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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0년 증가에 머물러 1960년 
이래 첫 기대수명 정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Kannisto-Thatcher method를 
이용하여 고령층 사망확률 보정한 뒤 기대수명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Arriaga decomposition
method를 이용하여 사망원인 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대수명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기대수명 증가량은 0.0211년씩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증가에 대해 가장 기여도가 큰 
요인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의 기여도는 2003∼2006년 기간 동안 
0.506년이었으나, 2015∼2018년 기간 동안 0.218세로 
감소하였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의 경우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었으나 2015∼2018년 기간 동안에는 뚜렷한 
기여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15∼2018년 기대수명을 가장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2018년 기대수명이 201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a) 2018년도 이전부터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뇌혈관질환 사망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대수명 감소에 대한 폐렴 사망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b) 상세불명의 사망과 자살과 같은 
사망원인에서 2018년에 갑작스러운 사망률 증가의 효과가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사망원인, 기대수명, 사망률, 대한민국
학  번 : 2019-24709



2. 외국어초록(Abstract)

Abstract

Stagnation of life expectancy in Korea in 2018: A
cause-specific decomposition analysis

Tae Jae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annual report released by
Korea Statistics, the life expectancy at birth (for both sexes)
in 2018 was 82.7 years, an increase of 0.0 years over 2017
recording the first stagnation in life expectancy since 1960.
In this study, from 2003 to 2018, the mortality probability
of the elderly was corrected using the Kannisto-Thatcher
method, a time-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of trends in
life expectancy, and causes of death were analyzed using
the Arriaga decomposition method. The time trend analysis
on yearly life expectancy changes indicated that, in Korea,
there has been a tendency of 0.0211 years decrease per
calendar year in yearly life expectancy increase between
2003 and 2018. The contribu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to life expectancy increase in
Korea, has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periods. The
contribution by cardiovascular diseases to the life
expectancy increase was 0.506 years in 2003∼2006, but
decreased to 0.218 years in 2015∼2018. The positive
contributions by ill-defined causes and external causes to
life expectancy increase detected in previous periods were
not evident in 2015∼2018. Diseases of respiratory system
made the largest negative contribution both between 2015
and 2018 and between 2017-2018. The life expectancy
stagnation in 2018 could be understood as the combined
effect of (a) a decreasing momentum in the magnitude of
life expectancy increase and (b) a chance event in 2018 in
life expectan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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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추이와 2018년 기대수명 정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60년에는 52.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에 비해 16년 낮았으나, 1970년에는 62.2세로 2005년에는 78.5세로 올라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증가세를 보였다(Yang et al., 2010). 2017년 우

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에 이르러 1970∼2017년간 연평균 0.46년씩 증

가하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연평균 0.54년), 칠레(연평균 0.40

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OECD, 2019). 비록 연간 

기대수명 증가치에 등락이 있기는 하였으나, 1960년 이후 2017년까지 기

대수명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적은 없었다. Kontis 등은 OECD 고소득 국가 

35개국의 1985∼2010년 사망률과 기대수명 자료를 기반으로 Bayesian 

model averaging 방식으로 미래의 사망률과 기대수명을 예측한 결과 2030

년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보

았다(Kontis et al., 2017). 2004∼2017년간의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그

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7.5세에 이

를 것이라는 예측도 이루어졌다(Khang et al., 2019).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생명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0년 증가

에 머물렀다. 남녀별로 따져볼 때 2018년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

자는 85.7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0.1년, 여자는 0.0년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통계청, 2019b). 통계청에서는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이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세의 정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2018년 겨울철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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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폐렴 사망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설하였다(통계청, 2019c). 즉 기

대수명 증가 추세의 둔화는 2018년의 혹한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2) 해외의 기대수명 정체 및 연구 사례

인간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에서는(Human Mortality Database, 이하 

HMD)에서는 수집한 전 세계 주요 41개 국가의 자료에서 1990년 이후 자료

를 기준으로 할 때, 총 1,115 국가-연도 중 전년도에 비해 기대수명이 정

체, 하락한 경우는 19.7%(220 국가-연도)였다. 이 모든 기대수명 정체, 

하락 사례가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구 규모

가 작은 나라에서는 연간 사망자 증감에 따른 변이가 기대수명 계산 및 

해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중 우리나라와 동급의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독일)로 대상을 한정하

고, 2003년 이후 기대수명 변화치를 살펴보면 아래 Figure 2과 같다. 

Figure 2. Changes in life expectancy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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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2014∼2015년

간 고소득 국가 18여 개 국가에서 일시적인 기대수명의 감소가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해에 기대수명이 

반등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Ho & Hendi, 2018; Raleigh, 2019).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 추세의 둔화, 또는 기대수명의 감소가 

이미 나타난 적 있어 이에 관해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기대수명은 2014년 81.3세에서 2015년 80.9세로 감소한 뒤로 

2016년부터 기대수명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Hiam, Harrison, 

McKee, & Dorling, 2018). 기대수명 정체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로 인한 

고령 사망자수의 증가,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한 

보건의료 예산 삭감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Fransham & Dorling, 

2017; Hiam et al., 2018). 영국 NHS는 2010년 선거 이후 예산 삭감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2014∼2015년에는 3490만 파운드(약 514

억원) 적자로 특히 재정이 부족하였다(Hiam, Dorling, Harrison, & 

McKee, 2017).

미국의 경우 1969∼1979년 사이 가장 빠르게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으

며, 이후 점차 증가 속도가 감소하였다. 미국의 기대수명은 2014년 78.9

세에서 2015년 78.8세로 오히려 0.17세 감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에는 인플루엔자 

감염, 1993년 HIV/AIDs 유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대수명 감소가 나타난 

적이 있었으나 이들은 단일 원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이후 다

시 기대수명은 증가하였다(Woolf & Schoomaker, 2019). 2015년 미국의 

사망원인에 대한 분해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중년의 중독 또는 살인 등

의 사고, 여성의 경우 고령층의 심혈관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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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ciai & Firebaugh, 

2017). 즉 2015년 이후 미국의 기대수명의 감소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기

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흡연이나 음주, 비만과 같은 위험요인

에 더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만연한 약물 중독, 만성 간 질환, 

자살과 같은 ‘절망의 병(Disease of despair)’이 미국 기대수명을 낮추

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Acciai & Firebaugh, 2017; 

Case & Deaton, 2015; Dowell et al., 2017; Marmot, 2018). 주목해야 

할 점은 기대수명의 정체 및 감소는 2015년을 기점으로 시작해야 했지만, 

약물 중독 등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미 1999년부터 높아지고 있었

다는 점이다(Woolf & Schoomaker, 2019).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 5천만의 국가로 고소득 국가를 기준으로 매우 

인구 규모가 큰 나라이며, 2015년 전 세계적인 기대수명 증가치 하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연간 증가분은 점차 감소하였다. 기대

수명 증가치를 선형 회귀식로 분석하였을 때 그 기울기(beta 

coefficient)는 -0.021이었고, 2018년을 제외하고 2003∼2017년만 대상

으로 같은 분석을 하였을 때 기울기는 –0.015이었다. 즉 2018년을 포함함

으로 인해 기울기가 약 25% 변화하였다는 뜻이며, 이는 2018년의 기대수

명이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만큼 큰 변화폭을 보여주었다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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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bserved Predicted Std 95% CL Mean 95% CL Predict Residual

