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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한 출산력 추계1)
김현식2)
요약
한국의 장래 출산율 추계는 수리 모형에 기반한 추계가 지배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에 기반한 추계가 커다란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문가 판단법에 기반한 장래 출산율 추계 방법을 개관하고, 몇몇 모형을 제시하며, 실제 전문가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이러한 모형에 기반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문가들의 단순 평균 추계와 이
변량 정규분포 모형에 근거한 추계와 이변량 베이지안 위계 모형에 기반한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에서 음의 값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변량 로그정규
분포 모형 또한 제시하고 시산하였다. 전문가들은 2040년과 2065년에 합계출산율이 중위 평균
값 기준 1.39와 1.46으로 2015년의 1.24에 비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
았다. 매우 당연하게도 기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2065년의 분산이 2040년의 분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모형의 추계 결과를 비교해도 분산의 차이가 약간씩 나타나는 정도에 그쳤으
며 그 결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UN의 추계에 비해 점추정값의 분산 정도로 파악
할 수 있는 고위 및 저위 값의 범위가 매우 좁아 전문가 판단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불확
실성에 대한 둔감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 전문가 판단법, 출산력 추계,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베이지안 방법

1. 서론
전통적으로 인구추계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projection)으로 불리는 방
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우해봉 등, 2016; 이삼식·이지혜·최효진, 2013; 전광희·김태
헌·조영태, 2005; 최슬기, 2013; Preston, Heuveline, & Guillot, 2001). 이 방법은, 코호
트들의 출산율, 사망률, 이동률을 추계한 후 특정 연도에 태어날 코호트의 수를 예측
하고 이 코호트의 연령이 성숙해짐에 따라 코호트별 인구가 변해가는 과정을 추계한
후 특정 시기 모든 코호트의 인구를 합쳐 전체 인구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출산력 추계는 인구추계에 있어 중요한 근간을 이루어왔고, 출산
력 추계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각 국가의 통계담당 행정부서는
각국의 특색에 맞는 출산력 추계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추계에 있어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UN의 경우,
2015년 인구추계에서 출산력을 추계하면서 전 세계의 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
고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추계방법을 적용하였다(전광희, 2013; United Nations [UN],
1) 이 연구는 2016년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 <장래인구추계 출산력·사망력 추계방법 개선 연
구>의 2장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한 출산력 추계”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E-mail: sochyunsik@
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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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a). 고출산력 국가들은 특정한 모형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동하는 국가들은 double-logistic function으로 모형화하였으며, 이 함수의 모수를 추
정하기 위해 베이지안 위계 모형(Bayesian hierarchical model)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력 추계는 1계 자기회귀 시계열모형(first-order auto-regressive
time series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역시 이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베이
지안 위계 모형을 적용하였다. UN에서 베이지안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연구에서 보여줄 것처럼, 베이지안 모형이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을 서로 참조하여
평균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전문가 조사에 기반하여
향후 특정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설정한 다음 Myrskylä와 동료들이 제안한 Lee-Carter
변형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15). 한국 통계청의 경우 시계열회귀
분석과 보정형 로그감마모형(adjusted generalized log gamma model)에 의해 코호트
출산율 및 평균출산연령을 예측한 다음 이를 특정 연도의 기간합계출산율로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16a).
하지만 최근 특정 수학적 통계 모형에 의존하는 출산력 추계보다는 전문가들의 견
해를 반영하여 미래 출산력을 예측하는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한 출산력 추계가 확산
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의 European Demographic Data Sheet에 사용되는 출산력 추
계는 Wittgenstein Center for Population and Global Human Capital에서 수행한 전
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Lutz, Butz, & KC, 2014), 앞서 언급한 캐나다의
경우도 전문가 조사에 기반하여 미래 출산력 수준을 미리 설정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한 추계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추계 전문가 패널 회의를 통하
여 향후 각 구성국가들의 미래 출산력을 전망한 후 이들을 합해 영국 전체의 출산율
을 예측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이렇게 전문가 판단법을 통한 추계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는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Billari, Graziani, & Melilli,
2012; Booth, 2006; Gelman et al., 2004; Lutz, 1996). 일례로 과거추계에 기반한 수학
적인 모형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어렵지만,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
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예측 타당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 추계 모형들은 소위 중위, 저위, 고위 등의 시나리오를 기반
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추계하였으나,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하면 다양한 추계 값들
을 어렵지 않게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베이지안 방법을 활용한
추계법은 빈도주의적인 모형에서 가정하는 모집단의 반복 표집이라는, 쉽게 받아들이
기 어려운 해석을 넘어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추계의 본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한 출산력 추계 방법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본 후, 향후 출산력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판
