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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USSP 세계인구총회

Pre-Conference 개최
◈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에 앞서

Pre-Conference를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Pre-Conference에는 세계 각국의 인구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저출산, 고령화, 최근 센서스 조사방법 동향, 센서스 마이크로자료 활용성
제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또한 통계청장은 장수․사망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유엔인구처장

(John R. Wilmoth)과 장수․고령화․핵가족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글로벌한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번 Pre-Conference에서 통계청은 1960-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 표본자료(11개 시리즈)를 2014년부터
해외에도 제공(국내는 2013년 3월부터 서비스)하기 위해 IPUMS* 측과
MOU를 체결합니다. 이번 MOU 체결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력를 통해 앞으로 통계청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 참고로 첨부한 주요 논문 요약 자료는 통계청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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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회의명 : 2013 IUSSP* 세계인구총회 Pre-Conference
(2013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Pre-Conference)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 일시/장소 : '13.8.23(금) - 25(일) / 부산 BEXCO
(IUSSP 제27차 세계인구총회 개최 일시 : ‘13.8.26(월)~31(토))

□ 주 최 : 통계청,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 국가조직위원회
□ 회의 규모 : 국내외 150여명 (국외참가자 20명 내외 포함)
※ 공식언어 : 영어 (한-영 통역제공 예정)

□ 배경
◦ IUSSP 제27차 세계인구총회는 약 2,500명의 저명한 학자, 국제기구 및 국가
통계기관 고위급 인사 등이 참여하는 인구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
행사
◦ IUSSP 제27차 세계인구총회의 한국(부산) 개최를 기념하고 동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적인 인구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개최

□ 목적
◦ 세계인구총회에 앞서 Pre-Conference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와 관련한
해외의 최신 연구 성과 및 선진사례 공유
* 저출산․고령화, 인구센서스 조사방법, 마이크로자료 활용성 제고 방법 및 인구통계
방법론에 대한 최근 연구실적 및 방법론에 관한 선진사례 공유

◦ 인구와 관련된 최근 현안문제에 대하여 세계적인 인구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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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프로그램 구성
Time

9:00

Aug. 23 (Fri)

30

Aug. 24 (Sat)

등록
(09:00-10:00)
세션 4
개회식(10:00-10:30)

10:00

30

기조연설(10:30-10:50)
Coffee Break (10:50-11:00)

11:00

30

Low Fertility, Longevity and
Ageing of Population I)
(09:30-11:10)
Coffee Break (11:10-11:30)

세션 1
(최근 센서스 동향:
New developments in

12:00

(저출산․장수․고령화사회 I:

30

세션 5

Census Taking)

(저출산․장수․고령화사회 II:

(11:00-12:40)

Low Fertility, Longevity and
Ageing of Population II)
(11:30-12:45)

Luncheon
13:00

30

(12:40-14:00)

Luncheon
(12:45-14:00)

세션 2
14:00

15:00

30

30

(인구방법론 I:

세션 6

Demographic Methods I)

(마이크로 자료 활용성 제고방법:

(14:00-15:15)

Using Census Micro-data for

Coffee Break (15:15-15:30)

(14:00-15:40)
세션 3
(인구방법론 II:

16:00

30

Demographic Methods II)
(15:30-17:10)

17:00

Demographic Researc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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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및 토론자
Session

Speaker

Chair&Discussant

Srdjan Mrkic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세션 1.
최근 센서스 동향:
11:00-12:40
New developments in
Census Taking

Youngtae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hangick Kang

Mingue Park (Korea University, Korea)

(Director-General, Statistics
Korea)

Véronique Hertrich (INED, France)
Jonathan Anson
(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Israel)
세션2.
Aug. 23
(Fri) 14:00-15:15 인구방법론 I :
Bongoh Kye (Kookmin University, Korea)
Demographic Methods I

Kwang-Hee Ju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Joyce Shim (Columbia University, USA)
Minja K. Choe (East-West Center, USA)
Kyu-Seong Kim (University of Seoul, Korea)
세션 3
15:30-17:10 인구방법론 II :
Demographic Methods II Giampaolo Lanzieri (Eurostat)

Tai-Hun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José A. Ortega Osona
(University of Salamanca, Spain)
Sang-Hyop Lee (University of Hawaii, USA)

10:30-12:10

세션 4
저출산․장수․고령화
사회 I:
Low Fertility, Longevity
and Ageing of
population I

Jiehua Lu (Peking University, China)
Cheong-Seok Kim (Dongguk University, Korea)

Chair: Myung-Jin Hwang
(Korea University, Korea)
Discussant: Hanayama Nobutane
(Shobi University, Japan)

Hyun Sik Kim (Kyunghee University, Korea)

Aug. 24
(Sat)