2003 77.3 77.647 0.0996 77.4341 77.8612 77.1519 78.1434 -0.3264

2004 77.8 78.027 0.0901 77.834 78.2207 77.54 78.5147 -0.2195

2005 78.3 78.407 0.0812 78.233 78.5812 77.927 78.8871 -0.1148

2006 78.8 78.786 0.0729 78.6305 78.9431 78.3129 79.2607 0.0599

2007 79.2 79.166 0.0655 79.0261 79.3069 78.6976 79.6354 0.0811

2008 79.8 79.546 0.0593 79.419 79.6734 79.0811 80.0113 0.2328

2009 80.3 79.925 0.0548 79.8083 80.0435 79.4633 80.3885 0.3459

2010 80.4 80.305 0.0524 80.1931 80.4181 79.8443 80.7669 0.1101

2011 80.8 80.685 0.0524 80.5728 80.7978 80.224 81.1466 0.1071

2012 81 81.06 0.0548 80.9474 81.1826 80.6025 81.5276 -0.0817

2013 81.6 81.444 0.0593 81.3175 81.572 80.9796 81.9098 0.1173

2014 82 81.824 0.0655 81.684 81.9649 81.3556 82.2933 0.1867

2015 82.2 82.204 0.0729 82.0478 82.3604 81.7303 82.678 0.0384

2016 82.5 82.583 0.0812 82.4097 82.758 82.1038 83.0639 -0.0536

2017 82.9 82.963 0.0901 82.7702 83.1569 82.4762 83.4509 -0.0724

2018 82.9 83.343 0.0996 83.1297 83.5568 82.8475 83.839 -0.4108

Table 1. Prediction limits and outlier tests for life expectancy in 2018

 Table 1에서는 이에 더하여 2018년이 일종의 이상치인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의 기대수명에 대한 95% 예측구간을 산출하였다.검정 결과 

2018년 기대수명의 예측 구간은 (82.8475, 83.839)으로 2018년 기대수명

인 82.93는 이상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R 프로그램의 

outlierTest ()에서는 Bonferonni P-value은 0.292으로 귀무 가설(H0 : 

2018 년 기대 수명은 이상치가 아님)을 부정하지는 못하여 2018년의 기대

수명이 이상치라고 통계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였으나, 2018년의 스튜던

트화 잔차가 가장 큰 것(-2.69)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2018년 기대

수명이라는 16년간의 제한된 표본을 근거로 2018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이상치임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스튜던트화 잔차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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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이상성은 가장 큼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의 기대수명은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

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자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

해 본격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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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증가 추세 둔화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연령 요인 또는 사망원인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기대

수명의 변화의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하고, 사망원인 분해 분석을 시

행하여 어떠한 요인이 기대수명의 증가 및 감소에 기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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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시군구/성/연령별 주민

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사망원인(236항목)/성/연령별 사망자 및 사망률 자

료를 이용하였다. 대상 연령은 5세 단위로 구분하되 0세 영아를 별도로 

구분하여 0세, 1∼4세, 5∼9세, … 85∼89세, 90세 이상으로 자료를 구성

하였다. 기대수명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이미 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의 

연령별 기여도에서 80세 이상 연령군의 기여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 바(Khang & Bahk, 2019), 80세 미만 연령군과 마찬가지로 5

세 단위 연령군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의 연령별 인구 및 사망자수 자료는 1983년부터 제공하고 있

으나, 80세 이상 사망자 자료를 80-84세, 85-90세, 90세 이상으로 나누어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는 연도는 2000년 이후부터다. 

연령별 자료의 문제는 0세 영아사망의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에서도 나

타난다. 0세 영아사망에 관하여는 법정 신고기한인 출생 후 1개월 내에 

사망한 아이들의 출생 및 사망신고가 동시에 누락될 뿐만 아니라, 출생 

후 상당 기간 동안 살다가 사망한 아이의 출생 및 사망신고도 동시에 누

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Park, 2001). 그러나 2000년 이후 자료는 

사망원인보완조사를 통해 보완하고 있어 영아사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

정 없이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통계청, 2018). 그러나 

인간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에서는(Human Mortality Database)에서 2000년

부터 2002년 사이 통계청 사망자료에서 영아 사망의 기록 누락의 가능성

이 크다고 보고, 200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HMD, 2019).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

공하는 성/연령/사망원인 자료 중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를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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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고,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정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다. 사망원인 분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한

국사인요약분류표(19 항목군, 236 항목으로 구성)를 그대로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나, 사망자수가 낮은 질환(Eye and adnexa (H00-H57), Ear and 

mastoid process (H60-H93) 등)의 경우 분석에는 포함하되 본문의 

Figure 및 Table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다.

나. 분석방법
1) 기대수명 산출

본 연구에서는 5세 연령 단위로 간이생명표를 작성하고 생명표법을 

따라 0세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기대수명은 0세 연령군의 기대여명으로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생명표법

을 통해 기대여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군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

로 기대되는 총생존연수를 생존자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90세 이상 연령군의 사망률은 Kannisto-Thatcher method를 이용하여 

보정한 뒤 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Thatcher, 1998) 이 방법은 x 연령

군의 사람이 아주 고령일 경우, y 연도에 사망할 확률(qx)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로지스틱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Kannisto의 발견에 기반한 모델이

다. 해당 회귀식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l   ln   

 즉 다년간의 생명표를 토대로 x 연령군의 생존확률/사망확률을 로지

스틱 회귀 분석으로 계산한 뒤, 해당 회귀식을 통해 x+1 연령군, x+2 연

령군의 y 연도의 인구수 및 사망자수를 추측하여 최종적으로 9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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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군의 인구수를 보정하는 것이다. 

2) 사망원인별 분해 분석

기대수명의 연령별, 사망원인별 기여도는 Arriaga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Arriaga, 1984).  Arriaga 방법은 각 연령군에 대한 분해 분

석 후 연령군 내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분해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기대

수명 차이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는 해당 연령군 내에서 사망원인별 기여

도만이 아니라, 전체 연령군에 대한 사망원인의 기여도로도 계산할 수 있

다. 해당 연령군의 사망률 차이는 직접 효과(Direct effect)와 간접 효과

(Indirect effect)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며, 전체 인구집단의 사망률 

변화로 인한 효과와 해당 연령군의 효과 간의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도 동시에 발생한다. 