단법에 근거한 몇몇 출산력 추계를 시산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응답을
단순 평균하는 방법, 주관적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 방법, 그리고 주관적 베이지안 모
형 방법을 기술한 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2040년과 2065년의 합계출산율을 추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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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개관
인구추계에 있어 전문가 의견은 장래인구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영역을 담당해 왔다(e.g., 김기환·전새봄, 2015; Keyfitz, 1982; Sobotka, Zeman, &
Basten, 2016). 예를 들어, UN에서는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전문
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출산력 예측에 전문가 패널의 의
견을 청취하여 통계 모형으로 전망된 결과와 비교 및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g.,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Statistics Canada, 2015). 장래 추계를
위한 통계적 모형의 선택 또한 전문가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의견은 장
래 인구 모수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이라는 협소한 관점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통계 기법의 선택을 고려하는 전문가 판단법은 이 글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이기에 이 글에서는 전문가들의 미래 출산력 예측 값에 기반한 장래 출산력
추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전문가들의 장래 출산력에 대한 예측 값을 활용한 추계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넓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예측값을 사용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으
며, 이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기 위하여, 다른 요인을 고려한
가중평균이나 가중치를 주지 않은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방법을 단
순 예측 모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통계분석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한 방법은 전문가의 예측만을 활용해
추계 모형을 설정하지만, 다른 방법은 과거 자료에 기반한 전통적인 수리 추계 모형
을 결합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주관적
예측 모형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방법을 결합 베이지안 모형이라고 명명한다.
2.1 단순 예측 모형
단순 예측 모형은 전문가들의 예측 값을 단순히 하나의 요약값으로 제시한다는 점
에서 다른 두 방법과 대조된다. 전문가 의견에 기반하여 장래 출산력을 예측한 대부
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6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저출산 국가 31개 나라의 2030년과 2050년 기간합계출산율에 대한 예측 값
을 조사한 Basten과 동료들(2013, Figure 13 in p.67; 또한 Sobotka et al.(2016) 참조)
은 예측 합계출산율과 80% 신뢰구간을 질문하였다. 예측 값들을 요약하면서, 이들은
각 나라별 인구를 가중값으로 주어 평균하여 합계출산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 값을 구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80% 신뢰구간 또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신뢰구간을 평균하
였다는 점에서 단순 예측 모형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주관적 예측 모형
주관적 예측 모형은 합계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남녀 기대수명, 남녀 순이동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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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건부 예측 값에 기반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한 Billari, Graziani,
& Melilli(2012, 201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2012년 논문에서 동일한 시간 길
이를 가진 특정 두 시기에 대한 예측 값을 제시하기를 요청하면서, 현재와 가까운 시
기에는,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 수준에 대한 중앙값(central value)과 90% 신뢰도를 가
진 상위 값을 질문하였다. 이에 더해 가까운 시기에 합계출산율이 평균 수준의 값일
때와 상위 값일 때 먼 시기에 합계출산율의 중앙값과 상위 값을 예측하도록 요청하였
다.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여 특정 시기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조건부) 분산을 구하였
으며, 다양한 인구학적 모수들의 값들이 다변량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학적 예측 값들을 추계한 후 코호트요인
법으로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저자들은 2014년 논문에서 명확히 베이지안 관점을 취하면서 이전의 관점을 변화
시킨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이전 논문에서는 한 명의 전문가가 예측하는 평균과 분
산을 이용하여 장래 출산율을 추계하였다면, 최근의 논문에서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제시한 추계 값들을 통합하는 모형을 설정한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논문
에서 전문가 내 인구학적 모수들의 상관관계와 전문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서, 모든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전문가 집단군으로
취급한다. 이런 접근으로 인해 각 전문가들의 인구학적 모수에 대한 예측 값이 다변
량정규분포를 이루지만, 이 전문가들은 몇몇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 전체 예측을 이
들 집단의 혼합으로 인식하는 혼합모형(mixture model)으로 가정하고 장래 추계를 진
행한다. 또한 이전 연구에는 베이지안 통계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분포
(prior distribution)가 빠져 있었는데 반해 최근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
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 사이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베이지안 진단법(diagnostics)을 활
용하여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 결합 베이지안 모형
결합 베이지안 모형은 유럽의 7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이민자수에 대한 전문가 예
측 조사를 기반으로 장래 추계를 실시한 Bijak & Wiśniowski(2010)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이들은, 이민자수에 대한 장래 추계 모형을 네 가지 수리 모형으로 설정한 후
각 모형의 모수들에 대한 사전 분포를 전문가의 예측으로 구성함으로써, 주관적 모형
과 수리 모형을 결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예측을 활용한 예를 들자면, 향
후 입국 이민자수의 추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림을 제시한 후 각 그림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시계열 추계 모형의 자기
회귀 모수(auto-regression parameters)에 대한 분포로 활용하였다.

