전히 서독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동독지역의 출산율 충격
이 통일 이후 약 15년 동안 발생하였고, 2007년에 이르러서야 서독지역 수준으로 수
렴하였기 때문이다.

11) 이 장에서 동독지역은 구독일민주공화국 소속 4개 연방(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크)를 의미하며, 서독지역은 독일 통일 이전 11개연방(베를린은 제외)을 가리킨다. 동독지역
은 신연방(New Länder), 서독지역은 구연방(Old Länder) 혹은 이전 영토(Former Territory)로 불리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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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령별 인구구성(동독지역 v.s 서독지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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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연방통계청

한편,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기대여명의 상승과 출산율 하락이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노인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1990~1995년 기간중 출생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한
2005~2010년 기간중 노인부양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1990~1995년중 출산
율 충격으로 동독지역 출생아수가 절반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노인부양비의 동
서독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기준 동독의 노인부양비는 38.4%로 서
독(31.1%)에 비해 7.3%p 높다. 한편, 동독지역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
인구)는 통일 이후 출산율 충격으로 인한 유소년인구의 감소와 서독으로의 이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반영하여 줄곧 하락하다가 2005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동서독간 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독지
역의 합계출산율이 서독지역 수준으로 수렴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인부양비의 동서독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2005년 이후 출생
한 유소년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부양비에 있어서
도 동서독간 격차는 다소 완화되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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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양비 변화추이(동독지역 v.s 서독지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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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연방통계청

지금까지 독일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통일 이후 동독지
역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는 남북한 통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구소련 및 동
유럽 체제전환국과 달리 동독지역은 통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 및 사회적 혼란으로 출산율이 급감한 바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보건의료혜택 및 생활수준 개선은 동독지역의 기대여명이 서독지역 수준
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통일로 인한 인구
학적 변화는 고령화 속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발생한 출생, 사망의 인구학적 변화를 토대로 남북한 통
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통일이 인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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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북한 통일 이후 인구고령화의 변화추이
이 장에서는 독일 통일 사례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 이후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
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남북한 인구를 추계하여
통일로 인한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추계를 시도한 기존연구 가운데, Stephan (2013)은 북한
지역에 독일과 같은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도입하였다. 동
연구는 2015년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으며,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
여 북한지역의 합계출산율은 통일 직후 5년 동안 2.0명에서 1.58명으로 하락한
다.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이후 출산율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구분되
는데, 2049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 1.0명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low) 2) 1.58명
으로 유지되는 시나리오(medium) 3) 1.9명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high)로 구분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한 인구를 추계하면, 출산율이 1.0명까지 하락
하는 시나리오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은 33.8%로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경
우(30.9%)에 비하여 고령인구 비중이 2.9%p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Stephan의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 충격을 도입하여 인구고령화
수준의 증가를 추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출산율 변화 시나리오가 단순
하고, 기대여명 수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동 연구에서 도
입한 출산율 변화 시나리오는 통일 직후 출산율이 급감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
으로 하락, 유지, 상승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 통일 사
례와 차이가 있다.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독일 통일 사례와 유사하
나,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서독지역 수준으로 수렴하는 데 소요된 기
간이 18년으로 짧고, 최근에는 서독지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Stephan이 도입한 시나리오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연구를 보완하였다. 첫째, 독일 통일 사례
를 참고하여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
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북한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급락했다가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지만, 수렴 수준에 차이를 두었으며, 출산율 충격 없이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 둘째, 기존연구와 달리 북한지역의 기대여명이 현재
유엔의 전망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여, 남북한의 기대여명 격차가 축소될 경우를
시나리오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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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가정, 이용자료 및 추계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로 인한 인구통합 시점을 202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유엔인구전망(2015년 수정판)을 이용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를 추계하였다. 남
북한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통일과정에서 인구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
정하였기 때문에, 인구통합 시점인 2020년의 남북한 총인구 규모는 유엔인구전망의
중위출산율 기준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 규모의 합계와 같다.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변동은 다음의 가정에 근거하여 추계하였다. 우선, 남한인
구의 변동은 현재 유엔인구전망의 중위출산율 기준 인구추계에 적용되는 합계출산
율, 기대여명, 국제적 이동에 대한 가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유엔의 중위출산율
기준 인구추계와 동일하다. 반면, 북한인구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은 통일로 인하
여 현재의 전망을 벗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통일로 인한 인구변수의
변화가 주로 북한인구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단순화한 것이며, 이는 독일 통일 이
후 동서독 인구변동의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12) 북한인구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변동에 대한 가정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인구의 변동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
다.
추계방법은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향후 인구의
성장과 변동을 추계하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였다.
코호트요인법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의 장래 변동 수준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
계의 시발점이 되는 성별, 연령별 기준인구에 출산과 국제순이동을 더하고, 사망을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에 의해 다음 해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통계청, 2011).13)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인구를 4개 그룹(남한여성, 남한남성, 북한여성, 북한남성)
으로 구분하고, 연령별 인구구성은 0세, 1~4세, 5~9세, …, 75~79세, 80세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14) 또한 2020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2100년까지의 인구변동을
추계하였다. 남한여성과 남한남성의 인구변동은 중위출산율 기준의 유엔인구추계를
그대로 따른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는 북한여성과

