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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생아 수(명) 합계 출산율(명) 평균 출생아 수

2009 444,849 1.15

2009~2014년

평균 출생아 수: 457,121명

평균 합계출산율: 1.22명

2010 470,171 1.226

2011 471,265 1.244

2012 484,550 1.297

2013 436,455 1.187

2014 435,435 1.205

2015 438,420 1.239

2015~2020년

평균 출생아 수: 350,712명

평균 합계출산율: 1.03명

2016 406,243 1.172

2017 357,771 1.052

2018 326,822 0.977

2019 302,676 0.918

2020 272,337 0.837

2021* 260,500 0.81

2021~2026년

평균 출생아 수: 247,083명

평균 합계출산율: 0.76명

2022 246,000 0.77 

2023 233,000 0.73 

2024 234,000 0.70 

2025 248,000 0.74 

2026 261,000 0.78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0~2070｣. p.53.; ｢인구동향조사 2021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p23.
주1) *: 2021년의 자료는 임시 집계된 자료이며, 확정 통계는 2022년 8월 31일에 발표된다. 

주2) 회색 부분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의 자료. 

표 1 2009~2026년 인구 현황 및 인구 추이

1. 서론

l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출생아 수 45만 7천여명, 합계출산율 평균 

1.22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출생아 수 35만 1천여명, 합계출산

율 평균 1.03명으로 출생률이 급감했다. 특히 2017년부터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5만

명 감소하며 떨어지기 시작해,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인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

대’국가가 되었다1).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21년 현재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으로 불과 10년만에 신생아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더 나아가 통계청에서 2021년 발표한 ｢2020-2070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생 상

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 2021~2026년 평균 출생아 수는 약 24만 7천여명,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보이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Ÿ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77로 1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정부가 예상한 최악의 예측 시나리

오를 넘어선 것이었다. 2016년 이전까지의 출생 상황은 2011년에 발간한 ‘2010~2050 장래

인구추계’시나리오와 유사했으나, 2017년 합계출산율이 1.2명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1.05명을 기록한 바, 이 수치는 당시 출생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한 저위추계보다

도 낮은 수치였다. 2017년의 예측치와 실제 출생률 간 격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통계청은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시행하던 장래인구추계를 초저출생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에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내놓기도 하였다.

1) “한국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 중앙일보. 2019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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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출생률 저하에는 심리·가치관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이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 

Ÿ 한국에서는 연간 출생아의 대부분이 법률혼 부부에서 출생하여, 출생율은 결혼건수 증감과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천명당 결혼건수가 2000년 7건에서 

2021년 3.8건으로 불과 20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 기간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

은 2000년 남자 29.3세, 여자 26.5세에서 2021년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각각 4세씩 증

가하였다. 30대에서 나타나는 비혼율은 남성 50.8%, 여성 33.6%로4) 2000년 남성 18.7%, 여

성 7.2%에 비해 3배에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5). 

Ÿ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두드러지는데,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2030의 비중

은 35.9%, 60세 이상의 비중은 33.7%로 전 연령층에서 203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2015년부터 비교했을 때 2030의 1인가구 증가율은 5.3%, 60세 이상 1인가구 증가율은 

7.3%를 보이는 등6) 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젊은 1인가구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l 감사원이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통계청과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교육비, 주택가격, 그리고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정규직 여부와 근

로소득이 혼인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취업난과 일자리의 

불안정성,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 현재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상

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면서 출생률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Ÿ 감사원(2021)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그리고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로 반영

되는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혼인율은 하락했고, 남녀 상관없이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혼인

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과 비교하여 정규직 여부와 근로소

득은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지표임이 확인되었다7).

l 본 보고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2021년에 초등학교 1

학년부터 6학년에 재학중인 2009년생~2014년생부터 다음 주기에 재학하게 될 2015년생~2020

년생, 그리고 2021년생~2026년생 등 6년 주기의 출생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2014

년 출생아 수는 총 274만 2,725명으로 연간 평균 45만 7천여명이 태어났고, 2015-2020년 출생

아 수는 23.3% 감소한 총 210만 4,269명으로 연간 평균 35만 1천여명이 태어났으며, 

2) 감사원(2021).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p.62.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p.11. 
4) “대한민국 30대 남자 절반이 미혼...여성은 3명 중 1명”. 조선일보. 2021년 9월 27일자. 
5) 인구총조사(2020). ‘행정구역/성/연령/혼인상태별 인구’
6)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7) 감사원(2021).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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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생아 수 차이

출처: 인구동향조사 “2021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주1) 2022-2027년의 추계치는 ‘2020-2070’ 추계 시나리오를 참고.