3. 출산력 추계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방법 중 단순 예측 모형과 주관적 예측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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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장래 출산율을 추계한다. 먼저 2040년과 2065년에 대한 기간합계출산율
(period total fertility rate)의 중위값, 고위값, 저위값에 대한 질문과 정규분포 및 80%
신뢰구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단순 예측 모형을 사용한 방법을 재생
한다.
이에 더해 주관적 예측 모형 중 Billari, Graziani, & Melilli(2012)가 제안한 방법을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이라고 명명한 후 이를 시산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이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다.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은 한 명의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
로 발전한 추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응답을 좀 더 잘 활용하고자 전문가가 독립
적인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가정 하에 각 전문가들의 관점 하에 이변량 정규분
포 모형을 시산하여 이들을 단순 결합한 후 전체 추계를 실시하는 방법 또한 적용하
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들에 기초하여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을 활용하여 장래
출산율을 추계하게 되면 소수의 전문가들이 매우 낮은 출산율을 예측하게 되어 음(-)
이 값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변
량 로그정규분포(bivariate lognormal distribution)를 활용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변량 베이지안 위계 모형(Bayesian hierarchical bivariate
normal model)에 기초한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을 제안하고 자세한 추계 방법을 기술
한다.
3.1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
우리가 추계하고자 하는 합계출산율을



로 나타내고, 추계 기간을    로 나

타내며, 이 기간은 두 개의 동일한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지막 관측 연도, 첫 번
째 마지막 연도와 두 번째 마지막 연도를 각각 , ,  로 나타내면,    ,

   ,    이다. 물론, 전체 추계 기간을 꼭 두 기간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임의적인 세 개 이상의 기간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 이하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적용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추계하고자 하는 두 시기의 합계출산율 변수 벡터는     로 쓸 수 있으며, 이들


값을 구하면 세 시기의 합계출산율

 ,  , 

과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

을 활용하여    시기의 모든 합계출산율을 구할 수 있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변수     이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


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변수들의 결합분포를 특정하기 위해 다섯 개의 모수,
즉 두 개의 평균, 두 개의 분산, 그리고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면 된다. 이들
다섯 개의 모수를 추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전문가는  시점의
를 각각 과  이라고 하자. 그러면



에 대한 중위값과 고위값을 기술하며, 이

    이고     으로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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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규분포를 이루는 확률변수

의 평균으로  를 설정하고, 특정 분위값



으로  을 설정하면 표준화를 통해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위 식에서   는 표준정규분포에서    분위값을 의미한다.  를 어느 수준으
로 설정할 것인가는 임의적인 것이지만 Billari와 동료들(2012)은 0.25로 설정하고 있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 결과 합계출산율에 대한 예측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80% 신뢰구간 중 상한값이 일반적인 추계의 고위값과 유사하다는 발견에 근


거하여,  를 0.1로 정의한다. 한 가지 덧붙여 여기에서는 고위값에 대한 질문으로 


를 추정하고 있으나 저위값에 대한 질문으로 를 추정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전문가는  의
때  시기 (조건부)
해 응답한다.





값이 중위값 혹은 고위값으로 고정되어 있을

의 중위값에 대해 응답한다. 다시 말해 다음의 두 질문에 대

Q.1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기
위값은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값이  이라면,

 시기  의 중

Q.2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기
위값은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값이  이라면,

 시기  의 중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전 시점의 합계출산율이 중위값 혹은 고위값으로 주
어졌을 때



의 조건부 평균을 기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질문에 대

한 응답을   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라고 하면,

           으로, 그리고            으로 놓을 수 있다.
    의 결합분포를 특정하기 위하여  이 주어졌을 때,  의 조건부분포




의 분산      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의 질문을 했다.


Q.3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기
위값은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값이  이라면,

 시기  의 고


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라고 하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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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한다면, 위의  에 관한 식을 활용하여,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혹은 앞서 구한



      
 












의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의 분산  가



의 조건


부분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 즉            로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추계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일반적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두

      

기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1의

값을

갖고,

가 된다.

두 변수     이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






다면, 이는 평균인  과 , 분산인  과 , 그리고 상관계수  의 다섯 개 모수
에 의해 특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므로 앞서 구한 전문가 의견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3.1)
(3.2)





위의 조건부평균과 조건부분산에 관한 식을 활용하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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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식을 풀면,



               


 
 
       



 

                

.


