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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세기 80년대부터 중국의 출생성비가 아주 빠르게 상승했고 

20세기 60년대초기부터 중국의 출산율이 아주 크게 변동했다. 

성별구조의 불균형과 연령구조의 파동으로 인해 결혼시장에서 

남녀비율의 균형을 잃었고 결혼스퀴지(marriage squeeze)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신부매매’, ‘노총각위기’, ‘잉남’, ‘잉녀’ 

등 문제는 화제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결혼성비와 

요인분해 방법으로 국제 인구이동이 없다는 가정 하 2010년 중국 0-

44세 인구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연령구조, 성별구조, 

부부연령차)의 영향을 코호트별로 연구하고 있다. 먼저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로 두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전통패턴과 현대패턴) 하 

2010년 중국 15-44세 코호트의 결혼성비와 연령구조, 성별구조효과를 

알아봤고, 두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 하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부부연령차의 영향을 연구했다; 다음으로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로 현대 부부연령차 패턴 하 2010년 0-14세코호트가 나중에 

결혼시장에 진입할 때 결혼성비,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가 어떻게 

될지를 추측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중국 0-44세 코호트 간에 결혼성비와 

성별구조효과, 연령구조효과가 상대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44세에 결혼성비가 아주 크게 변동하고 남성잉여와 

여성잉여가 존재하는 코호트가 다 있지만, 0-19세 코호트에게 

남성잉여만 존재하고 특히 6세 이전에 남성잉여의 정도가 아주 심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추정했다. 성별구조는 19-44세에 

아주 작게 남성잉여에 작용하지만 18세 이전에 상대적 크게 남성잉여에 

작용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성별구조효과가 쭉 아주 높은 수준까지 

증가할 거라고 분석했다. 연령구조효과는 20-44세에 아주 크게 

변동하고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 있지만, 

19세 이전에 거의 없거나 남성잉여에 일정 정도 상 작용하고 특히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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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성별구조효과는 부부연령차 범위 안의 코호트들의 평균 

연령별성비에 달려 있다. 연령별성비가 100에 가깝고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성별구조효과가 아주 작고 연령별성비가 

100과 거리가 있고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크면 성별구조효과가 

상대적 클 것이다. 연령구조효과는 x세의 여성인구와 부부연령차 범위 

안의 평균여성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다. x세 여성인구와 

부부연령차 범위 안의 평균여성인구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연령구조효과가 아주 작고 코호트 간의 변화로 x세 여성인구와 

부부연령차 범위 안의 평균 여성인구의 차이가 크면 연령구조효과가 

상대적 클 것이다.  

또한 부부연령차가 가중치로서 결혼성비,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성별구조가 안정적이면 어떤 

부부연령차 패턴을 설정해도 세 지표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연령성별구조가 안정적으로 변동하지 못하면 부부연령차 패턴에 따라 세 

지표가 다 일정 정도 상 달라질 것이다. 불안정한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로 인해 전통과 현대 부부연령차 패턴 하 세 지표의 값이 

다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구체적인 연령성별구조의 변화에 의해 

코호트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심한 

판국에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으로부터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으로 변하는 

것은 남성잉여 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요어 : 결혼스퀴지, 결혼성비, 연령구조, 성별구조, 부부연령차, 코호트 

학  번 : 2015-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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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20세기 80년대부터 중국 인구정책이 실행되고 피임기술이 

유입되면서 출생성비가 아주 빠르게 상승했다. 비록 2008년-2015년 

기간에 출생성비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지만(2008년 

출생성비: 120.56, 2015년 출생성비: 113.51) 여전히 

국제경계선(105±2)을 초과하고 출생인구 구조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중국 남개대학(南开大学) 교수 원신(2014)이 ‘최근 30년 

이래 출생성비가 계속 높고 여아보다 출생한 남아는 이미 누계 

2400만-3400만 명이 더 많다. 성별구조의 불균형이 미래 중국인구 

결혼, 취업 등 성별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라고 했다. 

결혼스퀴지(marriage squeeze)가 이런 성별구조 불균형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의 하나다. 

결혼시장(marriage market)이란 결혼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이 

배우자를 찾는 시장을 말한다.(Mary Ann Lamanna and Agnes 

Riedmann. 1991) 한 사람이 결혼적령기가 되면 저절로 결혼시장에 

진입하고 결혼시장 안에 있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의 제약을 받으면서 

주관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곽지강，등국승(2000)에 따르면 

일부일처체(一夫一妻制）하에 결혼시장의 균형을 잃으면, 즉 

결혼시장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남성이나 여성의 수에 있어 차이가 크고 

비율의 균형을 잃으면, 남성이나 여성은 전통적인 선호대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혼인행위가 큰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바로 결혼스퀴지다.  

중국 혼인시장에 대한 연구는 점점 높아지는 출생성비에 대한 

주의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혼인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비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흩어져 있고 결혼스퀴지에 대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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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불균형의 입장에서 연구했다. 그러나 고보창, 팽희철(1993)학자가 

'20세기 90년대에 중국결혼시장에 나타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미있는 것은 남자가 더 많고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들이 우려해 온 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의 

출산율의 파동과 70년대의 뚝 떨어진 출산율에서 기인했다' 라고 했다. 

중국에서 1972년부터 1아이 정책이 실행되었고 아주 큰 효과를 

얻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5.8에서 2010년의 1.18까지 떨어졌다. 

중국의 인구변화의 속도가 구미국가보다 훨씬 빨랐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인구문제도 가져왔다. 결혼스퀴지는 그 중 하나다. 70-80년대에 

1아이정책 영향 하에 출산율이 뚝 떨어지고 이 기간에 출생한 코호트가 

결혼적령기가 되면 성별구조와 연령구조의 double영향을 받아 아주 

심한 결혼스퀴지 문제가 나타나고 남성잉여의 정도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강전보, 이효민과 Marcus W.Feldman(2013)은 이런 double효과를 

인식해서 효과분해를 시도했다. 그들이 2010년 인구센서스의 데이터를 

이용해 작배성비를 구축하고 21세기 중국의 결혼스퀴지의 원인인 

연령효과(저출산)와 성별효과(성비불균형)를 분해했다. 그들에 의하면 

2020년 전에 주로 연령구조의 효과이고 2020-2034년에 연령효과가 

점점 작아진 반면에 성별효과가 점점 커지고 2035년 이후에 주로 

성별구조의 효과라고 추측하였다.  

결혼스퀴지를 연구할 때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부부연령차다. 저출산이 결혼스퀴지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전통적인 

선호대로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어린 여자와 결혼할 경향이 있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 하에 출생코호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부부연령차선호와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 

남성의 결혼스퀴지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가 현재 중국에서 부부연령차의 패턴이 많이 

변했다고 주장했다. 유상，양해염(2014)가 1990년대 이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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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령차의 추세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보다 아내의 연령이 더 

높은 부부의 비가 현저하게 늘어났고 2010년 0세의 부부연령차를 

축으로 하면 음수의 부부연령차와 양수의 부부연령차의 비가 거의 

대칭적으로 분포되었다고 했다. 2010년 부부연령차가 0세의 비가 

16.74%, 양수의 비가 43.13%, 음수의 비가 40.13%이었다. 

부부연령차가 변한 것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부부연령차를 

조절함으로써 결혼스퀴지를 대응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부부연령차의 패턴이 결혼스퀴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결혼스퀴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부부연령차의 패턴이 변하면 

연령구조의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 중국 사회결혼스퀴지의 상황이 아주 심하고 미래 더 심해질 

거라고 많은 학자들도 하고 매체 등도 계속 보도하고 있다. 가난한 

지역에서의 여성부족, ‘신부매매’ 들 문제가 나타나면서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노총각위기’를 보도한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 외에 고학력, 고수입, 고연령을 가진 여성도 결혼스퀴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잉남’, ‘잉녀’(남겨진 남성과 여성)등 

유행어가 빈번하게 매체, 학자와 대충들에게 쓰이고 혼인사회학과 

청년연구의 중요한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 지금 중국 사회의 결혼스퀴지의 

정도를 해독하고 미래 결혼스퀴지의 추세까지 예측했다. 연구에 따르면 

20-49세 남성과잉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2025년에 3000만 명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진우화, 2004) 미래 결혼시장에서 매년 10-15% 

남성과잉인구가 존재하고 120-150만 명에 달할 것이다.(이수촬, 2006; 

강전보,  과진 등, 2010) 결혼시퀴지 결과가 누적되면서 미래 

혼인시장에서 평생 결혼하지 못하는 인구가 상승할 것이다.(곽지강, 

등국승, 2000) 이는 혼인, 가정, 도덕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사회안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선행연구가 적당한 지표와 방법을 통해 결혼스퀴지를 총체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이 주로 연도별로 결혼스퀴지를 연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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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도의 결혼적령기 모두 인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결혼시장만 

주목하여 코호트 간의 차이를 간과했다. 그리고 기존연구들이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을 연구할 때 부부연령차 패턴을 특정한 한 

가지 패턴으로 가정하고 주로 연령구조와 성별구조 두 요인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부부연령차 패턴의 변화가 결혼스퀴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지 못했다. 동시에 각 인구학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인구의 

연령성별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 인구이동이 없다는 가정 하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와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by the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를 이용해 연령구조, 성별구조, 부부연령차 패턴 세 

가지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을 주목해 코호트별로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실제 결혼스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부부연령차 패턴을 서로 다른 관념을 나타내는 두 가지 

패턴으로 설정하고 두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 하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를 다 고찰할 뿐 아니라 두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 하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부부연령차 패턴의 변화가 결혼스퀴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연령성별구조와 각 

인구학적 요인 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중국인구구조로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인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도록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중국인구센서스를 기초로 두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 하 2010년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의 상황,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를 코호트(15-44세 1 )별로 알아보고 

                                        
1  원래 2010 년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를 고찰하려면 결혼적령기인 20-44 세인구만 

연구하면 된다. 그러나 2010 년 15-19 세인구가 2010 년에 결혼시장에 속하지 않지만 

지금(즉 2016, 2017 년쯤) 되어 다 결혼적령기에 진입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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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령차 패턴에 따라 결혼스퀴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하는 

동시에 각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과 중국 인구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추계데이터를 기초로 한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만 가정하여 

2010년 0-14세코호트가 나중에 결혼시장에 진입할 때 결혼스퀴지 

상황,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가 어떻게 될지를 추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0년 중국 0-44세 코호트의 결혼스퀴지와 연령구조, 

성별구조효과의 전반적인 변화과정, 그리고 이런 변화과정과 

중국인구구조, 인구변화 단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미래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제대로 

중국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원인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부부연령차 패턴별로 코호트별로 지금 중국의 

결혼스퀴지를 인식하고 연령구조, 성별구조, 부부연령차 패턴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중국 결혼스퀴지와 인구학적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추측하는 데 그 의미를 둔다. 

 

 

2. 연구목적 

 

1. 2010년 중국 15-44세 코호트인구의 결혼스퀴지의 상황을 

알아보고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구조, 성별구조, 그리고 

부부연령차 패턴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인구학적 요인이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2010년 중국 0-14세 코호트인구가 나중에 결혼시장에 다 

진입하게 되면(즉 2030년이 될 때) 이들의 결혼스퀴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인구의 

연령성별구조와 연결시켜 추측하고자 한다. 

                                        
결혼스퀴지를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2010 년 15-19 세코호트를 2010 년의 연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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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1.1 결혼스퀴지의 정의와 유형 

 

H. V. Muhsam(1974)은 현대사회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결혼시장이 아예 없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국가를 하나의 결혼시장으로 삼아야만 할 

뿐이라고 했다. 다른 학자가 결혼시장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Mary Ann Lamanna와 Agnes Riedmann(1991)에 따르면 

결혼시장(marriage market)이란 결혼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은 배우자를 

찾는 시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사람이 결혼적령기가 되면 저절로 

결혼시장에 진입하고 결혼시장 안에 있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의 제약을 

받으면서 주관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결혼스퀴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다. H. V. 

Muhsam(1974)에 의하면 결혼적령기 인구가 배우자를 찾는 영역에 

상대적 높은 우선 지위를 가진 적당한 대상이 부족할 경우 인구가 

스퀴지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H. V. Muhsam는 전국적인 

결혼통계가 늘 명확한 범위가 없는 결혼스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의심스럽다고 통계로 인식되는 결혼스퀴지를 질의하기도 했다.  

Coleman(2002)에 의하면 결혼스퀴지는 적합한 배우자의 

이용성(the availability of eligible partners)이 떨어지거나 결혼시장이 

더 낮은 결혼율로 이어지는(특히 교육을 받은 미국흑인 경우) 상황을 

말한다고 했다. 

Shah와 Giesbrecht(1969)이 더 구체적으로 결혼스퀴지를 

정의했다. 이들에 의하면 결혼조합(x, y)에게 x세 미혼남성 수/남성 

수요표(demand schedule)로 기대되는 혼인 건수(기대신랑 수)와 y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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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수/여성 수요표로 기대되는 혼인 건수(기대신부 수)가 

불일치할 때 결혼스퀴지가 생긴다고 했다.  

Robert Schoen(1983)은 인구학 관점으로 결혼스퀴지가 

양성문제(two-sex problem)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양성문제는 한 인구 중의 관측된 남성와 여성의 결혼율(혹은 출산율)이 

동시에 인구학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하거나 기대되는 다음 해의 

혼인(혹은 출산) 수에 관한 일관된 추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혼율을 예로 들자면 y세의 여성과 결혼할 x세의 남성 수가 

x세의 남성과 결혼할 y세의 여성 수와 일치해야 한다. (x, y)혼인 중 

관측된 남성비율에 다른 연령성별수조를 가진 또 하나의 인구 중의 x세 

남성 수를 곱하면 특정한 (x, y)결혼 건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결혼 

건수는 첫 번째 인구의 (x, y)혼인 중 관측된 여성비율에 두 번째 인구 

중의 y세 여성 수를 곱하는 것을 통해 계산된 (x, y)결혼 건수와 

일치하지 못할 것이다. 연령성별구조의 변화가 결혼율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혼율의 변화가 결혼스퀴지를 초래한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거의 다 곽지강과 등국승 학자가 정한 개념을 

택했다. 곽지강，등국승(2000)에 따르면 일부일처체(一夫一妻制）하에 

결혼시장의 균형을 잃으면, 즉 결혼시장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남성이나 

여성의 수에 있어 차이가 크고 비율의 균형을 잃으면, 남성이나 여성은 

전통적인 선호대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혼인행위가 큰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결혼스퀴지다. 결혼시장의 개념은 

크게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으로 나뉠 수 있다. 협의적인 

결혼스퀴지는 남녀인구의 매치와 남녀의 결혼연령차의 규범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광의적인결혼스퀴지는 이 외에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존재하는 사회, 경제, 문화, 민족 등 많은 결혼과 관한 규범 등도 

고려한다. 그리고 복잡한 결혼행위와 결혼스퀴지를 이해하도록 몇 

차원으로 결혼스퀴지에 대한 분류도 했다:  

1. 성별의 차원으로 남성압박(결혼시장에서 남성에 대한 수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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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더 많을 때, 즉 남성잉여, 여성부족)과 여성압박(여성이영, 

남성부족)으로 구분됐다. 어떤 때 한 인구 중에 어떤 연령대에 남성은 

압박을 당하고 다른 연령대에 여성은 압박을 당할 수 있다. 

2. 연령대의 차원으로 일부결혼스퀴지(일부분 연령대에만 

결혼스퀴지가 존재할 때)와 전체결혼스퀴지(전체 연령대에 다 

결혼스퀴지가 존재할 때)로 구분됐다. 

3. 기혼 인구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정적 결혼스퀴지(한 인구 중 

기혼인구가 포함된 모든 남녀들을 고려할 때)와 동적 

결혼스퀴지(미혼인구나 미혼인구+이혼인구+배우자를 잃은 인구만 

고려할 때)로 구분됐다. 정적 결혼스퀴지는 결혼시장의 잠재적인 압력을 

고찰하는 것이고 인구이동과 연령별 사망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 

특정한 연령의 남성이나 여성의 결혼스퀴지 정도는 변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동적 결혼스퀴지는 결혼시장의 

동태변화를 고찰하는 것이고 결혼시장에서의 어떤 미혼남성이나 

미혼여성 코호트의 결혼스퀴지정도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남성을 압박을 당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압박의 정도도 심해진다.  

 

곽지강，등국승 학자가 내린 정의는 중국의 결혼시장과 

결혼스퀴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이 정의를 

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협의적인 결혼스퀴지 

개념을 채택하기로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시장의 잠재적인 압력을 

고찰하고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를 분해하기에 있고 안정적, 

정태적인 연령/성별구조효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의 

모두인구를 포함함 정적 결혼스퀴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1.2 결혼스퀴지의 요인 

 

결혼스퀴지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하지만 처음에 주로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원인에만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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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했다. 

