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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인구 구성과 가구구조의 변화
유삼현 (동국대학교)

소비흐름, 지역불평등, 저성장 흐름과 연계시켜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67년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50년 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 학교급별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총가구수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 감소가 함께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한 사
회의 인구변동은 주로 출산, 사망, 이동 등 세 가
지 요소로 설명되며, 따라서 다른 사회변화에 비
해 비교적 예측이 수월하다. 하지만 장래의 인구
변동에 관한 전망은 항상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1968년 에를리히가 ｢인구폭
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인구폭탄’ 또는

‘인구폭발’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되
었다(Ehrilch, 1968). 과거 우리도 즐겨 사용하
던 ‘인구폭탄’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전개과정과 그
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한다. 우리 사회의 인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

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언제쯤 인구가 감

리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절벽’,

소하기 시작할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사회인구학

‘지방소멸’, ‘수축사회’ 등 인구문제를 가리키는 단어

적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불확실한 가

들이 시사용어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관련 도서들이

정 위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미래를 예측하기보

서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구변동과 관련된 불

다, 인구통계에 기초하여 인구변동에 직접적인

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견

영향을 받는 고령인구의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해와 서적을 찾고 있다.

가구구조의 변동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인구절벽, 지방소멸, 수축사회 등에 관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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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의 인구

｢장래가구추계｣, ｢교육통계｣, ｢고령자통계｣ 등

변동의 토대 위에 전개되고 있다. 저마다 인구변동을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반면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7년 현재 총 5,136만

하지만 불과 50여년 만에 인구의 연령구조에 큰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7년 0-14세 유소년인구는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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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

전체 인구의 13.1%로 크게 감소한 반면 15-64세

리나라의 총인구는 향후 약 10여 년간 증가한 후

생산연령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각각 전체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인구의 73.2%와 13.8%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그림Ⅰ-8). 그리고 2067년에는 총인구가
3,92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표Ⅰ-6>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 비율, 1960-2067
(%)

따라 인구성장률 역시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67년에는 –1.26% 수준까지 하락할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계

1960

42.3

54.8

2.9

100.0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올해 2019년부터 전체

1980

34.0

62.2

3.8

100.0

사망자 수가 전체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2000

21.1

71.7

7.2

100.0

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

13.1

73.2

13.8

100.0

2020

12.2

72.1

15.7

100.0

2040

9.8

56.3

33.9

100.0

2060

8.0

48.0

43.9

100.0

2067

8.1

45.4

46.5

100.0

[그림Ⅰ-8]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우리나라에서는 연령구성의 빠른 변화로 지난
2017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 유소
년인구를 초과하였다. 아울러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장
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향후 2067년에

인구의 증가와 감소는 연령계층별 인구의 구성

0-14세 유소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8.1%로 더욱

변화를 야기한다. <표Ⅰ-6>을 보면, 지난 1960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5%로 크게

0-14세 유소년인구와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

각각 전체 인구의 42.3%와 54.8%를 차지하였다.

구는 전체 인구의 45.4%를 차지하는 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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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는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덴트(Dent, 2015)는 생애주

노년부양비는 고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45-49세 연령대의

중 하나로 사용되는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

인구의 감소를 ‘인구절벽’이라고 칭하고, 이를 통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

해 각국의 소비흐름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

를 의미한다. [그림Ⅰ-10]은 2015년 노년부양비와

장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45-49세 인구가 2018

장래인구추계에 의해 예상되는 2065년 노년부양

년 456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기 시작

비를 OECD 국가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하며,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소비흐름도 절벽에
서 떨어지듯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림Ⅰ-10]  OECD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 2015, 2065

공교롭게도 2018년은 생산연령인구 역시
3,76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 것
으로 여겨진다(그림Ⅰ-9). 생산연령인구는 2067
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의 절반보다 적은
1,78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Ⅰ-9]  생산연령인구와 45-49세 인구, 1960-2067
주: 1) 한국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그 외 OECD 국가들은 UN의
2019년 추계치임.
2) OECD 평균은 비교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15년 17.5를 기록
하였으며, 이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17.5명이
주: 1) 생산연령인구는 만15-6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5년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
도가 심각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변화

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탓에 50년
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4로 크게 증가할 것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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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100을

여성 9.0년에서 2016년 전체 10.8년, 남성 11.3

두 번째로 높은 노년부양비를 갖게 되는 일본의

년, 여성 10.5년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75.9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고령인구의 증가

로 우리나라는 2015년 15-64세 생산연령인구

와 건강수준의 개선은 물론 일자리와 생활비 등

약 6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

고령자의 생활에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

회에서,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

기도 한다. 예컨대, 고령자의 연령별 고용률이 조

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 즉, 세계에서 가장

금씩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0-64세 고용

높은 수준의 노년부양비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률은 2009년 53.8%에서 2017년 60.6%로 매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17년 우