만약        라는 가정 하에 추계한다면,





           


 
 

(3.4)


        
        
 
 
    
    


(3.5)

이렇게 모든 모수가 결정되면 이러한 모수에 바탕하여 모의실험(simulation)을 하
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추계 방법을 다음의 다섯 가지 자료에 적용해 보았
다.
1) 통계청 자료 모형. 첫 번째로, 통계청의 2016년 추계 자료에 적용해 보았다. 즉
통계청이 하나의 전문가라고 설정한 후 이 전문가의 견해에 따른 합계출산율 가정에
위에서 기술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206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추계하였다. 이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활용하였다.
H.1  은 2040년 중위값이다.
H.2      는 2065년 중위값이다.
H.3



   
  로 구하며,  은 2040년 고위값이고,   로 정의한다.




 





H.4 식 (3.4)와 식 (3.5)를 활용하여 과  를 추계하며,    은 2065년의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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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같다.
H.5

      



  

  





2) 시나리오 평균 모형. 둘째, 전문가 조사에 대한 중위 및 고위값에 대한 응답 평
균을 활용하여 206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추계하였다. 이때 중위, 고위값에 대한 조건
부 응답과 위에서 명시한 H.1-H.5의 가정들을 활용한다.
3) 개별 전문가 시나리오 모형. 셋째, 두 번째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모든 응답자들
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응답자들이 독립적인 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
에 각 응답자의 분포를 구한다음 이 분포를 모두 더하여 전체적인 분포를 도출하였
다.
4) 정규분포 평균 모형. 넷째, 전문가 조사에서 평균과 80% 신뢰구간으로서의 고
위값에 대한 응답 평균을 활용하여 206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추계하였다. 또한 조건
부 응답과 H.1-H.5를 사용하였다.
5) 개별 전문가 정규분포 평균 모형. 다섯째, 네 번째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모든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응답자의 분포를 구한다음 이 분포를
모두 더하여 전체적인 분포를 도출하였다.
3.2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모형
위에서 기술한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을 전문가 조사 결과에 적용하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방법에서 음(-)의 합계출산율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에서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을 이변량 로그정규분포로 전환하여 모의실
험을 진행하였다. 위에서 구한 다섯 개의 모수를 구하면, 이에 기반하여 이변량 로그
정규분포 가정 하에 변수 값들을 모의실험할 수 있다. 그 절차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특정 시기의 출산율 변수  에 대하여, ln   ∼     이라면,
  ln   
      




(3.6)
(3.7)

  ln      
또한 이변량 로그정규분포를 이루는 두 변수  과  에 대해,





    

    ln    
    


(3.8)

3.1절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두 변수  과  의 평균과 분산, 공분산을 구한 후 위의
식 (3.6), 식 (3.7), 식 (3.8)을 활용하여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변수를 모의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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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관적 베이지안 예측 모형
앞 부분에서 정의한 것처럼 추계하고자 하는 두 시기의 합계출산율 변수 벡터를





 
    로 나타내고, 두 변수의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각각      ,  


 

로 나타내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응답을      라고 표기하자. 베이지안 모형에
서는 전문가들의 응답  를  와 에 대한 사전분포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우도(likelihood)로 모형화하며, 실제 이 자료들을 본 후  와 가 어떤 분포를 이루는
가에 관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 특정한 변수  의 확률밀도함수를    로 나타냈을
때, 베이지안 모형에서는     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를 사후 분포(posterior
distribution)라고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활용한다.

           
        ∝      
  
  
위의 식에서 세 번째 항까지는 베이즈 정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결합 분포와 조건
부 분포의 관계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들 사이에는 정확한 일치관계가 존재한다. 하
지만 마지막 수식에서 ∝ 기호는 비례적(proportional)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수들인  와 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모수를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두 분포의
곱에 비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에 있는 두 분포의 결합을 구한 후 각 모
수들의 확률을 더하여, 그 값을 각 모수들의 값으로 나누어주면 전체 합이 1이 되도
록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normalize라고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를 고려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마지막에 있는 분포     를 흔히 사전 분포(prior distribution)라
고 하며, 이는 어떤 특정한 사건, 즉 현재의 맥락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기 전의

    는  와 에 대한 결합 분포(joint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이를 더 분해하여           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와 의 사후 결합 분포, 즉     에 있다기보다는
미래 합계출산율에 대한 믿음이다.

자료가

주어졌을

때

평균의

사후

주변

분포(marginal posterior distribution)인

   에 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도출한 결합 사후 분포(joint posterior
distribution)를 에 대해 적분을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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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위에서 도출한 결합 사후 분포를 에 대해 적분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다루
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항에 있는 결과를 활용하여 무작위 변수 추출을 통
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실시하게 된다. 즉    를 추출한 후 여기서 추출한

에 기반하여     를 추출하여 결합 사후 분포인     를 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표준적인 베이지안 분석을 따라 다음의 분포를 가정한다.