고보창, 팽희철(1993) 학자가 제4회 중국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 1991-2000년의 결혼성비(남성은 여성보다 4살 더 많다고 

설정했음)를 계산하고 상대적 높은 결혼성비를 얻었다. 그리고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우려해 온 출생성비가 아니라 60년대 

출생률의 변동과 70년대 급격히 떨어진 출생률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성비문제가 결혼스퀴지 현상을 빚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결혼시퀴지의 원인에 대해 더 깊고 과학적인 견해를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성과다. 

곽지강 등(1995) 학자가 체계적으로 결혼스퀴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그 들에 의하면 결혼스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주 

많다. 광의적인 요소는 출생성비, 남녀사망률의 차이, 인구이동, 

부부연령차, 연령구조의 변화, 재혼, 역사상 결혼시장 불균형의 정도, 

개인의 성격, 그리고 사회경제조건 등은 포함된다. 협의적인 요소는 

출생성비, 남녀사망률의 차이, 인구이동, 부부연령차와 연령구조의 

변화만 포함된다. 성별구조와 연령구조는 혼인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요소고 부부연령차가 결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자 결혼시장변화의 결과이라고 했다. 혼인시장 변화의 내재적인 

동력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경제적인 요소는 혼인시장 변화의 

외재적인 변수로서 부부연령차 패턴을 의해 간접적으로 혼인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결혼스퀴지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을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전면적으로 결혼시퀴지의 

요인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요소 외에 사회경제적 요소도 

제시했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결혼스퀴지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주의하기 

시작했다. 두영(1998)은 중국 1995년 1%인구추출조사를 근거로 30-

44세 사이의 미혼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성비불균형과 남성의 높은 

미혼비율의 원인은 교육수준과 직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수준이 

낮은 농촌 남성근로자와 일부 문화수준이 높은 도시여성은 미혼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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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그리고 예효봉(2008)은 2005년 중국 1%인구조사 추출조사자료를 

기초로 도시와 농촌의 혼인시장과 미혼인구를 비교하고 이런 사회경제적 

요인을 더 전면적으로 해석했다. 다른 시장과 같이 혼인은 개방적인 

시장이고 혼인시장에서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많은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요소도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큰 것은 호적 문제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남성과 여성은 교육수준, 직업 등 계층적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촌의 결혼적령기의 

인구성비가 높은 원인은 1아이 정책과 인구이동에서 기인한다. 

인구정책이 실행된 후에 농촌여성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동시에 ‘남아선호’관념이 대부분 농촌에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초음파 등 기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남아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출생성비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양성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했지만 많은 농촌 여성은 더 높은 

계층의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일정 정도 상 

도시의 결혼스퀴지를 완화시키는 반면에 농촌의 결혼스퀴지를 한층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경제수준이 낙후된 농촌 지역의 많은 남성들이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의 미혼여성도 상당히 있는 것도 

높은 교육, 사회경제 수준과 개인적 관념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농촌보다 도시의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독립성이 보편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당한 결혼대상을 찾지 못하면 계속 결혼연령을 미루거나 

심지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시여성은 혼인을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으로 보지 않고 꼭 결혼한다는 관념에서 점점 벗어나오고 있다. 

임강，정유동(1998) 학자가 역사 상 나타나던 결혼스퀴지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소들을 연구하고 인구학적 요소와 사회경제적 요소 간의 

관계를 발견했다. 그들에 의하면 결혼적령기 인구의 연령성별구조의 

변동과 사회경제요소의 변동은 늘 상반된 방향으로 결혼스퀴지에 

작용한다고 했다. 결혼적령기 인구의 연령성별구조의 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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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스퀴지를 악화시킬 때(혹은 완화시킬 때) 사회경제요소는 오히려 

결혼스퀴지를 완화(혹은 악화)시킬 것이고 사회경제요소는 늘 

연령성별구조요소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 국가 내의 결혼스퀴지는 그 국가 인구의 성별구조, 

연령구조, 부부연령차와 국제 인구이동(국제 결혼)이 포함된 인구학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계층, 정책, 문화, 관념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결혼스퀴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국제결혼, 관념과 부부연령차의 조정 등 방법으로 

결혼스퀴지를 대응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구이동, 관념, 

부부연령차 등 요소가 결혼스퀴지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다. 

본 연구가 중국사회 결혼스퀴지를 연구할 때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인구학적 요인만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국제결혼도 

인구학적 요인 중의 하나로서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연구의 편리를 위하여 국제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인구를 국제 인구이동이 없는 폐쇄인구로 가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은 혼인시장 변화의 

내재적인 동력인 성별구조, 연령구조와 부부연령차 이 세 요인이다.  

 

1.3 혼인시장이론에 대한 가정(세 가지의 유형) 

 

곽지강，등국승(1995)에 따르면 외재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혼인시장이 그저 성별구조, 연령구조와 부부연령차의 영향만 받는다면 

주로 세 가지 혼인시장의 유형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유형은 결혼적령기의 인구성비가 높으면서 연령구조가 

저령화될 경우다. 이 때 성별구조와 연령구조가 상반된 방향으로 

결혼시장에 작용한다. 즉 성별구조가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반에 연령구조가 남성부족 방향으로 작용한다. 만약 성별구조의 작용이 

더 크면 남성은 결혼스퀴지를 당하고 연령구조의 작용이 더 크면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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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스퀴지를 당할 것이다. 성별구조와 연령구조의 작용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어 결혼스퀴지가 심하지 않고 대부분 결혼스퀴지가 

결혼연령이나 부부연령차의 조정 등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결혼적령기의 인구성비가 높으면서 연령구조가 

고령화될 경우다. 이 때 성별구조와 연령구조가 다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혼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여성은 부족하고 남성은 과잉되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연령을 미루거나 부부연령차를 

확대시켜야 되고 심지어 일부 남성이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결혼적령기의 인구성비가 높으면서 연령구조가 

흔들릴 경우다. 만약 연령구조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연령의 

인구가 증가/감소하지만 인접 연령의 인구가 감소/증가하면 사람들이 

결혼연령과 부부연령차를 조절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결혼스퀴지가 주로 결혼연령의 분포를 바꾸는 

것이고 평생 비혼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연령구조 변화의 정도가 크면, 즉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결혼연령과 부부연령차의 조정 등 방법의 작용은 한계가 있고 심한 

결혼스퀴지가 나타날 것이다. 

 

곽지강, 등국승은 남성이 나이가 더 어린 여성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 성별구조와 연령구조가 결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관념이 변하거나 결혼스퀴지가 나타나면 

부부연령차의 분포도 바뀔 것이고 부부연령차의 분포가 바뀌게 되면 

연령구조가 결혼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곽지강, 등국승이 제시한 것과 

약간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부부연령차 패턴 하 성별구조와 연령구조가 결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보다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성별연령구조와 

결혼스퀴지의 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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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데이터 

 

결혼스퀴지는 일정한 사회경제와 인구발전 배경 하의 동태적인 

과정과 결과다. 서로 다른 시기, 지역 등 결혼시장을 계량화하고 

비교하기 위해 결혼스퀴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임강, 정유동(1997)이 결혼스퀴지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다듬었다. 이들에 따르면 결혼문제는 양성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스퀴지를 

측정할 때 반드시 특정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표준과 혼인발생모드를 

전제로 하고 남녀결혼적령기인구의 구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결혼적령기인구의 구성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연령구성, 성별구성, 

지역구성, 직업구성, 문화구성, 민족종교구성 등은 다 남녀혼인발생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결혼적령기인구의 구성상황은 더 이상 이 

결혼시장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표준과 혼인발생모드를 전제로 한 혼인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과 결합되지 못하면 결혼스퀴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혼스퀴지를 측정하는 원리는: ⑴. 사회의 배우자를 택하는 

일반적인 표준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표준 하에 

남녀결혼발생모드(문화수준, 직업, 사회계층에 따른 연령별 

결혼발생모드)를 밝히고; ⑵. 결혼적령기의 인구의 구성을 연구한다. 

적당한 배우자를 택하는 표준과 남녀결혼발생모드 하에 남녀 

결혼적령기의 인주구성을 비교해야 결혼스퀴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원리를 근거로 하면 결혼스퀴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⑴결혼스퀴지 지표(Marriage Squeeze 

Index)방법과 ⑵결혼성비(Marriageable Sex Ratio)방법. 

우선 결혼스퀴지지표 방법을 보면 Schoen(1983)와 

임강，정유동（1997)이 결혼율만으로 결혼스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양적 분석방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결혼스퀴지는 남녀의 평생결혼율과 

결혼비율에 대한 영향은 작고 결혼연령의 분포에 대한 영향은 커 

결혼율으로 만들어진 지표들이 결혼스퀴지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 둔하다. 



 

- 14 - 

그리고 시기 초혼발생률은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쉬어서 안성성이 

떨어진다. 혼인수명지수와 초혼압박 지수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는 이전의 혼인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상황을 누적적,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혼인시장의 변화에 대한 반영은 비교적 둔할 수 있고 

후자는 시기 남녀 초혼인구의 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사회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성비 방법은 결혼시퀴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결혼성비 지표들이 

만들어졌다. 가장 초보적인 성비지표는 동갑성비, 결혼적령기의 성비와 

초혼연령성비 세 지표다. 이 세 개 지표는 남녀결혼발생모드가 

결혼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결혼스퀴지에 대해 

잠재적, 대략적으로 불완전하게 반영할 뿐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다. 상대적 성비는 부부연령차를 특정한 

수치로 가정하고 미혼남성과 특정한 나이에 해당되는 미혼여성을 

비교하고 산출된 결혼성비다. 이 성비는 부부연령차를 고려하나 

연령차를 한 수치로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Tuljapurkar 등(1995)은 초혼빈도 가중성비를 제시했다. 이 

성비의 기본원리는 기준년 인구의 초혼빈도, 모드, 미래인구의 크기와 

구조를 기초로 해서 미래인구가 기준년의 초혼빈도와 모드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미래 초혼시장의 남성의 압박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표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 번째, 기준년의 남녀 상대적 크기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두 번째, 초혼빈도로 혼인시장을 측정하는 

결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수촬(2006), 강전보 

등(2010)은 기준년의 성비를 넣거나 초혼빈도를 표준화하거나 

진도효과 2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초혼빈도 가중성비를 교정해 봤다. 

초혼빈도 가중성비는 남녀미혼인구의 상대적인 규모를 고찰할 때 

결혼모드를 고려해서 더 정확하게 결혼스퀴지를 측정할 수 있으나 이 

                                        
2  진도효과란 인구사건(출산, 결혼 등)의 연령이 변하면 통계지표도 변하는 것을 

말한다.(Bongaarts and Feene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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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남녀의 결혼모드를 결합시키지 못하고 결혼모드는 남녀 따로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결혼은 양성문제기 때문에 남성이 

잉여된다고 해서 꼭 남성이 스퀴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남녀의 결혼모드를 결합시키는 성비지표는 연령에 따른 

결혼성비와 부부연령차 가중성비다. 연령에 따른 결혼성비의 가중치는 

남녀초혼연령구조매트릭스(matrix)에서 나온 것이다. 즉 x세의 남성과 

y세의 여성이 조합되는 초혼부부가 x세 초혼남성의 초혼부부나 y세 

초혼여성의 초혼부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중치다. 이 지표는 100명 

x세의 미혼 남성/여성에게 같은 인구 집단에서 얼마나 결혼할 수 있는 

미혼여성/남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심위천(1994),  

진재화(1994)가 부부연령차를 고려한 가중 결혼성비를 제시했다. 이 

결혼성비는 남녀인구에 n세 부부연령차의 부부수가 전체 부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는 계수를 곱한 다음 산출한 성비지수로서 

현재의 결혼발생모드를 고려한 실제미혼인구의 상대적인 규모를 

반영한다. 이 지수는 부부연령차를 고려해서 더 정확하게 결혼시장의 

공급과 압박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스퀴지의 수준을 

보여줄 수 없는 데다가 결혼스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지수의 단점이다.(곽지강 등, 1995) 곽지강이 보다 

정확하게 결혼스퀴지의 수준을 반영하면서 부부연령차를 고려할 수 있는 

가중성비를 제시했다. 곽지강에 따르면 x세의 남성에게 결혼성비란 

x세의 남성과 x세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연령차를 가지는 

여성인구의 비를 말한다고 했다. 이는 각 연령의 남녀가 얼마나 

결혼스퀴지를 당하는지를 보여준다. 

결혼스퀴지는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성별구조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Ebenstein 등(2009)은 혼인시장에서의 

여성 결여는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보다 낮은 

출산율과 성별구조의 불균형 두 원인이 일으킨 결과라고 했으나 두 

원인은 각기 결혼스퀴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Guilmoto(2012)는 자신이 구축한 결혼스퀴지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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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구조와 성별구조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2050년 

이후 연령구조가 결혼스퀴지에 미치는 영향은 50%를 넘을 거라고 

예측했다. Goodkind(2006)는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간에 

결혼피크(peak)연령에서의 성별불균형의 주요원인은 남아선호나 여아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늘 연령구조라고 했다. Goodkind와 Guilmoto는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결혼스퀴지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때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우선 기준년 인구데어터를 기초로 특정한 

정상범위를 넘는 출생성비와 출산수준을 가정하고 미래 인구를 예측했다; 

다음으로 예측한 인구 데이터를 기초로 지신이 구축한 결혼스퀴지 

지수를 통해 결혼스퀴지정도를 측정하고 이 지수를 연령구조와 

성별구조의 공통 영향 하의 결과로 간주했다; 마지막으로 출생성비의 

정상범위를 가정하고 다시 미래인구의 연령성별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결혼스퀴지 정도를 측정했다. 두 번째 예측할 때 출생성비가 

정상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때 결혼스퀴지는 주로 연령구조의 영향만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한 결혼스퀴지 정도와 두 번째 계산한 

결혼스퀴지 정도의 차이는 주로 성별구조의 효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강전보 등(2013)은 이 방법은 아주 큰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출생성비가 인구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보면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출산수준이 안 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서로 다른 출생성비를 예측하는 방안에서 인구크기, 

성별구조와 연령구조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서로 다른 

인구를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아주 다른 연령-성별 구조를 

기초로 계산한 인구의 차이를 통해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Guilmoto가 고찰하는 

인구연령의 범위가 아주 넓고 이는 연령과 성별구조를 분해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연령범위가 넓으면 연령이 

결혼스퀴지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연령범위의 

설정은 대부분 혼인이 발생하는 연령이 포함되도록 넓어야 하는 동시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좁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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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보 등(2013)은 곽지강、등국승(2000)이 제시한 결혼성비를 

활용해서 결혼성비지표를 구축하고 요인분해를 했다. 혼인은 

양성문제지만 중국과 같은 모든 여성은 거의 다 결혼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수를 기초로 결혼스퀴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 어떤 

특정 연령의 여성을 선택하고 이 연령 여성에 대응하는 특정한 범위의 

결혼연령차를 가진 남성들의 수를 확정한다. 남성의 가중평균수와 

여성의 수의 비는 결혼성비지수다. 이 결혼성비지수를 기초로 해서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를 분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 째, 어느 연령의 여성, 부부연령차의 범위와 

결혼결합모드에 대한 설정은 다 주관적이다. 예를 들면 강전보 등 

학자가 어느 연도 30세 여성으로 그 연도의 결혼스퀴지를 연구했고 

부부연령차를 -1~5세로, 결혼결합모드를 30세 여성인구의 

결혼결합모드로 설정했다; 둘 째, 결혼성비 중 여성의 수는 다 １세의 

간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인구의 수의 파동은 상대적 클 수 있고 

결혼성비의 파동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셋 째, 결혼스퀴지를 당한 

사람들이 일정한 배우자 경쟁전략(예컨대 배우자의 연령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을 택할 수 있으나 이 모형에서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넷 

째, 데이터의 연령-성별 구조의 정확성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에 중국 2010년 인주센서스 데이터에 누락된 여성이 많으면 실제 

남성의 압박 정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춰 강전보가 쓴 결혼성비와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고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 정도를 측정하고 연령구조와 

성별구조의 영향을 분해할 것이다. 결혼성비란 혼인시장 중의 남성과 

여성은 이상적인 부부연령차로 배우자를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연령별 결혼성비란 특정한 연령의 

남성(혹은 여성)과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성(혹은 남성)의 비를 

의미한다.(곽지강, 등국승. 2000)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x세의 여성을 선택한다. x세의 여성의 수는 𝐹𝑥  이다. x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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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연령차가 i세(연령차의 범위는 m~n세로 가정하고 n, m는 

부부연령차의 상한과 하한을 가리킴)인 x+i세의 남성( 𝑀𝑥+𝑖 )과 

결혼하는데 𝑃𝑥+𝑖는 x+i세의 남성과 결혼하는 x세의 여성이 전체 x세의 

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를 의미한다. 즉 𝑃𝑥+𝑖 =
𝐹𝑥,𝑥+𝑖(𝑚)

𝐹𝑥
, ∑ 𝑃𝑥+𝑖

𝑛
𝑖=𝑚 = 1. 