고령자들의 기대여명은 한 사회의 보건수준은

리나라의 65-69세 고용률과 70-74세 고용률은

물론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

각각 45.5%와 33.1%를 기록하여 EU 28개국과

나로 여겨진다. 예컨대 65세 기대여명이란 65세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에 이른 사람이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될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향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선 고령자의 건강수준 개선으로 좀 더 많은 고령

우리나라의 65세 기대여명은 1970년 이후 꾸

자들이 활발하게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해석할

준히 증가해 왔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생명표

수 있다. 다른 한편 많은 고령자들이 생활비 등

에 따르면, 65세 기대여명은 지난 1970년 12.9년

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에서 2017년 20.8년으로 7.9년 증가하였다. 같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9 l 인구

넘게 되는 사례로, 특히 같은 해 OECD 국가 중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

기간 남성의 65세 기대여명은 10.2년에서 18.6년
으로 8.4년, 여성의 65세 기대여명은 14.9년에서

[그림Ⅰ-11]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2009-2017

22.7년으로 7.8년 각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7년 65세 기대여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으로 같은 시기 OECD 국가 중 남녀 각각 17위와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고령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통
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기준 주관적 건

강 기대여명은 2012년에 전체 9.3년, 남성 9.8년,

주: 1)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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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9년 55-79세 고령

점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우하향하며 장기적

자 중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였으며,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초

그 중 60.2%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

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약 272만 명으로 집

고 응답하였다.

계되었으나, 50년 후 2067년 약 125만 명으로 절

고령자들 중 생활비를 자녀 또는 친척에 의존

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67년 초등

하는 비율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학교 추계학령인구 125만 명은 가장 많았던 1969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자녀 또는 친척

년 572만 명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원’에 의존한다는 비율이 2009년에 37.6%였으
나 2017년 25.7%로 감소하였다(그림Ⅰ-11). 반

[그림Ⅰ-12]  학교급별 학령인구, 1960-2067

면,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
는 응답은 같은 기간 51.9%에서 61.8%로 점차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령자
들의 삶과 생활의 변화, 그리고 관련 제도들의
대응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주: 1)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연령기준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대학교는 만 18-21세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이처럼 괄목할만한 학령인구 감소는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유
사하게 관찰된다. 2017년 중학교(12-14세),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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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는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에 직접적인

학교(15-17세), 대학교(18-21세) 등 학교급별 학

영향을 받는 분야이며, 학령인구의 감소는 그 중

령인구는 각각 138만 명, 172만 명, 264만 명으

가장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Ⅰ

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반세기 뒤 2067년 중학

-12]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초등

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령인구는 각각 65만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 학교급별

명, 71만 명, 104만 명으로 모두 절반 이하로 줄

학령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만 6-11세에

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960년 363만 명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교육 분야에

에서 가파르게 증가하여 1969년 572만 명으로 정

서는 많은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

교육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학령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변동이 사

구 감소에 따른 교육 분야의 대응이 그리 간단하

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예컨대, 과거 1995년 전국의 초등학생이 약
390만 명이었을 때 전국의 초등학교 전체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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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당장 학급 규모의 축소로

국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1995년 36.4명에
서 2018년 22.3명으로 감소하였다.

수는 10만 7,183개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 분야의 학급 규모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36.4명 수준이었다(표Ⅰ-7). 전국의 초등학교 학

통해 비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

령인구는 2018년에 271만 명을 기록하여 1995년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2005년 28.0명으로 같은 해

에 비해 약 119만 명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

OECD 평균인 16.7명에 비해 약 67% 정도 높은

학급 수는 오히려 1995년에 비해 1만 4,635개 늘

수준이었다(그림Ⅰ-13). 하지만 학급 수의 증가와

어난 12만 1,818개 학급으로 확인된다.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난 10여 년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였다. 최근 OECD

<표Ⅰ-7>  초등학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 1995-2018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4명이었으며, 이는 OECD 국

연도

학교 수
(개)

학급 수
(개)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학급당
학생 수
(명)

1995

5,772

107,183

3,905,163

138,369

36.4

의 매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2000

5,267

112,437

4,019,991

140,000

35.8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의 평

2005

5,646

126,326

4,022,801

160,143

31.8

2010

5,854

123,933

3,299,094

176,754

26.6

2015

5,978

120,063

2,714,610

182,658

22.6

2018

6,064

121,818

2,711,385

186,684

22.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가의 평균 15.2명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현재

균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Ⅰ-13]  OECD 주요 국가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005, 2017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초등학교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 수는 같은 속도로
줄지 않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
교 통폐합 등으로 학교 및 학급 수가 일부 감소
한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신도
시 건설 등으로 학교와 학급 수가 증가했기 때문
으로 여겨진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

주: 1) OECD 회원국 중 두 시기의 자료가 모두 가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OECD 평균은 비교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값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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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의 교육환경에 많은

가세를 이어가다 2041년에 비로소 마이너스 성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원양성과 수급계

장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48명이

획의 보완, 교육시설의 재배치, 소규모 학교 통폐

었던 평균 가구원수도 꾸준히 감소하여 2047년

합, 대학정원의 조정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대

2.03명을 기록할 것으로 여겨진다.