  ∼    

 ∼  
   

 ∼    
위 식에서

   

는 평균  와 표준편차  를 가진 정규분포를 뜻하며,

    는

너비 행렬(scale matrix) 과  자유도를 지닌 inverse-Wishart 분
포를 뜻한다. 여기에서 사전 분포를 위와 같이 가정한 이유는 이들이 우도에 대한 동
형 분포(conjugate distribution)이며, 이를 사용했을 때 사후 분포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분포를 가정하게 되면  의 사후 주변 분포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Gelman et al., 2004).

 ∼           
여기서



      
  
  
    
    

               
  
 는 전문가들의 예측 평균이며  

     이고,


 은 응답 전문가 수

를 나타낸다. 또한  는  의 차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전 분포에서 가정한 상위 모수들(hyperparameters)— , , ,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는 출산율의 역사적 변화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구했
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해서, 2015, 1990, 1970년의 출산율을 활용하여 2015년과
1990년의 출산율을 하나의 변수로, 그리고 1990년과 1970년의 출산율을 다른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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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취급한 후 두 변수의 공분산을 구하여 로 설정하였다. 는    보다 큰
실수로 설정하면 되는데, 사전 분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크지만 가
장 작은 정수인 2로 설정하였다. 는 2015년 출산율로 설정하였다. 는 사전 분포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사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분산의 정도가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장래인구
추계는 여러 번 있었으나 참고한 추계는 2010년의 것 하나뿐이고, 출산율 추계에 대
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분산의 크기를 줄이지 않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1로 설정
하였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R에서 이루어졌으며(김현식, 2017), 모의실험의 경우
재생(replicate)할 수 있도록 초기값을 무작위적으로 설정하였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저자에게 시초값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

4. 장래 출산율 추계 결과
4.1 전문가 조사 개요
출산력 추계를 위한 전문가 조사를 위해 통계청의 인구 추계 전문가들과 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인구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출
산력관련 전문가들에 더해, 2016년과 2015년 사이에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 논문집인
<한국인구학>에 출산관련 논문을 게재한 저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문가 명단은 학계를 과다대표하는 한편 정부나 정부관련 연구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과소대표할 것으로 우려하여 통계청 인구 추계 담당자들
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을 조사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진과 통
계청 인구 추계 담당자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전문가 조사는 2016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구학 및
출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31명에게 8월 2일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내어
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설문지를 보내어 응답을 요청하였다. 이어 8월 2
일까지 응답을 하지 않은 전문가들에 한하여 8월 8일 재차 설문지를 첨부하여 응답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을 요청한 결과 19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응하였다.
다음의 <표 4.1>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서는 단 세
명의 여성만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몸담
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대학이 73.3%로 가장 높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5.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
이 30대이지만 50대와 60대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경력은 평균 16.26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험이 가장 적은 전문가는 3년이라
고 응답한 반면, 경험이 가장 많은 전문가는 35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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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A. 성별

B. 일하고 있는 기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16

84.2

대학

14

73.7

여성

3

15.8

정부출연 연구기관

3

15.8

합계

19

100.0

정부 부처

1

5.3

그 외

1

5.3

합계

19

100.0

C. 연령대

D. 연구 경력(년)

30대

5

26.3

평균

16.26

40대

7

36.8

최솟값

3

50대

3

15.8

중간값

13

60대 이상

4

21.1

최댓값

35

합계

19

100.0

4.2 전문가 단순 예측
다음의 표는 2040년과 2065년의 합계출산율 중위값, 고위값 및 저위값에 대한 전
문가 추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표 4.2> 전문가 단순 예측
중위값
2040년 (2015년의 25년 후)

2065년 (2015년의 50년 후)

