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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80년대부터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을 취하던 중국은2016년초

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이태정책(二胎政策，전면적 두 자녀 정책)

을 실행하게 되었다. 인구문제는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밀

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

는 인구수 및 인구구조를 합리적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구구조변화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

련해서 유럽, 미국 등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도 이 주제로 연구하는 학자가 많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이론분석만을 하고 실증분석까지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경제성장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의 현황을 분석

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국가통계청에서 얻은 데이트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

전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인적자본의 축적(HC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 청소년층부

양비율(YAG)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세 번

째, 청소년층인구비율(YAR)이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번째, 지역내전체인구수(POP)이지역경제성장률에 부(-)

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른 한편, 실증분석에서 출산성비(BR)와 생산가

능인구비율(WAP)이 지역경제성장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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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제성장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유지시키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중국, 인구구조변화, 생산가능인구, 부양비율, 출산성비, 지

방경제성장율

학 번 : 2015-2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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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0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저출산시대, 고령화시대, 남

녀성비의 불균형시대에 진입했다. 이를 직면하여 1980년대부터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한 자녀 정책)을 취하던 중국은 2013년부터 단독이태(單獨

二胎)정책으로 바뀌었고 2016년 초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이태정책(전면

적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인구문제는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지

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는 인구수 및 인구구조를 합리

적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10년 중국의 제6

차 인구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

화를 포함한 인구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자원 환경 안에서 인

구의 적응을 위해서는 인구 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중

국 상황에서는 경제 환경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구의 재생

산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인 인

구규모는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지만 인구과잉 또는 인구부족은 오히려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정책의 변화와 국가 인구의 변화 양

상이 비슷한 굴곡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baby boom)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었다. 이는 전

쟁 이후 대다수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제회복과 의료 환경의

개선으로 사망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높은 출생률이 가세하여 인구의

급격한 증가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인구의 과도한 증가는 인구정책의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 향상과 사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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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인구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은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중

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급격한 인구고령화, 낮은 출산율, 그리고 극

단적인 출생성비 등 문제를 갖고 있고 향후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과 인구구

조는 모두 심각한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

를 직면하여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및 정부정책 등을 자세히 성급별의

분석연구는 중국의 인구문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의 장래 인구정책의 대안을 수립하

고 교류하는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중국의 행정구역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省), 현(縣), 향(鄕) 3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34개 성급(省级)지역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1개 성급지역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적

인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방개혁 이후인1982~2009년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와 거시 경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10년마다 공식적으로 인구센서스 조

사를 하고 있으며 2010년에 실시한 제6차 전국 인구센서스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인구센서스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이나 연속성

이 높다. 따라서 분석 기간의 선택은2000년, 2010년의 인구센서스 데이트

를 이용하여 계속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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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맬서스의 인구론

인구와 경제성장강의 관계는 경제학에 있어서 고전부터 중시되었다.

중국의 초기 인구정책은 맬서스의 인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맬서스(Thomas R. Althus, 1766-1834)의 제1차 인구론은 1798년 익명

으로 발표되었으며 당시 계몽주의 사조인 인간 이성의 완벽성과 사회 진

보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낙관주의에 반대하여 나온 것이다. 맬서스는 인

간이 비참하게 되고 사회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생존수단에 비한

인간의 생식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맬서스의 인구론

은 본질적으로 인구와 생산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 이론의 내용은

분석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생산량이 감소되는가에 문제; 둘째, 1인

당 생산량이 감소해도 인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 셋째, 1인

당 생산량이 감소하면서도 인구가 증가할 경우 그 결과가 그의 예측과

같이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논지는 그의 이론의 가장 취약한

점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 당시까지의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예시한 그의 급수에 관한 설명으로 모든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기는 어려

웠다. 두 번째 논지가 받아들여질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는 도덕적

억제라는 예방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활 수순이 저하될 때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을 확신했다. 세 번째

의 주장 또한 앞의 두 주장이 수용될 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는 과잉인구가 인간 비참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 지역의 예를 들어 설

명하고 있다. 특히 악덕과 곤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 수단과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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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비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만연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

고 있다.

위의 세 가지 논지와 예견에 대한 비판과 경험적 불일치 현상은 오늘

날 많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도 인정된다.

첫째, 수확 체감의 법칙은 대체자원이란 매우 복잡한 문제와 더불어 아

직까지도 논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둘째, 생활수준이 저하할 때까지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예견이 빗나간 것은 많은 사회 특히 현재의 저 개

발 국가에서의 자발적 출산 저하 정책의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빈곤은 과잉인구의 증거가 되고 많은 경우 과잉인구의 결과이긴

하지만 빈곤과 곤궁은 인류역사상 도처에서 발견되며 과잉인구 현상이라

고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발견된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많은 학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상품의 생

산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당시의 주류 사조에 인간의 재생산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은 그의 가장 큰 공헌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인구문제를 사변적 차원을 넘어선 학문적 차원에서 인구를 다

루어 인구라는 변수가 생산함수 관계에서 독립변수의 지위를 갖게 했다

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인구라는 변수(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사

회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데 있다.

맬서스는 18세기 시작된 서구의 산업화 영향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을 억제하

는 도덕적 억제가 가능할 때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인구의 변화에는 적당한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

바 인구는 국민의 물질생활수준 및 국가의 종합적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기에 합리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것과 정확한 인구정책은

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인구정책에서 출산수준이

높은 시기에는 낮추기 위한 1979년 한 자녀 정책(즉 계획생육 정책)을

채택하였고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아진 이후에는 이를 높이기 위하여 2015

년에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으로 적정한 인구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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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의 변동을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한발 앞서가는 한국도 인구정책이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바뀌게 된다는 흐름이 있었다.

제 2 절 인구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1. 솔로우의 경제성장 모형

인구와 경제성장 간의 논의에는 인구는 Thomas Malthus 줄곧 외생

적인 변수로 간주되어왔다. 특히1950년대에는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이 폭넓게 사용됨으로써 노동, 자본 의외의 변수들은 외생적 변수로

여겨져 왔다.경제성장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본 축적, 인구 증가, 부

존자원의 개발, 기술진보 등에 의해 한 나라의 생산수준이 증가하는 현

상이다. 솔로우의 성장모형 이론은 1956년에 솔로우(R.M.Solow)가 발표

한 경제성장 이론으로서, 저축, 인구의 성장과 기술진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량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동태모

형(dynamic model)이다. 솔로우는 인구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인구증가율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요약하면, 솔로우 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활수준이 다음

의 두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저축률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높

아진다. 이 이론은 신고전학파(Neoclassical School)의 가정에 기초한 대

표적인 성장모형이다.