12) 통일 이후 서독지역의 합계출산율도 소폭 하락하였으나, 서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은 30여년간 1.4명 안팎
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통일로 인한 출산율 충격이 서독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p. 20.
14) 유엔 세계인구전망에 포함된 요약생명표(Abridged Life table)의 연령구간 구분과 동일하다. 연령구간별
생존율(survival ratio) 적용을 위해, 동일한 구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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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북한인구 추계 과정
2020년
북한 남성, 여성의 연령별 인구( ܲଶଶ )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출생성비
(2020~2025)

*성, 연령별 순이동률
*성, 연령별 생존율
(2020~2025)
2025년
남녀별
출생아수

2025년
0세 인구, 1~100세 인구 ( ܲଶଶହ )

북한남성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림 12>을 이용하여 북한인구의 추계과정을 설
명하면, 인구통합 시점인 2020년에 북한남성과 북한여성의 연령별 인구  를
토대로 2020~2025년 기간중 북한여성의 연령별 출산율과 출생성비를 적용하면,
2020~2025년중 북한의 남녀별 출생아수(    )가 결정된다. 또한, 북한여성과
북한남성의 2020~2025년 기간중 연령별 생존율과 연령별 순이동률을 적용하면
2020~2025년 기간중 사망자수(    )와 국제순이동자수(    )가 결정된
다. 2020년 북한여성 인구과 북한남성 인구 규모에 출생아수와 국제순이동자수를
더하고 사망자수를 제하면, 2025년 기준 북한인구가 계산된다. 이러한 과정을
2095~2100년까지 반복하여, 통일 이후 북한인구 변동을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untry Cohort Component Model (Tim Chapin, 2011)”을 이
용하여, 북한여성 인구와 북한남성 인구를 각각 추계하고 남한 인구추계 자료와 통
합하였다. Tim Chapin (2011)이 작성한 모형은 인구그룹이 4개(White Females,
White Males, Non-White Females, Non-White Males)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0
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 인구를 2030년까지 추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m
Chapin (2011)의 모형을 토대로, 북한 인구변동에 필요한 변수(연령별 출산율, 출생
성비, 생존률, 이동률)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2100년까지 확장하여 북한인구를 추계
하였다. 북한 인구변동에 필요한 변수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정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여성의 연령별 출산율과 북한인구의 기대여명(연령별 생존
율)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국제순이동률에 대한 가정은 현재 유엔인구전망과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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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설정
본 연구에서 북한인구 추계에 적용한 시나리오는 <표 3>과 같다. 우선, 각 시나
리오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Baseline 시나리오는 유엔인구전망의 중위출산율
기준 북한인구 추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유엔인구전망의 중위출산율 기준에 따르
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94명에서 2100년 1.83명으로 소폭 하락하고, 기
대여명은 71.7세에서 85.3세로 상승한다.
시나리오 1~3은 모두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 또는 기대여명 변화
를 반영한 시나리오이다. 통일 직후 출산율 충격은 시나리오 1~3에 동일하게 반영
되었으며,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는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북한인구의 기대여
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는 가정은 시나리오 2~3에 반영되었다.
시나리오 1~2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통일 직후 5년 동안(2020~2025년) 0.97명
으로 급감한 이후, 2035~2040년까지 남한의 합계출산율 수준(1.5명)으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서독지역 수준으로 수렴했던 사례를 적용한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명에서, 1994년 0.77명으로 하락했고, 2008년
에 서독지역 수준으로 수렴했다. 통일 직후 약 5년 동안 출산율 충격이 발생했고,
이후 회복되는 과정에 약 13년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출산율 충격이 5년 동안 발생하고, 출산율이 회복되는데 10년이 소요된다고 가
정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 4는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인구학적 변화가 독일 통일 이
후 동독지역의 변화와는 다를 가능성을 고려한 가정이다. 즉, 북한지역에 출산율 충
격이 발생하지 않고, 출산율이 고위출산율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현재 북한지역의 보육 환경 및 보건의료 여건은 통일 이전 구동독의 여건보다는 매
우 열악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로 인하여 출산과 관련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고, 이는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시나리오 4에
서 기대여명의 수렴에 대한 가정은 시나리오 2~3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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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나리오별 북한의 합계출산율 및 기대여명 변화
합계출산율 변화