그림 2 인구피라미드 변화

출처: 통계청 ｢2020-2070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구피라미드

2021-2026년 출생아 수는 또 다시 29.5% 감소한 총 148만 2,500명으로, 연간 평균 24만 7천명

이 태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21~2026년에 예측되는 출생아 수는 2009~2014년에 비해 무려 

45.9% 감소한 수치로, 불과 10여년만에 출생아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l 2021년 기준 인구 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지만, 2009년생들이 20대가 되는 

2029년에는 이 항아리의 윗부분이 두꺼워지고, 2026년생들이 20대가 되는 2046년은 역삼각

형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아도,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2021년 11.9%에서 2029년 8.7%, 2046년 9.1% 등 한 자릿수로 감소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역시 2021년 71.6%에서 2029년 66.7%, 2046년 52.8%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65세 이상

의 고령인구는 2021년 16.6%에서 2029년 24.6%, 2046년에는 38.1%로 증가하며 불과 20년 후

에는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고령인구가 되는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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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년 2029년 2046년
총 인구 51,744,876 51,199,019 48,426,874

0-14세 6,143,634 4,474,872 4,419,381
구성비 11.9% 8.7% 9.1%

15-64세 37,029,895 34,179,583 25,749,434
구성비 71.6% 66.7% 52.8%

65세 이상 8,571,347 12,596,450 18,570,204
구성비 16.6% 24.6% 38.1%

출처: 통계청 ｢2020-2070 장래인구추계｣

표 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명, %)

l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사회경제적으로 향

후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과 우려에 따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

가적 의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으로 약 380조 이상이 

지출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8). 이러한 인구절벽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에도, 실제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인

식이나 위기감이 부족하다. 본 보고서는 최근 나타난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현상이 앞으로 

20년의 기간동안 어떤 영향을 줄지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해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사회정책

적 고려 사항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8) “380조원 쏟아부어도 OECD 꼴찌, 합계출산율 0명대...줄줄 새는 저출생 대책”. 조선비즈. 2022년 2월 23일자. 



6

연도
2014년

(2009~2014년생)

2020년

(2015~2020년생)

2026년

(2021~2026년생)

0-5세 인구 274만 2,725명 210만 4,269명 148만 2,500명
2014년 비교 

증감률
- -23.3% -45.9%

출처: "인구동향조사 2021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2020-2070’ 장래인구추계

표 3 0-5세 인구

연도
2014년

(2009~2014년생)

2020년

(2015~2020년생)

2026년(예측)

(2021~2026년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원 

원아 수(A+B)
2,149,217 1,856,934 1,205,000(추정)

2014년 비교 증감률 - -13.6% -43.9%

유치원(A) 652,546 612,538 360,000(추정)
어린이집(B) 1,496,671 1,244,396 845,000(추정)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보육통계

표 4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원 원아 수 (단위: 명)

2.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생애주기별 변화 분석

l 앞서 살펴보았듯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 1명 이하를 보이며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현상

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5년에서 20년기간 안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보육, 초·중등 교육, 대학, 국

방, 노동시장, 소비, 사회보험, 주거 등 각 영역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1. 영유아수의 감소와 보육정책상의 변화 요인 분석

l 보육정책 설계시 고려해야 할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는 2014년 기준 274만 2,725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이보다 23.3% 감소한 210만 4,269명이었고, 2021년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 따르면, 2021~2026년생이 0-5세가 되는 2026년에는 2014년에 비해 45.9% 줄

어든 148만 2,500명으로 예측된다. 

l 2009~2014년생들이 0-5세 인구를 구성하는 2014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한 원

아 수는 총 214만 9,217명(어린이집 1,496,671명+유치원 652,546명)이었다. 2015~2020년생들이 

0-5세가 되는 2020년엔 이보다 13.6% 감소한 185만 6,934명(어린이집 1,244,396명+유치원 

612,538명)이었다. 한편, 장래인구추계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이용률을 고려하여 추산한 