직접 효과(direct effect, DE)는 특정 연령층의 사망수준 감소에 따

라 특정 연령층내의 기대여명이 연장되는 변화 로, 연령에서의 시점에

서의 사망자 수()와 연령군에서의 사망자 수()의 비를 와    사

이에서의 기대수명 차이에 대하여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간접효과(indirect effect, IE)는 특정 연령층내의 사망수준 감소가 

그 연령구간이 끝나는 시점의 생존자수를 변화(Change in the number of 

survivors, CS)시킴으로써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효과(IE)로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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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I)는 특정연령 구간 내에서 살아남은 생

존자의 그 연령층 이후에서 사망수준이 변화함으로써 모든 연령군의 기대

수명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효과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접효과

(IE)에서 추가된 생존자들이 새로운 사망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생존연수의 차이가 일으키는 효과(OE)의 차를 구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

다. 즉 전체 효과를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상호작용 효과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합하면 전체 효과를 구할 수 있고, 이

를 연령군/사망원인 사망자수 분포에 따라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배분하

는 것으로 각 연령군/사망원인의 기대수명 기여도를 분해 분석할 수 있

다. 즉 기여도가 양(+)의 방향으로 높을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인한 사

망은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높을수록 해당 사망원인으

로 인한 사망은 증가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연도 간 변이 및 불확실성 회피 

각 연도별 인구 및 사망자수 자료를 근거로 분해 분석을 시행하고 연

도 간 비교를 시행할 경우, 사망률의 연간 변이 또는 불확실성을 지나치

게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특정 연도의 특정 사망원인

에서 사망자 수가 높게 기록된 경우, 그 이전의 추이를 감안할 때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비교 대상연도와 차이가 크다면 이

를 기대수명 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연간 추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1) 표본 재추출 등의 방법(Bergeron-Boucher et al., 2019)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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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해당 연도의 기대수명 및 기여도의 신뢰구간을 구하거나, (2) 단

년도가 아닌 다년도를 한 구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수준 자료(individual level data)가 아닌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수 및 사망자 수 자료(집합자료, aggregate data)

를 이용하여 기대수명을 산출, 분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1)과 같이 

개인단위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17∼2018년도 사망력의 차이에 따른 분

해 분석을 시행하되 동시에 2003∼2018년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

에 대한 분해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2017∼2018년 기대수명 변화에 대

한 분해 분석 결과를 2003∼2017년 연간 평균 기대수명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결과와 바로 비교할 경우, 2018년의 특정 사망원인에서 발생하는 변

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5∼2018

년간 기대수명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을 함께 진행할 경우 2018년에만 발

생한 변이의 기여도가 감소하여 이러한 과대평가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

할 수 있게 된다. 

기대수명 산출 및 분해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기본적으

로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를 사용하였

고, 이상치 검정을 위해서는 RStudio 1.2.1335 (2009–2019 RStudio, 

Inc)을 이용하였다. 

본 학위논문은 저자가 해외 저널(Plos one)에 게재한 논문 내용을 바

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T. Kim, Bahk, Lim, & Kh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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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Year

Total Men Women

Population
Number of 

deaths
Population

Number of 

deaths
Population

Number of 

deaths

2003 48,308,386 246,441 24,235,168 135,880 24,073,218 110,561

2004 48,485,314 246,210 24,316,613 136,233 24,168,701 109,977

2005 48,683,040 245,865 24,409,659 135,317 24,273,381 110,548

2006 48,887,027 244,154 24,506,619 134,630 24,380,408 109,524

2007 49,130,354 246,479 24,624,127 135,663 24,506,227 110,816

2008 49,404,648 246,106 24,757,073 136,930 24,647,575 109,176

2009 49,656,756 246,894 24,876,418 137,701 24,780,338 109,193

2010 49,879,812 255,335 24,977,164 142,314 24,902,648 113,021

2011 50,111,476 257,378 25,081,788 143,250 25,029,688 114,128

2012 50,345,325 267,172 25,187,494 147,343 25,157,831 119,829

2013 50,558,952 266,221 25,282,928 146,589 25,276,024 119,632

2014 50,763,158 267,650 25,374,486 147,300 25,388,672 120,350

2015 50,951,719 275,854 25,458,058 150,428 25,493,662 125,426

2016 51,112,972 280,785 25,527,815 152,520 25,585,157 128,265

2017 51,230,704 285,493 25,576,752 154,312 25,653,952 131,181

2018 51,300,880 298,777 25,601,961 161,162 25,698,919 137,615

Table 2. The population and number of deaths in 2003∼2018 

Table 2에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2003년부터 2018

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및 사망자수를 산출하였다. 2003∼2018년 

사이 인구수는 2003년 48,308,386명에서 2018년 51,300,880명으로 

2,992,494명(6.2%)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2003년 246,441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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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8,777명으로 52,336명(21.2%) 증가하였다. 2003∼2018년 동안 

남성의 경우 인구수는 1,366,793명(5.6% 증가, 사망자수는 25,282명

(18.6%)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인구수는 1,625,701명(16.8%) 증가, 

사망자수는 27,054명(24.5%) 증가하였다. 

Figure 3. Trends in life expectancy by sex between 2003 and 2018

Figure 3에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성별 기대수명 추이를 제시하

였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평균 0.374세(남

성 0.404세/여성 0.338세) 증가하였다. 2003∼2017년간 연간 기대수명 

증가치는 낮게는 0.144세부터 높게는 0.579세에 이르렀고, 그 평균은 

0.398세였다(남성 0.426세/여성 0.361세). 반면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연간 0.041세 (남성 0.093 세/여성 0.020세). 증가하여, 그 2003∼2017

년 연간 기대수명 증가치에 비해 0.357세 (남성 0.333세/여성 0.341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 -

Figure 4. Trends in life expectancy by sex between 2003 and 2018

Figure 4에서는 본 연구에서 산출한 기대수명과 HMD에서 제공하는 우

리나라 기대수명,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대수명을 비교

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기대수명은 HMD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

가 없고, 통계청이 제공하는 기대수명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고령층에 

대한 사망확률 보정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통계청에서 

기대수명 계산결과 값을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도 세 자료에서 모두 2017∼2018년간 기대수

명 증가는 0.0년(본 연구 0.04년/HMD 0.03년) 증가하였다는 결과에서는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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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ime trends in yearly life expectancy changes by sex between 2003 
and 2017

Figure 6. Time trends in yearly life expectancy changes by sex between 2003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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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6에서는 2003∼2018년간 기대수명 증가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07∼2008년(남성 0.441세/ 여성 0.609), 2009∼2010년(남

성 0.114세/ 여성 0.192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간을 통틀어 기대수명

의 증가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기대수명 

증가치 차이는 2004∼2005년(남성 0.578세/ 여성 0.362), 2014∼2015년

(남성 0.335세/여성 0.138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구간을 통틀어 0.15

세 이하로 나타났다. 

나. 시계열적 기대수명 기여도 분해 분석

 
1) 기대수명의 연령군별 기여도 분해 분석

 

Figure 7. Ag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of 
men and women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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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에서는 2017∼2018년도까지 기대수명 증가를 연령별로 분해

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70∼74세 연령

군이 0.055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17년 간에는 75∼79세 

연령군의 연간 평균 기여도가 0.052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70∼74세 이외의 연령군에서는 2017∼2018년간 기대수명의 연령별 

기여도가 모두 2003∼2017년간 평균적인 기여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7∼2018년도 기대수명 증가에서 가장 기여도가 작은 연령군은 

90세 이상 연령군으로 기여도가 -0.009세였고, 0세 영아, 30∼34세, 20∼

24세 순으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8. Ag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of 
men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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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g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of 
women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 and 2017

Figure 8, 9에서는 2013-2017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를 남녀별로 각각 

연령별로 분해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60∼70대를 중심으로 

한 기대수명 증가 추세를 보여주어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2017∼2018년

도까지 기대수명 증가를 남녀별로 각각 연령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에

서도 모두 70∼74세 연령군(남성 0.055세/여성 0.060세)에서 가장 기여도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2018년간 기여도가 가장 낮은 연령군

의 경우 남성은 30∼34세(-0.011세)로 30세를 중심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

인 반면, 여성은 20∼24세(-0.016세)를 중심으로 하여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기대수명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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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Years % Years % Years % Years %