(실제로 x세의 여성은 x+m세보다 더 작거나 x+n세보다 더 큰 남성과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런 때∑ 𝑃𝑥+𝑖
𝑛
𝑖=𝑚 < 1. 본 연구에서 이런 실제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x세의 여성은 x+m세- x+n세의 남성과 결혼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 하에 𝑃𝑥+𝑖는 표준화된 비율이다. 그래서∑ 𝑃𝑥+𝑖
𝑛
𝑖=𝑚 =1.) 

x세의 여성의 결혼성비(Rx)는 x세의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연령차를 가진 남성의 인구와 x세의 여성 인구의 비(여성을 

100명으로 설정함)이다. 즉 결혼성비(여성기준) Rx =
∑ 𝑷𝒙+𝒊𝑴𝒙+𝒊

𝒏
𝒊=𝒎

𝐅𝐱
.   

𝑃𝑥+𝑖 는 가중치고 분자인 𝑃𝑥+𝑖𝑀𝑥+i  (x+i세의 남성인구 곱하기 

x+i세의 남성과 결혼하는 x세의 여성의 비율)는 x세의 여성에 대응하는 

x세의 여성과 결혼하는 x+i세의 남성 인구를 의미한다. 모든 

𝑃𝑥+𝑖𝑀𝑥+𝑖 를 합치면( ∑ 𝑃𝑥+𝑖𝑀𝑥+𝑖
𝑛
𝑖=𝑚 )설정한 부부연령차패턴 하의 x세의 

여성과 결혼하는 전체 남성인구(x+m세부터 x+n세까지)가 된다. 이 

합친 값을 x세의 여성인구로 나누면 설정한 부부연령차 패턴 하의 

결혼성비가 도출된다. 이 공식을 설명하는 도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9 - 

 

전체

여성

인구 

F 

전체남

성인구 

M 

x+i세의 남성

과 결혼하는 x

세의 여성인구 

Fx,x+i(m) 

가중치𝑷𝒙+𝒊 

=
𝑭𝒙, 𝒙 + 𝒊(𝒎)

𝑭𝒙
 

x세의 여성에 대응하

는 x세의 여성과 결혼

하는 x+i세의 남성인

구 Mx+i,x(f) 

= 𝑷𝒙+𝒊𝑴𝒙+𝒊 

x+m

세 
 Mx+m Fx,x+m(m) Px+m=

Fx,x+m(m)

Fx
 

Mx+m,x(f)= Px+m*

Mx+m 

…  … … … … 

x-2

세 
 Mx-2 Fx,x-2(m) Px-2=

Fx,x−2(m)

Fx
 

Mx-2,x(f)= Px-2*

Mx-2 

x-1

세 
 Mx-1 Fx,x-1(m) Px-1=

Fx,x−1(m)

Fx
 

Mx-1,x(f)= Px-1*

Mx-1 

x세 Fx Mx Fx,x(m) Px=
Fx,x(m)

Fx
 Mx,x(f)= Px *Mx 

x+1

세 
 Mx+1 Fx,x+1(m) Px+1=

Fx,x+1(m)

Fx
 

Mx+1,x(f)= Px+1*

Mx+1 

x+2

세 
 Mx+2 Fx,x+2(m) Px+2=

Fx,x+2(m)

Fx
 

Mx+2,x(f)= Px+2*

Mx+2 

…  … … … … 

x+n

세 
 Mx+n Fx,x+n(m) Px+n=

Fx,x+n(m)

Fx
 

Mx+n,x(f)= Px+n*

Mx+n 

합   Fx 1 

x세의 여성과 결혼하

는 전체 남성인구 
∑ 𝑃𝑥+𝑖𝑀𝑥+𝑖

𝑛
𝑖=𝑚  

연령별결혼성비 Rx =
∑ Px+iMx+i

n
i=m

Fx
(Rx*100: x세의 여성 100명당 남성인구수) 

 

이 결혼성비는 1보다 크면 여성 100명 당 남성인구 수가 100명을 

넘을 것이고 남성잉여/여성부족을 의미하고; 반대로 결혼성비는 1보다 

작으면 여성잉여/남성부족을 의미한다. 결혼성비와 1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남성잉여나 여성잉여의 정도가 더 심할 것이다. 

Rx-1는 남성잉여 비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만약 Rx=1.2, ‘Rx-

1’값이 0.2가 된다. 이는 20%의 남성이 잉여된다고 의미한다. 연령과 

성별구조는 다 결혼스퀴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잉여 비례를 

분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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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 1 = ∑
𝑃𝑥+𝑖𝑀𝑥+𝑖

𝐹𝑥

𝑛

𝑖=𝑚

− 1 = ∑ 𝑃𝑥+𝑖(
𝑀𝑥+𝑖

𝐹𝑥

𝑛

𝑖=𝑚

− 1) = ∑ 𝑃𝑥+𝑖(
𝑀𝑥+𝑖

𝐹𝑥+𝑖

𝑛

𝑖=𝑚

∗
𝐹𝑥+𝑖

𝐹𝑥
− 1)

=  ∑ 𝑃𝑥+𝑖

𝑛

𝑖=𝑚

𝑀𝑥+𝑖

𝐹𝑥+𝑖
+ 1

2
(
𝐹𝑥+𝑖

𝐹𝑥
− 1) + ∑ 𝑃𝑥+𝑖

𝑛

𝑖=𝑚

𝐹𝑥+𝑖

𝐹𝑥
+ 1

2
(
𝑀𝑥+𝑖

𝐹𝑥+𝑖
− 1) 

이 중에 ∑ 𝑃𝑥+𝑖
𝑛
𝑖=𝑚

𝑀𝑥+𝑖
𝐹𝑥+𝑖

+1

2
(

𝐹𝑥+𝑖

𝐹𝑥
− 1) 는 연령구조 요인이고 

𝐹𝑥+𝑖

𝐹𝑥
− 1 는 

여성의 출생 코호트의 변화를 나타낸다; ∑ 𝑃𝑥+𝑖
𝑛
𝑖=𝑚

𝐹𝑥+𝑖
𝐹𝑥

+1

2
(

𝑀𝑥+𝑖

𝐹𝑥+𝑖
− 1) 는 

성별구조 요인이고 
𝑀𝑥+𝑖

𝐹𝑥+𝑖
− 1는 출생코호트가 x+i 세에 도달할 때 성비의 

편의 정도를 나타낸다.  

 

위의 방법을 이용할 때 부부연령차 패턴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연령범위의 설정은 대부분 혼인이 발생하는 연령이 포함되도록 넓어야 

하는 동시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좁아야 한다. 

연령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결혼할 대상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핵심적인 요소고 대부분 혼인에서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더 

많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령차(남-여)는 1~2세 (고승조, 담인걸. 1988)나 2~3세(J. Ross 

Eshleman, Richard A. Bulcroft. 2009)라고 했다. 고보창, 

팽희철(1993)학자가 중국의 문화와 풍습 대로 남성은 자기보다 3~4세 

더 어린 여성을 배우자로 삼을 경향이 있다고 했다. 남성은 나이가 더 

어린 여성을 선택하는 것은 외모와 출산능력을 고려한 결과고 여성은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을 선택하는 것은 상대적 높은 경제사회 지위 등을 

고려한 결과다.(유상, 양해염. 2014) 중국 1982년과 1987년 

1%인구추출조사와 199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부부연령차가 -

1~4세로 집중되어 있고 -1~4세의 연령차를 가진 부부가 전체부부에서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곽지강(2000) 학자가 이상적인 

부부연령차범위를 -1~4세로 가장하고 중국 1982, 1987, 1990년 -

1~4세 중의 각 연령차부부가 -1~4세의 모든 부부에서 차지하는 

https://www.amazon.com/J.-Ross-Eshleman/e/B001IO9UXU/ref=dp_byline_cont_book_1
https://www.amazon.com/J.-Ross-Eshleman/e/B001IO9UXU/ref=dp_byline_cont_book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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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율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부부연령차 패턴을 설정했다. 

강전보(2013) 학자가 중국 2010년 이후의 결혼스퀴지를 연구할 때 

전국적인 데이터를 찾지 못해 2012년 산시성（陕西省）24~35세 

기혼여성의 부부연령차 분포(데이터 출처: 산시성 전원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해 부부연령차를 -1~5세로 설정했다. 2012년 산시성 

24~35세 기혼여성의 부부연령차 분포에 의하면 부부연령차의 범위가 

아주 넓지만 -1~5세의 연령차를 가진 부부가 전체기혼여성 중에서 

80%쯤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2012년 산시성 24~35세 

기혼여성의 부부연령차 분포가 1990, 2000년 중국부녀사회지위조사 

데이터 중의 부부연령차 분포와 비슷하고 두 데이터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략적으로 중국 부부연령차 패턴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2012년 산시성 24~35세 기혼여성의 평균 부부연령차 분포를 참조해 

2010년 중국 결혼스퀴지를 분석하기로 했다. 3  우선 부부연령차 범위를 

-1~5세로 한정하고 다음으로 ∑ 𝑃𝑥+𝑖
5
𝑖=−1 가 1이 되도록 24~35세 각 

연령 기혼여성의 각 연령차의 비율을 표준화한다. 마지막으로 24~35세 

모든 기혼여성의 각 연령차의 평균 비율을 계산한다. 이 패턴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패턴은 다음과 같다: 

 

전통부부연령차 패턴 

i -1 0 1 2 3 4 5 합계 

𝑃𝑥+𝑖 8.40% 16.14% 20.18% 19.70% 15.73% 11.75% 8.10% 100% 

 

그러나 부부연령차 분포가 늘 같은 패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중국 90년대 이래 부부연령차 변화에 

                                        
3  1990, 2000 년 중국부녀사회지위조사 중 구체적으로 각 연령차가 전체 부부연령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을 설정할 

때 2012 년 산시성 24~35 세 기혼여성의 부부연령차 분포만 참조할 수 있고 아래의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와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를 참조하여 부부연령차 패턴을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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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유상, 양해염(2014) 학자가 1990, 2000, 2010년 

중국부녀사회지위조사 4 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했다. 이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과 2000년에 남편의 연령이 더 많은 부부의 

비율이 더 높은 것과 달리 2010년에 아내의 연령이 더 많은 부부의 

비율과 남편의 연령이 더 많은 부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1990년에 부부연령차가 0일 비율(16.68%)이 제일 높고 대부분의 

부부에게 남편의 연령이 더 많다.(70.36%) 1990년의 부부연령차 

패턴이 나타난 원인은 전통적 혼인관념 때문이라고 이들이 주장했다. 

전통적 혼인관념 하에 여성은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 더 성숙하고 

경제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 아내를 물질적으로 지지하고 안전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남성과 결혼하곤 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혼인패턴도 

변하고 있다. 2000년의 부부연령차패턴은 1990년보다 좀 변했지만 

대충 비슷했다. 2000년의 부부연령차(남편연령-아내연령)가 2세일 

비율(17.5%)이 제일 높고 0세일 비율(16.54%)이 조금 떨어지며 

여전히 대부분 부부에게 남편의 연령이 더 많다.(68.09%) 이는 

부부연령차가 다른 연도에 좀 다르기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했다. 하지만 2010년의 부부연령차 

패턴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남편의 연령이 더 많은 

                                        
4  중국부녀사회지위조사는 중국전국부녀연맹과 국가통계청이 무작위추출조사 방법을 

의거해 전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조사에 남편과 아내의 기본정보(나이, 

혼인상태, 초혼연령, 교육수준, 결혼전 경제적 수입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부부연령차의 분석연구에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대상은 18 세 이상의 

중국 남녀공민과 10-17 세의 남녀아동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3 회 조사의 지역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고 주로 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1990 년 조사의 표본크기는 

23740 이고, 이 중에 배우자가 있는 표본크기는 19629(82.68%)고 초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표본크기는 18848(79.39%)이다. 지역을 보면 총 11 개 성이 포괄된다; 

2000 년 조사의 표본크기는 19410 이고 초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표본은 

16107(82.98%)이고 재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표본은 2.67%를 차지한다; 2010 년 

조사의 표본크기는 29687 이고, 기혼표본은 86.81%를 차지한다. 그리고 2000 년과 

2010 년 조사가 중국 모두 성을 포괄하고 전국에 대해 더 좋은 대표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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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43.13%)와 아내의 연령이 더 많은 부부(40.13%)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각 부부연령차의 비율이 0세(16.74%)를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많이 상승했고 부부연령차의 패턴이 본질적으로 변했다고 증명했다. 

유상, 양해염 학자가 중국 부부연령차패턴 변화의 원인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인은 혼인관념의 변화다. 전통 혼인관념에 의하면 남편의 연령이 

아내의 연령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연애와 

자유혼인이 유행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관념이나 연령보다 사람들이 

감정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중요시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원인은 

길어지는 기대수명에 대한 이성적인 선택과 반응이다. 중국에서 인구의 

평균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2010년에 중국 통계청이 중국의 평균기대수명이 

74.83세(남성: 72.38세; 여성: 77.37세)고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기대수명이 5살 더 많다고 발표했다. 이런 배경 하에 남편의 연령이 

더 많으면 여성은 혼자서 외롭게 만년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아내의 연령이 더 많은 혼인패턴은 여성이 외롭게 보내야 할 

만년생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연령차의 변화, 아내의 연령이 더 많은 부부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람들이 길어지는 기대수명에 대한 이성적인 선택결과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원인은 중국인구 성별연령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스퀴지다. 보편적으로 남성은 결혼스퀴즈를 당하는 중국사회에서 

과잉 남성은 처음에 더 어린 여성을 찾곤 한다. 이럴 때 나이가 더 어린 

남성과 경쟁하게 된다. 전통관념대로 말하자면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의 

경쟁력이 더 높아야 하지만 사실은 이렇지 않다. 사실은 과잉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별로 높지 않고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과잉남성은 어쩔 수 없이 연상의 영성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부부연령차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부부연령차가 결혼스퀴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기도 하고 

결혼스퀴즈의 결과이기도 한다. 인구의 성별연령구조의 불균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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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결혼스퀴지를 대응하기 위해 부부연령차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남성은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부연령차 패턴에 따라 부부연령차 i의 범위와 𝑃𝑥+𝑖 가 달라져 

계산한 결혼성비Rx와 연령구조효과, 성별구조효과의 값도 다 달라질 

것이다. 부부연령차 변화를 간과한 채 한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계산한 결과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중국 결혼스퀴지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부부연령차 패턴의 영향을 알아보려면 정통부부연령차 이외에 최근 

부부연령차 패턴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부연령차 패턴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1990년, 2000년에 비해 2010년 

중국부녀사회지위조사에서 나타난 부부연령차 분포의 변화를 참조해 또 

하나의 부부연령차 배턴을 추가하기로 했다. 2010년 

중국부녀사회지위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연령이 더 많은 

부부(43.13%)와 아내의 연령이 더 많은 부부(40.13%)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각 부부연령차의 비율이 0세(16.74%)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부부연령차의 범위가 아주 넓지만 -

5~5세의 연령차가 모두 연령차에서 90%쯤을 차지한다. -5~5세의 

부부연령차가 대부분의 연령차를 포함하는 점과 2010년 부부연령차 

분포의 대칭성을 고려해 추가할 부부연령차 패턴의 범위를 -5~5세로 

설정하기로 했다. 우선 -5~5세 각 연령차가 모두 연령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열거하고 다음으로∑ 𝑃𝑥+𝑖
5
𝑖=−5 가 1이 되도록 각 연령차의 비율을 

표준화한다. 이 표준화된 부부연령차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이 

패턴은 결혼관념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라고 부를 것이다. 

 

현대부부연령차 패턴 

i -5 -4 -3 -2 -1 0 

𝑃𝑥+𝑖 2.80% 4.70% 6.70% 10.50% 13.98% 18.70% 

i 1 2 3 4 5 합계 

𝑃𝑥+𝑖 15.15% 12.41% 7.10% 4.95% 3.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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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부부연령차 패턴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처해 있고 

안정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음으로 2010년 중국사회 결혼스퀴지를 

좀 더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고찰하기 위해 전통부부연령차와 

현대부부연령차 두 패턴 하의 결혼스퀴지를 다 연구하며, 2030년에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령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중국 사회의 주된 부부연령차 패턴이 될 거라고 

추측하기에 2030년 중국사회 결혼스퀴지를 고찰하는 데 오직 

현대부부연령차 패턴만 설정하기로 했다. 

 

데이터는 주로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와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The 2015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by the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를 이용할 것이다. 