기대여명 변화

Baseline
시나리오

유엔 전망(중위출산율)
1.94명(2020년)→1.83명(2100년)

유엔 전망(중위사망률)
71.7세(2020년)→85.3세(2099년)

시나리오1

출산율 급감 이후 남한 수준으로 수렴
1.94명(2020년)→ 0.97명(2025년)
→1.50명(2035년)→1.76명(2100년)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출산율 급감 이후 남한 수준을 상회
1.94명(2020년)→ 0.97명(2025년)
→1.50명(2035년)→1.83명(2100년)

시나리오4

출산율 상승(유엔인구전망, 고위출산율)
1.94명(2020년)→2.29명(2025년)
→2.35명(2035년)→2.33명(2100년)

유엔 전망(중위사망률)
71.7세(2020년)→85.3세(2099년)

남한 수준으로 수렴
71.7세(2020년)→91.9세(2075년)
→93.7세(2099년)

Baseline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1~2의 출산율 가정을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 변화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연령별 출산율은 가임구간 내
속한 연령구간(세에서   세)의 여성인구 대비 그 구간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수
를 의미하는데, 이는 해당 연령구간에 있는 여성의 1년간의 평균 출산율로 이해할
수 있다. Baseline 시나리오 경우, 2020년 기준 북한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25~29
세 구간에서 0.96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남한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 구
간에서 0.64명으로 가장 높다. 유엔의 중위출산율 가정에 따르면 북한여성의 경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한
여성의 경우 현재와 같이 30~34세 연령구간에서 출산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2100
년 기준 북한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에서 0.65명, 남한여성의 출산
율은 0.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는 통일 직후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가 남한수준으
로 수렴한다고 가정했다. 2025년 모든 연령구간에서 출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
하고, 이후 합계출산율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
구간이 30~34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출산율
이 급감한 이후 2035년경 남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점은 시나리오 1~2와 동일하지
만, 수렴한 이후 남한 수준을 상회하여 합계출산율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시나리오 3의 2050년과 2100년 북한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간인 30~34세 구간에서 시나리오 2에 비해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23