0 0.102 6.7 0.029 2.5 0.007 0.6 0.001 0.1

1∼4 0.020 1.3 0.019 1.6 0.017 1.4 0.008 1.2

5∼9 0.013 0.9 0.013 1.1 0.004 0.3 0.005 0.7

10∼14 0.003 0.2 0.003 0.3 0.013 1.1 -0.003 -0.4

15∼19 0.026 1.7 0.011 0.9 0.008 0.7 -0.002 -0.3

20∼24 0.031 2.0 0.009 0.8 0.026 2.1 -0.001 -0.1

25∼29 0.034 2.2 -0.002 -0.2 0.038 3.1 0.016 2.3

30∼34 0.048 3.1 0.002 0.2 0.017 1.4 0.008 1.2

35∼39 0.060 3.9 -0.002 -0.2 0.015 1.2 0.001 0.1

40∼44 0.079 5.2 0.026 2.2 0.033 2.7 0.024 3.5

45∼49 0.076 5.0 0.029 2.5 0.049 4.0 0.034 4.9

50∼54 0.094 6.2 0.034 2.9 0.050 4.1 0.040 5.8

55∼59 0.082 5.4 0.073 6.3 0.063 5.2 0.034 4.9

60∼64 0.157 10.3 0.096 8.2 0.103 8.4 0.062 9.0

65∼69 0.156 10.2 0.137 11.7 0.145 11.9 0.062 9.0

70∼74 0.173 11.3 0.139 11.9 0.152 12.5 0.173 25.1

75∼79 0.175 11.5 0.183 15.7 0.128 10.5 0.127 18.4

80∼84 0.107 7.0 0.186 15.9 0.121 9.9 0.056 8.1

85∼89 0.066 4.3 0.115 9.8 0.129 10.6 0.045 6.5

90+ 0.023 1.5 0.070 6.0 0.100 8.2 0.001 0.1

Total life expectancy increase 1.525 100.0 1.168 100.0 1.219 100.0 0.690 100.0

Table 3. Ag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in four sub-periods (2003∼2006, 2007∼2010, 2011∼
2014, and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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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는 2003∼2018년을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네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기대수명 변화 및 연령군별 기

여도를 제시하였다. 구간별 기대수명 증가치는 2015∼2018년(0.690세)이 

가장 낮았으며, 2015∼2018년간의 기대수명 증가가 특히 낮았던 것은 성

인 및 고령층(특히 50대 이상)의 기대수명 기여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낮

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0세 영아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도 2003

∼2006년 0.102세에서 2007∼2010년 0.029세, 2011∼2014년 0.007세, 

2015∼2018년 0.001세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3∼2006년 가장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한 연령군은 75∼79세(0.175

세)이며, 60∼70대를 중심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2007∼2010년에는 

80-84세(0.186세)에서 가장 크게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하였고 65-84세 연

령군을 중심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2011∼2014년에는 70∼74세

(0.152세)를 중심으로 하여 60∼89세 사이 연령군에서 전체 기대수명 증

가 기여도의 63.8%를 차지하였다. 2015∼2018년 70∼74세(0.173세) 및 

75-59세 연령군(0.127세)의 기여도는 전체 기대수명 증가 중에서 4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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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수명의 사망 원인별 기여도 분해 분석

Total Men Women

Years % Years % Years %

Infectious diseases (A00-B99) -0.008 -19.7 -0.008 -19.7 -0.007 -7.1

Cancer (C00-D48) 0.105 253.0 0.105 253.0 0.151 162.2

Blood & blood-forming organs  

(D50-D89)
-0.001 -2.8 -0.001 -2.8 -0.002 -2.2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E00-E88)
0.024 58.3 0.024 58.3 0.018 19.5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F01-F99)
0.035 84.1 0.035 84.1 0.017 18.1

Nervous system (G00-G98) -0.030 -72.1 -0.030 -72.1 -0.020 -21.6

Cardiovascular disease (I00-I99) 0.066 160.8 0.066 160.8 0.061 65.9

Respiratory system (J00-J98,U04) -0.089 -215.4 -0.089 -215.4 -0.072 -77.7

Digestive system (K00-K92) 0.007 16.8 0.007 16.8 0.013 13.6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L00-L98)
0.002 3.9 0.002 3.9 -0.001 -0.7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M00-M99)
0.006 15.1 0.006 15.1 0.004 4.1

Genitourinary system (N00-N98) -0.003 -7.5 -0.003 -7.5 0.000 -0.4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01 -1.9 -0.001 -1.9 0.000 0.0

Perinatal deaths (P00-P96) -0.002 -3.9 -0.002 -3.9 -0.002 -1.8

Congenital malformations 

(Q00-Q99)
-0.004 -9.1 -0.004 -9.1 0.000 0.4

Ill-defined causes (R00-R99) -0.052 -126.5 -0.052 -126.5 -0.055 -58.8

External causes (V01-Y89) -0.013 -32.4 -0.013 -32.4 -0.012 -13.3

Total 0.041 100.0 0.041 100.0 0.093 100.0

Table 4. Decomposition analysis of life expectancy according to broad 
causes of death in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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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road caus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of men and women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 and 2017

Figure 11.  Broad caus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of men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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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road caus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of women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 and 2017

Table 4에서는 2017∼2018년간 전체 인구 및 남녀별로 기대수명 변화

에 대하여 19 사망원인 항목군별 기여도 분해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Respiratory system (J00-J98, U04) (-0.089세), Ill-defined causes 

(R00-R99) (-0.052세),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G00-G98) 

(-0.030세), External causes (V01-Y89) (-0.013세) 등은 기대수명을 감

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Figure 10에서는 2017∼2018년 사망원인

별 기여도와 2003∼2017년 기여도 평균을 비교하였다. 2003∼2017년연간 

평균 사망원인별 기여도는 대체로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는 점과 비교하여, 2017∼2018년 Ill-defined causes 

(R00-R99), External causes (V01-Y89)은 오히려 기대수명을 크게 낮추

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Cardiovascular disease (I00-I99)의 경우 

2017∼2018년간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0.066세)으로 작용하였으나 

2003∼2017년간(0.117세)에 비해 그 증가치가 감소하였다. 반면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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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48)의 2017∼2018년간의 기대수명 증가 기여도(0.105세)는 2003∼

2017(0.081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 12에서는 

동일한 분석을 남녀별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2017∼

2018년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하는 주요 사망원인과 반대로 저해하는 방향

으로 기여한 주요 사망원인은  동일하였으며, 그 기여하는 정도도 Cancer 

(C00-48)(남성 0.151세/여성 0.105세)를 제외하면 대체로 큰 차이 없이 

동일하였다. 