먼저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2010년 중국 15-

44세인구의 결혼스퀴지를 고찰할 것이다. 중국 건국 이후 총 6회 

센서스가 이루어졌고, 1953년에 최초 센서스가 실시되었고 이후 거의 

매 10년마다 인구센서스가 진행되어 왔다. 2010년 제6회 센서스의 

표준시점은 2010년 11월 1일 자정이다. 조사대상은 조사표준시점에 

중국인민공화국에 있는 자연인(自然人)과 해외에 있는 중국공민을 

포함하지만 중국에서 단기간만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가 현재인구(de facto population) 원칙을 따르고 조사대상이 

호적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호적등록지에서도 상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중국통계청이 2010년 제6회 인구센서스의 누락률이 

0.12%고 데이터의 질이 상대적 높지만 출생, 사망, 합계출산율 등 

지표에 대한 현지 기입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누락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발포된 자료는 실제 기입을 기초로 직접 집계된 

데이터고 누락된 인구, 230만 명의 현역 군인과 상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465만 명 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센서스가 긴 

조사표(10% 전국민 추출조사)와 짧은 조사표(전국민 조사)을 사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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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내용에 기본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민족, 국적), 교육수준, 

직종, 직업, 인구이동, 사회보장, 혼인, 출산, 사망, 주거/주택 상황 등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에 누락, 중첩 신고 등 

문제가 있지만 2010년 중국인구의 연령별결혼성비를 구축하고 총체적인 

인구구조를 고찰하는 데 제일 바람직한 데이터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0년 

0-14세인구가 나중에 혼인시장에 진입할 때의 결혼스퀴지를 추측할 

것이다. UN세계인구추계 데이터는 인구추계 데이터 중에서 제일 

권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인 데다가 결혼스퀴지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령별성별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2015년 UN세계인구추계는 UN 경제사회부서의 인구부가 

준비하는 제 24회 인구추계고 233 개 국가나 지역들에 대한 

인구추계가 포함된다. 결과물에 1950-2100년 기간의 각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지표들이 진열되어 있다. UN의 인구부가 코호트 

조성법(cohort-component projection method)을 통해 각 국가의 

인구추계를 했다. 이 방법에서 출산, 사망, 국제적 인구이동 세 요소에 

의해 해석체계가 만들어지고 2015년 버전에서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미래인구가 추계되었다. 그리고 2015년 버전에서 총 8개 

예측변량(projection variants)이 있다. 이 중에서 5개 예측변량(low, 

medium, high, constant-fertility and instant-replacement fertility)은 

사망과 인구이동이 같고 출산만 다르며 나머지 3개 예측변량(a 

constant-mortality variant, a zero-migration variant, a “no change” 

variant(both fertility and mortality are kept constant))은 출산, 사망과 

인구이동이 다 다른 변량이다. 본 연구가 2010년 0-14세코호트가 다 

결혼적령기에 진입할 때의 결혼스퀴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국 

2030년 20-34세인구(2010년 0-14세인구와 같은 코호트)의 

결혼스퀴지만 연구하면 된다. 그리고 8개 예측변량 중에서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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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ty 변량 5 이 미래 중국인구의 실제변화를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인구를 고찰하는 데 medium fertility 변량을 

채택한 추계인구가 제일 적합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가 이용할 

미래인구추계데이터는 medium fertility 변량을 채택한 중국 2030년 

15-39세(±5세의 부부연령차가 포함되어 있음)연령별성별인구 

데이터다. UN이 중국 총인구, 출산, 사망과 인구이동을 추계하는 과정 

중에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조정된 중국 1953-2010년의 인구센서스, 

공식적인 추계, 학교등록/예방 주사와 같은 전국적인 조사, 1973/75와 

2004/05년의 사망원인 조사, 1991-2013년의 Disease Surveillance 

Points 시스템, 1987, 1995, 2005년의 중국 1% 인구조사, 2015년 안의 

                                        
5  medium fertility 변량은 출산을 중간수준으로, 사망과 인구이동을 표준수준으로 

가정한다.(Medium-fertility assumption, Normal-mortality assumption, Normal-

migration assumption) 먼저 Medium-fertility 가정을 보면 중국과 같이 인구변천을 다 

완성하고 이미 제 3 단계인 저출산 단계(2010-2015 년 2.1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가지는 

국가)에 도달한 국가에게 미래의 출산이 Bayesian hierarchical model 를 기초로 하는 

국가별 수준을 육박한다는 가정 하에서 a time series model 을 이용해 출산을 추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5년 버전에서 미래 출산수준은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기도 

하고 모든 저출산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기도 한다.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의 미래 출산수준에 대해 600000 번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600000 개 

결과 중에서 60000 개 표본을 추출한다; 이 60000 개 표본의 중간값을 Medium-

fertility 변량으로 설정한다; 출산의 불확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80%와 95%의 

예측구간도 계산한다. 다음으로 Normal-mortality 가정은 남녀 기대수명을 기초로 하고 

기대수명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기대수명을 주목하고 여성의 사망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남성의 

기대수명을 얻기 위해 남성과 여성 기대수명의 차이를 주목한다. gender gap 

autoregressive model 을 이용해 100000 개 남녀 기대수명 차이의 궤도를 생성시키고 

100000 개 남성 기대수명을 계산한다; 100000 개 기대수명의 중간값을 표준사망 

수준으로 설정한다; 미래 사망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80%와 95%의 예측구간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Normal-migration 가정은 기존 국제 인구이동과 각 국가가 미래 

국제 인구이동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미래 국제 인구이동을 설정한다. 큰 

인구이동의 변화, 난민 흐름, 일시적인 노동 흐름 등 예외를 빼고 일반적으로 2045-

2050 년까지 국제 순(纯)인구이동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50 년 후에 

순인구이동이 점점 줄어들고 2095-2100 년 인구이동의 수준은 2045-2050 년 

인구이동의 수준의 50%가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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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구증가와 자연증가의 차이,주요 국가들의 국제인구이동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했기 때문에 추계 중국인구 데이터와 중국 

2010년 인구센서스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추계인구데이터를 이용하는 목적은 2030년 20-34세 

코호트의 결혼성비를 계산하고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를 

분해함으로써 이들의 미래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기 때문에 2030년 15-39세 1세 단위 남녀인구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UN인구추계 데이터가 그저 5세 단위 남녀인구수만 제공한다. 

구체적인 결혼성비를 계산하기 위해 본 논문이 중국 2011-2015년의 

조출생률과 2010년 인구센서스 중의 0-19세 남녀인구구조를 참조하여 

2030년 15-39세 1세 단위 남녀인구수를 추계해 봤다.6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와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 

이외에 과거의 출산수준(조출생률)을 고찰하는 데 호적통계, 1982-

2000년의 인구센서스, 중국 연도인구추출조사와 연도 연감자료를 

참조했고 과거의 출생성비를 고찰하는 데 탕조운이 쓴 

<중국출생성비문제연구>(중국언실출판사 2008년,p46-50), 이건신이 

쓴 <중국인구구조문제>(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9년, p. 67), 그리고 

중국연도 연감자료를 참조했다. 2000년 연령별사망률성비를 계산하는 

데 중국 2000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했다. 

본 연구는 주로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와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를 기초로 중국 사회 결혼스퀴지와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논할 필요가 

                                        
6 추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5 세 단위 남녀인구(0-4 세, 5-9 세 등) 중에서 각 

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겠다고 가정하고 2030 년 15-19 세 

각 연령인구를 계산하기 위해 2030 년 15-19 세 남녀 연령구조가 2011-2015 년 

조출생률의 구조와 같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2010 년 0-19 세의 각 연령별 

남녀인구가 해당 5 세 단위 남녀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2011-2015 년 

각 연도의 조출생률이 2011-2015 년 조출생률들이 합친 ‘총조출생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2030 년 15-39 세 5 세 단위 남녀인구수에 

앞에서 계산한 각 연령별 남녀인구와 각 연도 조출생률의 비중을 곱하면 2030 년 15-

39 세 1 세단위 남녀인구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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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시에 참조하고 

의거 자료를 기초로 기존 데이터를 일정 정도 상 조정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대적 정확하고 믿음직한 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중국 인구센서스의 규모도 크고 참여한 인원도 많아 데이터의 질은 일정 

정도 상 문제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를 

이용하기 전에 우선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의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연령과 성별을 잘못 보고하는 것은 인구학 중 가장 흔한 문제들 

중의 하나고 어느 연령이나 성별을 선호하면 인구가 그 연령이나 성별에 

쌓여 있을 수 있다. 연령과 성별구조의 질을 검증하는 Whipple’s Index7, 

                                        
7 Whipple’s Index 는 어떤 연령구간에서 각 연령의 인구가 같다고 가정하고 끝자리가 

0과 5인 연령인구와 전체인구의 5분의 1의 비다. Whipple’s Index의 범위는 [0, 5]다. 

모든 인구가 다 0 과 5 의 끝자리를 회피하면 Whipple’s Index=0; 인구가 0 과 5 의 

끝자리를 회피하지도 선호하지도 않으면Whipple’s Index=1; 모든 인구가 다 0과 5의 

끝자리를 선호하면 Whipple’s Index=5; 일부분 인구가 0 과 5 의 끝자리를 회피할 

경향이 있으면 0<Whipple’s Index<1; 일부분 인구가 0 과 5 의 끝자리를 선호할 

경향이 있으면 1< Whipple’s Index<5. Whipple’s Index 는 0 과 5 의 끝자리를 

구분하지 않아 0 끝자리의 연령인구와 5 끝자리의 연령인구의 차이가 덮일 수 있고 

심지어 서로 상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Whipple’s Index 가 인구 

연령구조의 이상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할 수 있다.(무석위, 감설근. 2013)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 Noumbissi 가 0-9 의 각 끝자리 연령인구의 Whipple’s Index 를 

알 수 있는 digit － specific modified Whipple index 를 개발하고 Spoorenberg 와   

Dutreuilh(2007)가 digit － specific modified Whipple index 를 바탕으로 total 

modified Whipple index를 얻었다. total modified Whipple index의 범위는 [0, 16]이다. 

모든 끝자리를 선호하지 않으면 이 지표가 0 이고 0 과 5 의 끝자리를 선호하면 이 

지표가 16 이 될 것이다. 중국 2010 년 인구센서스의 total modified Whipple index 는 

0.5 보다 작다.(무석위, 감설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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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rs’ Index8, United Nations Age-Sex Accuracy Index9 세 지수를 

통해 중국 2010년 인구센서스를 볼 때 연령과 성별 데이터의 질이 

상대적 좋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와 이전 자료들과 비교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어느 연령구간과 어느 성별의 인구에 대한 

누락/중첩신고 문제로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에서 특정한 연령구간의 

인구와 연령별성비가 과소(혹은 과대)측정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논의되었다. 연령구성의 경우 2000년과 2010년 인구센서스의 

연령구조에서 구성된 인구생존율 10 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0-

9세인구의 누락 문제가 존재했고, 2010년 20-45세인구의 누락과 중첩 

문제가 다 있으나 중첩신고가 더 많았다고 논의되었다. 2000년 10-

35세인구와 생명표 생존율로 추계한 2010년 20-45세인구와 2010년 

센서스에서 기록된 20-45세인구를 비교하면 20-45세 남성 

                                        
8 Whipple’s Index 의 각 연령인구가 같다는 가정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연령구간(예를 들면 20-24세)에서 사망으로 인해 20세인구가 다른 연령인구보다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Myers 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혼합방법’을 이용해 Myers’ Index 를 만들었다. 이 지표의 범위는 [0, 90]다. 

인구가 어느 연령에 쌓여 있지 않으면 Myers’ Index 가 0 이고 모든 인구가 다 같은 

연령에 쌓여 있으면 Myers’ Index 가 90 이 될 것이다.(위진. 1985) 중국 2010 년 

인구센서스의 Myers’ Index 는 1.17 이다.(왕금영, 과염하. 2013) 
9 Whipple’s Index, Myers’ Index 은 다 연령구조를 검증할 수 있지만 성별구조를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United Nations Age-Sex Accuracy Index 는 인구의 전체적인 

연령과 성별구조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가 20 보다 

작으면 자료가 아주 좋다고 의미하고 이 지표가 20 보다 크고 40 보다 작으면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하지 못한다고 의미하고 이 지표가 40 보다 크면 자료가 

정확성이 아주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미한다. (Yang 등，2005) 2010 년 중국 

인구센서스의 United Nations Age-Sex Accuracy Index 는 28.92 다.(왕금영, 과염하. 

2013) 하지만 곽미 등(2013)에 의하면 5 세간격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이 지표를 

확장시킬 수 있어 데이터의 실제 질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곽미 등이 1 세 

간격으로 계산한 수정된 United Nations Age-Sex Accuracy Index 는 11.42 다.  
10  일반적으로 인구생존율(인구생존율=2010 년 x+10 세인구/2000 년 x 세인구)이 

1 보다 작고 연령에 따라 작아져야 하는 동시에 생명표 생존율의 곡선과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책진무 등，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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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纯)중첩신고인구는 31만명이고 여성 순중첩신고인구는 572만 

명이라고 추정될 수 있다. 최홍염 등(2013)은 청년과 장년인구의 

중첩문제는 인구센서스 조사의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부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주인구로 기록되면서 호적등록 

지역에서 또 상주인구로 기록됨으로 중첩신고가 생긴 것이다. 또한 

중국국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출생인구로 추산한 2010년 중국 0-

9세인구가 인구센서스에서 기록된 0-9세인구보다 1107만 명이나 더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인구센서스 중의 0-9세인구의 

누락신고인구가 1107만 명이고 누락율이 7.56%라는 것을 시사한다. 

저연령층 인구의 누락신고가 중국인구센서스의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다. 2010년 뿐만 아니라 1990, 2000년 인구센서스도 0-9세인구의 

누락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1990년 0-9세인구의 누락율이 5.81%고 

2000년 0-9세인구의 누락율이 10.61%임) 최홍염 등(2013)은 

저연령층 인구의 누락 문제는 사람들이 산아 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내야 할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제한을 초과한 아이를 감추고 실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성별구성의 경우 2000년과 

2010년의 같은 코호트의 성비 11 를비교해 볼 때 2000년 0-9세의 

성비가 과대평가되었고 2010년 20-29세의 성비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논의되었다. 최홍염 등(2013)은 2000년 저연령층 

여성에 대한 누락신고가 남성보다 더 많았고 2010년 20-29세 남성의 

누락 문제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11 일반적으로 각 연령의 여성보다 남성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코호트의 성비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청년, 장년의 사망인구가 비교적 적고 

남녀차이가 작아 같은 코호트의 성비가 비슷하게 나와야 하고, 고령층의 사망인구가 

많고 남녀차이가 커 같은 코호트의 성비가 연령에 따라 낮아지는 정도가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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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및 원리 설명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가 중국사회를 국제 인구이동이 없는 

폐쇄인구로 가정하며 결혼성비 지표를 통해 결혼스퀴지를 고찰하고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구조, 성별구조, 부부연령차 패턴의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1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1> 분석틀 

 

결혼스퀴지를 측정하는 결혼성비는 부부연령차 [x+m, x+n]안의 

평균 남성인구(∑ 𝑃𝑥+𝑖𝑀𝑥+𝑖
𝑛
𝑖=𝑚 )와 x세 여성인구(Fx)의 비다. 결혼성비가 

1보다 크면 x세 여성인구에 대응하는 남성인구가 더 많고 남성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x세 여성인구에 대응하는 남성인구가 더 

결혼성비

Rx =
∑ 𝑷𝒙+𝒊𝑴𝒙+𝒊

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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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𝑥+𝑖 =
𝐹𝑥,𝑥+𝑖(𝑚)

𝐹𝑥
(∑ Px+i

n
i=m = 1) 

결혼스퀴지 

상황 
인구학적 요인 인구의 연령성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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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여성잉여를 의미한다. 결혼성비는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로 

분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령구조와 성별구조는 결혼스퀴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이다. 

우선 연령구조효과는 성비를 표준화하고 부부연령차 패턴을 

가중치로 삼아 ‘(Fx+i/Fx)-1’의 가중평균치고 이는 x세의 여성인구와 

부부연령차 범위[x+m, x+n]안의 평균 여성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래서 연령별성비를 통제하면 연령구조효과는 여성 

코호트 크기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x세 여성보다 [x+m, x+n]의 

여성인구가 평균적으로 더 많으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크고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고 [x+m, x+n]의 여성인구가 평균적으로 더 적으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작고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한다. 만약 x세 

여성인구가 [x+m, x+n]의 평균 여성인구와 비슷하고 차이가 별로 

없으면 연령구조효과의 절대값이 작게 나타나고 코호트 간의 변화로 

x세 여성인구와 [x+m, x+n]의 평균 여성인구의 차이가 크면 

연령구조효과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여성코호트의 변화는 과거의 출산수준과 사망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의 출산수준이 높을수록, 사망수준이 낮을수록 

2010년까지 남은 여성인구가 많을 것이다. 인구변천의 규칙에 따르면 

역사발전 과정 중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먼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 

이후 아주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코호트의 

변화는 주로 과거의 출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로 조출생률(CBR=해당 기간 총 출생한 인구/연앙인구)을 

통해 출산수준을 알아볼 것이다. 사망을 통제하여 연령구조효과와 

과거의 출산수준의 관계를 말하자면 특정한 연도(t년)보다 인접연도[t-

n, t-m]의 조출생률은 평균적으로 높으면 t년에 출생한 코호트의 

연령구조효과가 양수가 되고 [t-n, t-m] 구간의 조출생률은 평균적으로 

낮으면 t년에 출생한 코호트의 연령구조효과가 음수가 될 것이며 차이가 

클수록 연령구조효과의 절대값도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구조효과는 연령구조를 표준화하고 부부연령차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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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로 삼아 ‘(Mx+i/Fx+i)-1’의 가중평균치고 이는 부부연령차 

범위[x+m, x+n]에서의 평균 연령별성비가 100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래서 여성인구의 연령구조를 통제하면 

성별구조효과는 평균 연령별성비에 달려 있다. 평균 연령별성비가 

100보다 높으면 성별구조효과가 0보다 크고 평균 연령별성비가 

100보다 낮으면 성별구조효과가 0보다 작다. 만약 연령별성비가 100에 

가깝고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성별구조효과의 절대값이 

작게 나타나고 연령별성비가 100과 거리가 있고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크면 성별구조효과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연령별성비는 과거의 출생성비와 남녀사망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출생성비는 코호트의 태어난 연도의 성비로서 남녀사망률을 

통제하면 출생성비가 높을수록 2010년의 연령별성비가 높을 것이다. 