BOK 경제연구 제2017-24

는데15), 이는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 수준을 상회하여, 원래 유엔인구전망(2015년)의
북한 중위출산율 가정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나리오 1~3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통일 직후 북한의 합
계출산율이 급락한 이후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로 인
하여 북한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경우 북
한의 합계출산율이 출산율 충격 없이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나
리오 4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의 출산율이 현재 유엔인구전망의 고위출산율 가정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3>에서 시나리오 4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5~29세 구간에서 북한의 출산율은 통일 이후 1.11명으로 더 높아지고, 이후 출산
<그림 13> 남북한 연령별 출산율 가정
Baseline 시나리오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시나리오 4

15) 시나리오 3의 경우 2050년과 2100년의 30~34세 연령구간의 출산율이 각각 0.82명, 0.89명으로 시나
리오 2(2050년, 0.78명, 2100년 0.85명)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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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이 30~34세 구간으로 이동하지만, 고위출산율 가정에 따르
면 모든 연령구간에서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유엔의 고위출산율 가정을 따를
경우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2.29명으로 상승, 2035년에는 2.35명까지 상승
했다가 점진적으로 2.3명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일 이후 북한인구의 기대여명 수렴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은 북한인구의 기대여명이 현재 유엔인구전망의 중위 사망률 가정에 따라 상승한다
고 가정하지만, 시나리오 2~4에서는 북한인구의 기대여명이 통일 이후 빠르게 상승
하여 2075년경 남한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였다.16) 이와 같이 남한 수준으로
기대여명이 수렴할 경우 2075년 기준 북한의 기대여명은 91.9세로 현재 유엔인구전
망(81.9세)에 비해 10세 정도 상승하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보면, 통일 시점
에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기대여명은 3세 정도의 격차를 보였지만 통일 이후 25년
이 경과하면서 동서독간 기대여명 격차가 크게 해소되었다. 남북한의 기대여명 격차
는 2020년 기준 11.6세로 통일 당시 독일에 비해 기대여명 격차가 매우 확대되어 있
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기대여명이 남한지역 수준으로 수렴하는 데, 55년이 소요된다
고 가정하였다.
기대여명이 수렴하는 시나리오 2~4에서, 각 시점별 기대여명 변화는 <표 4>와 같
다. 2020년 기준 북한남성과 북한여성의 기대여명은 남한의 1988년 수준과 유사하
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기대여명은 1988년 이후 남한의 기대여명이 상승한 경
로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즉, 2025년 북한인구의 기대여명은 남한의 1995년 수준
으로 수렴, 2050년에 북한인구의 기대여명이 남한의 2020년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4>의 기대여명은 0세 출생아의 평균생존연수를 의미하며, 북한인
구 추계과정에서는 유엔인구전망의 해당 연도별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생존율
(survival rate)을 이용했다.17)

16) 남한인구의 기대여명은 출산율 변화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중위 가정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했다.
17) 인구균형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 각 시점의 사망자수는 연령별 생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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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의 기대여명1) 변화에 대한 가정(시나리오 2~4)

남성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67.5

68.7

71.7

73.8

76.5

77.9

여성

74.5

77.0

78.7

80.8

83.2

84.6

남한과 비교2)

1988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50년

2055년

2060년

2065년

2070년

2075년

79.5

80.6

81.5

84.0

86.0

87.8

남성
여성

85.7

86.7

87.6

90.0

92.1

93.9

남한과 비교2)

2020년

2025년

2030년

2045년

2060년

2075년

주: 1) 0세 인구(출생시) 기대여명을 의미함
2) 2025년 이후 북한의 기대여명을 가정할 때 도입한 남한의 시점을 의미(2025년의 북한인구의
기대여명은 남한인구의 1995년 기대여명을 적용)