결과, 2021~2026년생들이 0-5세가 되는 2026년에는 2014년과 비교해 43.9% 감소한 120만 5천

여명(어린이집 84만 5천여명+유치원 36만여명)으로 추산된다9). 불과 10년만에 원아 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9) 어린이집은 0-5세가 다닐 수 있고, 유치원은 3-5세가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0-2세와 3-5세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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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4년

(2009~2014년생)

2020년

(2015~2020년생)

2026년(예측)

(2021~2026년생)
유치원 시설 수(C) 8,826 8,705 8,005(추정)

어린이집 시설 수(D) 43,742 35,352 27,693(추정)
유치원 시설당 아동 수(A/C) 73.9 70.4 45.0(추정)

어린이집 시설당 아동 수(B/D) 34.2 35.2 30.5(추정)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보육통계

표 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당 원아 수 (단위: 명)

l 한편, 시설당 원아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당 원아 수는 2014년 기준 유치원 

73.9명, 어린이집 34.2명에서 2020년 기준으로 유치원 70.4명, 어린이집 35.2명으로 추산되며, 

시설 감소추세와 출생아 감소 예측이 이어진다면 2026년 시설당 원아수는 유치원 45명, 어린

이집 30.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 실제 시설당 원아수는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2013년부터 시작된 시설 감소추세의 폭과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당 

원아수가 줄어든다면 경제적 수입이 줄어들어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원아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시설들은 더욱 급격하게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적

어도 정부가 출생율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2025년까지는 시설수가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Ÿ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시설 수는 52,568개(어린이집 43,742개+유치원 8,826개)였는데, 

그 숫자는 2020년 44,057개(어린이집 35,352개+유치원 8,705개)로 감소했으며, 2013년부터의 

감소추세에 따르면 2026년 3만 6천여개(어린이집 2만 8천여개+유치원 8천여개)로 추가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된다10). 

l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역시 출생아 감소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 13.4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6.8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유치원 11.4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5.2명으로 감소하였다. 교원 수를 2020년 기준으로 고정하

여 가정한다면 2026년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6.7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는 3.6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

는 주장이 있지만,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교원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의 비율은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단가를 높이더라도 운영난에 

직면하게 되는 시설들의 폐업으로 기존 교사조차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

로 예측된다.  

0-2세 인구 중 어린이집을 다닌 비율은 2015~2020년 최근 6년간 평균 70.9%라는 점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0-2세 
어린이집 원아 수를 구하였다. 또한 3-5세 원아 수 역시 같은 기간 시설이용률이 평균 91.8%라는 점을 활용하여 
전체 원아 수를 구하였고,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유치원 비중은 53%, 어린이집 비중은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수를 분리하여 도출했다.

10)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3년 43,770개를 정점으로 2014년 43,742개, 2015년 42,517개, 2016년 41,084개, 2017년 
40,238개, 2018년 39,171개, 2019년 37,371개, 2020년 35,352개 등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3~2020년까지의 회귀선을 토대로 2021년 이후의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모형적합도는 96.1%였다. 유치원 시
설 수 역시 2017년 9,029개를 정점으로 2018년 9,021개, 2019년 8,837개, 2020년 8,705개, 2021년 8,659개 등 
감소 추세를 바탕으로 2017~2021년까지의 회귀선을 토대로 2022년도부터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모형적합도는 
9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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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4년

(2009~2014년생)

2020년

(2015~2020년생)

2026년(예측)

(2021~2026년생)
유치원 교사 수(E) 48,530 53,651 53,651(고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F) 218,589 237,966 237,966(고정)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A/E) 13.4 11.4 6.7(추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B/F)
6.8 5.2 3.6(추정)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보육통계

주1) ‘유치원 교사 수’에는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교원 및 원장, 원감, 수석교사 등을 포함. 

주2)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는 원장,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등을 제외한 보육교사만을 뜻하며, 

해당 범례에는 담임교사, 대체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 등이 포함됨. 