남녀사망률의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2010년까지 그 동안 남성과 

여성사망률의 차이를 뜻하고 이런 차이는 사망률성비로 나타날 수 있다. 

사망률성비를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x세의 사망률성비= 
x세의 남성사망률

x세의 여성사망률
∗ 100 

x세의 남성(여성) 사망률 

=
출생할 때의 남성(여성)인구−2010년 x세의 남성(여성)인구

출생할 때의 남성(여성)인구
∗ 1000  

= 
출생연도부터 2010년까지의 사망남성(여성)인구

출생연도의 남성(여성)인구
∗ 1000 

x세의 사망률성비가 100이면 태어날 때부터 2010년까지 x세 

코호트의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이 똑 같다고 의미하고 이 경우에 이 

코호트의 출생성비와 2010년에 도달할 때의 성비가 일치한다. 만약 각 

연령의 사망률성비가 다 100이 되면 각 연령의 연령별성비가 다 

출생성비와 똑 같게 되고 성별구조효과는 평균 출생성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x세의 사망률성비가 100보다 높으면 태어날 때부터 

2010년까지 x세의 코호트의 남성사망률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의미하고 이 경우에 이 코호트의 출생성비보다 2010년 x세의 성비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성비가 거의 다 100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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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100보다 높은 사망률성비가 출생성비를 

완충할 효과가 있다. x세의 사망률성비가 100보다 낮으면 태어날 

때부터 2010년까지 x세의 코호트의 여성사망률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의미하고 이 경우에 이 코호트의 출생성비보다 2010년 x세의 성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출생성비가 거의 다 100보다 높은 것을 

생각하면 100보다 낮은 사망률성비가 원래 높은 출생성비를 한층 더 

높이고 남녀의 성비불균형을 격화할 것이다. 

그래서 연령별성비처럼 출생성비로 성별구조효과를 성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망률성비에 달려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각 

코호트의 사망률성비가 다 100일 경우다. 이 때 사망률성비가 어떤 

작용도 없고 출생성비와 연령별성비가 같은 설명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각 코호트의 사망률성비가 100이 아니면 출생성비를 다 일정 

정도로 낮추거나 높이게 되었기 때문에(출생성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정도가 구체적인 남녀사망률에 달려 있다. 즉 두 코호트가 같은 

사망률성비를 가지더라도 서로 다른 남녀사망률로 인해 두 코호트의 

출생성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코호트별 

출생성비와 연령별성비가 서로 다른 모습이 되어 출생성비의 설명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출생성비로 성별구조효과를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연령차 요인을 볼 것이다. 부부연령차(i=남편연령-

아내연령)가 결혼하는 남성(x+i세)과 여성(x세)연령의 차이로서 한 

사회의 일반적 규범이나 관념을 나타낼 수 있다. 부부연령차 패턴 

설정은 주로 연령차의 상한(n), 하한(m)과 각 연령차의 비중( Px + i =

𝐹𝑥,𝑥+𝑖(𝑚)

𝐹𝑥
)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다. x세 여성은 혼인시장에서 결혼대상을 

찾을 때 [x+m, x+n]범위에서의 남성을 다 고려하고 Px+i가 크면 

클수록 x+i세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 결혼성비,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부부연령차가 가중치로서 

결혼성비,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부연령차가 결혼성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른 두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부연령차 패턴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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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코호트도, 각 코호트에 부여되는 중요도도 

다 달라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패턴은 전통부부연령차와 

현대부부연령차 두 패턴이다. 전통부부연령차 범위는 -1~5세고 

현대부부연령차의 범위는 -5~5세며 두 패턴에서 각 연령차에 부여되는 

가중치도 다르다. 두 연령차 패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부부연령차에 

-5~-2세의 부부연령차를 추가하고 전통연령차에 비해 현대연령차 

패턴이 -5~0세 구간의 각 연령차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부부연령차와 연령구조효과의 관계를 보면 연령구조효과는 x세의 

여성보다 부부연령차 범위[x+m, x+n]의 여성인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수치라서 연령별성비의 변동은 크지 않으면 

부부연령차 패턴이 여성인구가 더 많은 코호트에 비중을 많이 둘수록 

연령구조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5, x]세 여성인구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1, x+5]세 여성인구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으면 

현대연령차 하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고 반면에 전통연령차 하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다.  

부부연령차와 성별구조효과의 관계를 보면 성별구조효과는 

부부연령차 범위[x+m, x+n]에서의 평균 연령별성비가 100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라서 코호트 크기의 변동은 크지 않으면 

부부연령차 패턴이 연령별성비가 더 높은 코호트에 비중을 많이 둘수록 

성별구조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5, x]세 인구의 연령별성비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1, x+5]세 인구의 연령별성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으면 현대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크고 반면에 전통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크다. 

부부연령차와 결혼성비의 관계를 보면 결혼성비는 부부연령차 

[x+m, x+n]에서의 평균 남성인구와 x세 여성인구(Fx)의 비라서 

부부연령차 패턴이 남성인구가 더 많은 코호트에 비중을 많이 둘수록 

결혼성비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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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두는 [x-5, x]세 남성인구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1, x+5]세 남성인구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으면 

현대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크고 반면에 전통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크다. 부부연령차가 결혼성비의 요인인 동시에 

결혼성비의 결과이기도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결혼성비가 높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들은 결혼스퀴지를 당하고 이들은 

결혼스퀴지를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부연령차 범위를 

확대시키고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부부연령차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은 높은 결혼성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분석틀과 결혼성비,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인구연령성별구조의 관계에 관한 원리를 설명했다. 다음 부분에서 

중국사회의 결혼성비와 각 인구학적 요인을 더 원활하게 이해하도록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거의 출산수준, 

출생성비, 사망률성비 등을 제시하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중국인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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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 

 

 

1. 2010년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 

 

1.1 2010 년 중국인구의 연령구조 

 

2010년 중국 0-44세 인구의 결혼스퀴지를 고찰하는 데 2010년 

중국 0-49세인구(부부연령차가 포함되어 있음)의 연령성별구조를 

알아둬야 한다. 이 부분에서 먼저 2010년 0-49세 인구의 연령구조, 

과거의 조출생률과 중국인구 변화의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성별구조, 

과거의 출생성비와 사망률성비를 소개할 것이다.  

 

<그림2> 중국 2010년 0-49세 연령별 남녀인구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청, 중국 2010년 인구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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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0년 중국 0-49세 연령별 남성과 여성인구(연령구조)는 

그림2와 같이 제시한다. 남성과 여성의 연령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에 여성보다 남성인구가 더 많고 특히 저연령층의 

남녀인구 차이가 제일 크게 나타난다. 연령별인구를 보면 10세이전의 

인구변동이 상대적 작고 10세이후의 인구변동이 상대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0-10세에 연령에 따라 인구가 아주 느리게 감소하고 10-20세에 

빠르게 증가하고 20-33세에 감소하고 33-40세에 증가하고 40-

47세에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47-49세에 뚝 떨어지는 추세로 

변동한다. 하지만인구센서스의 문제로 0-9세인구가 과소평가되고 20-

45세인구가 과대평가되며 20-45세(특히 20-29세) 남녀인구의 차이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림3> 중국 1961-2015년 조출생률의 변화 추이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청; 1981년이전: 호적통계; 1982년, 1990년, 

2000년과 2010년: 인구센서스; 다른 연도: 연도인구추출조사와 연도 연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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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961-2015년 중국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조출생률의 변화추이가 

그림3과 같이 제시한다. 대기근으로 인해 1961년의 조출생률이 아주 

낮았고 그 이후가 인구회복 기간이라 1962-1969년의 조출생률이 거의 

다 35‰를 넘어 아주 높았다. 계획생육 인구정책 영향 하 조출생률이 

1970년-70년대말에 뚝 떨어졌다가 70년대말-90년대초에 주기적인 

베이비붐과 계획생육의 영향으로 상대적 작은 정도로 흔들렸다. 

90년대초-2000년에 조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느리게 하락했고 이 

시기에 출산수준은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 이후에 

조출생률이 거의 변함없이 안정기에 진입했다.  

조출생률과 2010년 중국 연령구조를 비교하면 전반적인 변화추세가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 

80년대말-90년대초의 조출생률이 별로 높지 않지만 이 기간에 출생한 

코호트, 즉 2010년 20대초반의 인구가 아주 많고 40대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20세기 80년대말-90년대초에 나타난 베이비붐은 과거의 

높은 출산율의 결과로 크게 증가된 가임인구의 재상산 크기 때문이다. 

중국 3년 대기근이 막 끝난 1962-1969년이 인구 회복기간이라 이 

기간의 조출생률이 거의 다 35‰를 넘었다. 1962-1969년의 

베이비붐은 중국 역사 상 출생인구가 제일 많고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베이비붐이었다. 1962-1969년에 출생한 코흐트들이 

80년대말-90년대초에 되면 거의 다 가임연령에 진입했다. 비록 

80년대말-90년대초의 조출생률이 별로 높지 않지만 가임여성이 무척 

많기 때문에 출생인구가 아주 많고 주기적인 베이비붐이 생긴 것이다. 

이 중에서 1990년이 출생인구가 제일 많은 연도다.  

아래 그림4에서 제시한 ‘인구변화의 4단계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구변화의 과정을 대충 알 수 있다. 1960년 전후에 대기근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한때 높았지만 다른 연도의 사망률이 다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조출생률이 1963년의 43.6‰에서 2000년의 

14.03‰까지 하락했고 불과 30여 년만에 중국인구가 인구변화의 

제2단계로부터 제4단계로 변했다.(책진무, 2008) 조출생률이 아주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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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감소하는 1970년-1970년대말에 중국인구는 인구변화의 

제3단계(감소하는 출생률, 낮은 사망률과 증가하는 인구수를 특징짓는 

인구변화 단계)에 속했고 조출생률이 거의 변하지 않는 2000년 이후에 

중국인구는 제4단계(저출생률, 저사망률과 안정적인 인구수를 특징짓는 

인구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출생률이 느리게 

변화하는 1970년대말-2000년에 중국인구가 제3단계로부터 제4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过渡期)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0년 

30대초반-40세 코호트가 인구변화의 제3단계에 태어난 코호트고 

10세이전의 코호트가 인구변화의 제4단계에 태어난 코호트며 10세-

30대초반 코호트가 인구변화의 제3단계에서 제4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코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 인구변화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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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0 년 중국인구의 성별구조 

 

<그림5> 중국 2010년 0-49세 연령별 성비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청, 중국 2010년 인구센서스) 

 

다음으로 2010년 중국 0-49세 연령별성비(성별구조)를 그림5와 

같이 제시한다. 24세를 빼고 나머지 연령의 성비는 100보다 더 높고 

같은 코호트의 여성보다 남성이 거의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49세에 연령별성비가 거의 변하지 않고 103-105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4-30세에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별성비가 약간 하락하다가 

10-24세에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다가 10세 이전에 118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20-49세의 연령별성비가 거의 다 100-105 

범위에 속해 상대적 낮지만 19세이전에 다 105를 넘었고 15세이전에 

다 110을 초과했다. 인구센서스의 문제로 2010년 20-45세(특히 20-

29세)의 연령별성비가 과소측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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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중국 1961-2015년 출생성비의 변화 추이 

(자표출처: 1961-2007년: 탕조운 <중국출생성비문제연구>, 

중국언실(言實)출판사 2008년: p46-50, 이건신 <중국인구 구조문제>,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9년: p67; 2008-2015년: 국가통계청 연도 연감자료.) 

 

연령별성비는 과거의 출생성비와 남녀사망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의 출생성비와 남녀사망률성비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1961-2015년의 출생성비를 그림6과 같이 제시한다. 

보면 1961-1970년 사이에 출생성비가 상대적 큰 폭으로 변화하고 

1966년 빼고 거의 다 정상범위에서 변동했다. 1970-1982년 사이에 

출생성비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다 106 정도에 가깝다. 1982-

1999년에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고 1985년에 110을 

넘었고 1997년에 120선을 돌파했다. 2000년부터 이 상승세가 

정지되었고 출생성비가 일정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보인다. 1970년대에 중국에서 계획생육 정책이 시행되었고 1982년에 

이 정책이 국가 기본정책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성감별 등 피임기술은 중국에 유입되었다. 그래서 1982년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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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성비는 거의 다 정상범위에서 변동했으나 1982-1999년 사이에 

‘남아선호’전통관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데다가 

계획생육정책도 국가 기본정책으로 지정되었고 피임기술도 유입되었기 

때문에 출생성비가 아주 빠르게 상승했고 성비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인구성별구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법적으로 성감별을 불법화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성감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사회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출산관념도 변화하고 있고 ‘남아선호’의 

전통관념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출생성비의 상승세가 

정지되었고 심지어 2008년부터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보인다.  

그림5과 그림6을 비교하면 2010년 연령별성비와 1961-2010년 

출생성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0세이전의 코호트에게 

출생성비와 2010년의 연령별성비가 비슷하지만 10세이후의 코호트에게 

출생성비보다 2010년의 연령별성비가 거의 더 낮고(39, 42세 예외) 

특히 20대의 차이가 제일 크게 나타난다. 20대 성비에 대한 과소평가로 

실제 20대 연령별성비와 출생성비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별성비와 출생성비의 변화추세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즉 

1982-1999년의 출생성비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달리 11-

28세의 연령별성비가 먼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추세로 변동한다. 

그리고 0-10세와 40-49세 코호트의 출생성비가 상대적 크게 

흔들리지만 이들의 연령별성비가 안정적으로 일정 수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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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중국 2000년, 2010년 0-49세 연령별 사망률성비(남성/여성) 

(자료출처: 국가통계청, 중국 2000년, 2010년 인구센서스) 

(주: t년 x세의 사망률성비=t년 x세 남성사망률/t년 x세 여성사망률*100;  

t년 x세 남성(여성)사망률= 

t년 x세 남성(여성)사망인구/t년 x세 평균남성(여성)인구*1000) 

 

2010년 연령별성비의 전반적인 변화추세가 주로 과거의 출생성비에 

의해 결정되지만 두 곡선의 세부 변동추세가 약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코호트의 출생성비와 2010년 연령별성비 간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각 코호트의 출생성비와 2010년 성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같은 코호트 남녀의 태어날 때부터 2010년까지의 

사망률 차이를 비교해야 된다. 하지만 데이터 제한 12으로 인해 정확한 

사망률성비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대신 2000년과 2010년 0-49세의 

연령별사망률성비로 각 코호트의 남녀사망률 차이를 엿볼 수 있다. 

                                        
12 각 코호트의 남녀출생인구와 2010 년 연령별인구는 서로 다른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고 각 자료의 정확성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의 신빙성이 아주 낮을 수 있다. 