고위값

저위값

평균

1.39

1.55

1.18

표준편차

0.22

0.24

0.21

최솟값

1.10

1.19

0.90

중간값

1.40

1.55

1.19

최댓값

2.00

2.20

1.80

평균

1.46

1.71

1.23

표준편차

0.29

0.36

0.29

최솟값

0.90

1.10

0.70

중간값

1.50

1.70

1.20

최댓값

2.20

2.50

2.00

<표 4.2>를 보면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장래 합계출산율이 최근의 초저출산율에
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위값을 보면
2040년이 되면 평균 1.39를 기록해 1.3인 초저출산율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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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지만, 2065년이 되어도 중위값 평균이
1.46에 지나지 않아, 증가 속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65년
이 되어도 고위값의 평균이 1.71로 대체출산율이라고 일컬어지는 2.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표 4.2>의 각 년도 중위값 중 최솟값이 보여주는 것처
럼 장래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율
상승 예측은 평균적 예측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대해 간략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템포 효과의 소멸”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출산율 상승의 동력
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저출산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은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
고 이들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의 안정화로 인해 현재 청년 세대보다는 많은 자녀 출
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상승이 크지 않거
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원인으로는 출산력 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구분에 따른 여성의 부담, 출산 및 가족 가치관
의 변화, 젊은 층의 경쟁 강화 및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 미혼의 증가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을 거론하였다.
전문가 조사에 기반한 추계가 다른 추계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에서는 2015년 UN의 추계(United Nations, 2015b)와 2016년 실시
한 통계청 2015-2065년 추계(통계청, 2016b)를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기반 추계와 비
교하였다.
<그림 4.1> 전문가조사 추계와 다른 추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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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보면 전문가 추계는 장래의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추계와 유사하지만, 고위값과 저위값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
가들의 지나친 자신감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Billari et al., 2014;
Booth 2006). UN의 중위값이 전문가의 고위값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도 매우 특징적
이며, UN의 저위값이 전문가의 저위값보다 낮아, 전문가의 고위값과 중위, 그리고 저
위값 모두가 UN의 중위와 저위값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통계
청의 2016년 추계는 단기 미래에는 출산율이 상승하다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 조사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특정 시점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
측하는 배경으로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출산율 변동도 안정화
되”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통계청, 2016a).
4.3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 결과
<그림 4.2>에는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모형 및 주관적 베이
지안 모형의 추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x-축에는 첫 번째 추계연도(2040년)의 합계
출산율 예측값을 제시하였으며, y-축에는 두 번째 추계연도(2065년)의 예측값을 제시
하였다. 자료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x-축과 y-축의 값을 0-4의 범위를 갖도
록 통일하였다. 모든 그림에서 수직선과 수평선은 x-축과 y-축의 평균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A 패널>은 2016년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산한 추
계값이며, <B 패널>과 <C 패널>은 고위값 및 중위값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추계
한 값들이다. 다만 전자는 모든 전문가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여 하나의 전문가가 예
측한 듯한 효과를 보이지만, 후자는 각 전문가의 응답을 하나의 분포로 추정한 다음
모든 전문가들의 분포를 합친 것이다. <D 패널>과 <E 패널>은 추계값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질문한 추계값을 이용한 것이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는 전문
가들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후자는 개별 전문가들의 응답을 하나의 분포로 설정한
다음 모든 분포를 결합한 것이다. 대문자 다음의 숫자로 된 패널 명칭에서 1의 값은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을 활용한 결과를, 2의 값은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모형을 활용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을
활용한 결과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모형을 활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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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통계청 자료

A.2 통계청 자료: lognormal

B.1 시나리오 평균

B.2 시나리오 평균: lognormal

C.1 개별 전문가 시나리오

C.2 개별 전문가 시나리오: lognormal

<그림 4.2> 이변량 정규분포 및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 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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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정규분포 평균

D.2 정규분포 평균: lognormal

E.1 개별 전문가 정규분포 평균

E.2 개별 전문가 정규분포: log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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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