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구구조의 변화를 주요 가구유형별로 살펴보
면, 부부로만 구성된 부부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
가 두드러진다. 부부가구는 2017년 309만 가구
였으나 2047년 479만 가구로 약 55% 증가할 것

가구구조의 변화: 1인가구의 증가

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1인가구 역시 2017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혼인과 출산행위

558만 가구에서 2047년 832만 가구로 약 49%

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부부

구구조의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17년 615만 가

가구수는 지난 2017년 1,957만 가구에서 2025

구에서 2047년 364만 가구로 약 41% 감소할 것

년 2,134만 가구, 2035년에는 2,250만 가구로

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젊은 층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Ⅰ-8). 총인구가 2028

결혼 전 분가 독립과 독신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총가구수는 증

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줄어
들고, 반대로 부부가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
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Ⅰ-8>  가구구조의 변화, 2017-2047
2017

2025

2035

2047

총가구수(1,000가구)

19,571

21,342

22,497

22,303

증가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1인가구는 지난

가구증가율(%)

1.50

0.81

0.32

-0.36

2000년 전체 가구 중 15.5%에 불과하였으나,

평균 가구원수(명)

2.48

2.29

2.15

2.03

주요 유형별 가구 수(1,000가구)

2017년 28.5%로 17년 사이에 13.0%p가 증가하

부부

3,093

3,848

4,599

4,794

였다. [그림Ⅰ-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가

부부+미혼자녀

6,150

5,363

4,533

3,638

구 중 1인가구 구성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2047

부+미혼자녀

516

611

671

677

모+미혼자녀

1,483

1,566

1,550

1,431

951

793

648

505

반대로 과거 우리 사회에서 흔히 관찰되던 4인

5,583

6,897

7,923

8,320

307

390

383

371

이상 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체 가구 중

3세대 이상
1인가구
비친족 가구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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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총가구수 변화는 주로 1인가구의

구분

년에는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0년 44.5%를
차지하였지만, 2017년에 23.5%로 감소하였으며,

[그림Ⅰ-14]  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 비율, 2000-2047

[그림Ⅰ-15]  1인가구의 연령구성, 2000-2047
한국의 사회동향 2019 l 인구

3인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지난 2014년에 이미 4인 이상 가구의 수가 1인가

를 먹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40대 또는 50대

구 보다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

등 중장년층의 1인가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의 구성 비율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어 2047년에

이 높다.

8.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에

한편 고령층의 1인가구 증가는 평균기대수명

서 가구규모의 변화에 따른 주택 크기의 수요 변

증가에 따른 고령화,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에

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의한 사별가구 증가,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청장년층과

등을 주요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고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전개되고 있다. 우선 청

령층의 1인가구의 증가세는 청년층에 비해 더욱

년층의 1인가구 증가는 만혼과 비혼의 확대,

빠른 편이다. 예컨대 가구주의 연령이 70세 이상

독신인구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

인 1인가구의 경우 지난 2000년 36만 가구였으

예컨대, 가구주가 30대 또는 그 이하인 1인가

나, 2017년 99만 가구로 집계되어 약 2.8배 증가

구는 지난 2000년 100만 가구였으나, 2017년

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70세 이상 1인가

199만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통계청

구는 2047년에 무려 33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의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 의하
면 가구주의 연령이 30대 또는 그 이하인 청년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2000년의 36만 가구에
비해 무려 9.4배 증가한 숫자다.

층 1인가구는 2025년 약 213만 가구까지 증가

우리 사회 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하며,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전체 가구 중 구성 비율은 여전히 OECD 평

(그림Ⅰ-15). 하지만 30대 또는 그 이하 연령대

균 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2017년 우리나라

의 1인가구의 증가는 향후 해당 청년들이 나이

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28.5%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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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OECD 평균 30.9% 보다 2.4%p 낮다

[그림Ⅰ-16]  OECD 주요 국가의 1인가구 비율, 2017

(그림Ⅰ-16). OECD 국가 중에는 노르웨이
(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주로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같은 아시아 지역의 일본 역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은 물론 주거, 소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 비해 1인가구의 구성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
측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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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호주, 멕시코는 2011년 자료, 뉴질랜드는 2013년 자료, 일본은
2015년 자료, 그 외 국가는 모두 2017년 자료임.
3) OECD 평균은 비교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European Commission,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
base.htm). 2019.
Statistics of Japan, e-Stat(https://www.e-stat.go.jp/en/).
U.S. Census Bureau.(https://www.censu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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