그 이후1960년대에 들어 솔로우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인적

자본과 인구변수를 내생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학적 방법론이 제시되었

으며, 특히 출산율과 인구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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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이루고 있다. 성장이론이 소개되면서 인적자본이론과 신가계경제학

이 등장하였다.

2. 현대 경제학에서 인구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현대 경제학에서 인구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중요한 이슈였으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인구의 증가율이나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관심을 가졌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연령별 인구구조 변

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구조는

청소년층 인구(0~14세)·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 노년층 인구(65세

이상)로 구성된다. 또한 부양비율은 생산가능 인구 대비 청소년층 인구

와 노년층 인구의 합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는 거시경

제 변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달경로를 통해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

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에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가 주요

논쟁으로 부각된 배경은 바로이탈리아 경제학자 프랑크 모딜리아니

(Franco Modigliani,1954)가 주장한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또는 평생소득가설이다. 모딜리아니는 개인의 소비성향은 나

이에 따라 돌아오는 자본의 비율로 알 수 있으며 이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소비함수에 대한 정리는 나아가 개인이 속

한 집단의 소비함수에 대한 정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

의 소비함수는 개인의 소비함수, 사회의 연령구조와의 연관이 명확하다

는 것이다. 청장년기는 경제활동이 완성한 시기로서 많은 저축을 하고

노년기는 소비에 비해 소득이 작아 음의 저축을 하게 되는, 즉 모딜리아

니는 저축의 동기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목적

이 저축을 하는 동기 중 하나이며 청장년시기에 부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런 예비적 저축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부는 낙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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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p-shape)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생애주

기가설은 생산가능 인구 대비 청소년층 인구 혹은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의 창출 없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저축률은 감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모형의 핵심은 소득의 평생 흐름에 규칙성이 존

재함으로써,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 등의 경제 행위가 연령별 단계에 따

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Bloom and Williamson(1998)은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연

령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계량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

성장을 이룩했던1965-1990년 기간의 성장률 중에서 약1/3 정도가 인구배

당(demographic dividend) 또는 인구 보너스 효과(demographic bonus)

라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증가에 따라 부

양률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뜻하고 있다. 인구배당

효과는 다시 인구수성비율의 변화에 따른1차 인구배당 효과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에 따른2차 인구배당효과로 나누어진다. 1차 인구배

당효과는 고출산 농촌경제에서 저출산 도시경제로 전환될 시점인 출산율

하락 초기에 나타난다. 이때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부양비

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축률이 상승하고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2013년 이후 중국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진전(출산율 감소와 노년층 인구

의 증가)으로 인해 부양비율의 증가가 나타난다. 2차 인구배당효과는 인

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인

의 경제 행위와 정부 정책의 조정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이다. Cai

and Wang(2006), Mason and Lee(2004), Wang and Mason(2005) 등은

이런 인구배당의 개념을 이용해 중국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중국은 제1차 인구배당 효과의 결과

로 효과적인1인의 소비자별 소득들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

나, 제2차 인구배당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책이 뒷

받침될 때에만 인구변화가 빨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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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et al.(2003)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인구구조가 어느 시점에서 변동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구체

적으로 기대수명이 매우 낮은 제3세계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상승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비율이 증가할 경우 투자와 경제성장은 동반상승

하게 된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산율의 감

소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을 감소시키고 부양비율을 증가시켜 국민소득 향

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행하는 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05)에 의하면, 고령자 인구가 1% 증가

할 때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0.04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현훈· 이영련· 허현승(2008)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동안의 77

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로 절대적인 인구규모와 증가율은 1인당 국민소득증가

율에 영향을 주지 못 하지만 인구의 연령구조와 변화는 경제성장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에 비

해 높은 청소년층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인구 구조

적 부담(demographic burden)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손종칠(2014)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이

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

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과 투자율 모두 하락할 수 있으나 저축률

이 투자율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였다. 부족한 투자재원이 국외의 자본유

입으로 조달될 수 있다면 기존의 폐쇄 경제가정하에서 인구고령화 진전

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다소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

하다.

한편 부양비율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수록 세원이 줄어들

고 연금⋅사회보장⋅건강등의 부문에 정부지출이 늘어나 재정수지의 부

담이 가중된다. IMF에서 발행하는 세계경제전망(2005)은 생산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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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1% 증가하면 재정수지는 0.06% 포인트 개선되는 반면, 노년층인

구비율이 1% 증가하면 재정수지가 0.46% 포인트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섭⋅황진영(2006)은 국가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노년층인구비율이 정

부지출의 크기에 양(+)의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인구구조

의 변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기능별 구성

(functional composition)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의섭⋅황진영(2006), 황진

영(2007), Poterba(1997), Preston(1984) 등이 제시한 ‘정부지출의 세대 간

경쟁’의 논의에서와 같이 청소년층인구는 보다 많은 정부재원을 교육에

지출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노년층인구는 사회복지나 건강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를 선호한다.

황진영. 정상은(2012)은 1982-2009년 기간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통해

서 청소년층 인구비율, 노년층 인구비율 및 합계출산율 등의 인구구조

변수와 경제성장, 저축률, 정부 지출의 규모 등의 거시경제 변수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벡터오차모형(VEC)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서는 청소년층 인구비율과 노년층 인구비율은 경제성장과 저축률에 양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이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쳐서 결국 중국의 고성장이 합계출산율을 감소시켜 미래의 경

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성란(2014)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인구변동과 경제성장을 살

펴보았으며, 인구문제는 구조적이며 전 방위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인구변동을 소비시장, 노동시장, 인적자본,

국가재정, 성비불균형, 저축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국의 산아제한

완화 정책이 결국 단기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고 주장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이며 이들 정책들의

연계를 위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앞으로 실시 및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위의 선행문헌 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구조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GDP, 저축률과 자본축적, 그리고 정부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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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설명이다. 즉 노동생산가능인구가 많을수록 생산증가율이 소비증가

율을 상회하여 저축과 자본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소년이나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상회할 경우에는 소비증가율이 더 커서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자본축적이 어려워진다. 결국 인구구조가 다른 두 지역

의 장기경제장률은 상이한 자본축적율의 경로에 따라 변하게 되고성장률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제 3 절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자 과거 60년간 인구증가도

가장 많은 국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당시 중국인구는

54,145만 명이었으며, 1953년 제1차 인구조사 당시 총인구는 약6억 명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 전후 3년간의 자연재해로 심각한 기아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대약진정책(大躍進運動，1958~1960)의 실패, 자연재

해 등의 영향으로 인구,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와 유아의 상당수가 사망

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인구는 1959년 67,207만 명에서 2년 연속 감소하

여 1961년에는 65,85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약진정책과 자연재해로

억제되었던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1962~1973 년간 인구증가율은 연2%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이는 의약의 발달과 복지 향상 등으로 인해서 기

대수명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인

구증가억제정책으로 1974년에는 처음으로 인구증가율이 2% 이하로 감소

하였으며, 그 후에도 인구증가율은 점차 하락하여1998년에는1%, 2004년

부터는 0.5%대로 낮아졌다.