14:00-15:15

세션 5
저출산․장수․고령화
사회 II:
Low Fertility, Longevity
and Ageing of
Population II

Emily M. Grundy (University of Cambridge, UK)
Ki-Soo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Doo-Sub Kim
(Hanyang University, Korea)

Feng Wang
(Brookings-Tsinghua Center for Public Policy, China)
P. Gerlan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세션 6
마이크로자료 활용성
제고 방법:
15:30-17:10
Using Census
Micro-data for
Demographic Research

Michaela Potančoková
(Wittgenstein Center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Austria)
Ignacio Permanyer
(Centre d'Estudis Demogràfics, Spain)
Khoza C. Grace (Statistics South Africa,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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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Robert McCaa
(Minnesota Population Center,
USA)
Discussant: Kourtoum Nacro
(UNFPA, Angola)

III

통계청과 IPUMS의 MOU 체결식 개요

□ (추진배경) 美미네소타大 인구센터가 운영하는 전세계적 인구센서스
마이크로자료 제공 프로그램인 IPUMS-International에 한국통계청이
참여할 것을 요청 (2007~2012년)
ㅇ 자료제공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분류코드 통합작성 및 영문번역은
IPUMS-International이 수행

IPUMS-International 개요
◦ (목

적) 각국의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받아 분류코드 통합작업을
거친 후 인증서를 받은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제공

◦ (운영주체) 美미네소타大 인구센터
◦ (제공현황) 미국, 중국, 프랑스 등 74개국 238개 센서스 자료를 제공 중(’13.7)
◦ (예산현황) 美정부와 사설 연구 재단으로부터 연간 $6천5백만불 지원

□ (목 적) 통계청과 IPUMS* 간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1%) 제공을 통한 센서스 자료의 활용성 증대 및 마이크로자료의 구축,
통합, 비밀보호 및 분석 분야에서 원활한 협력과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통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 (MOU 서명식 개최)
ㅇ 개최일시 : 2013.8.23(금) 16:00 - 17:00
ㅇ 개최장소 : 부산 BEXCO 회의실 (#314)
ㅇ 참석자 : 통계청장(박형수), 미네소타대학 대표(Robert McCaa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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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통계청장과 유엔인구처장 대담

1. John R. Wilmoth 인적사항
□ 학

력

美Princeton大 통계학/인구학 박사

□ 주요경력
❍ 1989 ～

美캘리포니아大(Berkeley) 인구학과 교수

❍ 2005 ～ 2007

유엔경제사회국 인구처 사망담당과장

❍ 2013 ～

유엔경제사회국 인구처장

□ 주요 대외 활동
❍ 2008 ～ 2011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인구전문가패널 위원
❍ 2009 ～ 2012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자문위원
□ 주요 연구 분야
❍ 사망률 감소 원인 및 장수

2. 대담요지
❍ 장수(longer lives)
- 기대수명의 개선속도와 한계수명의 전망
- 장수의 조건 : 선천적인 요인 VS 환경적 요인
❍ 인구고령화(Population ageing)
- 인구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
- 인구고령화의 긍정적 측면
- 인구고령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 핵가족화(Smaller families)
- 가족의 해체와 소가족화의 사회적 함의
- 1인 가구 증가의 전망과 영향
- 빈둥지 가구의 증가와 부부간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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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발표논문 요약

1. 육아휴직제도가 아동보건에 미치는 영향: OECD 19개 국가의
1969-2010 데이터를 토대로
Joyce Y.H. Shim(美Columbia大)
고용 안정성 및 휴직급여가 충분하게 보장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영아 및 생후 1년간 사망률을 낮추고, 특히, 생후 1년간 사망률 감소
(1,000명당 10~9.51명 사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 1969~2010년 동안의 OECD 19개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제도가 아동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모델로 분석
<통계모델 개요>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1. 아동사망률
1. 유급휴직 기간
1. 1인당 국민소득 (GDP)
(영아, 주산기, 신생아,
(job protected paid leave)
생후 1년간, 어린이)
2. 저체중 출생아 비율
2. 무급휴직** 기간
2. 전체GDP 대비 보건부문 지출 비중
3. DPT예방접종 비율

3. 건강보험에 커버된 인구비율

4. 홍역예방접종 비율
(1세 이하)

4. 100,000명당 신장투석 환자수
5. 15-44세 여성의 합계출산율
6. 100,000명당 신장투석 환자수
-

7. 여성고용율

* 추정방법 : OLS(Ordinary Least Squares)
** 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non-job protected leave) 무급휴직(unpaid leave)으로 인정된 기간