3. 시나리오별 남북한 인구고령화 변화추이
이 절에서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한 인구추계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독일 통일 사례를 감안하여 통일로 인한 충격이 북한지역의 출산율을 하락
시키는 한편, 기대여명을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시키는 경우를 주요 시나리오로 고려
하였다(시나리오 1~3). 저출산과 기대여명 상승은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므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고령화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시나리
오 4) 어느 정도 고령화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시나리오별 인구추계 결과를 총인구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총인구 규모는 기대여명이 수렴하지 않고, 출산율 충격만 발생하는 시나리오
1에서 가장 작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출산율 변화에 대한 가정은 같으나, 기
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여 총인구 규모가 시나리오 1에 비해 많다.
시나리오 2~4는 기대여명의 수렴에 대한 가정은 동일하나, 출산율 변화에 대한
가정에서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 3에서는 북한의 출산율이 통일 직후 출산율 급락하
지만 통일시점에서 15년이 경과하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남한 수준을 상회한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에서는 2035년 이후 북한의 합계출
산율이 시나리오 2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총인구 규모 또한 시나리오 2에 비해 증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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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나리오별 총인구 변화추이
(천 명)
85,000
81,027(시나리오4)
79,658(BASELINE)

80,000
75,000

78,058(시나리오2,3)

70,000

추계치
65,000
60,000
55,000
2005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2020

2035

2050

2065

2080

2095

통일 직후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1~3의 총인구 규모는 유엔인구전망
의 총인구 규모인 Baseline 시나리오에 비해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총인구가
정점에 이른 시점인 2035년의 총인구 규모는 Baseline 시나리오에서 79,658천명,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서 78,058천명으로 약 160만명 정도 차이를 보인다. 반
대로 통일 직후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유엔의 고위출
산율 가정에 준하여 상승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4에서는 총인구의 규모가 Baseline
시나리오에 비해 약 140만명(2035년 기준, 81,027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도 5년 연기되어, 2040년 81,394천명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나리오 2~3에서는 통일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총인구 규모가 Baseline 시나리오 수준에 가까워진다. 기대여명이 수렴
하지 않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출산율 충격에 의한 인구감소가 지속되지만, 기대여명
이 수렴하는 경우 출산율 충격에 의한 인구손실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별 고령화 진행추이를 비교해보자(<그림 15> 참조). 독일 통
일 사례를 적용한 시나리오 1~3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Baseline 시나리오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 충격과 기대여명 수렴
은 모두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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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비중 변화추이
(%)

34.9(시나리오2)

40

34.4(시나리오3)
33.4(시나리오1)

추계치

35
30

31.9(BASELINE)
31.4(시나리오4)

25
20
15
10
5
2005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2020

2035

2050

2065

2080

2095

유엔의 중위출산율 기준 인구추계(Baseline 시나리오)에 따르면, 남북한 인구가
단순 통합될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2065년 31.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출산
율 충격과 기대여명 수렴을 가정할 경우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다. 통일로 인한 출산
율 충격만을 고려하는 시나리오 1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33.4%(2065년), 기대여
명 수렴을 함께 고려하는 시나리오 2에서는 34.9%(2065년)이다. 즉, 시나리오 1과
2에서 고령인구 비중은 Baseline 시나리오 대비 각각 1.5%p, 3.0%p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시나리오 1~2에서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이후 남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정했으나, 독일의 경우 2008년 이후 동독지역 합계출산율이 서독지역 수준
을 상회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북한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남한 수준을 상회하여 회복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3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5년 기준 34.4%로 시나리오 2에 비해 소폭 경감(0.5%p)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경우18), 남북한 기대여명
격차가 해소되더라도 고령화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의
고령인구 비중은 2065년 기준 31.4%로 Baseline 시나리오 대비 0.5%p 낮아지며,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2~3 대비 3%p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시나리오 4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상으로 상승하여 2.3명 정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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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의 출산율 및 기대여명 변화에 따른 고령화의 전개과정을 남한인구
만을 고려한 경우와 비교하면 <그림 16>과 같다. 우선,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 인구
가 통합할 경우 고령화 수준은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2065년 37.9%로 정
점에 이르며, 일본의 고령화 수준(36.5%)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
일로 인하여 남북한 인구가 통합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206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낮아진다(<표 5> 참조). 고령화 수준이 가
장 높아지는 시나리오 2에서도 206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34.9%로, 일본에 비
해 고령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서는 남북한 인구통합으로 인한 고령화 경감 효
과가 장기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지역의 출산율 및 기대여명
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한 결과이다. 시나리오 2~3에서 북한지역의 출산율은 통일
이후 15년이 경과하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거나 혹은 남한수준을 상회하여 상승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기대여명 격차가 11.6세로 크게 확대되어 있는 점
을 감안하여, 기대여명 수렴에 소요되는 기간을 55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대
여명이 수렴하는 2075년 이후 통일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원래 남한의 고령화 추세
를 따라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남북한 지역간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의 격차
가 해소되면서 남북한 인구추계 결과가 원래 남한인구추계 수준으로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로 인한 고령화 경감효과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4에서만 장기적으로 발생
한다. 특히, 시나리오 4에서는 기대여명 격차가 해소되더라도 고령화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로 인하여 북한지역의 기대여명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북한지역의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고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4에서도 2040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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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비중 변화추이
37.9(남한)
36.5(일본)
34.9(시나리오2)