<그림 4.2> 계속

<F 패널>은 방법론 부분에서 상술한 것처럼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을 적용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A, B, D, F 패널>의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 10,000 사례를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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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C 패널>에는 각 전문가 당 600 사례씩, 총 11,400 사례를 표집하였고, <E
패널>에서는 각 전문가당 600 사례씩, 총 10,800 사례를 표집하였다. 마지막 자료의
경우 한 명의 전문가가 무응답한 필수 항목이 있었으므로 17명의 전문가가 응답이 쓰
였기 때문에 10,800 사례가 표집되었다.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2040년보다 2065년 추계의 산포도가 더 큰데, 이는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
록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문가 조
사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추계를 한 B와 D 모형 결과의 분산이 가장 작지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A 모형 결과의 분산은 작지 않다. 이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추계를 할 때, 고위값과 저위값 그리고 80% 신뢰구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도를 과소추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Billari et al., 2014; Booth
2006).
이에 더해, B와 D의 분산이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고위값과 저위값의 분산이 정규분포 80%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값과 그
리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결과는 이변량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C와 E의 결과는 이변량 정규
분포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의 결과가 다양한 전문가의
분포를 합쳐 놓은 결합분포(mixture distribution)이기 때문이다. 즉 한 명의 전문가는
자신의 이변량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변량 정규분포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 분포는 이변량 정규분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각 전문가들
의 추계값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분포의 분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C와 E의 그림 중 y-값이 0 이하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는
데, 이는 2065년의 출산율 예측값이 작고 그 분산이 크다고 판단한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4.4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모형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에서 음수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이변량 로그정규분포를
활용한 모형의 추정 결과는 대체적으로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
을 보이고 있다. 즉 2040년의 추계에 비해 2065년의 추계가 더 큰 분산을 보이고 있
고 전문가들의 예측값들을 평균한 것들에 비해 각 전문가들의 결합 분포로 가정한 추
계에서 분산이 크다.
이에 더해 로그정규분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림의 가운데 점을 기
준으로 왼쪽 아래에서 사례들이 집중되어 있으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사례들이 흩어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규분포를 가정한 것과 로그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식 (3.6)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분
산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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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관적 베이지안 예측 모형 결과
<그림 4.2>의 마지막 <F 패널>에서는 주관적 베이지안 예측 모형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다른 예측 모형들과 비교해 보면 <B.1 패널>과 <D.1 패널>의 타원
형 모형에 <C.1 패널>과 <E.1 패널>의 분산만큼 늘인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베이지안 모형에서는 앞선 두 모형의 평균을 모형화하지만, 이들
과는 다르게 전문가들 사이의 예측에 있어서 분산의 정도 또한 모형화함으로써 불확
실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2040년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예측의 분산정도가 다른 모형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전 분포의 설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5년과 1990년의 출산율을 하나의 변수로, 그리고 1990년과 1970년의 출산율을 다
른 하나의 변수로 취급한 후 두 변수의 공분산을 구하여 로 설정함으로써 2015년
과 1990년의 합계출산율 변이가 25년의 출산율 예측에 대한 분산으로 설정되었는데,
두 년도의 합계출산율은 1.24와 1.57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 모형이 잘못 설정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후 예측 분포(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를 추계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 값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두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면, 추계값들이 실제 값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Gelman et al., 2004). 지면 문제로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분석 결
과는 사후 예측 분포의 값들이 전문가들의 응답 값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요청 시 자료 제출).
<표 4.3> 모든 추계 결과 비교

통계청, 2016
UN, 2015
전문가 조사 단순 추계
시나리오 평균
정규분포 평균
이변량 정규분포 모형
통계청 자료
lognormal
시나리오 평균
lognormal
개별 전문가 시나리오
lognormal
정규분포 평균
lognormal
개별 전문가 정규분포
lognormal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