❍ 통계모델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직은

영아 및 생후 1년간 사망률을 낮추고, 특히, 생후 1년간 사망률 감소에
(1,000명당 10~9.51명 사망 감소) 큰 영향을 미침
- 유급휴직기간 변수는 주산기, 신생아 및 어린이 사망률 종속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무급휴직기간 변수는 모든 종속변수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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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풍요로운 시대 : 언제 끝날 것인가?
Yong Cai, Feng Wang, Ding Li, Xiwei Wu, Ke Shen*(*중국 Fudan大)
도시의 젊은층(20~40세)의 고소비 형태가 노년층의 저소비 형태를
대체하면서, 가계생산의 생애잉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
수준이 소득대비 50~55%로 유지되면, 2030년에 중국이 그동안 누렸던
생애잉여는 생애적자로 돌아설 것임
❍ 풍부한 노동력 및 균형 잡힌 소비수준(consumption level)이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였음
❍ 하지만,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분석을 통한 중국의 가계

생산의 생애잉여*(life cycle surplus)는 2007년에서 2009년 동안 전체
소득(total income) 대비 33%에서 23%로 감소하면서 생애잉여분의 감
소세로 이어지고 있음
- 2007~2009년에는 소비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 보다 더 컸기 때문에
생애잉여분이 감소
< 그림 1 > 중국의 가계생산 생애잉여 추이

* 음(-)의 생애적자(life cycle deficit)는 생애잉여를 의미하고 이는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음을 의미

- 7 -

❍ 2002년 대비 2007년의 근로소득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처지면서 피크소득이

40세에서 30세로 이동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증가는 미미함
- 연령별 소득 분포에는 변화가 발생한 반면, 연령별 소비수준은 변화가 거의
없으나 젊은층(20대)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짐
< 그림 2 > 근로소득 및 소비수준 비교 (2002 VS 2007)

❍ 핵심노동연령(30-49)을 기준으로 다양한 소비수준별로 UN의 인구추계를

기준인구로 설정하여 고령화가 생애적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저소비 형태의 노년층이 고소비 형태의 젊은 층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수준이
소득대비 50~55%로 유지된다면 중국의 풍요시대는 2030년에 끝날 것임
< 그림 3 > 고령화가 생애적자에 미치는 영향 추계

* LCD 2002(C=0.39) : 소비수준이 소득의 39%일 때 2002년 생애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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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여성의 임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김현식(경희대학교)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 비해
첫째아 이 를 출 산 확률이 높은 반 면, 둘째아이의 경우 일이 없는
여성일수록 둘째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음. 또한, 가계소득의 30~7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여성일수록 둘째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가장 낮음
❍ 한국노동패널조사(1998~2008년)의 데이터에 Cox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적용하여 여성의 임금이 출산순위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득과 출산력은 첫째아이의 경우 양(+)의 관계 그리고 둘째아이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남

< 그림 1 > 여성의 임금별 첫째아이 출산확률 및 비율

< 그림 2 > 여성의 임금별 둘째아이 출산확률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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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민자(美동서문화센터), Lei Li(RTI International)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지만 결혼 시기는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이 더 빠름.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하여 결혼할 확률도 낮고 결혼 시기도
더 늦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통계모형(mixture survival model)을

적용하여 한국남여의 결혼결정 확률 및 결혼속도(pace of marriage)를 분석
❍ 교육수준이 결혼결정(probability of ever marrying) 그리고 결혼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의 경우 상반되지만, 여자의 경우 일치함
-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에 비하여 결혼할 확률이
높지만 결혼 시기는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이 더 빠름
․고용 및 경제력 차이 그리고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등이 주요 원인
-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하여 결혼할
확률도 낮고 결혼 시기도 더 늦음
․결혼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담 등이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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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폰을 활용한“스마트 센서스”의 가능성 검토
조영태(서울대학교)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센서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간의 불일치 문제를 비용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센서스에서 중요한 이슈인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의 불일치 및 인구

이동 부분에서의 스마트폰 적용 가능성 검토
- 스마트폰에 탑재되어있는 위치센서정보 등이 인구학적으로 의미하는
시사점 검토
❍ 스마트폰을 보유한 36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얻은 위치센서정보를

분석하여 참여자의 등록지와 거주지간의 불일치 정도 분석
- 스마트폰에서 획득한 위치센서정보를 대상으로 공간통계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Kernel Density 분석을 통하여 참여자의 실제 거주공간
위치를 확률모형으로 포착하여 등록거주지와 비교분석
- 확률모형의 신뢰수준을 95%* 설정하면 등록지로부터 반경 34.5m
이내에 위치센서정보를 활용하여 확률모형으로 추정한 위치들의 87% 포함
* 신뢰수준이 90%인 경우 반경 40.8m 이내 위치들의 94% 포함