- 26 -

Causes of death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Years % Years % Years % Years %

Infectious diseases (A00-B99) 0.027 1.8 -0.019 -1.6 0.038 3.1 0.006 0.9

Cancer (C00-D48) 0.241 15.8 0.218 18.7 0.192 15.8 0.291 42.2

Blood & blood-forming organs (D50-D89) 0.001 0.1 0.000 0.0 0.000 0.0 0.000 0.0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E00-E88) 0.094 6.2 0.106 9.1 0.065 5.3 0.095 13.8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F01-F99) 0.032 2.1 0.006 0.5 0.045 3.7 0.036 5.2

Nervous system (G00-G98) 0.002 0.1 0.008 0.7 -0.085 -7.0 0.004 0.6

Cardiovascular disease (I00-I99) 0.506 33.2 0.448 38.4 0.349 28.6 0.218 31.6

Respiratory system (J00-J98, U04) 0.097 6.4 -0.024 -2.1 -0.002 -0.2 -0.088 -12.8

Digestive system (K00-K92) 0.153 10.0 0.049 4.2 0.045 3.7 0.030 4.3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L00-L98) -0.001 -0.1 0.000 0.0 0.004 0.3 -0.001 -0.1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M00-M99) 0.027 1.8 0.014 1.2 0.021 1.7 0.009 1.3

Genitourinary system (N00-N98) 0.002 0.1 -0.009 -0.8 -0.001 -0.1 0.000 0.0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00 0.0 -0.002 -0.2 0.002 0.2 0.000 0.0

Perinatal deaths (P00-P96) 0.058 3.8 0.010 0.9 0.004 0.3 0.005 0.7

Congenital malformations (Q00-Q99) 0.036 2.4 0.016 1.4 -0.001 -0.1 0.008 1.2

Ill-defined causes (R00-R99) -0.001 -0.1 0.325 27.8 0.275 22.6 -0.016 -2.3

External causes (V01-Y89) 0.253 16.6 0.020 1.7 0.267 21.9 0.095 13.8

Total life expectancy increase 1.525 100.0 1.168 100.0 1.219 100.0 0.690 100.0

Table 5. Broad caus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in four sub-periods (2003∼2006, 2007∼
2010, 2011∼2014, and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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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는 2003∼2018년을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네 구간으로 나누어 19개 사망원인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

를 분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Cardiovascular disease (I00-I99)

의 경우 2003∼2006년 기여도가 0.506세로 가장 컸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

여 2015∼2018년에는 0.218세가 되었다. 반면 Cancer (C00-C48)의 경우 

모든 구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었고 2015∼2018년간 

기대수명 증가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0.291년). Ill-defined causes 

(R00-R99)의 경우 2007∼2010년(0.325세)과 2011∼2014년(0.275세)에는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2015∼2018년(-0.016세)에는 기대수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2015∼2018년간 전체 19가지 사망원인 

중에서 Respiratory system (J00-J98, U04)이 가장 기대수명을 크게 감

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다(-0.088세). External causes (V01-Y89)의 

경우 2003∼2006년(0.253세)과 2011∼2014년(0.267세). 기대수명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으나 2007∼2010년(0.020세)과 2015∼2018

년(0.095세)에는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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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death
2017

∼2018

2003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8

Pneumonia (J12-J18) -0.078 -0.046 -0.070 -0.057 -0.117

Re. Symptoms, signs, NEC  (Re. 

R00-R99)

-0.063 0.006 -0.111 0.059 -0.071

Intentional self-harm (X60-X84) -0.053 0.053 -0.113 0.138 -0.003

Remainder of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Re. G00-G98)

-0.026 0.002 0.003 -0.061 -0.001

Heart failure (I50) -0.014 0.001 -0.019 0.053 -0.020

Influenza (J09-J11) -0.014 0.001 -0.004 -0.001 -0.010

Septicaemia (A40-A41) -0.014 -0.013 -0.021 -0.011 -0.023

...(Omitted due to contribution close to 0)...

Ischaemic heart diseases (I20-I25) 0.016 -0.019 0.140 0.063 0.074

Exposure to unspecified factors (X59) 0.017 0.005 -0.024 -0.002 0.023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s 

(J40-J47)

0.017 0.132 0.071 0.042 0.058

Transport accidents (V01-V99) 0.025 0.115 0.067 0.054 0.064

Diabetes mellitus (E10-E14) 0.027 0.089 0.106 0.067 0.101

Dementia  (F01,F03) 0.031 0.026 -0.011 0.041 0.037

Malignant Neoplasms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cic organs (C30-C39)

0.033 0.030 0.042 0.031 0.073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 0.035 0.463 0.301 0.199 0.154

Malignant neoplasms of digestive 

organs (C15-C26)

0.059 0.172 0.158 0.148 0.182

Table 6. Detailed cause∼specific contributions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17 and 2018 and in four sub∼periods (2003∼2006, 
2007∼2010, 2011∼2014, and 2015∼2018)

Table 6에서는 2003∼2018년을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네 구간으로 나누어 236가지 세부사망원인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를 분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7∼2018년간 기여도를 기준

으로 Pneumonia (J12-J18)의 기여도가 -0.078세로 가장 낮았으며, Re. 

Symptoms, signs, NEC (Re. R00-R99)이 -0.063세, Intentional 

self-harm (X60-X84)이 -0.053세 순으로 이어졌다. 이 중 Pneumonia 

(J12-J18)의 경우 모든 구간에 걸쳐 기대수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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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반면, Re. Symptoms, signs, NEC (Re. R00-R99)과 Intentional 

self-harm (X60-X84)의 경우 2003∼2006, 2011∼2014년 구간에서는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하였다. 반대로 Malignant neoplasms 

of digestive organs (C15-C26)은 2017∼2018년 기대수명 기여도가 

0.059세로 가장 컸으며,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가 0.035

세, Malignant Neoplasms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cic organs 

(C30-C39)이 0.033세 순으로 이어졌다. 이 중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는 2003∼2006년 이후 기대수명 기여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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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group 2017∼2018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Years % Years % Years % Years % Years %

0 0.000 0.0 0.002 ∼4.3 -0.001 1.4 0.002 -3.5 0.000 0.0

1∼4 0.001 -1.3 -0.001 2.2 0.001 -1.4 0.002 -3.5 0.001 -0.9

5∼9 0.000 0.0 0.000 0.0 0.000 0.0 0.001 -1.8 0.000 0.0

10∼14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15∼19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20∼24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25∼29 -0.001 1.3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30∼34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35∼39 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 -0.001 0.9

40∼44 -0.001 1.3 0.000 0.0 0.000 0.0 0.000 0.0 -0.001 0.9

45∼49 -0.001 1.3 -0.001 2.2 0.000 0.0 0.001 -1.8 0.000 0.0

50∼54 -0.002 2.6 -0.001 2.2 -0.001 1.4 -0.001 1.8 -0.002 1.7

55∼59 -0.002 2.6 -0.001 2.2 -0.002 2.9 -0.002 3.5 -0.003 2.6

60∼64 -0.004 5.1 -0.001 2.2 -0.001 1.4 -0.001 1.8 -0.005 4.3

65∼69 -0.002 2.6 -0.005 10.9 -0.004 5.7 0.000 0.0 -0.008 6.8

70∼74 -0.003 3.8 -0.006 13.0 -0.009 12.9 -0.003 5.3 -0.006 5.1

75∼79 -0.008 10.3 -0.006 13.0 -0.010 14.3 -0.010 17.5 -0.018 15.4

80∼84 -0.020 25.6 -0.011 23.9 -0.010 14.3 -0.013 22.8 -0.035 29.9

85∼89 -0.021 26.9 -0.009 19.6 -0.017 24.3 -0.010 17.5 -0.041 35.0

90+ -0.015 19.2 -0.006 13.0 -0.017 24.3 -0.022 38.6 0.003 ∼2.6

Total 

contribution
-0.078 100.0 -0.046 100.0 -0.070 100.0 -0.057 100.0 -0.117 100.0

Table 7. Contributions of pneumonia (J12-J18)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in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and 2017∼
2018

Table 7에서는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네 

구간 및 2017∼2018년에서 pneumonia (J12-J18)의 기대수명에 대한 연령

군별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시기에서 80세 이상 연령

군의 기여도가 특히 낮으며, 반대로 40세 이하 연령군에서는 기여도가 0

에 가까웠다. 80∼84세 연령군의 경우 기여도가 2003∼2006년 -0.0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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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5∼2018년 -0.035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85∼89세의 경우에

도 2003∼2006년 -0.009세에서 2015∼2018년 -0.041세로 같은 경향이 나

타났다. 90세 이상의 경우 기여도가 2003∼2006년 -0.006세에서 2011∼

2014년 -0.022세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5∼2018년에는 오히려 0.003

세로 높아졌다.