표 6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원아 수 (단위: 명)

연도 2014년 2020년 2022년 2026년

양육·보육 

정책 예산
82,548억 105,469억 100,258억 80,207억

보육료 지원

(대상자 수)

33,292억

(807,000명)

34,162억

(653,000명)

31,509억

(565,000명)

29,389억***

(527,000명)
누리과정

(대상자 수)

37,103억*

(1,250,408명)**

40,316억

(1,199,197명)

35,897억

(997,479명)

26,613억

(739,500명)
양육수당

(대상자 수)

12,153억

(1,012,000명)

8,157억

(644,000명)

8,813억**

(578,000명)

3,248억****

(213,000명)
아동수당

(대상자 수)
-

22,834억

(263만 5천명)

24,039억

(273만명)

20,957억*****

(238만명)

출처: 각 연도별 교육통계 및 보육통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 2014년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입

법조사처(201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현황과 과제’를 참고함. 

주1) 모두 보건복지부 예산만을 집계한 결과이며, 실제 집행액은 시도교육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7 양육·보육 정책 예산 (단위: 원)

Ÿ 교원 수는 영유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해오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2018년을 정점으로 거의 변화없이 유지 중이다11). 2014년 기준 유치원 교사는 48,530명, 어

린이집 보육교사 218,589명이었고, 2020년 유치원 교사 수는 53,651명,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37,966명이었다.

l 양육·보육정책의 대상인 영유아의 수가 2014년 기준 214만 9,217명에서 2026년 기준 140만 

5천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한다면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양육·보육정책의 예산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등 4개의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2009~2014년생들이 대상

이 되었던 2014년 중앙정부 기준으로 총 8조 2,548억원이었는데, 2015~2020년생들이 대상이 

된 2020년에는 2018년 시행된 아동수당의 영향으로 예산이 총 10조 5,469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예산은 양육수당을 대체하는 영아수당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예산으로만 총 10조 258

여억원이 편성되었다. 만약 2022년의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6년에는 장래인구추계

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총 8조 207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11) 유치원 교사는 2000년 들어 2만 8천여명에서 2018년 5만 5천여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9
년부터 5만 3천여명 안팎을 유지중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01년 4만 7천여명에서 2018년 24만여명으로 정
점을 찍고, 이후에도 24만명 안팎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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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2026년은 2022년의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인구 수에 맞추어 추산한 수치이며, 중앙정부의 재원만을 뜻함.

주3) 보육료 지원 예산은 부모지원 예산만을 뜻함. 

주4) *2014년 ‘누리과정’ 예산은 당시 유아특별교육회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국고에서 보

조했음. 해당 수치는 국고 및 교부금 금액을 합한 금액임.  

주5) **; 다른 연도의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 수는 기금운용계획에 표기되어있으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별도로 표기되어있지않아 2014년 유치원 재원아동 수와 어린이집 3~5세 원아 수를 합해 대상자를 표기함. 

주6) ***: 2026년의 보육료 지원사업은 2022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주7) ****: 2022년의 양육수당은 영아수당을 포함한 예산임. 2026년 역시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병행한 예산

으로 추산함. 

주8) *****: 2026년의 아동수당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의 출생아 수를 따름. 

Ÿ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4년도 기준 대상자 수 80만 7,000명12), 예산 3조 3,292억원이 편성되

었고, 2020년도에는 대상자 수 65만 3천명, 예산 3조 4,162억원, 2022년도에는 대상자 수 56

만 5천여명에 예산 3조 1,509여억원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지원금을 인상하여 예

산은 3조원 남짓 유지되어왔다. 추가 인상 없이 2022년의 지원단가가 유지된다면, 0-2세 평

균 시설이용률 70.9%13)의 조건에서 2026년에는 정책대상자 수 52만 7천여명에 소요 예산 2

조 9,400억원 남짓으로, 2,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14).

   -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단가가 다른데, 2022년 기준 0세반은 부모에게 월 

49만 9천원, 시설에 57만원을 지급한다. 1세반은 각각 43만 9천원, 31만원을 지급하며, 2

세반은 각각 36만 4천원, 21만원을 지급한다. 2011~2014년까지 동결이었던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은 2015년 부모보육료 3% 인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모 및 시설 지원금이 계

속해서 상승해왔다. 