- 20대의 30%, 30대의 20% 40대의 10%가 실제거주지와 등록거주지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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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인구수 추정
박민규(고려대학교)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인구총수
과다 추정 문제는 표본자료 결과를 보조정보로 사용하는 능형
회귀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보정 가능
❍ 인구총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등록센서스에서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인구

총수 과다 추정을 보정하기 위하여 능형회귀분석 적용
- 20% 표본조사 결과를 보조정보로 사용하는 능형회귀추정 방안 적용
❍ 행정자료와 조사(표본)자료의 인구수와 비교해서 능형회귀추정 인구수가

분산이 적으면서 2010 인구총조사 인구수와 유사함
행정자료 인구와 2010 인구총조사 인구수 비교

조사자료 인구와 2010 인구총조사 인구수 비교

능형회귀추정 인구와 2010 인구총조사 인구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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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고령층의 일상 건강관리 비용 지출에 있어서 동거형태
(Living Arrangement) 차이에 따른 효과
Jiehua Lu(중국Peking大), Weiling Xue(중국Tsinghua大)
중국 고령층의 일상 건강관리 비용 지출에 동거형태(자식과 함께
사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양로원에 사는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Chinese Longitudinal Healthy Longevity Survey(2008) 데이터를 토빗

회귀 모델(Tobit Regression Model)로 분석한 결과,
- 동거형태를 자식들과 사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양로원에 사는
경우로 구분할 때, 자식들과 사는 경우와 혼자 사는 경우는 양로원에
사는 경우에 비해 건강관리 비용 지출이 적음
- Town(镇, village 보다 조금 더 큰 행정구역)과 동부지역에 사는 경우,
Village(村)과 서부 지역에 사는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건강 관리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함
- 자식들의 수가 많은 경우 건강관리와 보험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함
-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는 건강관리 비용에 더 적은 지출을 하며,
과거 음주를 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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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족 생애 과정과 노후 생활에서의 건강과 사망률
Emily M. Grundy(영국Cambridge大)
영국에서 장기간 초혼을 유지한 사람은 사망률이 낮았고, 독신자,
아이가 없거나 5명이상 출산한 여성의 경우는 사망률이 높았음
❍ 영국의 ONS Longitudinal Study(1971년 이후 자료)의 1% 마이크로

데이터를 콕스 & 포아송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 장기간 초혼을 유지한 사람은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장기 유병률이
가장 낮았음
- 독신자, 아이가 없거나 많은 출산아수(5명이상)를 가진 여성 그리고 십대에
엄마가 되었거나 짧은 출산 주기를 가진 여성은 사망률이 높았음
- 40세 이상에 아이를 낳은 여성의 사망률이 낮았음
❍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02~2006)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 부모이력에서 건강에 이르는 생물사회학적 경로는 재산, 사회적 지지
그리고 건강관련 행동을 포함하며,
- 대가족, 알로스타부하(allostatic load)와 건강의 관계는 재산과 흡연,
사회적 긴장(social strain)에 의해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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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의 대안(김규성, 고려대학교)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등록센서스로 추진시 표본조사는 프랑스
(rolling census)와 미국의 센서스(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 방법과 같이 10% 표본조사를 5년 동안 매년 2% 표본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여 응답자 부담 감소 및 매년 센서스 자료 제공
❍ 한국의 노년층 소득 불평등 (1998-2010): 공공 및 민간이전의 역할(김정석,

동국대학교)
- 노년층 소득원천이 노년층 소득불평등(old-age income inequality)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이전소득(public transfer income)과 민간이전소득
(private transfer income) 중심으로 분석
❍ 일본의 연금개혁, 노동시장 반응 및 인구보너스(이상협, 미국 하와이

대학교; Naohiro Ogawa. 일본 Nihon대학교)
- 일본의 연금수령 연령 연장시 고령층 노동인력구조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재정 및 경제의 장기효과 그리고 인구보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그 외 아프리카 사례들

- 아프리카 여성의 결혼연령 추이를 추정하기 위해, 아프리카 55개국의
1950년 이후 453개의 센서스데이터와 서베이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센서스 결과는 결혼 연령을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서베이 결과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두 조사의 결과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남아프리카의 2001, 2011년의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아프리카에서
성별 및 장애여부에 따른 교육수준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등학력수준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각각 남성과 비장애인에 비해 월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5 -

- 아프리카 13개국 24개의 센서스 데이터 샘플을 분석하여 인간개발지수(HDI)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인 인간개발지수 불평등에 교육과 재산(wealth)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높은 인간개발지수를 가진 나라일수록
재산이 인간개발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WIC(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Global Human Capital)
에서는 전세계 171개국의 교육정도에 대한 데이터셋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일례로 2000~2010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교육기간이 평균 8.1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교육기간이 더 길었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6년의 교육기간으로
두 번째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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