Figure 13. Contributions of pneumonia (J12-J18)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2017 by age group 

Figure 13에서는 Pneumonia (J12-J18)로 인한 2017∼2018년 사이 기

대수명 증가에서 기여도 및 2003∼2017년 연간 평균 기여도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를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2017∼2018년 pneumonia (J12-J18)

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는 –0.078세로, 2003∼2017년 평균(-0.021세)과 

비교하여 0.057세 낮았다. 이러한 기여도 차이는 2017∼2018년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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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2003∼2017 평균 기대수명 증가 차이(-0.357세)의 16.0%를 차지

하였다. 연령군별로 pneumonia (J12-J18)의 기대수명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3∼2017년 사이 기여도가 가장 낮은 연령군은 90세 이상(-0.005세)이

었으나, 2017∼2018년의 경우 85∼89세 연령군의 기여도가 -0.021세로 

가장 낮았다. 

Agegroup
2017∼2018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Years % Years % Years % Years % Years %

0 0.000 1.2 0.001 0.2 0.001 0.2 0.000 0.0 0.000 0.1

1∼4 0.000 -0.6 0.000 0.0 0.000 0.2 0.000 0.2 0.000 -0.1

5∼9 0.000 0.4 0.001 0.2 0.000 0.0 0.001 0.5 0.000 0.3

10∼14 0.000 1.3 0.001 0.2 0.000 -0.2 0.001 0.4 0.000 0.3

15∼19 0.000 0.5 0.000 -0.1 0.000 0.2 0.000 -0.2 0.000 0.0

20∼24 0.000 0.4 0.001 0.3 0.000 0.2 0.001 0.5 0.000 0.2

25∼29 0.000 0.9 0.002 0.4 0.001 0.3 0.000 -0.2 0.001 0.4

30∼34 0.000 0.8 0.002 0.5 0.002 0.6 -0.001 -0.4 -0.001 -0.5

35∼39 0.000 0.7 0.003 0.8 0.001 0.4 0.000 -0.1 0.000 0.3

40∼44 0.001 2.8 0.009 1.9 0.002 0.7 0.000 0.0 0.002 1.0

45∼49 0.001 3.3 0.012 2.7 0.005 1.6 0.002 0.9 0.005 3.2

50∼54 0.002 4.3 0.019 4.0 0.008 2.6 0.004 2.2 0.004 2.8

55∼59 0.000 -0.3 0.027 5.8 0.017 5.6 0.006 3.1 0.003 1.9

60∼64 0.001 1.5 0.046 10.0 0.022 7.2 0.011 5.4 0.010 6.2

65∼69 0.003 7.5 0.067 14.6 0.043 14.4 0.021 10.8 0.008 5.2

70∼74 0.007 20.6 0.087 18.9 0.053 17.6 0.025 12.5 0.029 18.9

75∼79 0.003 8.4 0.086 18.5 0.064 21.1 0.032 16.3 0.034 22.0

80∼84 0.006 16.1 0.061 13.2 0.052 17.4 0.036 17.9 0.032 20.7

85∼89 0.008 21.6 0.028 6.0 0.023 7.7 0.036 18.1 0.027 17.7

90+ 0.003 8.6 0.009 2.0 0.007 2.3 0.024 12.0 -0.001 -0.8

Total 

contribution
0.035 100.0 0.463 100.0 0.301 100.0 0.199 100.0 0.154 100.0

Table 8. Contributions of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in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and 2017∼2018



- 33 -

Table 8에서는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2018 네 

구간 및 2017∼2018년에서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의 기대

수명에 대한 연령군별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7∼2018년 

0.008세 연령군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았으며, 2003∼2006년에는 70∼74

세(0.087세), 2007∼2010년에는 75∼79세(0.064세), 2011∼2014년에는 

85∼89세(0.036세), 2015∼2018년에는 70∼74세(0.034세)에서 가장 높았

다. 반대로 2017∼2018년 가장 기여도가 낮은 연령군은 1∼4세(0.000세)

였으며, 2003∼2006년 15∼19세(0.000세), 2007∼2010년 10∼14세(0.000

세), 2011∼2014년 30∼34세(-0.001세), 2015∼2018년 30∼34세(-0.001

세)였다. 

Figure 14. Contributions of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2017 by age group 

Figure 14에서는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로 인한 2017∼

2018년 사이 기대수명 증가에서 기여도 및 2003∼2017년 연간 평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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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를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2017∼2018년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는 0.035세

로 2003∼2017년 평균(-0.096세)과 비교하여 0.060세 낮았다. 이러한 기

여도 차이는 2017∼2018년 기대수명 증가와 2003∼2017 평균 기대수명 증

가 차이(-0.357세)의 16.9%를 차지하였다. 연령군별로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의 기대수명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3∼2017년 사이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연령군은 70∼75세(0.019세)이었으나 2017∼2018년

의 경우 85∼89세(0.00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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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가.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인구, 사망자료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기대수명을 구하고 이를 연령별, 사망원

인별로 분해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18년 기대수명 증가추세 둔화에 주

요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2003∼2018년 사이 인구수는 2003년 48,308,386명에서 2018년 

51,300,880명으로 2,992,494명(6.2%)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2003년 

246,441명에서 2018년 298,777명으로 52,336명(21.2%) 증가하였다. 기대

수명 증가치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결과,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연간 

0.041세 (남성 0.093 세/여성 0.020세). 증가하여, 그 2003∼2017년 연

간 기대수명 증가치에 비해 0.357세 (남성 0.333세/여성 0.341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18년 연간 기대수명 증가치를 선형 회귀식로 분석하였을 때 

그 기울기(beta coefficient)는 -0.0211이었고, 2018년 기대수명의 스튜

던트화 잔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Bonferonni P-value은 0.292

으로 귀무 가설(H0 : 2018 년 기대 수명은 이상치가 아님)을 부정하지는 

못하여 2018년의 기대수명이 이상치라고 통계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였

다.