중국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2016년 발표한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중국의 총인구는 137,46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시인구

는77,11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6.1%를 차지했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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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655만명으로 조출생률은 12.0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망자수

는 975만 명으로 조사망률은 7.11‰를 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 자연증가

율은 4.96‰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근래에 와서 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이

하락하여 매년 인구증가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

가규모는 2015년 680만 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림2-1 1949-2015년 중국의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율의 변화

중국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지만, 20세기 이후부터

는 인구변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인구 피라미드의 이동

인구구조는 청소년층 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59세), 노년층 인

구(65세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청소년층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미래에는 중요한 문

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UN(2015)의 인구추계(World Population

Prospects)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 중국은 노년층 인구비율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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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인구비율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십 년 후에 중국은 방대

한 규모의 고령인구를 떠안은 노인대국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인구 피라미드는 한 나라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에 관

한 개괄적이고 일차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전체

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다.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아래 부분이 상대적으로 좁고 윗부분이 상대

적으로 넓은 인구축소형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2-2중국2010년, 2015년의 이구피라미드

인구피라미드의 변화는 일정한 주기성을 보이는데, 2010년 인구 피라

미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년층(40~60세)이 시간이 흐르면

서 피라미드 상위 부분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이로 인해 피라미드의 상

위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피라미드의 아래

부분은 출생아의 감소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한편, 중국은1 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3차례에 걸쳐 베이비붐 현상

이 발생하였으나, 1960년대(3년간의 자연재해), 1970년대, 1990년대 3차례

에 걸쳐 출산율의 저하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인구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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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에 진입하면서 피라미드의 최상단 부분이 불규칙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2. 저출산 시대에 진입

합계 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합계 출산율이 2.1 이하이면 그 나라는 원래 인구수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10년의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합계 출산율이 1.8이고

2015년의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의 자료에 따르면 1.047까지 더욱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었다.

중국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출산억제

정책에 있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실현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도 한

몫을 한다. 더하여, 발달된 의료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자신의 자녀의 수

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시대적 정책적 상황에 의하여

중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고령화 시대에 진입

국가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경우, 또

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UN(2015)의 인구추계(World Population Prospects)결과에 따르면 중

국 인구는 2015년13.76억 명에서 2030년 14.16억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

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2.77억 명에 이를 전망이다. 유소년인구는

2015년 2.37억 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 1.69억 명이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도 2015년 10.08억 명에서 2060년 6.88억 명으로 대폭 감소

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2015 년 1.31억 명에서 2060년 4.2억 명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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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15년의 인구표본조사에 따르면 중국

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10.4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사회 고령화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산

아제한정책을 실시 후 줄어든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

율을 높였다. 둘째, 사회경제와 의료기술, 그리고 건강의식의 발전이 생

명연장에 중요한 작용을 했고 사망률을 낮추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청소년층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에 더하여 길어진 수명으로 인한 노년

층의 증가된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인구의 노령화를 가속시킨다. 경제발

전은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현상이며, 이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발전과

인식개선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수명을 연장시키

고 있다.

그림2-3 중국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표2-1 중국의 연간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추이

년도
인구 비중(단위:%) 부양비(단위:%)

청소 생산가 노인인 총 유소년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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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 et al. (2009)은 고령화는 당연히 시대적 흐름이며 곧 직면해야

할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속도를 정책적 수단에 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고령화 구조

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새로운 인구정책을 통해서 완화시켜야 한다.

2016년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은 이러한 가정에서

나온 새로운 인구정책이다

4. 출생성비의 불균형시대에 진입

출산성비란 출산 여아100명당 출산 남아의 수를 말한다. 인간의 자연

적인 출생성비는 여성100명당 남성105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의 출산성비 불균형 문제는20세기 80년대 중반부터 점차 드러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전체 성비는100:105.2(여성: 남성2015)로 보고되어 있

년 인구 능인구 구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1953(제1차 조사) 36.3 59.3 4.4 68.6 61.2 7.4

1964(제2차 조사) 40.7 55.7 3.6 79.5 73.1 6.5

1982(제3차 조사) 33.6 61.5 4.9 63.1 55.1 8.0

1990(제4차 조사) 27.7 66.7 5.6 49.9 41.5 8.4

1995 26.6 67.2 6.2 48.8 39.6 9.2

2000(제5차 조사) 22.9 70.1 7.0 42.7 32.7 10.0

2005 20.3 72.0 7.7 38.8 28.1 10.7

2010(제6차 조사) 16.6 74.5 8.9 34.2 22.3 11.9

2015 16.52 73.01 10.47 37.0 22.6 14.3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1953, 1964, 1982, 1990, 2000, 2010 자료는 인구센서스(人

口普查)，2005，2015년 자료는1%의 인구표본조사를 근거로 추산, 기타 년도의 자료는 인구변동(人

口变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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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제6차 인구센서스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남녀성비는 117.6:100명

이며, 30세 이상 미혼남성은 매년 120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15세 미만

은 남성이 1800만 명이 더 많고 2020년까지 3000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

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불안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장샤오바오(張曉波)와 웨이상진(魏尚進)는 중국 경제성장의 20%가 결

혼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부담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

들은 관련 실증연구에서 남녀성비과 주택가격이 관련 이 있다고 발현하

였다. 남녀성비 불균형이 가장 큰 도시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빠르

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이 도시의 임대료 상승은 비교적 높지 않았

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당장 거주할 집 마련의 실수요가 아

니라, 주택보유를 위한 높은 수요 때문인 것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림2-4 중국 연간 출생성비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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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에 따르면 중국은 성급별 남녀 출생성비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다. 높은 순으로 보면 안휘성(128.64), 복건성(125.59), 해남성

