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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인구주택총조사의 역사와 중요성

/최봉호(동북지방통계청장)

M_BANNER_M 인구센서스의 역사는 오래됐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의 민수기는 기원전 1445년과 1407년 두번에 걸친 인구
센서스의 기록이다. 그래서 민수기의 영문명칭도 'Numbers'로 되어 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탄생도 고대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
령에 따라 고향에 신고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센서스라는 명칭도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를 책임진 센소르(Censor)에서 유래됐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인
기원후(AD) 14년에는 로마 시민권을 보유한 17세 이상의 성인남자가 493만7천명이
된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중국의 경우는 전한(前漢) 때인 AD 2년에 5천767만명이 된다는 인구센서스 기록을
한서(漢書) 지리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오랜 인구센서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유사에 고구려 전성기 21만508호, 백제 전성기 15만2천305호, 신라 전성
기 서라벌지역에 17만8천936호, 진한 12개 지역에 각 1만호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작년에는 삼국시대 이전인 기원전 45년 낙랑군(樂浪郡)에 대한 호구기록 목간이 발견
되기도 했다. 현재의 평양, 해주, 원산, 함흥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구는 4만3천845호, 인구는 28만4천161명이 살고 있다는
기록이다. 특히 호구를 중국인과 토착민으로 구분해 주목을 받았다.
인구센서스 역사에서 지나칠 수 없는 자료는 통일신라 경덕왕(서기 755년) 때의 신라장적이라는 기록이다. 이는 당시 서원
경의 4개 마을에 대한 촌적(村籍) 기록인데, 각 마을별로 연령별 인구, 전출입 현황, 우마(牛馬)수, 농지면적, 뽕나무와 잣나
무수 등이 모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은 당시 평균가구원수, 출생률, 이동률, 평균수명 등 통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 모두 오래전부터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음을알 수 있다. 그러나 옛날의 인구센서스는 그 실시 목적이
오늘날과는 달랐다. 주로 세금부과나 징병 그리고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오늘날과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센서스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서구지역에서는 18세기 말 오늘날과 같은
인구센서스가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이 1790년, 네덜란드가 1795년, 프랑스가 1800년, 영국이 1801년에 현대
적 의미의 인구센서스가 처음 실시됐다.
이때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로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빈곤과 질병 등의 문제가 불거진 시기였다. 이런
배경에서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당시 실시된 인구센서스는 오늘날과 같이 정
확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나름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모든 인구를 헤아리는 센서스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자주 실시하기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인구의 일부만 조사하는 표본조
사가 발달하게 된다. 이후 표본조사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센서스는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대부분의 통계조
사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인 인구센서스로의 변모를 보이게 되는 것은 갑오개혁 2년 후인
1896년 9월1일 호구조사규칙이 공포된 이후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날을 기려 오늘날 '통계의 날'이 제정했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구센서스를 통해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번 센서스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중요하게 남겨질 것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적을 떠나 예외 없이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전 국민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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