약어
SK
UN

2040년
최대 고위 중위 저위
1.64 1.38 1.12
2.07 1.57 1.07

SC
NO

1.55 1.39 1.18
1.57 1.40 1.23

B1
L
B2
L
B3
L
B4
L
B5
L
SB

2.14
2.77
1.88
2.40
2.44
3.41
1.87
2.30
2.40
3.73
2.15

1.64
1.78
1.55
1.63
1.68
1.74
1.58
1.66
1.69
1.76
1.63

1.38
1.39
1.39
1.40
1.39
1.39
1.40
1.41
1.40
1.41
1.37

1.12
1.05
1.23
1.18
1.11
1.09
1.22
1.17
1.14
1.11
1.11

최소

2065년
최대 고위 중위 저위 최소
1.64 1.38 1.12
2.19 1.69 1.19
1.71 1.46 1.23
1.71 1.47 1.23

0.67
0.67
0.87
0.83
0.08
0.44
0.93
0.82
0.49
0.43
0.61

2.49
3.92
2.28
3.00
2.61
5.06
2.25
3.58
3.09
5.81
2.78

1.75
1.96
1.71
1.86
1.86
2.02
1.75
1.92
1.90
2.07
1.90

1.38
1.41
1.44
1.46
1.44
1.46
1.48
1.49
1.48
1.51
1.45

1.01
0.93
1.18
1.09
1.04
1.00
1.21
1.12
1.07
1.01
1.00

0.41
0.38
0.56
0.66
-0.12
0.31
0.65
0.69
-0.16
0.24
0.20

주: 정규분포의 경우 중위는 평균을 의미하며, 고위와 저위는 80% 신뢰구간의 상·하한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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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모든 추계 결과 비교
<표 4.3>은 이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추계 결과에 더해, 더 많은 비교를 하기 위
해 통계청의 2016년 추계와 UN의 2015년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
단순 추계는 전문가들의 응답을 활용하여 평균을 구한 것으로, 예를 들어 2040년의
중위값에 대한 응답 결과의 평균을 활용하여 중위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변량 정규분
포 모형, 이변량 로그정규분포 모형,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은 앞서 제시한 결과를 활
용하여 모든 모형에서 평균과 80%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각각 중위값, 고위
값, 저위값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4.3>에서는 각 년도의 추계값을
추계방법에 따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찰
할 수 있다. 우선 각 년도에서 UN의 추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추계한 값들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모든 추계에서 2040년에 비해 2065년의 값이 약간 큰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보다 정확한 숫자를 대입하여 서술하면, 중위값들이
2040년의 경우 1.4보다 약간 작은 값들을 보이지만 2065년에 대한 추계는 1.4보다 약
간 큰 값들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는 몇몇 전문가들의 응답에서 나타난 것처럼, 먼
미래의 추계가 불확실할 때 가까운 미래의 값으로 대체하는 인식론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문가 조사의 평균을 사용한 추계는 고위값과 저위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문가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소추정이 하나의 원인이고, 다
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균화하는 과정에서 분산이 큰 값들이 평균화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에 반해 개별 전문가 추계를 합친 경우와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에서는 불
확실성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문가들 사이의 편차를 모형화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을 때 정규분포의 평균과 신뢰구간으로 묻거나
중위, 고위, 저위값으로 묻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연구만을 통해서
고위와 저위값이 80% 신뢰구간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질문을 달리하여 70% 신뢰구간으로 답을 하도록 요청하였을 때에도 고위와 저
위값들과 유사한 값들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구간이 고위와 저위값들과 유사한 것인가에 대해 더욱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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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추계 결과의 비교

5.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견해에 기반하여 장래 출산율을 추계하는 전
문가 판단법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실제 자료를 수집한 후 몇몇 모
형을 설정하여 추계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판단법의 통계적 분석 기법도 다양하여 어
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측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신뢰구간이 커진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평균 수준에 대한 추계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현재에 비해 2040년의 합계출산율은
약간 상승하여 1.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2065년에는 그보다 약간만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여타의 추계와 비교한다면 UN의 추계(UN, 2015b)만이 두 시점 모두에서 높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의 경험을 참조하여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유럽의 다수 국가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짧은 시기
의 초저출산을 겪은 후 출산율이 상승하였는데(Goldstein, Sobotka, & Jasilioniene,
2009), 이런 국가들을 참조함으로써 한국 또한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
문인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UN의 전문가들이 한국 상황에 대한 지식에 바탕
하여 그런 결과를 산출했다기보다는 베이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유
럽국가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전문가 판단법을 활용한 추계는 기존의 수리 모형에 기반한
추계에 비해 여러 지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낮은 장래 출산율을 예측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원인으로 현재 출산율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달
리 말하면 효과성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출산 정책을 제안하
도록 격려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래 인구 추계에 기반하여 미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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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입안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금이나 건강보험 추계 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출산
율 추계에 근거하여 장래 인구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한 출산율 추계 결
과를 활용한다면 적어도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출산율 추계에 있어 전문가 판단법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최초라는 이유로, 여
러 가지 극복되어야할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이변량 베이지
안 위계 모형에 기반한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만을 활용하였는데, 문헌 분석에서 제시
하였던 것처럼 Billari와 동료들이 2014년에 했었던 혼합 베이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분석에 따르면(필자에게 요청
시 자료 제출), 로그를 취한 전문가들의 예측값들이 더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나
타나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 값들에 베이지안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장래 출산율을 추
계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향후 50년 간 추계에서 두 시점의 자료가
아닌 더 많은 시점을 조사한 후 모형화하면 보다 풍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더해 주관적 베이지안 모형만이 아닌 수리 모형과 전문가의 주관적 예측을
결합하는 모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연구가 전개된다면 출
산력 추계의 타당성이나 예측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2월 24일 접수, 2017년 4월 2일 수정, 2017년 5월 8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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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ty Projections Based on Expert Opinions
Hyun Sik Kim1)
Abstract
Whereas mathematical models dominate fertility projection in South Korea, various techniques
exploiting expert opinions on future fertility levels are gaining traction worldwide. This article is
the first attempt to introduce fertility projections based on expert opinions and apply several
projection models to Korea’s fertility projection after eliciting estimates on future levels of total
fertility rate (TFR) from 19 experts in the fertility research community. More specifically we
employ the simple average method, the bivariate normal distribution method, and Bayesian
hierarchical bivariate normal distribution method. Negative estimates of future fertility rates in
some models prompt us to explore bivariate lognormal distribution method as well. Mean
median variant of 2040 and 2065 TFR estimates is 1.39 and 1.46 respectively. Across all
models, we find wider confidence intervals for 2065 estimates compared to 2040 ones and
shorter confidence intervals on methods using expert opinions than United Nations’ Bayesian
method, which seems to reflect the overconfidence problem of expert opinions.

Key words : Fertility projection, expert opinions, bivariate (log)normal model,
Bayesian hierarchical bivariate norm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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