(125.29), 호복성(124.09), 호남성(123.23)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높은 지역임이 드러았다. 이들 성에는 결혼한 여성이 모자

라 독신 남성이 증각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표2-2 중국의 전국 주요지역 성별 출생인구와 성비(2010년 2009.11.1-2010.10.31)

성급지역명칭 합계 남자출생인구 여자출생인구 출산성비(여=100)

(성비 낮은 순)

신강 322653 166129 156524 106.14

서장 45731 23597 22134 106.61

북경 115987 60617 55370 109.48

요녕 264854 138844 126010 110.18

산서 347160 182022 165138 110.22

상해 128518 67651 60867 111.15

길림 177304 93345 83959 111.18

사천 743017 391946 351071 111.64

운남 564346 297855 266491 111.77

내몽고 204920 108305 96615 112.10

(성비 높은 순)

안휘 751580 422863 328717 128.64

복건 401732 223652 178080 125.59

해남 121636 67644 53992 125.29

호복 592626 328171 264455 124.09

호남 796975 439956 357019 123.23

강서 580921 320227 260694 122.84

광서 715349 394108 321241 122.68



- 18 -

출처: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2010년 제6차 인구조사.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중국 자체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관계가 있다. 중

국의 전통사상 중에 양아방로(養兒防老)라는 사상이 강하다. 중국 사회

과학원 인구 전문가 진선선(2015)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세 가지 원인중

에 남아선호사상이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남

아선호의 형성원인은 바로 전통가족 내에 남성은 높은 가계계승효용가

치, 노인부양효용가치와 경제효용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였다. 첫 번째 자녀가 딸이면 둘째까지 낳을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이러

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가정에서는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

히 농촌지역에서 이런 사상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 4 절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

1. 중국의 경제성장

성급지역은 중국의 1급 행정구역인데 그의 지역 면적, 인구수, 경제발

전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된 국가 못지않은 규모와 발전 수준을 가

지고 있다. 아래 <표2-3>은 2016년 중국성급지역에서 지역총생산이 10

위이내인 지역들을 세계GDP순위에 넣어서 순위를 정리한 표이다. 이표

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국의 지역총생산에서 1위를 기록한 광동성은 세

계 17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2위, 3위,4위인 강소성, 산동성, 절강

성은 세계19, 21, 29위에 위치하여 세계GDP 30위권 안에 자리 잡았다.

그 외에도 사찬성, 호복성, 하북성,호남성, 복건성 등 5개 성급지역은 세

계 50위권 안에 차지해 있다.

귀주 481717 264848 216869 122.12

광동 1083819 591941 491878 120.34

산동 982207 534555 447652 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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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통계청 연감및word bank 데이터정리

<표2-3>중국 2016년 지역별 총생산과 주요국가의 GDP 비교

순위
국가/지
역

GDP 백
만미국
달러

순
위

국가/지역
GDP 백
만미국
달러

순
위

국가/지역
GDP 백
만미국
달러

1 미국
18,561,93
0

18 네덜란드 755,716 35 노르웨이 376,268

2 중국
11,391,61
9

19 강소성 662,483 36
이랍에미
리트 연
합국

375,022

3 일본 4,730,300 20 터키 657,785 37
베네수엘
라

333,715

4 독일 3,494,900 21 산동성 541,748 38 이집트 330,159

5 영국 2,649,890 22 스위스 519,149 39 사천성 326,805

6 프랑스 2,488,280 23
사우디아라
비아

517,440 40 호북성 322,979

7 인도 2,250,990 24 아르헨티나 470,179 41 하북성 318,279

8 이탈리아 1,852,500 25 타이완 467,350 42 호남성 312,447

9 브라질 1,769,600 26 스웨덴 415,080 43 이스라엘 311,739

10 캐나다 1,532,340 27 벨기에 412,304 44 필린핀 311,687

11 한국 1,404,380 28 폴란드 390,592 45 아일랜드 307,917

12 러시아 1,267,750 29 절강성 387,299 46
말레이시
아

302,748

13 호주 1,256,640 30 나이지리아 376,268 47 덴마크 302,571

14 스페인 1,252,160 31 이란 412,304 48 싱가포르 296,642

15 멕시코 1,063,610 32 하남성 401,600 49 복건성 285,192

16
인도네시
아

940,953 33 태국 390,592 50
남아프리

카
280,367

17 광동성 769,930 34 오스트리아 3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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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지역 간 경제발전 특징

위와 같이 중국 개별 인구 많은 성급지역은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할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러한 역량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절약이 시작하였다. 빈곤

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은 경제발전에 발전 중심을 두었고 급속한 경

제성장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나 중국은 지역 간 부존자원의 불균형과

지정학적 입지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원천적으

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 문제 , 지역간발전의불

균형 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도하였다. 이런 문제를 직면하여 중국

중앙정부는 1990년 이후부터 지역균형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여 왔다. 김천규(2012)는 중국지역 정책의 변천과정을 서부진출의 균

등발전단계(1949∼1978), 동부지향의 불균형발전단계(1979∼1990), 지역

균형 발전전략 시동단계(1991∼1998), 지역균형발전전략 전면실시단계

(1999년이후)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지역

발전전략은「국무원의 서부대개발 정책 조치에 관한 통지」(2000), 「서

부대개발 정책 조치에 관한 실시의견」(2001), 「국무원의 서부대개발

적극 추진에 관한의견」(2004), 「서부 지구 특색 우위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2006), 「국무원의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서부지구 경제의

안정적 발전 유지에 관한 의견」(2009) 등의 공표 시행에서 볼 수 있듯

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중부굴기(中部崛起), 진흥동북(振興東北) 등

의 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가속화 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총 13개의 지역발전규획을 발표시행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지역의 발전추진, 경제발전과 생태보호의 동시 추구, 지역협력 강화와 대

외 개방 심화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낙후지역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에 대

한 낙후된 인프라 수준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어렵고, 저소득에 따른 낮

은 구매력은 외자기업들의 지역개발 정책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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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2-4>에서 지역 수출입 총액을 살펴보면, 1-5위를 기록한 북경

시, 천진시, 광동성, 강소성, 상해시는 모두 동부의 연해지역이고 뒤의 5

위는 모두 중부, 서부의 내륙 지역이다. 중국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은 여

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 지역 간 경제발전 특징을 자세히 보면 다음

과 같다.