(%)
40
35
30

31.4(시나리오4)

25

27.2(선진국)

20
15
추계치

10
5
2005

[BASELINE]

남한

[시나리오1]

선진국

[시나리오2]

일본

[시나리오3]
[시나리오4]

2020

2035

2050

2065

2080

2095

주: 1) 남한, 일본, 선진국(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지칭)의 고령인구
비중은 유엔인구전망 중위출산율 기준 인구추계 결과이며, 시나리오 1~4의
고령인구 비중은 본 연구의 결과임
출처: 유엔인구전망, 저자시산

<표 5>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비중 변화
주요 가정

추계결과(고령인구 비중)

출산율

기대여명

2065년

남한(37.9%)대비1)

Baseline

유엔 전망(중위)

유엔전망

31.9%

6.1%p ↓

시나리오1

급감→수렴

유엔전망

33.4%

4.5%p ↓

시나리오2

급감→수렴

수렴

34.9%

3.0%p ↓

시나리오3

급감→수렴→상승

수렴

34.4%

3.5%p ↓

시나리오4

유엔 전망(고위)

수렴

31.4%

6.5%p ↓

주: 1) 남한의 고령화 수준이 정점에 이르는 2065년 기준 고령인구 비중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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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의 변화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하면,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 고령인구 부양비는 2065년 76.5%로 최대가 되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부양비는 66.5% 이하로 줄어든다(<그림 17, 좌측> 참조).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3에서 고령인구 부양비는 2085년
71.5%로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비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이 20여년 연
기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출산율이 상승하는 시나리오 4의 경우 2065년 이후 고령
인구 부양비가 55~6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
우 2045년경 고령인구 부양비가 6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인구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고령인구에서 북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시나리오
별로 비교하면, <그림 17, 우측>과 같다. 통일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고령인구에서 북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이지만, 북한의 기대여명이 남한수
준으로 수렴하면서 그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엔인구전망의 중위 사망률
기준을 따라 북한지역의 기대여명이 남한지역과 약 10세 정도 격차를 유지하면서 상
승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2065년 기준 전체 고령인구에서 북한인구가 차지하는 비
중은 24.1%로 통일시점인 2020년에서 1.8%p 상승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시나리오
2~4와 같이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 지역간 기대여명 격차가 해소되는 것을 가정하
면, 2065년 고령인구에서 북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증가한다. 북한의 출
산율과 기대여명이 함께 상승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4에서는, 통일 이후 기간이 경과
할수록 전체 고령인구에서 북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100년 기준 시나리오 4에서 전체 고령인구 대비 북한인구의 비중은 44%로, 시나리
오 2~3(36.6%)에 비해 7.3%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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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나리오별 고령화 전개양상
고령인구 부양비
(%)