기대수명 증가를 연령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2003∼2017년 간에

는 75∼79세 연령군의 연간 평균 기여도가 0.052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0∼74세 이외의 연령군에서는 2017∼2018년간 기대수

명의 연령별 기여도가 모두 2003∼2017년간 평균적인 기여도에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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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 증가의 사망원인별 기여를 살펴보면 2003∼2016년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의 기여도는 0.506세였으며, 2007∼

2010년 0.448세, 2011∼2014년 0.349세, 2015∼2018년 0.218세로 감소하

였다. 또한 Ill-defined causes (R00-R99), External causes (V01-Y89)

의 기여도는 그 이전까지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2015∼2018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Respiratory system (J00-J98, U04)은 

2015∼2018년, 2017∼2018년 두 구간에서 모두 기대수명을 크게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36가지 세부사망원인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를 분해 분석한 결

과, 2017∼2018년간 기여도를 기준으로 Pneumonia (J12-J18)의 기여도가 

-0.078세로 가장 낮았으며, Re. Symptoms, signs, NEC (Re. R00-R99)이 

-0.063세, Intentional self-harm (X60-X84)이 -0.053세 순으로 이어졌

다. pneumonia (J12-J18)는 2003∼2006, 2007∼2010, 2011∼2014, 2015

∼2018년 모든 구간에 걸쳐 기대수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

며, 모든 시기에서 80세 이상 연령군의 기여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대로 236가지 세부사망원인 중에서 2017∼2018년 가장 높은 기여도

를 보인 것은 Malignant neoplasms of digestive organs (C15-C26)으로 

기여도가 0.059세이었으며,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이 

0.035세, Malignant Neoplasms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cic 

organs (C30-C39)이 0.033세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세부원인의 경우 모

두 2003∼2018년을 통틀어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으나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의 경우 기여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또한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에서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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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높은 기여도를 보였던 70∼74세 연령군이 코호트를 이루어 2007∼

2010, 2012∼2014, 2015∼2018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

나 해당 코호트의 기여도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감소하였다. 

나. 연구결과의 해석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

가하고 있었으나, 2018년 들어서면서 그 증가 추세가 갑작스럽게 멈추었

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기대수명 추세의 둔화, 더 나아가 역전된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증가추세 둔화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

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및 사망자수를 시계열

적으로 관찰하면 인구수 증가에 비해 사망자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서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및 

사망률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통계청, 2019a), 우리나라의 급격

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더욱 적

극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의 낮은 기대수명 증가치가 다른 연도와 비교하

여 이상치(outlier)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3∼2018년의 기대수명을 두고 이상치 검정을 시행한 결과 스튜던트화 

잔차가 가장 컸다는 점, 그리고 2018년을 포함할 때의 회귀식 기울기

(-0.021)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기울기(-0.015)를 비교하면 2018년의 특

이성과 2003∼2018년 기대수명 분석에서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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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2018년 단년도 분석으로 인해 2018년의 일시적

인 현상을 지나치게 크게 해석하는 문제를 피하고자 2003∼2018년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간별 기대수명 증가치는 

2015∼2018년(0.690세)이 가장 낮았으며, 2015∼2018년간의 기대수명 증

가가 특히 낮았던 것은 성인 및 고령층(특히 50대 이상)의 기대수명 기여

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7∼2018년간 기

여도와 2003∼2017년 연간 평균 기여도를 비교하면 연령군별 기여도가 70

∼74세 연령군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1970에서 2005년 사이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연령별 효과 분석에서는 0세

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뒤로 55∼59세가 뒤를 잇는 것(Yang et al., 

2010)과 대조적이다. 이는 영아사망 감소가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5년 당시 55∼59세에 속했던 세대가 2018년 70∼74세 연령군

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기대수명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2003∼2006년 당시 60∼70대에 해당하는 연령군 코호

트(1940∼1950년대 출생자)는 이후 2011∼2015년에도 높은 기여도를 보

여 70∼74세 연령군(0.152세)에 못지않게 85∼89세 연령군(0.129세)에서

도 높은 기대수명 증가 기여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코호트 효

과는 2011∼2014년을 기점으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1∼2014년 80∼84세, 85∼89세의 기여도는 0.250세로 전체의 20.5%를 

차지하였으나 2015∼2018년 85∼89세, 90세 이상 연령군의 기여도는 

0.102세로 전체 기여도의 14.7%에 해당하였다. 

기대수명 증가의 사망원인별 기여를 살펴보면, 2017∼2018년 기대수

명 증가에서는 Cancer (C00∼D48)의 기여도(0.104세)가 가장 컸다. 이는 

2002년 이후 암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기존 연

구(Jung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이 우리나라 기대수명 증가의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나(Yang et 

al., 2010), 2003∼2018년에 걸쳐 점차 그 기여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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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의 세부원인

인 Cerebrovascular diseases (I60-I69)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가 

0.167에서 2010년 0.027로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지 못하고 

2018년 0.035에 머무른 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2003∼2006년에

는 70∼74세(0.087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007∼2010년에는 75∼

79세(0.064세), 2011∼2014년 80∼84세(0.036세)로 이어지는 일종의 코

호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15∼2018년 코호트에 해당하는 85

∼89세의 0.027세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2010년 이전까지 기대수명 증가에 크게 기여하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가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2018년 Respiratory system (J00-J98, U04)의 기여도는 -0.089

세로 모든 사망 원인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2007∼2010년 -0.024세, 

2011∼2014년 -0.002세, 2015∼2018년 -0.088세로 지속적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저해하였다.  Respiratory system (J00-J98, U04) 중에서 특히 

기대수명을 크게 감소시키는 세부 원인은 pneumonia (J12-J18)였다. 

2015∼2018년 pneumonia (J12-J18)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는 -0.117

세, 2017∼2018년은 -0.077세로 2003∼2017년 기여도 -0.021세에 비해 

아주 낮았다. 폐렴은 2004년 사망자수 3,506명, 주요 사망원인 10위에서 

2015년 사망자수 14,718명, 주요 사망원인 4위로 순위가 높아졌다(통계

청, 2019a). 

2018년 폐렴 사망의 증가는 통계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겨울철 혹

한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Eurowinter 

study는 유럽 8개 국가에서 1988∼92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자료를 

분석하여 겨울철 기온이 섭씨 18도 이하로 1도씩 떨어짐에 따라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상관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The Eurowinter group, 1997).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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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6∼2015년 영국 런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겨울철 

기온이 평소(섭씨 18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섭씨 8∼9도) 높은 사망

률과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Arbuthnott, Hajat, Heaviside, 

& Vardoulakis, 2018). 기상청에서 발간한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는 2018년 1월 말과 2월 초 사이 한파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최

저기온을 보였다고 한다(기상청, 2019). 

Figure 15. Trends in annual contribution of pneumonia and winter 
temperature(average, min, max) between 2003 and 2018

Figure 15에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폐렴의 기여도 및 겨울철 평

균/최고/최저 기온의 연간 변화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2017년 11

월-2018년 2월) 겨울의 평균/최고/최저 기온이 그 2016년, 2017년에 비해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2018년의 폐렴 사망으로 인한 기여도만큼 그 변화

폭이 크지는 않았다. 또한 겨울철 평균 기온과 폐렴 사망의 기여도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17로 나타나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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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은 발생 경로에 따라 크게 지역사회 획득 폐렴(Community∼

acquired pneumonia)와 병원 획득 폐렴(hospital∼acquired pneumonia)

로 나눌 수 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주요 원인 세균은 폐렴 구균

(Streptococcus pneumonia)이며, 바이러스 중에서는 인플루엔자가 가장 

흔하다(Lee & Han, 2011). 폐렴 구균의 경우 법정 감염병으로 2015년 

228명, 2016년 441명, 2017년 523명, 2018년 670명 신고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표본 감시 결과 2018년 총 

2,034건 검출되었으나, 2008년 6,141건 검출된 이후 뚜렷한 증감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CDC, 2019).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연령-기간-코

호트 분석에 따르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보정하여도 2014∼2018년

간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기간 효과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Byeon, 