출처: 중국통계청2015년 데이터정리

우선, 중국 발전성과의 총량은 많으나 개개인으로 넘어 갈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래 <표2-5>를 참고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 성급지

역의 지역 총 생산액은 세계국가와 비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 인구수를 고려한 일인당 지역 총 생산을 살펴보면 10개 성급지역만

만 달러를 넘을 뿐 전체적으로는 낮은 발전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표2-4>중국2015년 지역별수출입 총액 비교

순
위

성급
지역
명칭

수출입총액
(천미국 달러)

순
위

성급지
역명칭

수출입총액
(천미국 달러)

순
위

성급지역
명칭

수출입총
액(천미국
달러)

1 북경 130775438 12 중경 58711825 23 산서 17446909

2 천진 118960034 13 사천 46941771 24 흑룡강 16323507

3 광동 1165188477 14 광서 46212479 25 해남 15515190

4 강소 580973225 15 호북 44562804 26 내몽고 13906054

5 상해 423037090 16 안휘 42492885 27 귀주 7829738

6 절강 359058830 17 강서 40650781 28 감숙 4362904

7 산동 278374392 18 섬서 29877091 29 녕하 3388658

8 복건 147566396 19 호남 29304113 30 서장 664924

9 요녕 107073187 20 신강 27067657 31 청해 591041

10 하북 80249186 21 길림 19978890

11 하남 76956551 22 운남 1899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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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통계청2015년 데이터정리

1 미국달러=6.2284위안으로 계산

둘째, 중국 각 지역의 발전격차가 매우 크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선부론 등으로 대변되어지는 불균형 성장정책 등으로 인해 오

늘날 중국지역 간 경제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인당 지역

총생산액을 살펴보면, 1위를 기록한 천진시는 31위인 감서성보다 거의 4

배를 넘는 생산액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민소비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인 상해시의 주민소비수준은 서장자치구보다 5배 높은 수준을 보여주

고 있다.

<표2-5>중국 31개 성급지역 일인당 총생산

성급
지역
명칭

순
위

일인당지역
총생산

(미국달러)

성급지
역명칭

순위
일인당지역

총생산
(미국달러)

성급
지역
명칭

순위
일인당지역

총생산
(미국달러)

천진 1 17334 길림 12 8202 사천 23 5904

북경 2 17099 호북 13 8133 강서 24 5896

상해 3 16665 섬서 14 7647 안휘 25 5779

강소 4 14128 녕하 15 7033 광서 26 5650

절강 5 12466 호남 16 6864 산서 27 5606

내몽
고

6 11416 청해 17 6623 서장 28 5138

복건 7 10912 해남 18 6554 귀주 29 4792

광동 8 10838 하북 19 6463 운남 30 4625

요녕 9 10493 신강 20 6428 감숙 31 4201

산동 10 10302 흑룡강 21 6336

중경 11 8400 하남 22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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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중국 2015년 31개 성급지역 주민소비수준

성급지역
명칭

주민소비수준 일인당 재정지출 주민소비수준

순위 주민소비수준
(위안 ) 순위

일인당 재정
지출(미국달러

)1)
순위

GDP 대비재정
지출의비중

상해 1 45816 4 4116 14 0.246

북경 2 39200 2 4234 13 0.249

천진 3 32595 5 3355 23 0.195

강소 4 31682 11 1950 30 0.138

절강 5 28712 12 1926 28 0.155

광동 6 26365 13 1898 26 0.176

요녕 7 23693 21 1642 27 0.156

내몽고 8 20835 7 2719 18 0.239

복건 9 20828 20 1674 29 0.154

산동 10 20684 29 1345 31 0.131

중경 11 18860 10 2018 17 0.241

호북 12 17429 19 1683 21 0.208

녕하 13 17210 6 2736 5 0.391

해남 14 17019 9 2184 8 0.335

흑룡강 15 16443 18 1693 10 0.267

호남 16 16289 28 1356 8 0.335

섬서 17 15363 15 1852 15 0.243

청해 18 15167 3 4137 2 0.627

사천 19 14774 25 1467 12 0.249

길림 20 14630 14 1876 20 0.229

하남 21 14507 31 1152 25 0.184

강서 22 14489 23 1552 11 0.264

산서 23 14364 24 1500 9 0.268

안휘 24 13941 26 1369 19 0.238

광서 25 13857 27 1361 16 0.242

신강 26 13684 8 2589 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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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통계청 2015년 데이터 정리

1 미국달러=6.2284 위안으로 계산

셋째, 지역총생산이 많은 지역은 일인당 재정지출이 적었고, GDP 대

비재정지출의 비중도 작았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일인당 재정지출과 GDP 대비 재정

지출의 비중을 보면 서장자치구는 일인당 지역 총생산과 소비수준이 모

두 낮았으나 일인당 재정지출이 가장 많았고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

중도 1위에 차지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낙

후된 내륙 지역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중국 31개 성급지역은 지리적 특성, 면적, 인구

수 등의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어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도 명확하다.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의 자료

1) 일인당 재정지출은 지방재정일반예산지출을의미하는데일반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안

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 사회보장 및 취업, 의료위생, 환경보고, 농ᆞ림수산업, 교통운

수 등 부문의 지출을 가리킨다.

운남 27 13401 22 1596 7 0.346

귀주 28 12876 17 1792 6 0.375

하북 29 12829 30 1218 24 0.189

감숙 30 11868 16 1827 3 0.436

서장 31 8756 1 6846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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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통계자료가 가용한 중국의 31개 성급 지역 간 불균

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중국의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자료, UN (http://www.un.org) 자료, 국제 통

화기금(IMF)에 제공하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과 세

계은행(World Bank)이 발행하는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통해 확보했다.

중국은 10년마다 공식적으로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0년

에 실시한 제6차 전국 인구센서스가 가장 최근자료이다. 인구센서스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이나 연속성이 높다. 따라서 분석 기

간의 선택은 2000년, 2010년의 인구센서스 데이트를 이용하여 계속 연구

하였다.

제 2 절 가설의 측정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나타나는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층 부양비율, 청소년층 인구비율, 출

산성비, 생산가능인구비율, 지역 내 전체인구수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또

한 인적자본의 추적도 해당 지역 인구구조의 특징으로 간주하여 추가적

으로 놓았다.