처음에 정확한 사망률성비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여려 코호트의 출생인구보다 2010 년의 

인구가 더 많다는 이상한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가지고 있는 자료로 

사망률성비를 구축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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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2010년의 연령별사망률성비는 2000년과 2010년만의 각 

코호트의 남녀사망률 차이를 고찰하고 태어날 때부터 2010년까지 x년 

동안의 실제 사망률차이를 고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같은 

조사시스템인 2000년과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표기 때문에 결과의 신빙성이 상대적 높고 특히 각 코호트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과 2010년 0-49세의 연령별사망률성비는 그림7와 같이 

제시한다. 영유아 시기(2000년: 0-2세; 2010년: 0세)를 빼고 다른 

연령의 사망률성비가 다 100을 초과했다. 왕금영, 과염하(2013)는 

1981년 연령별성별 사망률을 표준으로 삼아 Brass-logit 

생명표모형으로 추정한 2010년 0-4세 연령별성별 사망률과 2010년 

센서스에서 기록된 0-4세 연령별성별 사망률을 비교해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 영유아(0-4세)의 사망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남성영유아 사망의 누락이 여성영유아보다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13 

그래서 인구센서스에서 영유아 사망률성비가 과소평가되었을 개연성이 

크고 거의 모든 연령에 남성사망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수준이 더 높다는 규칙에 

부합된다. 주의할 만한 점은 2000년과 2010년의 연령별사망률성비가 

연령에 따라 상승하다가 아주 높은 수준에 정체되는 추세로 변동했고 

청장년 단계에 남녀 사망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행동학(ethology) 관점에 의하면 남성은 생활방식(흡연, 과음 등), 

사회적 역할(직업 등) 등 원인으로 인해 사망 위험이 여성보다 더 커 

일반적으로(특히 청장년 단계) 남성의 사망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한다. 2000년과 2010년의 연령별사망률성비를 비교해 볼 때 

2000년보다 2010년 15-49세의 사망률성비가 현저하게 상승했다. 15-

                                        
13 수정된 영아(0 세)사망률(남: 25.81‰, 여: 17.82‰)이 기록된 영아사망률(남: 3.73‰, 

여: 3.92‰)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2010 년 센서스의 영아사망의 누락률이 78%-

85%에 달했다고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유아(1-4 세)사망의 누락(남성 누락률: 60%-

72%, 여성 누락률: 54%-70%)도 아주 심했다.(왕금영, 과염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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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의 사망률성비가 크게 상승한 것은 2000년에 비해 2010년 15-

49세 여성사망률의 하락 정도가 남성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임강, 

정효영, 조계영(2005) 학자가 15-49세 여성사망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중국 계획생육, 부인과 어린이 보건 등 면에서 얻은 성과라고 봤고, 

최홍염 등(2013)은 청장년 여성 사망률의 하락은 감소하거나 미뤄지는 

가임여성의 출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사망인구의 누락신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왜 청장년 여성사망신고의 누락이 

남성보다 더 많았는지에 대해 해석하지 못했다.  

2000년과 2010년 연령별사망률성비를 참조하여 남녀사망률 차이의 

입장으로 2010년의 연령별성비와 출생성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10세이후 거의 모든 코호트의 출생성비보다 2010년의 연령별성비가 더 

낮은 것은 100보다 더 높은 사망률성비 때문이다. 2000년과 2010년 

연령별사망률성비가 거의 다 100보다 높은 것으로 통해 태어날 때부터 

2010년까지 각 코호트의 사망률성비가 거의 다 100보다 높았다고 대략 

추측할 수 있다. 출생할 때 여성보다 남성은 훨씬 많았지만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아 자라는 동안에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0년이 되면 남녀인구의 차이가 출생할 

때만큼 크지 않았다. 하지만 10세이전의 코호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지났고 남녀사망의 차이가 그다지 현저하게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10세이전의 연령별성비와 출생성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코호트의 사망률성비가 다 100이 아니고 코호트마다 남녀사망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출생성비가 완충되거나 격화되는 정도가 코호트마다 다 

달라 출생성비와 2010년 연령별성비의 세부 변동추세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1982-1999년의 출생성비가 연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출생성비가 완충되는 정도가 먼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2010년 

11-28세의 연령별성비가 나이가 어릴수록 먼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추세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0-10세와 40-49세 

코호트의 출생성비가 크게 변동했지만 남녀사망률 차이의 작용으로 

연령별성비가 안정적으로 일정 수치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http://yuanjian.cnki.com.cn/Search/Result?author=%E4%BB%BB%E5%BC%BA
http://yuanjian.cnki.com.cn/Search/Result?author=%E9%83%91%E6%99%93%E7%91%9B
http://yuanjian.cnki.com.cn/Search/Result?author=%E6%9B%B9%E6%A1%82%E8%8B%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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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년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 

 

<그림8> 중국 2030년 15-39세 추계 연령별 남녀인구와 

추계 연령별 성비(medium fertility variant) 

(자료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010년 저연령층 인구가 2030년에 혼인시장에 진입할 때 그들의 

연령성별구조가 어떻게 될까? 이를 고찰하기 위해 2015년 

UN세계인구추계 중 medium fertility 변량을 채택한 중국 2030년 15-

39세 5세 단위 남녀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2011-2015년의 

조출생률과 2010년 0-19세 남녀인구구조를 참조하여 2030년 20-

34세인구(즉 2010년 0-14세 인구)의 결혼스퀴지를 연구할 때 필요한 

중국 2030년 15-39세(부부연령차가 포함되어 있음) 1세 단위 

남녀인구와 연령별성비를 추계해 봤다. 추계한 중국 2030년 15-39세 

연령별남녀인구와 연령별성비는 그림8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연령구조를 보면 각 연령에 여성보다 남성인구가 더 많고 같은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30-39세에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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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수록 남녀인구가 상대적 빠르게 감소하고 15-30세에 남녀인구가 

아주 천천히 증가한다. 1991년-2000년의 지속적으로 하락한 

조출생률로 인해 2030년 30-39세 코호트(1991년-2000년 

출생코호트)가 안정적으로 변동하지 못하고 인구변화의 제3단계에서 

제4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코호트라고 한다면, 2030년 

30세이전의 코호트(2000년 이후의 출생코호트)가 안정적인 조출생률과 

연령구조를 유지하고 인구변화의 제4단계에 태어난 코호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구조를 보면 2030년 15-39세인구의 연령별성비가 

다 100보다 훨씬 높고 39세를 빼고 다 110을 넘었다. 이는 2030년 

15-39세인구가 성별구조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남녀인구의 차이가 

엄청날 것을 의미한다. 30-39세 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별성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변동하고 15-30세의 연령별성비가 거의 

변하지 않고 116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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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 사회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 

 

 

1. 2010년 중국 사회 결혼스퀴지 상황 

 

앞에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 분석틀과 설명의 원리를 소개했고 

중국인구 연령성별구조의 전체모습을 그려 봤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을 설명하고 중국의 

결혼스퀴지, 인구학적 요인과 중국인구 구조 간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먼저 2010년 중국 15-44세 연령별결혼성비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2010년 중국 15-44세 코호트의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2030년 20-34세(즉 2010년 0-14세 

코호트)인구의 결혼성비와 인구학적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2010년 0-44세 인구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과정, 그리고 이런 변화과정과 중국인구구조, 인구변화 

단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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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 2010년 15-44세 연령별 결혼성비 

 결혼성비(여성기준) 𝑅𝑥 =
∑ 𝑷𝒙+𝒊𝑴𝒙+𝒊

𝒏
𝒊=𝒎

𝑭𝒙
 

연령(세) 전통부부연령차 현대부부연령차 

15 1.2338 1.1186 

16 1.2409 1.1177 

17 1.1692 1.0591 

18 1.2246 1.1179 

19 1.1991 1.1184 

20 0.9039 0.8753 

21 0.9176 0.9241 

22 0.9391 0.9881 

23 0.8558 0.9185 

24 0.9265 0.9996 

25 1.0235 1.0976 

26 1.0316 1.0793 

27 1.0481 1.0731 

28 0.9092 0.9284 

29 1.0349 1.0464 

30 1.0685 1.0769 

31 1.0442 1.0350 

32 1.0956 1.0647 

33 1.2266 1.1672 

34 1.1314 1.0584 

35 1.1629 1.0746 

36 1.1125 1.0349 

37 1.1003 1.0295 

38 1.0725 1.0278 

39 1.0524 1.0306 

40 0.9525 0.9560 

41 1.0200 1.0395 

42 0.9312 0.9562 

43 1.1537 1.1813 

44 0.9804 1.0301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청, 중국 2010년 인구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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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2010년 중국 15-44세 연령별 결혼성비 

 

앞에서 소개한 방법과 2010년 중국 10-49세 연령별남녀인구 

데이터로 전통부부연령차와 현대부부연령차 두 가지 부부연령차 가정 

하의 2010년 중국 전국 15-44세의 연령별 결혼성비를 구축해 봤다. 

그 결과는 표1, 그림9와 같이 제시한다. 아주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10-

49세 연령별남녀인구로 인해 코호트마다 결혼성비가 다 다르고 

남성잉여의 코호트도 있고 남성부족의 코호트도 있다. 그리고 

결혼스퀴지의 정도(즉 결혼성비가 1과의 거리)도 코호트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 2010년 결혼스퀴지를 분석할 때 모두 

인구를 일률적으로 논하면 안 되고 코호트별로 일일이 봐야 한다.  

먼저 전통부부연령차의 결혼성비를 보면 15-19세의 결혼성비가 

아주 높고 거의 1.2 수준을 유지한다. 즉 15-19세의 여성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남성이 훨씬 많아 남성잉여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하지만 20세부터 결혼성비가 뚝 떨어져 20-24세의 결혼성비가 다 

1보다 작고 거의 0.9 수준이다. 20-24세의 여성에게 선택할 수 있는 

남성이 오히려 적어 남성부족 문제가 존재하지만 아주 심각하지 않다. 

23세부터 27세까지 결혼성비가 약간 상승하여 25-27세의 결혼성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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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다 살짝만 높고 25-27세 코호트에게 결혼스퀴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8세의 결혼성비가 또 0.9수준까지 하락하여 여성잉여가 일정 

정도 상 존재한다. 28-33세에 결혼성비가 크게 상승하다가 

33세에피크에 달한 후 33-40세에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29-39세의 결혼성비가 다 1보다 크고 이 중에서 특히 33-37세의 

결혼성비가 1.1을 초과해 남성잉여/여성부족 문제가 상대적 심하다. 

40-44세의 결혼성비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또 오르다가 내리는 추세로 

크게 변동하고 40, 41, 42, 44세의 결혼성비가 1과 가까워 결혼스퀴지가 

별로 심하지 않지만 43세의 결혼성비가 1.15를 넘어 

여성부족/남성잉여가 비교적 심각하다. 그러나 20-45세 여성의 중첩과 

20-29세 남성의 누락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혼성비가 

과소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대부부연령차 가정도 

마찬가지임) 결혼성비는 부부연령차 [x+m, x+n]에서의 평균 

남성인구와 x세 여성인구(Fx)의 비다. 그래서 15-19세, 33-37세, 

43세의 결혼성비가 1.1을 넘었고 남성잉여가 심각한 것은 남녀인구의 

연령구조로 인해 15-19세, 33-37세, 43세 여성보다 [x-1, x+5] 

연령차 범위에서의 평균남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3세까지 인구가 감소하고 33세부터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33세 여성인구보다 32-38세 남성인구가 훨씬 많아 33세의 결혼성비가 

아주 높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20-24세, 28세의 결혼성비가 0.9에 

가깝고 남성부족이 일정 정도 상 존재하는 것은 20-24세, 28세의 

여성보다 [x-1, x+5] 연령차 범위에서의 평균남성이 더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세이전에 연령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세이후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19-25세 남성인구보다 20세 

여성인구가 훨씬 많아 20세의 여성잉여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나머지 

연령의 여성인구와 인접연령의 남성인구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결혼스퀴지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부부연령차와 전통부부연령차 하의 연령별결혼성비의 

변동추세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남성/여성잉여의 정도가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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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부부연령차 패턴에 비하여 현대부부연령차 하 15-19세, 31-

39세의 남성잉여 정도가 덜 심하고 22-24세의 여성잉여 정도가 덜 

심하며 25-27세의 남성잉여 정도가 더 심하다. 그리고 전통부부연령차 

하 44세의 결혼성비가 1보다 살짝 낮지만 현대부부연령차 하 44세의 

결혼성비가 1보다 살짝 높다. 나머지 연령의 결혼성비가 두 가지 

부부연령차 하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현대부부연령차의 결혼성비도 

전통부부연령차처럼 설명할 수 있고 다만 해석할 때 x세여성와 [x-5, 

x+5] 연령차 범위에서의 편균남성을 비교해야 한다.  

 

 

2. 2010년 중국사회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 

 

2010년 중국 사회 결혼스퀴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결혼스퀴지의 인구학적 요인을 고찰해야 한다. 여기서 각 인구학적 

요인은 어떻게 얼마나 결혼스퀴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우선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연령구조와 성별구조를 연구하고 다음으로 두 가지 

부부연령차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부부연령차 요인을 연구할 것이다.  

 

2.1 연령구조와 성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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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국 2010년 15-44세 인구의 결혼스퀴지 요인분해 결과 

 전통부부연령차 현대부부연령차 

연령

(세) 

총량:남성

과잉비 

연령구조

효과 

성별구조

효과 

총량:남성

과잉비 

연령구조

효과 

성별구조

효과 

15 0.234 0.146 0.088 0.119 0.007 0.112 

16 0.241 0.170 0.071 0.118 0.023 0.095 

17 0.169 0.116 0.053 0.059 -0.018 0.078 

18 0.225 0.184 0.040 0.118 0.053 0.065 

19 0.199 0.173 0.026 0.118 0.069 0.050 

20 -0.096 -0.109 0.012 -0.125 -0.157 0.032 

21 -0.082 -0.088 0.006 -0.076 -0.098 0.022 

22 -0.061 -0.064 0.003 -0.012 -0.027 0.015 

23 -0.144 -0.148 0.004 -0.082 -0.091 0.010 

24 -0.073 -0.080 0.007 0.000 -0.008 0.007 

25 0.024 0.012 0.012 0.098 0.090 0.008 

26 0.032 0.013 0.019 0.079 0.069 0.011 

27 0.048 0.023 0.025 0.073 0.058 0.015 

28 -0.091 -0.119 0.028 -0.072 -0.090 0.019 

29 0.035 0.000 0.035 0.046 0.021 0.025 

30 0.068 0.029 0.039 0.077 0.046 0.031 

31 0.044 0.003 0.041 0.035 0.000 0.035 

32 0.096 0.051 0.044 0.065 0.026 0.039 

33 0.227 0.178 0.048 0.167 0.124 0.044 

34 0.131 0.083 0.048 0.058 0.015 0.043 

35 0.163 0.114 0.049 0.075 0.029 0.045 

36 0.113 0.064 0.049 0.035 -0.010 0.045 

37 0.100 0.052 0.048 0.029 -0.017 0.046 

38 0.073 0.026 0.046 0.028 -0.018 0.046 

39 0.052 0.009 0.044 0.031 -0.015 0.045 

40 -0.047 -0.087 0.040 -0.044 -0.087 0.043 

41 0.020 -0.019 0.039 0.040 -0.003 0.043 

42 -0.069 -0.107 0.038 -0.044 -0.084 0.040 

43 0.154 0.111 0.043 0.181 0.137 0.044 

44 -0.020 -0.057 0.038 0.030 -0.010 0.040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청, 중국 2010년 인구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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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중국 2010년 15-44세 연령별 남성과잉비 요인분해 

(전통부부연령차) 

 

 

<그림11> 중국 2010년 15-44세 연령별 남성과잉비 요인분해 

(현대부부연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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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를 구분시켰다. 

두 가지 부부연령차 가정 하의 중국 2010년 15-44세인구의 

결혼스퀴지 요인분해 결과는 표2, 그림10, 그림11과 같이 제시한다. 

연령에 따라 성별구조효과의 변화가 별로 크지 않지만 연령구조효과가 

아주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성별구조와 연령구조의 영향력,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코호트별로 일일이 고찰해야 한다.  

먼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 하의 분해결과(그림10)를 보면 

성별구조효과가 다 0보다 크고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중국 

2010년 10-49세의 연령별성비가 거의 다 100보다 높기 때문이다. 

성별구조효과가 0.003~0.088 범위에서 변동하고 전반적인 변동추세는 

10-49세의 연령별성비의 변동추세에 따른 것이다. 15-22세에 

성별구조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다가 22-35/36세에 지속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다가 35/36-44세에 살짝만 감소한다. 그리고 20-

49세의 연령별성비가 거의 다 100~105 정상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18-44세의 성별구조효과가 다 0.05 수준 이하고 

변동도 안정적이지만, 19세 이전의 연령별성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15-17세 성별구조효과가 0.05를 초과해 상대적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센서스에서 20-45세(특히 20-29세)의 연령별성비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별구조효과도 과소측정될 개연성이 크다. 

(현대부부연령차 가정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연령구조효과가 -0.148~0.184 범위에서 크게 변동하고 

크호트마다 연령구조효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과거의 출생률 

변화와 주기적인 베이비붐으로 중국 2010년 10-49세인구의 

연령구조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령구조가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가 다 있고 코호트에 따라 작용하는 

정도(연령구조효과의 절대값)도 달라진다. 연령구조효과는 x세의 

여성인구와 부부연령차 범위[x+m, x+n]의 평균 여성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다. 전통부부연령차의 경우 x세 여성보다 [x-1,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많으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크고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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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적으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작을 것이다. 

이 때 주로 x세 여성인구와 x세 여성보다 나이가 더 많은 [x, x+5]세의 

편균여성인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x, x+5]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인구가 적어지면(즉 고령화의 연령구조)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크고, [x, x+5]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인구가 많아지면(즉 

저령화의 연령구조)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작고,  [x-1, x+5]사이에 

연령에 따라 인구가 별로 변하지 않거나(즉 안정적인 연령구조) 인구가 

흔들리지만 코호트 간의 변화가 다 상쇄될 수 있으면 연령구조효과가 

0에 가까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호트별로 연령구조효과를 보면 15-

20세 사이의 고령화 연령구조로 15-19세 여성보다 [x-1, x+5]의 

평균여성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5-19세의 연령구조효과가 아주 

크고 거의 0.15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15-19세 코호트에게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다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고 성별구조보다 

연령구조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러나 20세부터 연령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27세 사이의 저령화 연령구조로 20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뚝 -0.1까지 떨어지고 20-24세에 크게 변동하지 않아 

거의 -0.1 수준을 유지한다. 20-24세 코호트에게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연령구조의 효과가 상대적 더 

크기 때문에 20-24세 코호트에게 총체적으로 여성잉여가 존재한다. 