Kim, Choi, Kim, & Lee, 2020). 즉 폐렴의 발생 및 사망의 증가에는 인

플루엔자 감염의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증가 고령화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천식, 면역저하, 만성 호흡기 또는 

심장질환, 의료의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 등도 폐렴의 위험인자

로 작용한다(Loeb, 2003).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증가에 따른 의료의 시설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중 발생한 고령의 폐렴 환자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관찰 연구만이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Cho, 

Jung, & Ahn, 2011; Kim, Kwak, & So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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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rends in annual contribution of pneumonia and length of stay(%)  
by hospital type between 2009 and 2018

Figure 16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폐렴 사망의 기여도 변

화 및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입원 일수의 비율 

변화를 제시하였다. 2009년 이후 전체 병원 입원일수 중에서 요양병원

(long-term care hospital)에 해당하는 비율은 2009년 21.2%에서 2018년 

44.2%로 꾸준하게 높아졌으며, 이에 반하여 다른 종별의 비율은 점차 감

소하였다. 전체 입원일수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폐렴 사망의 

기여도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4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물론 폐렴 사망의 증가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의 

증가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장기요양 기관(Long-Term-Care Facility)에

서 폐렴의 발병률이 지역사회에 비해 6배에서 10배 가량 높다는 해외 연

구(Marrie, 2002)도 있어 향후 폐렴 발병 및 사망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성을 더욱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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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과 pneumonia 

(J12-J18)가 2018년 이전부터 기대수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인이었다면, 2018년 단년간 기대수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원

인으로는 External causes (V01-Y89)와 Ill-defined causes (R00-R99)을 

들 수 있다. 2017∼2018년 기대수명에 대해 Ill-defined causes 

(R00-R99)의 기여도는 –0.052세로 Respiratory system (J00-J98,U04) 다

음으로 낮으며, 그  세부 원인 중 하나인 Re. Symptoms, signs, NEC  

(Re. R00-R99)의 기여도는 –0.063년으로 Pneumonia (J12-J18) 다음으로 

낮았다. 

Figure 17. Proportion of Ill-defined causes (R00-R99) among total death 
in Korea between 2003 and 2018.

Figure 17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체 사망 중에서 Ill-defined 

causes (R00-R99)의 비율은 2003년 11.1%에서 2005년 13.2%까지 증가하

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 9.5%에 이르렀다. 2015∼2018년 

Ill-defined causes (R00-R99)의 기여도는 –0.016년으로 2017∼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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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2년에 비해 높아, 2018년 일시적인 사망자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7∼2018년 Ill-defined causes (R00-R99)의 기대수명에 기

여도가 다른 주요 사망원인과 견줄만큼 크다는 것은 기대수명 및 기여도 

산출이 설명하기 힘든 변이(variation)의 영향을 그만큼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사망자수의 변화로 나타나는 국민 건강 및 

관련 요인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망자수는 그 자체에는 

연간 변이(variation)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사망원인 중에

서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떨어지는 Ill-defined causes (R00-R99)의 기여

도가 오히려 크게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ternal causes (V01-Y89)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는  2017∼2018

년 –0.013세로 Respiratory system (J00-J98,U04), Ill-defined causes 

(R00-R99) 다음으로 낮았으며, 그 세부원인으로는 Intentional 

self-harm (X60-X84)의 기여도가 –0.053으로 가장 낮았다. Intentional 

self-harm (X60-X84)는 2003∼2017년 기여도 0.005와 비교하여 그 격차

가 매우 크지만, 2015∼2018년 구간으로 보면 기여도가 –0.003으로 영향

력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자살률은 2009년 10만명 당 65.8명에서 2017년 53.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8년 들어 54.7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a). 분해분석을 기준으로 볼 때도 2009∼2017년 사이 자살은 오히려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기여(0.030세)하고 있었다. 이는 2009년 

이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며, 2018년 갑작스럽게 

자살 사망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자살로 

인한 사망의 증가가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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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ontributions of suicide to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17 and 2018 and to the average annual change in life 
expectancy between 2003∼2017 by age group 

Figure 1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7∼2018년 기대수명 증가에서 

자살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폭 감소가 가장 큰 연령군은 40∼44세 연령군

(-0.008세)를 중심으로 한 30∼4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급격한 

자살사망의 증가를 모방자살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

럽다. Intentional self-harm (X60-X84)의 2017∼2018년 기여도는 

-0.053이지만, 2015∼2018년 기여도는 –0.003년이다. 즉 2018년 자살 사

망이 기대수명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2018년의 일시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변이(variation)으로 인한 것일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둔화는 2017년과 단년도 비교한 결과이

며, 위의 자살 사망 기여도와 같은 문제를 가진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는 폐렴, 자살 사망이 증가하고 반대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이 중 폐렴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 심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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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폭이 작아지는 경향은 그 이전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반대로 2018년 자살 사망의 증가나 Ill-defined 

causes (R00-R99)로 인한 사망의 증가에 대해서는 기존 추세에 근거한 설

명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2018년의 기대수명 증가 추세 둔화는 일부 설명 

가능한 요인과 현재 수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간 변이(variation)가 

동시에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이후 이러한 변이

(variation)에 따라 기대수명 증가 추이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8년에 거쳐 일정하게 나타난 폐렴 사망의 증가 및 

뇌혈관 질환 사망자 감소폭의 체감은 이에 작용하는 요인에 큰 변화가 없

는 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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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방법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간 인구수 및 사망자수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여도 분

해 분석에서 사망률의 연간 변이에 대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기대수명 및 기여도의 연도별 신

뢰구간을 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 

자료가 아닌 통계청의 인구수/사망자수 자료를 이용하기에 이 방식은 적

용할 수 없었다. 그 대신 2003∼2018년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분해 분석

을 다시 진행하였고, 결과 2017∼2018년 자살 사망이 기대수명 정체에 큰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2015∼2018년 구간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아니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단위 자료가 아니고 연구 대상자의 소득/교육수준 등을 반

영할 수 없어서 사망에 관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

었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기대수명의 불평등

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Khang et al., 2019)에서 밝혀진 바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추후 건강보험공단 자격자료 등 개인 단위로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Ill-defined causes (R00-R99)을 재분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에서 Ill-defined causes (R00-R99)가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각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고 이보다 기여도가 낮은 사망원인의 기여도에 대한 신뢰도

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 사망신고자료의 정확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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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필요가 있다(Chung EK et al., 200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8년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라

는 문제를 학술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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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결론적으로 2018년의 기대수명 증가추세 둔화는 (a). 장기간 기대수

명 증가치가 점차 감소한 영향과 (b). 2018년의 일시적인 사망 증가가 결

합된 결과로 보인다. (a)에 해당하는 원인으로는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의 기대수명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감소와 pneumonia 

(J12-J18) 사망 증가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망원인은 2018년 이전의 추

세를 감안할 때  관련 위험요인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 방안, 의학기

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이 없는 한 2019년 이후로도 점차 사망자수가 증가

하고 기여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b)

에 해당하는 원인으로는 Ill-defined causes (R00-R99), intentional 

self-harm (X60-X84)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그 이전까지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2015∼2018, 2017∼2018년간은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 두 사망원인의 증가는 연간 변이(variation)으로 보이며, 

2018년 이전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19년 이후로 더욱 사망자수가 증가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2018년 기대수명 증가가 일시적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b)와 같은 요인의 연간 변이에 따라 

2019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폭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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