가설1. 인적자본의 축적(HC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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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론에 의하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은 경제성장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 간 인적자본 축적의 정도는 “인구

만 명당 대학 재학생수” (명, 이후 HCP로 나타냄)로 나타낸다. 인적자본

은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즉 인간을 투자에 의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

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더 많고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나라경제 전

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설2. 청소년층(0-14세) 부양비율(YAG)이 지역경 제성장률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층(0-14세) 인구비율(YAR)이 지역경제성장률에 부

(-)적인 영향을 끼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양비율이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수록

세원이 줄어들고 연금⋅사회보장⋅건강등의 부문에 정부지출이 늘어나

재정수지의 부담이 가중된다. 부양비율은 생산가능 인구 대비 청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의 합의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여기서 노년층부양

비율이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생애주기가설은 생산가능 인구 대비 청

소년층 인구 혹은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의 창출 없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저축률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설3. 출산성비(BR)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녀성비 불균형이 가장 큰 도시에서 주택가격 상

승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이 도시의 임대료 상승은 비교적 높지

않았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당장 거주할 집 마련의 실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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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택보유를 위한 높은 수요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집을 구매

하기 위하여 가정저축을 지속하여야 하고 가정저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여전히 심각한 성비불균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축률 증대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국의경제 성장방

식에서 높은 저축률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내수위주의 성장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축의 증대는 소비의 감소를 야기할 것

이다.

가설4.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증가에 따라 부

양 비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1차 인

구배당효과에 포함되는데 이때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부양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축률이 상승하고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해진

다.

가설5. 지역내 전체인구수(PO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

향을 끼친다.

맬서스는 인간이 비참하게 되고 사회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생존수단에 비한 인간의 생식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찍

이 1958년 남경대학교 지리학과 순본문 교수님이 중국의 자원, 면적 생

존수단 등에 비한 가장 적당한 인구수는 8억 명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후에도6.5억, 7억명이라고 계산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통

계청의 조사를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2005년 초에 이미 13억까지를 초과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중국의 인구수가 경제성장에 부적인 역할을

하다는 가설을 선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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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그림 3-1>분석틀

제 3 절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지역경제성장율(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crease rate: GRDPIR)을 측정할 수 있는 변

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성장율은 지역

내에서 인구의 증가,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의 증가, 그리고 1인당 소득수

준의 향상 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본장에서는 지역내에서 창출

된 부가가치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는 총지역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의 증가를 지역경제성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1인당 GRDP의 증가율, 즉 지역경제성장률(%, 이후

RGR로 나타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지역 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층 부양비율, 청

소년층 인구비율, 출산성비, 생산가능인구비율, 지역내 전체인구수를 이

용하기로 하였다. 청소년층(0-14세)부양비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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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인구 비율이고 청소년층 인구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층(0-14

세)인구비율이다. 또한 인적자본의 추적도 해당 지역 인구구조의 특징으

로 간주하여 추가적으로 놓았다. 출산성비는 출산 여아100명당 출산 남

아의 수로 사용하고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15-59세)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건한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먼저 무역의

규모, 대외개방도 그리고 도시화정도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총 수출입액을 선택하여 대외

개방도의 정도는“GRDP 대비무역액”으로 나타낸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

화는 도시화 현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 대비 도시에 거

주하는 인구비율”로 나타낸 도시화율(%, 이후URB로 나타냄)을 통제변

수로 고려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는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변수에 대한 설명

구분 변수명 설명 단위

종속
변수 GRDPIR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crease
rate.
지역경제성장율.1인당 GRDP의 증가율이다

퍼센트

독립
변수

HCP
Human capital productivity.
인적자본의 축적. 인구 만 명당 일반대학 재학
생의수이다.

명

YAG
Young age group.
청소년층(0-14세)부양비율. 생산가능인구 대비
청소년층인구 비율이다

퍼센트

YAR
Young age ratio.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층(0-14세)인구 비율이
다.

퍼센트

BR
Birth radio.
출산성비(기준여성=100). 출산 여아 100명대비
출산 남아이다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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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이용하였다. 중국

통계청 등 기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하여 통계분석 패키지 IBM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기술 통계분석(최저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 앞서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1을 검증한 후, 독립변수 하나씩 추가적으로 투

입하는 식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WAP
Working age population.
생산가능인구 비율.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
구(15-59세)이다.

퍼센트

POP
Population.
지역내 전체 인구수.

만명

통제
변수

OPEN
Open.
무역개방도. GRDP 대비 무역액이다

퍼센트

URB
Urbanization.
도시화정도. 지역 전체인구수 대비 도시인구의
비율이다

퍼센트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crease
rate.
총 지역생산.

억위안

IAE
Import and exportation.
무역의 규모. 총 수출입액.

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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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변수의 일반적 특성

1.전체표본

본 연구는 중국 31개 성의 2000년도와 2010년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성장율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가 진행하였다. 그

중에 해남성, 사천성, 서장자치구 등 세 지역의 관련 데이터가 결측하여

수집되지 못 하였다. 전체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표4-1>과 같다.

종속변수인 지역경제성장율(GRDPIR)의 평균값이 15.87%이며, 최저값

이 5.51, 최고값이 27.13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축적, 즉 인구 만 명

당 일반 대학 재학생의 수(HCP)는 평균값이 113.65명이며, 최저값이

22.64, 최대값이 331.72로 나타났다. 청소년층 부양비율(YAG)의 평균값

이 27.96%이며, 최저값이 10.91%, 최대값이 47.24%로 나타났다.

0-14세 인구비율(YAR)의 평균값이 19.49%이며, 최저값이 8.60%, 최대값

이 30.17%로 나타났다. 출산성비(BR)의 평균값이115.76%이며, 최저값이

106.12%, 최대값이 130.30%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의 평

균값이 70.64%, 최저값이 61.90%, 최대값이 78.85%로 나타났다. 지역내

전체인구수(POP)의 평균값이 4,269.30명이며, 최저값이 482,30 최대값이

10,432.05명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OPEN)의 평균값이 29.33%이며,

최저값이 4.10%, 최대값이 144.10%로 나타났다. 도시화정도(URB), 즉 전

체인구 대비 도시인구의 평균값이 30.28%이며, 최저값이 10.98%, 최대값

이 79.35%로 나타났다. 총 지역생산(GRDP)의 평균값이 9,132.22억위안이

며, 최저값이 263.68억 위안, 46,013.06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총 수출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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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의 평균값이 60,839,599.57천달로 이며, 최저값이 226,450.00천달로,

최대값이 834,006,174.00천달로로 나타났다.

<표4-1> 전체표본의일반적특성

2. 2000년표본

2000년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표4-2>와 같다.