25-27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또 다시 0보다 큰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값이 아주 작고 0에 가깝다. 이는 25-32세 사이의 상대적 안정직인 

연령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25-27세의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가 

비슷하고 다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효과가 아주 작아 

결혼스퀴지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28-33세 사이의 저령화 

연령구조로 인해 28세의 연령구조효과가 -0.119까지 떨어지고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며 성별구조보다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다. 28-33세에 연령구조효과가 쭉 증가하다가 

33세에 피크에 달한 이후 40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29-35세의 

안정적인 연령구조와 37-44세 사이의 서로 상쇄될 수 있는 인구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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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29-31, 38-39세의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고 29-31, 38-39세 

코호트들의 심하지 않은 남성잉여는 주로 작은 성별구조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32-37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다 0.05를 넘었고 33세의 

연령구조효과가 심지어 0.178까지 달했다. 2010년 33-40세 인구가 

인구변화의 제3단계인 1970년-1970년대말에 태어난 코호트고 

고령화의 연령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32-37세의 연령구조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32-37세 코호트에게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다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고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다. 40-44세에 

연령구조효과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또 오르다가 내리는 추세로 변동한다. 

43-46, 48-49세 인구가 인접코호트에 비해 아주 적어 40, 42, 44세 

여성보다 [x-1,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40, 42, 

44세의 연령구조효과가 -0.05보다 더 작고 성별구조효과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연령구조의 효과가 성별구조보다 더 커 40, 

42, 44세의 결혼성비가 1보다 낮게 나타나게 되었다. 40-46세에 

인구가 흔들리지만 인구의 변화가 거의 다 상쇄되어 41세 여성인구와 

40-46세의 평균여성인구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41세의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조금만 작고 성별구조효과가 비교적 더 커 

41세의 결혼성비가 1보다 조금 높다. 43-47세 인구의 고령화 

연령구조로 43세의 연령구조효과가 0.111까지 올라가고 

성별구조효과보다 훨씬 크다.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다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43세의 남성잉여 문제가 상대적 심하다.  

다음으로 현대부부연령차 패턴 하의 분해결과(그림11)를 보면 

연령구조와 성별구조의 변화추세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과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코호트마다 연령구조/성별구조의 영향력과 

양자의 관계도 전통부부연령차 패턴과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성별구조효과가 0.007~0.112 범위에서 변동하고 변동추세가 10-49세 

연령별성비의 변동추세와 거의 똑 같다. 성별구조효과가 15-24세에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다가 24-37/38세에 지속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다가 37/38-44세에 살짝만 감소한다. 19세 이전의 비교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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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성비로 인해 15-18세의 성별구조효과가 0.05를 초과해 상대적 

크지만 20-49세의 낮은 연령별성비로 19-44세의 성별구조효과가 다 

0.05 수준 이하다.  

아주 크게 변동하는 중국 2010년 10-49세인구의 연령구조로 인해 

연령구조효과가 -0.157~0.137 범위에서 불안정하게 변동하게 되었다. 

현대부부연령차의 경우 x세 여성보다 [x-5,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많으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크고 [x-5,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적으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작을 것이다. 이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x세 여성인구와 양측에 위치하는 [x-5, x+5]세의 평균여성인구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x-5, x+5]사이에 x세 여성인구가 인구의 

피크/최고점에 위치하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작고, [x-5, x+5]사이에 

x세 여성인구가 인구의 최저점에 위치하면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크고, 

[x-5, x+5]사이에 연령구조가 안정적이거나 인구가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감소하면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양측의 

인구변화가 다 상쇄될 수 있어 연령구조효과가 0에 가까울 것이다. 

코호트별로 보면 10-20세에 연령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5-17세 코호트에게 전후 인구의 변화가 거의 다 상쇄되었기 때문에 

15-17세의 여성인구와 [x-5, x+5]의 평균여성인구의 차이가 아주 

작아 15-17세의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고 남성잉여는 거의 다 상대적 

큰 성별구조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19-20세에 여성인구가 아주 급속히 

증가하다가 20세 이후에 상대적 천천히 감소하고 19세 이전의 

여성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20-24세 여성인구로 인해 18, 19세 

여성인구보다 [x-5,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많아 18, 19세의 

연령구조효과가 0.05, 0.06까지 올라가 성별구조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20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뚝 -0.157까지 떨어지고 24세까지 비교적 

크게 변동한다. 20, 21, 23세 여성인구가 [x-5, x+5]사이에 거의 다 

인구의 피크에 위치하기 때문에 20, 21, 23세의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다 

-0.1수준을 유지하고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연령구조효과가 훨씬 더 커 20, 21, 23세의 코호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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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여성잉여가 존재한다. 17-27세, 19-29세 사이에 인구가 

상대적 크게 변동하지만 인구의 변화가 거의 다 상쇄되었고 22, 24세 

여성인구와 17-27세, 19-29세의 평균여성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22, 

24세의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조금만 작게 나타나게 되었다. 

연령구조와 성별구조효과가 거의 다 상쇄되었기 때문에 22, 24세 

코호트에게 결혼스퀴지가 거의 없다. 20-25세에 인구가 상대적 빠르게 

감소하고 25-32세에 인구의 변화가 아주 작아 25-27세 여성보다 

[x-5,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25-27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또 다시 0.05 수준 이상까지 올라간다.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다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성별구조효과가 아주 작아 

25-27세 남성의 결혼스퀴지가 거의 다 연령구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28세 여성인구가 인접코호트 사이에 인구의 피크에 위치하기 때문에 

28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또 -0.1 수준까지 떨어지고 연령구조와 

성별구조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다. 28-

33세에 연령구조효과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33-40세에 감소하고 

40-44세에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는 추세로 변동한다. 25-

35세의 상대적 안정적인 연령구조, 33-40세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구조와 36-46/39-49세 사이의 상쇄될 수 있는 인구변화로 인해 

29-32, 34-39, 41, 44세 여성인구와 [x-5, x+5]의 평균여성인구의 

차이가 크기 않아 이들의 연령구조효과가 상대적 작다. 이 중에 30세의 

연령구조효과가 성별구조효과보다 살짝만 크고 둘 다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한다. 29, 31, 32, 34-39, 41, 44세의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고 

별로 크지 않은 성별구조효과가 심하지 않은 남성잉여의 주된 원인이다. 

28-38세와 40-47세 구간에 인구가 먼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동하고 33, 43세 여성인구가 다 인구의 최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33, 

43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다 0.1을 초과했고 성별구조효과보다 훨씬 크다. 

연령구조와 성별구조의 더블 영향으로 33, 43세의 남성잉여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40, 42세 여성인구가 [x-5, x+5]사이에 인구의 

피크에 위치하기 때문에 40, 42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다 -0.08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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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성별구조와 상반된 방향으로 결혼스퀴스에 작용한다. 하지만 

연령구조효과가 더 커 40, 42세의 코호트에게 여성잉여 문제가 

존재한다.  

 

2.2 부부연령차 

 

이 부분에서 부부연령차 패턴의 변화가 결혼스퀴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부부연령차 패턴에 따라 결혼성비,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부부연령차 패턴의 영향과 인구의 연령성별구조의 관계에 있어 어떤 

규칙이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먼저 부부연령차 패턴이 결혼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결혼성비는 부부연령차 [x+m, x+n]안의 평균 남성인구와 x세 

여성인구의 비고 x세의 여성인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x+m, 

x+n]안의 평균 남성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성비가 더 높고 

남성잉여 정도가 더 심하거나(결혼성비가 1보다 높을 때) 여성잉여 

정도가 덜 심하다(결혼성비가 1보다 낮을 때)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연령차 패턴이 남성인구가 더 많은 코호트에 비중을 많이 둘수록 

결혼성비가 더 높을 것이다. 만약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5, x]세 남성인구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1, x+5]세 남성인구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으면 

현대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높고 반면에 전통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높다. 이런 의미에서 [x-5, x+5] 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인구가 많아지면(저령화의 연령구조) 현대부부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높고, [x-5, x+5] 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인구가 

적어지면(고령화의 연령구조) 전통부부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연령구조의 경우 전통과 현대부부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가 심한 판국에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으로부터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으로 변하는 것은 



 

- 63 - 

결혼성비를 낮추고 남성잉여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부부연령차 패턴의 변화는 사람들이 부부연령차를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남성 결혼스퀴지를 대응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연령차 

패턴이 결혼스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고 결혼스퀴지의 

결과이기도 한다. 

두 가지 부부연령차 가정 하의 2010년 중국 15-44세 연령별 

결혼성비가 그림9와 같이 제시한다. 두 곡선의 변화추세가 거의 

일치하지만 15-20, 31-39세에 전통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높고 

22-30, 41-44세에 현대연령차 하의 결혼성비가 더 높으며 21, 40세에 

전통과 현대연령차의 결혼성비가 비슷하다. 10-20세, 33-40세의 

고령화 연령구조로 인해 15-20, 31-39세의 코호트에게 [x+1, 

x+5]세의 평균남성인구가 [x-5, x]세의 평균남성인구보다 더 많아 

전통연령차 하 15-20, 31-39세의 결혼성비가 더 높다. 현대연령차 하 

22-30, 41-44세의 결혼성비가 더 높은 것은 22-30, 41-44세의 

코호트에게 [x-5, x]세의 평균남성인구가 [x+1, x+5]세의 

평균남성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이고 20-33세의 저령화 연령구조와 

43-46, 48-49세의 적은 인구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21, 40세 

코호트에게 양측의 남성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연령차 하 

21, 40세의 결혼성비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35-40세에 연령에 따라 

남성인구가 증가하고 40-45세에 감소하기 때문에 35-40세 

평균남성인구와 41-45세 평균남성인구가 비슷해 전통과 현대연령차 하 

40세의 결혼성비가 비슷하다.  

다음으로 부부연령차 패턴이 연령구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볼 

것이다. 연령구조효과는 x세의 여성와 부부연령차 범위[x+m, x+n]안의 

평균여성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고 x세의 여성인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x+m, x+n]의 평균여성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령구조효과의 값이 더 크고 남성잉여 방향으로 하는 작용이 더 

크거나(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클 때) 여성잉여 방향으로 하는 작용이 

더 작다(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작을 때)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성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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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은 크지 않으면 부부연령차 패턴이 여성인구가 더 많은 코호트에 

비중을 많이 둘수록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다. 만약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5, x]세 여성인구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1, x+5]세 여성인구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으면 현대연령차 하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고 반면에 전통연령차 

하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다. 이런 의미에서 [x-5, x+5] 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인구가 많아지면(저령화의 연령구조) 

현대부부연령차 하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고[x-5, x+5] 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인구가 적어지면(고령화의 연령구조) 

전통부부연령차 하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연령구조의 경우 전통와 현대부부연령차 하의 연령구조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12> 두 가지 부부연령차 가정 하 중국 2010년 

15-44세 연령별 결혼성비 연령구조효과 비교 

 

두 가지 부부연령차 패턴 하 2010년 중국 15-44세 

연령별결혼성비의 연령구조효과를 그림12와 같이 제시한다. 두 곡선의 

변화추세가 거의 일치하지만 각 연령의 연령구조효과의 값에 있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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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15-21, 32-39세에 전통연령차의 연령구조효과의 값이 더 

크고 22-30, 41-44세에 현대연령차의 연령구조효과의 값이 더 크고 

31, 40세에 전통과 현대연령차의 연령구조효과가 비슷하다. 10-20세와 

33-40세 구간의 고령화 연령구조로 인해 15-21, 32-39세 

코호트에게 [x-5, x]의 평균여성인구보다 [x+1,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많아 전통연령차 하 15-21, 32-39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크다. 현대연령차 하 22-30, 41-44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더 큰 것은 22-30, 41-44세 코호트에게 [x-5, x]의 

평균여성인구가 [x+1, x+5]의 평균여성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이고 

20-33세의 저령화 연령구조와 43-46, 48-49세의 적은 인구로도 

설명할 수 있다. 31, 40세 코호트의 양측 여성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연령차 하 31, 40세의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같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부연령차 패턴이 성별구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볼 

것이다. 성별구조효과는 부부연령차 범위[x+m, x+n]안의 평균 

연령별성비가 100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평균연령별성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별구조효과의 값이 더 크고 

남성잉여 방향으로 하는 작용이 더 크거나(성별구조효과가 0보다 클 때) 

여성잉여 방향으로 하는 작용이 더 작다(성별구조효과가 0보다 작을 

때)는 것을 의미한다. 코호트 크기의 변동은 크지 않으면 부부연령차 

패턴이 연령별성비가 더 높은 코호트에 비중을 많이 둘수록 

성별구조효과의 값이 더 클 것이다. 만약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5, x]세 인구의 연령별성비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x+1, x+5]세 인구의 연령별성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으면 현대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의 값이 더 크고 

반면에 전통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의 값이 더 크다. 이런 의미에서 

[x-5, x+5] 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별성비가 높아지면 

현대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크고 [x-5, x+5] 사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별성비가 낮아지면 전통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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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연령별성비가 안정직으로 변동할 경우 전통와 

현대부부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13> 두 가지 부부연령차 가정 하 중국 2010년  

15-44세 연령별 결혼성비 성별구조효과 비교 

 

두 가지 부부연령차 가정하 2010년 중국 15-44세 

연령별결혼성비의 성별구조효과를 그림13과 같이 제시한다. 두 곡선의 

변화추세가 일치하지만 15-23세에 현대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크고 25-37세에 전통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크며 24, 38-

44세에 전통과 현대연령차 하의 성별구조효과가 비슷하다. 10-24세에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별성비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15-23세의 

코호트에게 [x-5, x]세의 평균연령별성비가[x+1, x+5]세의 

평균연령별성비보다 더 높아 현대연령차 하 15-23세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크다. 24-33세에 연령에 따라 연령별성비가 상승하다가 33세 

이후에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25-37세의 코호트에게 

[x+1, x+5]세의 평균연령별성비가 [x-5, x]세의 평균연령별성비보다 

더 높아 전통연령차 하 25-37세의 성별구조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19-24세에 연령에 따라 연령별성비가 하락하다가 24-29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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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기 때문에 24세 양측의 평균연령별성비가 같고 전통과 

현대연령차 하 24세의 성별구조효과가 일치하다. 33-49세에 

연령별성비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38-44세 코호트에게 양측의 

평균연령별성비의 차이가 아주 작아 전통과 현대연령차 하 38-44세의 

성별구조효과가 비슷하다.  

 

 

3. 2030년 중국 사회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 

 

중국 2010년 0-14세 코호트인구가 나중에 결혼시장에 다 

진입하게 되면 이들의 결혼스퀴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인구학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까? 2010년 0-14세 코호트는 2030년에 20-34세가 

되어 다 결혼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2010년에 

부부연령차 패턴은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으로부터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2030년에 이런 변화가 거의 다 완성되었고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전통관념에서 벗어나 연령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이 중국 사회의 주된 부부연령차 

패턴이 될 거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2030년 추계인구 

데이터로 현대부부연령차 패턴 하 2030년 20-34세 인구의 

연령별결혼성비와 연령구조, 성별구조효과를 고찰하고 2030년 15-

39세 인구의 연령성별구조로 2030년 20-34세인구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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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2030년 중국 20-34세 연령별 결혼성비(현대부부연령차) 

(자료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015년 UN세계인구추계 중 medium fertility 변량을 채택한 중국 

2030년 15-39세 5세 단위 남녀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한 중국 

2030년 15-39세 연령별남녀인구 데이터로 2030년 중국 20-34세 

연령별결혼성비(현대부부연령차 패턴)를 계산해 봤다. 그 결과는 

그림14와 같이 제시한다. 보면 2030년 20-34세의 연령별결혼성비는 

다 1.13 이상이고 상대적 높은 수준이다. 즉 2030년 20-34세 

여성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남성이 훨씬 많고 남성잉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27-34세 사이에 결혼성비가 약간 

흔들리지만 26세 이전에 거의 다 1.15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21-26, 

29-30, 32세의 결혼성비는 다 1.13-1.16 범위에 속하고 20, 27-28, 

31, 33-34세의 결혼성비가 다 1.2 선을 넘어 남성결혼스퀴지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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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2030년 중국 20-34세 연령별 결혼과잉비 요인분해 

(현대부부연령차) 

(자료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중국 2030년 20-34세 인구의 남성 결혼스퀴지가 왜 그렇게 

심할까? 요인분해 방법으로 중국 2030년 20-34세 연령별결혼과잉비의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를 구분시켰고 분해한 결과는 그림15와 

같다. 보면 2030년 20-34세의 모든 코호트에게 성별구조효과가 

연령구조효과보다 더 크고 성별구조효과는 남성 결혼스퀴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구조효과는 다 0.13-0.173 범위에 속하고 아주 크게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한다. 큰 성별구조효과는 중국 2030년 15-39세 인구의 

높은 연령별성비에서 기인한다. 2030년 15-39세 인구의 연령별성비가 

거의 다 110을 넘었고 15-30세의 연령별성비가 심저어 115 선을 

초과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아주 천천히 증가하는 

성별구조효과의 변화추세도 2030년 15-39세 연령별성비의 전반적인 

변화추세에 따른 것이다.  