고령인구에서 북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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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인구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동에 대한 시나
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인구고령화의 전개양상을 비교하였다. 주요 시나리
오는 독일 통일 사례를 토대로 설정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일
통일과 달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도 시
나리오로 도입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출산율 충격은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서독지역의 출
산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서독지역 수준
으로 수렴하는 데에는 통일 이후 18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서
독지역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당시 동서독의 기대여명은 서독이 약
3세 정도 높았으나, 지난 25년간 동독지역의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
여 2015년에는 여성의 경우 동서독 지역간 기대여명 격차가 사라졌으며, 남성의 경우
1.3세 정도로 기대여명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전망의 중위출산율 가정에 따르면 2020년 남한과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각
각 1.33명, 1.94명으로,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남한에 비해 높으며, 기대여명은 남한
이 북한에 비해 11.6세 정도 높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 인구가 통합
될 경우, 북한지역의 출산율과 기대여명이 현재 유엔인구전망을 벗어나 변동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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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했는데, 시나리오 1~3는 독일 통일 사례를 적용하였으나 시나리오 4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및 보육 환경 개선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출산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했다.
북한지역의 출산율 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는 통일 직후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급
감한 이후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는 경우(시나리오 1~2), 남한수준을 상회(시나리오 3)
하는 경우와 충격 없이 상승하는 경우(시나리오 4)로 구분하였다. 남북한의 기대여명
의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기대여명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시나리오 1)와 기대여
명이 수렴하는 경우(시나리오 2~4)로 구분하였다. 단, 남북한의 기대여명 격차가 동
서독에 비해 매우 확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인구의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
로 수렴하는 데 55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다.
중위출산율 기준 유엔인구전망의 남한인구와 북한인구 추계를 단순 합산한
Baseline 시나리오와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가정을 도입한 여타 시나리오
에 따른 남북한 인구추계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
는 시나리오 1~3은 Baseline 시나리오에 비해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수준이 높
아진다. 시나리오 2~3에서는 북한의 기대여명이 상승하면서 총인구의 손실이 일부
보전되지만, 고령인구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지역의 출산
율이 남한수준을 상회하여 상승하는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2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 직후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북한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시나리오 4에서는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더라도 고령화
경감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인구가 통합된 경우를 상정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고령화 수준은 남한인구
만을 고려한 경우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 남북한 지역간 출산율과 기대여명 격차가 축소되는 시나리오 2~3에서는 2080년
이후 고령화 수준이 남한인구만을 고려한 경우와 유사해진다. 북한의 출산율이 급락
하지 않고 대체출산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 4에서만 남북한 통합으로 인한 고
령화 경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은 출산율
변화와 기대여명 수렴이 남북한 통일 이후 발생할 경우, 이는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경우 기대여
명이 남한수준으로 수렴하더라도 고령화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통일로 인한 인구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출산 및 보육 관련 정책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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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할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출산율 충격은 소득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출산 및 보육제도가 후퇴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계획경제가
상당부분 와해되면서,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시스템 확충을 위한 공공지출이 통일을 계기로 확대
된다면,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나
리오로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통일 이후 남한지역의 출산율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북
한지역의 출산율이 남한의 저출산 패턴으로 동조화될 경우 이는 인구고령화를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의 출산율 충격이 확산되지 않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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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Aging of Reunified Korea

Jiyoung Choi*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scenarios of changes in fertility rates and life
expectancy of North Korea after Korean reunification, and compares the
development of population aging by scenario based on demographic projections
calculated by the cohort component method.
These scenarios are set up in consideration of the demographic changes in
Germany, observed after its Reunification: the fertility rate of East Germany
dropped by half right after unification; and its life expectancy converged to the
level of West Germany. Therefore, the fertility shock and the convergence of life
expectancy are reflected in the scenarios of North Korean population after
unification. Besides, this study assumes a scenario where the fertility rate of the
North could increase due to an improvement in child-car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considering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inter-Korean unification.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population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may alleviate the burden of population aging of South Korea. This
positive impact, however, may be gradually reduced if the North’s fertility rate
sharply drops and life expectancy converges to the level of the South. Yet, the
level of population aging may be continuously reduced in case the fertility rate
of the North raises even though its life expectancy converges to the level of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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