종속변수인 지역경제성장율(GRDPIR)의 평균값이 11.24%이며, 최저값

이 5.51, 최고값이 18.02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축적, 즉 인구 만 명당

일반대학 재학생의 수(HCP)는 평균값이 53.94명이며, 최저값이 22.64, 최

대값이 206.57로 나타났다. 청소년층부양비율(YAG)의 평균값이

32.50%이며, 최저값이 16.07%, 최대값이 47.24%로 나타났다. 0-14세 인

구비율(YAR)의 평균값이 22.65%이며, 최저값이 12.26%, 최대값이

30.17%로 나타났다.

변수 N 최저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GRDPIR(%) 56 5.51 27.13 15.87 5.86

HCP(명) 56 22.64 331.72 113.65 77.66

YAG(%) 56 10.91 47.24 27.96 8.75

YAR(%) 56 8.60 30.17 19.49 5.40

BR(%) 56 106.12 130.30 115.76 6.27

WAP(%) 56 61.90 78.85 70.64 3.69

POP(만명) 56 482.30 10,432.05 4,269.30 2,525.61

OPEN(%) 56 4.10 144.10 29.33 34.03

URB(%) 56 10.98 79.35 30.28 17.07

GRDP(억위안) 56 263.68 46,013.06 9,132.22 10,077.51

IAE(천달로) 56 226,450.00 834,006,174.00 60,839,599.57 141,044,278.61

주: 海南省(Hunan), 四川省(Sichuan), 西藏自治区(Xizang) 등 세 지역의 관련 데이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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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성비(BR)의 평균값이 115.24%이며, 최저값이 106.12%, 최대값이

130.30%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의 평균값이 70.47%, 최저

값이 63.87%, 최대값이 77.99%로 나타났다. 지역내 전체인구수(POP)의

평균값이 4,107.46명이며, 최저값이 482.30, 최대값이 9,123.69명으로 나타

났다. 무역개방도(OPEN)의 평균값이 27.34%이며, 최저값이 5.10%, 최대

값이 135.30%로 나타났다. 도시화정도(URB), 즉 전체 인구 대비 도시인

구의 평균값이 27.29%이며, 최저값이 10.98%, 최대값이 77.53%로 나타났

다. 총 지역생산(GRDP)의 평균값이 3,361.42억 위안이며, 최저값이

263.68억 위안, 최대값이 10,741.25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총 수출입액

(IAE)의 평균값이 16,795,558.57천 달로 이며, 최저값이 226,450.00천달로,

최대값이 175.487,530.00천 달로로 나타났다.

<표4-2> 2000년 표본의 일반적특성

변수 N 최저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GRDPIR(%) 28 5.51 18.02 11.24 3.17

HCP(명) 28 22.64 206.57 53.94 40.26

YAG(%) 28 16.07 47.24 32.50 7.67

YAR(%) 28 12.26 30.17 22.65 4.43

BR(%) 28 106.12 130.30 115.24 6.87

WAP(%) 28 63.87 77.99 70.47 3.45

POP(만명) 28 482.30 9,123.69 4,107.46 2,453.41

OPEN(%) 28 5.10 135.30 27.34 32.21

URB(%) 28 10.98 77.53 27.29 16.43

GRDP(억위안) 28 263.68 10,741.25 3,361.42 2,568.64

IAE(천달로) 28 226,450.00 175,487,530.00 16,795,558.57 34,458,5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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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표본

2010년의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표4-3>과 같다.

종속변수인 지역경제성장율(GRDPIR)의 평균값이 20.49%이며, 최저값

이 8.93, 최고값이 27.13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축적, 즉 인구 만 명

당 일반 대학재학생의 수(HCP)는 평균값이 173.36명이며, 최저값이

79.98, 최대값이 331.72로 나타났다. 청소년층부양비율(YAG)의 평균값이

23.43%이며, 최저값이 10.91%, 최대값이 40.81%로 나타났다. 0 - 1 4 세

인구비율(YAR)의 평균값이 16.33%이며, 최저값이 8.60%, 최대값이

25.26%로 나타났다. 출산성비(BR)의 평균값이 116.28%이며, 최저값이

106.14%, 최대값이 128.64%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의 평

균값이 70.81%, 최저값이 61.90%, 최대값이 78.85%로 나타났다. 지역내

전체인구수(POP)의 평균값이 4,431.14명이며, 최저값이 562.67, 최대값이

10,432.05명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OPEN)의 평균값이 31.33%이며,

최저값이 4.10%, 최대값이 144.10%로 나타났다. 도시화정도(URB), 즉 전

체 인구 대비 도시인구의 평균값이 33.28%이며, 최저값이 13.76%, 최대

값이 79.35%로 나타났다. 총 지역생산(GRDP)의 평균값이 14,903.02억 위

안이며, 최저값이 1,350.43억 위안, 46,013.06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총 수

출입액(IAE)의 평균값이 104,883,640.57천 달로이며, 최저값이 818,072.00

천 달로, 최대값이 834,006,174.00천 달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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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2010년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제 2 절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하기 전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 계수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표4-4>와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HCP와GRDPIR의 상관계수가 0.678(p<.01)로 정(+)

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YAG, YAR와 GRDPIR 각각의 상관계수가 –

0.448(p<.01), -0.525(p<.01)로 부(-)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BR, WAP,

POP는 GRDPIR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N 최저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GRDPIR(%) 28 8.93 27.13 20.49 3.93

HCP(명) 28 79.98 331.72 173.36 57.20

YAG(%) 28 10.91 40.81 23.43 7.38

YAR(%) 28 8.60 25.26 16.33 4.36

BR(%) 28 106.14 128.64 116.28 5.69

WAP(%) 28 61.90 78.85 70.81 3.96

POP(만명) 28 562.67 10,432.05 4,431.14 2,630.62

OPEN(%) 28 4.10 144.10 31.33 36.25

URB(%) 28 13.76 79.35 33.28 17.46

GRDP(억위안) 28 1,350.43 46,013.06 14,903.02 11,454.47

IAE(천달로) 28 818,072.00 834,006,174.00 104,883,640.57 187,917,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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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는데 있어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1에서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형이며, 모형2-7에서는 독립변수 하나씩 추가적으

로 투입된 모형들이었다.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142, p<.05), 모형의 설명력이

13.5%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GRDP만 유의하였으나 OPEN, URB,

IAE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RDP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3.386E-04로(t=2.497, p<.05) 즉 GRDP가 종속변수인 GRDPIR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RDP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에

GRDPIR가 3.386E-04만큼 증가하게 되었다.