연령구조효과는 27-34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추세로 변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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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이전에 거의 변하지 않고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0-39세에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15-30세에 안정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27-28, 31, 33-

34세의 여성인구보다 [x-5, x+5]의 평균여성인구가 더 많아 27-28, 

31, 33-34세 코호트의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다 0.05를 넘었고, 

성별구조와 함께 남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성별구조효과만큼 크지 

않다. 하지만 29-30, 32세 여성인구가 비교적 많고 [x-5, x+5]의 

평균여성인구와의 차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29-30, 32세 코호트에게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고 남성잉여가 거의 다 성별구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15-30세 사이의 안정적인 연령구조로 인해 21-26세의 

여성인구가 [x-5, x+5]의 평균여성인구와 비슷해 21-26세의 

연령구조효과가 0에 가깝다. 즉 21-26세의 코호트에게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고 높은 결혼성비는 거의 다 성별구조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20세의 연령구조효과가 예외적으로 큰 것은 15-25세 사이에 20세 

여성인구가 인구의 최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2030년 중국 결혼스퀴지를 연구하는 데 현대부부연령차 패턴만 

설정했기 때문에 현대부부연령차 패턴 하 중국 2010년 15-44세 

인구의 결혼성비(그림9)/요인분해결과(그림11)와 2030년 20-34세 

인구의 결혼성비(그림14)/요인분해결과(그림15)를 연결해 보면 중국 

2010년 0-44세 코호트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연령구조, 성별구조요인의 

전반적인 변화과정, 그리고 이런 변화과정과 중국 인구의 연령성별구조, 

인구변화 단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결혼성비를 보면 2010년 20-44세 코호트의 결혼성비가 아주 

크게 변동하고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문제가 존재하는 코호트가 다 

있지만 0-19세 코호트의 결혼성비가 거의 다 1.1을 초과했고 남성잉여 

문제만 존재한다. 7-19세의 결혼성비가 약간 흔들리지만 6세이전의 

결혼성비가 거의 변하지 않고 1.15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지금 

결혼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결혼스퀴지를 당하는 코호트가 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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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마다 결혼스퀴지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미래의 결혼시장에서 

남성만 결혼스퀴지를 당하고 남성잉여의 정도는 처음 약간 변동하다가 

최종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아주 심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구조효과를 보면 19-44세에 성별구조효과가 다 

0~0.05 범위에 속해 아주 작지만 18세 이전에 다 0.05를 넘었고 

나이가 어릴수록 성별구조효과가 쭉 커진다. 특히 8세 이전의 

성별구조효과가 다 0.15를 초과했다. 20-49세의 연령별성비가 거의 다 

100~105 정상범위에 속하고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19-44세의 성별구조효과가 남성잉여 방향으로 하는 작용이 

아주 작다. 하지만 19세 이전에 연령별성비가 다 105를 넘었고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별성비가 먼저 빠르게 상승하다가 10세 이전에 거의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116 수준14을 유지하기 때문에 18세 이전의 

성별구조효과가 상대적 크고 나이가 어릴수록 성별구조효과가 쭉 

증가하며 특히 저연령층의 성별구조효과가 남성잉여 방향으로 하는 

작용이 무척 크다. 그래서 지금 결혼시장에서 성별구조효과가 별로 크지 

않지만 갈수록 성별구조효과가 쭉 증가하고 미래의 결혼시장에서 

성별구조효과가 아주 크고 남성잉여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구조효과를 보면 20-44세의 연령구조효과가 아주 

크게 변동하고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 

있지만 19세 이전에 연령구조효과가 주로 0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작거나 남성잉여에 일정 정도 상 작용한다. 7-19세에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다 0~0.08 범위에서 다소 변동하지만 6세 이전에 거의 변하지 

않고 0에 가깝다. 과거의 출생률 변화와 주기적인 베이비붐으로 중국 

2010년 15-49세 인구의 연령구조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20-

                                        
142010 년 중국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0 세 이전의 연령별성비는 118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인구센서스 중에 저연령층 여성에 대한 누락신고가 남성보다 더 많기 때문에 

10 세 이전의 성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2015 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를 의거로 중국 10 세 이전의 여령별성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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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 있고 코호트에 따라 연령구조효과의 절대값도 넓은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다. 여성인구가 0-10세에 거의 변하지 않고 10-20세에 연령에 

따라 아주 빠르게 증가하다가 20-24세에 상대적 천천히 감소하기 

때문에 19세 이전의 연령구조효과가 0에 가깝거나 0보다 더 크다. 10세 

이후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변동하지 못해 7-19세에 연령구조효과가 

약간 변동하지만 10세이전의 연령구조가 아주 안정적이고 코호트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6세 이전에 연령구조효과가 0에 

가까울 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서 지금 결혼시장에서 연령구조효과가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 있고 코호트마다 

연령구조효과가 다 다르지만, 갈수록 연령구조효과의 변동 정도가 점점 

작아지고 미래의 결혼시장에서 처음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과 

남성잉여에 작용하는 상황이 공존하다가 최종적으로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변함없이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연령구조효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연령구조효과와 중국인구변화 과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구변화의 제3단계(1970년-1970년대말)에 출생률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까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부부연령차 경우 제3단계에 

태어난 거의 모든 코호트들(2010년 33-39세 코호트)의 

연령구조효과가 고령화 연령구조로 인해 0보다 크고 나이가 어릴수록 

쭉 아주 높은 수준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변동할 것이다. 현대부부연령차 

경우 처음 제3단계에 진입한 코호트(40세)가 일반적으로 인접코호트 

중에서 인구의 피크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작지만, 

제3단계에 진입하면서 양측의 인구변화가 거의 다 상쇄될 수 있어 

연령구조효과가 곧 0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하고, 제3단계의 마지막 

코호트(33세)가 일반적으로 인접코호트 중에서 인구의 최저점에 

위치하고 이 코호트의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제3단계 

후기의 코호트일수록 연령구조효과가 0보다 큰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변화의 제3단계에서 제4단계로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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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1970년대말-2000년)에서 태어난 코호트(10세-30대초반)의 

연령구조가 상대적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령구조효과의 변동이 상대적 

크고 0보다 크거나 작은 수치가 다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의 제4단계(2000년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10세이전)의 

연령구조가 아주 안정적이고 코호트 간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구조효과가 처음 일정한 부부연령차로 인해 약간 

흔들리다가(7-10세) 곧 안정적으로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6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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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연령별결혼성비와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해 2010년 

중국인구센서스와 2015년 UN 세계인구추계 데이터를 기초로 2010년 

중국 0-44세 인구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을 고찰했다. 

그리고 인구의 연령성별구조와 결혼성비, 연령구조효과, 성별구조효과, 

부부연령차 패턴 간의 관계를 분석했고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로 

중국사회의 결혼스퀴지 상황과 각 인구학적 요인을 설명해 봤다.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중국 20-44세 코호트의 결혼성비가 

0.86~1.23(전통)/0.88~1.18(현대) 범위 안에서 아주 크게 변동하지만, 

0-19세 코호트의 결혼성비가 거의 다 1.1을 초과했고 특히 6세이전의 

결혼성비가 안정적으로 1.15수준을 유지한다. 지금 결혼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결혼스퀴지를 당하는 코호트가 다 있고 코호트마다 결혼스퀴지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갈수록 남성만 결혼스퀴지를 당하고 남성스퀴지 

정도의 변동도 점점 안정되고 최종적으로 아주 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둘째, 결혼스퀴지 인구학적 요인 중의 성별구조효과를 보면 19-

44세에 성별구조효과가 다 0~0.05 범위에 속해 비교적 작지만, 18세 

이전에 다 0.05를 넘었고 나이가 어릴수록 쭉 커진다. 특히 8세 이전의 

성별구조효과가 다 0.15를 초과했다. 지금 결혼시장에서 성별구조가 다 

남성잉여에 작용하지만 영향이 별로 크기 않다. 그러나 갈수록 

성별구조효과가 쭉 증가하고 미래의 결혼시장에서 성별구조가 남성잉여 

방향으로 하는 작용이 무척 크고 심지어 남성잉여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성별구조효과는 부부연령차 범위[x+m, x+n]안의 평균 

연령별성비에 달려 있다. 연령별성비가 100에 가깝고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성별구조효과가 아주 작고 연령별성비가 

100과 거리가 있고 코호트 남녀인구의 차이가 크면 성별구조효과가 

상대적 크게 남성이나 여성 결혼스퀴지에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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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령구조효과를 보면 20-44세의 연령구조효과가 넓은 

범위에서 아주 크게 변동하고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 있지만, 19세 이전에 연령구조효과가 주로 0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작거나 남성잉여에 일정 정도 상 작용한다. 특히 6세 이전의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변하지 않고 0에 가깝다. 지금 결혼시장에서 

연령구조가 남성잉여와 여성잉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 있고 

코호트마다 연령구조효과가 다 다르지만, 미래의 결혼시장에서 처음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과 남성잉여에 작용하는 상황이 

공존하다가 최종적으로 연령구조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연령구조효과는 x세의 여성인구와 부부연령차 범위[x+m, x+n]안의 

평균여성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다. x세 여성인구와 [x+m, 

x+n]의 평균여성인구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연령구조효과의 절대값이 

작게 나타나고 코호트 간의 변화로 x세 여성인구와 [x+m, x+n]의 

평균 여성인구의 차이가 크면 연령구조효과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부부연령차가 가중치로서 결혼성비,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성별구조가 안정적이면 어떤 

부부연령차 패턴을 설정해도 세 지표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연령성별구조가 안정적으로 변동하지 못하면 부부연령차 패턴에 따라 세 

지표가 다 일정 정도 상 달라질 것이다. 불안정한 중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로 인해 전통과 현대 부부연령차 패턴 하 세 지표의 값이 

다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구체적인 연령성별구조의 변화에 의해 

코호트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심한 판국에 

전통부부연령차 패턴으로부터 현대부부연령차 패턴으로 변하는 것은 

남성잉여 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실 한국도 중국처럼 출생성비가 높고 출생률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결혼스퀴지가 일정 정도 상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다른 점은 한국여성은 자기보다 3~4세 더 큰 남성과 결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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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 결혼스퀴지 현황과 인구학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부부연령차(남-녀)를 4세로 

가정하고 한국 최신 인구센서스(2015년)자료를 이용해 2015년 한국 

16-45세여성(즉 20-49세 남성) 연령별결혼성비( Rx(여성기준) =

𝑀𝑥+4

𝐹𝑥
)를 구축했고 2015년 한국인구의 연령성별구조로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Rx-1=남성잉여비; 연령구조효과=(
𝑀𝑥+4

𝐹𝑥+4
+ 1)/2×(

𝐹𝑥+4

𝐹𝑥
− 1); 

성별구조효과=(
𝐹𝑥+4

𝐹𝑥
+ 1)/2×(

𝑀𝑥+4

𝐹𝑥+4
− 1))요인을 간단하게 살펴봤다. 고찰한 

결과 2015년 한국에서 주로 남성은 결혼스퀴지를 당하고 코호트에 따라 

스퀴지의 정도가 좀 달라진다. 20-23세, 30-36세와 41-44세의 남성 

코호트에게 결혼성비가 110을 넘어 결혼스퀴지가 상대적 심하고 다른 

남성코호트에게 결혼성비가 90~110 사이에 변동하고 결혼스퀴지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인구학적 요인을 보면 연령구조효과와 

성별구조효과가 다 존재한다. 16-48세에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별성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한다. 19-26세의 연령별성비가 110을 

넘었고 21세에 연령별성비의 피크에 달했다. 다른 연령에 성비가 거의 

다 100~110 사이에 느리게 변동한다. 그래서 성별구조가 쭉 

남성잉여에 작용하고 특히 26세이전의 남성코호트에게 작용한다. 

연령별인구를 보면 코호트에 따라 연령별인구의 기복이 상대적 크고 

특히 20-23세, 32-36세와 41-44세의 인구가 나이가 더 어린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코호트에 따라 연령구조효과도 크게 

변동하지만 20-23세, 30-36세와 41-44세의 남성에게 연령구조가 

특히 크게 남성스퀴지에 작용한다. 

물론 본 연구가 몇 가지 단점과 한계도 존재한다. 첫 째, 

부부연령차에 대한 설정은 주관성이 있다. 전통부부연령차와 

현대부부연령차를 설정할 때 연령차 범위를 -1~5세와 -5~5세로 

정했지만 실제 연령차 범위가 더 넓고 각 연령차의 비율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 둘 째, 결혼성비 중 여성의 수는 다 1세의 

간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인구수의 파동은 상대적 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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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성비의 파동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셋 째, 데이터 중 연령성별 

구조의 정확성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 2010년 

인구센서스 중 20-45세 여성의 중첩과 20-29세 남성의 누락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5-44세의 결혼성비와 성별구조효과가 

과소측정될 수 있다; 넷 째, 결혼스퀴지는 연령구조, 성별구조와 

부부연령차 요인 외에 인구이동과 많은 사회경제적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찾을 때 사회계층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한 국 가 내에서 결혼스퀴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국제결혼, 관념과 부부연령차 조정 등 방식으로 결혼스퀴지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구이동와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잠재적, 구조적인 차원으로 결혼스퀴지를 고찰했다. 

중국 사회의 실제 결혼스퀴지의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도 본 

연구의 방법과 분석결과는 참고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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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x ratio at birth of the Chinese appears to be high and has 

kept rising since the 1980s. And dating back to the early 1960s, 

China's birth rate has fluctuated widely. The imbalance of gender 

structure and the fluctuation of age structure bring about the 

disequilibrium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marriage market, and 

so does to the emergence of marriage squeeze. Recently, the topic 

about the sale of the bride, the old bachelor crisis and leftover singles 

has drawn an extensive public attention. This paper assumes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population mobility. Under this hypothesis, 

we construct the spousal sex ratio and use the decomposition method 

to study the marriage squeeze and demographic factors (sex 

structure, age structure, and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of the 

population aging from 0 to 44 of China in 2010 by birth cohort. First, 

China’s 2010 censu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spousal sex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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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ibution of age and sex structure of Chinese aging from 15 to 

44 in 2010 under two models of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traditional and modern model). Moreover, we explore the pattern of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impact on marriage squeeze by 

comparing the different results of the two models. Secondly, we 

predict the spousal sex ratio, the contribution of age and sex 

structure of the cohort aging from 0 to 14 in 2010 when entering the 

marriage market in the future under the modern pattern of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by using the data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by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15 revi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spousal sex ratio and contribution of sex and age structure among 

the 0 to 44 cohorts of China in 2010. In the interval of 20-44 years 

old, the spousal sex ratio changes greatly, men surplus and female 

surplus both exist; However, for the cohort of 0-19 years old, there 

only exists male surplus and especially for those males who are 

younger than six the surplus level remains almost unchanged. Above 

all, there will exist a serious male surplus state. The factor of sex 

structure makes small contribution to male surplus for the cohort of 

19-44 years old, but contributes largely to male marriage squeeze 

for the cohort before 18 years old. And with age decreasing, the 

contribution of sex structure to male surplus become greater. The 

influence of factor of age structure varies greatly among 20 to 44 

cohorts, which aggravates both male and female surplus. However, 

there is only minimum effect or a certain degree of exacerbation of 

male surplus for the cohort before 19. Especially for the age before 

6, the effect of age structure is almost non-existent. 

In general, the influence of the sex structure factor depends on the 

average age specific sex ratios of the cohort within the ran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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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If the age specific sex ratio is close 

to 100, it shows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population 

of men and women in the same birth cohort and the effect of sex 

structure will be small. If the age specific sex ratio deviates from 100,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same cohort 

and the influence of sex structure will be great. And the influence of 

age structure factor reflec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pulation 

size of x-year-old females and the average female population size 

within the range of the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If the 

difference is not large, the impact of age structure is trivial; If the 

difference is large because of the change of cohort size, the influence 

of the age structure will be great.  

The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has an influence on spousal 

sex ratio, the contribution of sex and age structure in the form of 

weight. If the age and sex structure is stable, then the three 

indicators will not change regardless of the model of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If the age and sex structure is fluctuant, the three 

indicators will have a change with the change of model of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Due to China's unstable age and sex 

structure of population, the three indicators show some difference 

under the traditional and modern models of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and the change of the three indicators vary with the different 

cohort. And with the aging of population,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model of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to the modern 

model can mitigate male marriage squeeze. 

 

Key words : marriage squeeze, spousal sex ratio, age structure, sex 

structure,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s,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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