가설1. 인적자본의 축적(HC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영향

을 끼친다.

모형2는 독립변수인 HCP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2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065, p<.01), 모형의 설명력이 50.1%로 나타

났다. HCP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081로(t=6.206, p<.01) 유의하게 나

타나 즉HCP가 종속변수인 GRDPIR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CP가 1단위 증가하면 GRDPIR가 0.081만큼 증가하게 되었

다. 가설1은 채택되었다.

가설2.청소년층부양비율(YAG)이 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

향을 끼친다.

청소년층인구비율(YAR)이 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향을 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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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은 독립변수인 YAG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3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463, p<.01), 모형의 설명력이 23.9%로 나타

났다. YAG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476으로(t=-2.831, p<.01) 유의하

게 나타나 즉 YAG가 종속변수인 GRDPIR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G가 1단위 증가하면 GRDPIR가 0.476만큼 감소하

게 되었다.

모형4는 독립변수인 YAR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4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546, p<.01), 모형의 설명력이 29.2%로 나타

났다. YAR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968로(t=-3.516, p<.05) 유의하게

나타나 즉YAR가 종속변수인 GRDPIR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YAR가 1단위 증가하면 GRDPIR가 0.968만큼 감소하게 되

었다. 가설2은 채택되었다.

가설3. 출산성비(BR)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

모형5는 독립변수인 BR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5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472, p<.01), 모형의 설명력이 11.8%로 나타났

다. BR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025로(t=0.180, p>.1) 유의하지 않았다.

즉 BR가 종속변수인 GRDPIR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3는 기각되었

다.

가설4.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

모형6은 독립변수인 WAP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6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576, p<.01), 모형의 설명력이 12.5%로 나타

났다. WAP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235로(t=-0.670, p>.1)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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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즉 WAP가 종속변수인 GRDPIR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4는

기각되었다.

가설5. 지역내 전체인구수(PO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

향을 끼친다.

모형7은 독립변수인 POP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7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165, p<.01), 모형의 설명력이 32.0%로 나타

났다. POP의 비표준화회귀계수가 -0.002로(t=-3.853, p<.01) 유의하게 나

타나 즉POP가 종속변수인 GRDPIR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P가 1단위 증가하면 GRDPIR가 0.002만큼 감소하게 되었

다. 가설5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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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최근 들어 중국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 경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한 반

면,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해 2001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성비의 불균형 문제는 20세기 80년대

중반부터 점차 드러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향후에도 중국

의 인구구조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압축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본연구의 목적

은 인구구조 변화가 성급지역의 경제발전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국가통계

청에서 10년마다 각 성급지역에 대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데이터와 국

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중국경제 Database에서 수집된 중국경제성

장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발전률 간의 관

계에 대한 가설을 부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인적자본의 축적(HC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인구 만 명당 대

학 재학생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이 좋아지다는 말이다. 두

번째, 청소년층부양비율(YAG)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

이다. 세 번째, 청소년층인구비율(YAR)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유의한 부

(-)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청소년부양비율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

구가 감소할수록 세원이 줄어들고 정부지출이 늘어나 재정수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지역 내 전체인구수(POP)가

지역경제성장률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물론 지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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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원, 사회발전 수준 등에 따라 분석결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

하지만 중국은 2000년~2010년 간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 내 전체인구수

(POP)가 많을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이 작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다른 한편, 실증분석에서 출산성비(BR)와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이

지역 경제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중국의 지역 간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율에 영향을 미

쳤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경제성장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고, 지역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가 너무나 많고 각 성급지역의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도외시할 수 없는 문

제이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한다.

첫째, 청소년층인구비율과 부양비율이 지역경제성장에 대해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친 결과는 중국의 지역 간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고령화 진

전의 초기단계에 생겨나는 1차인구배당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고령화 진전의 초기단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부양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실증적 자료를 살펴보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적자본의 축적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가장중요한 요인 중 하

나다. 만약 고령화 진전이 교육의 양적ᆞ 질적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음의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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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내 전체인구수의 차이는 지역 간 경제성장률의 격차를 심화

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됐다. 지금 중국의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주로 서부 연해(沿海) 도시나 대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따

라서 중국경제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은 물론 인위적인 도시와 시

골간의 이주를 지양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적자본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은 인구문제를 잘 해

결할 수 있고, 각 지역의 경제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하며, 국가의 안

전을 시키려면 정부의 인구조절 정책을 반드시 신속하고 적당하게 마련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절 연구결과의 한계

첫째, 데이터의 부족과 정확성의 문제다. 우선, 인구구조에 대한 데이

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조사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인구센서스도 7년 전의 일이었

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신간 상의 낙후성이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 중에 행정구역의 재설정 등 문제으로 부분

지역의 데이터가 결측했다. 이로 인해 19개 성급지역의 데이터 밖에 분

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정부

의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도 중국정부의 데이

터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관료들이 정치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 데이터들을 과장하고 조작하는 경우

가 많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를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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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만을 공중들에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

이터들은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기관들에서 얻은 데이터였지만, 그 기관

들이 데이터를 수집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조작된 데이터를 받았을 가능성

도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지 못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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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 on Economic

Development
-A study based on China’s 31

provinces-

Zhang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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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beginning of 2016, China, which has been forced to

restrict childbirth since the 1980s, has implemented a two-child policy

for all family without restrictions. Population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to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econom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reasonable population and healthy

population structure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harmony.

The research on how demographic change can affect economic

development has a long history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ere are also many scholars who study on this

subject these years In China, but it is regrettable that most of them

focused on theoretical analysis and necessary empirical analysis

haven’t be d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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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change and local economic growth rat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t a rapid pace in statistical method.

Firstly,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China's demographic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n conduct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China.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ductivity of human capital (HC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Secondly, it’s about the young age

group.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dependency ratio of

young age group(YAG), the lowe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proportion rate of the young age group (YAR)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Thirdly, the total population (POP) in the region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in China which has a

huge population.On the other hand,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the sexratio at birth(BR)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P and local economic growth rate was not confirmed either.

This analysis can be used to determine if demographic changes

can be a reason for explaining the interregional economic growth in

China. It can also help us to solve the other important problems in

China, which is experiencing rapidly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t

last, it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maintain healthy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keywords : China, demographic changes, working age

population, dependency Ratio, sex ratio at birth,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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