Ÿ 누리과정은 2014년도 대상자 수 125만 408명에 예산 3조 7,103억원, 2020년 대상자 수 119

만 9,197명에 예산 4조 316억원, 2022년 대상자 수 99만 7,479명에 예산 3조 5,89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가 인상 없이 2022년의 지원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6년 3-5세가 되는 

2021~2023년생 73만 9,500명이 모두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 

6,613억원에 불과해, 필요 예산이 약 9,300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 누리과정은 만3-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 2022학년도부터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8

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2013년 정책이 첫 시행된 이후로 7년간 지원금액을 

동결하였으나,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3년 연속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였다.

Ÿ 양육수당은 2014년 대상자 수 101만 2천명, 중앙정부 예산 1조 2,153억원에서 2020년 대상

자 수 64만 4천명, 예산 8,157억원으로 예산이 30%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상 아동수가 

감소한 반면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이나 누리과정과는 달리 2013년 이후로 지원단가에 변

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에는 신설되는 영아수당(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세미만 

12) 보건복지부 2014년 기금운용계획
13) 2020년 기준 평균 시설이용률이다. 
14) 한편, 시설이용률이 100%라 가정하면 예산은 4조 900여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서 출생아 수가 2023년 이후 점차 증가한다고 추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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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년

(2009~2014년생)

2027년(예측)

(2015~2020년생)

2033년(예측)

(2021~2026년생)
초등학교

(6-11세)
267만 2,340명 210만 4,269명 148만 2,500명

2021년 비교 증감률 - -21.3% -44.5%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0-2070’ 장래인구추계

표 8 초등학교(6-11세) 학생 수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포함하여 대상자 수 57만 8천명, 예산 약 8,813억원이 편성되었

다. 최근의 양육수당 수급률15)과 현재 단가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장래인구추계상 2026

년에는 86개월 미만의 대상자 수 약 21만 3천여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3,300억원으로 

현재와 비교해 약 5,6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양육수당은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이나 누리과정 사업과는 달리 2013년 이후로 지원단가에 변동이 없었는데, 만 

2세미만 아동은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대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비해 12개

월 미만은 월 1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씩 인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24개월 미

만은 30만원, 24~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Ÿ 아동수당의 경우, 2020년 대상자 수 약 263만 5천명, 중앙정부 예산 2조 2,834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2022년에는 만8세(96개월)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73만명에게 지급되는 

예산 2조 4,039억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이 변화없이 이어진다면, 2026년에는 장래인구추계상 약 238만명에게 총 약 2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되어 2021년 기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하는 정책이다. 아동수당의 대상은 2019년 만 6세 미만, 2020년에는 만 7세(84개월) 미만

으로 확대되었다. 

2.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사·학급당 학생수 변화

1) 초등학교(6-11세)

l 교육부에 따르면, 2009~2014년생이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2021년 초등학생 수는 267만 2,340

명이었다. 2015~2020년생들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2027년에는 이보다 21.3% 줄어든 

210만 4,269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1~2026년생들이 재학하는 2033년에는 이보다 44.5%

나 줄어든 148만 2,5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마저 당해연도 출생아 수를 기준

으로 한 단순 수치이며, 사망, 국외체류, 이민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소폭이지만 더욱 감소할 

것이다.  

15) 2020년도 기준으로 양육수당 수급률은 0-2세의 경우 22.2%, 3-5세의 경우 5.2%, 6-7세의 경우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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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등학생 수 차이 (단위: 명)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0-2070’ 장래인구추계

l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역시 급격

히 감소할 전망이다. 2009~2014년생들이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육부 기준 14명인데 반해, 2015~2020년생들이 재학하는 2027년에는 최근 5년간 교원증가

율 반영 여부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5명~11명까지 감소하게 되며, 2021~2026년생

들이 재학하게 되는 2033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7~7.8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된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최근 5년간 학급증가율 반영 여부에 따라 2021년 기준 21.5명에서 

2027년 가정에 따라 10.6명~17명까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2033년에는 7.1~12명까

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년만에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4명에서 7~8명대

로 절반으로 감소하고, 한 학급당 학생 수 역시 21.5명에서 7~12명으로 40%이상 감소하게 되

는 것이다. 

Ÿ 교육통계서비스에서는 1965년부터 집계된 교원의 수를 밝히고 있는데, 각 급 학교의 교원 

숫자는 인구 증가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7년 급격한 저출생 현상 이후에도 초등학교 교

원의 수는 연 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6). 한편, 학급 수 역시 서서히 증가해왔는

데, 2017년 이후에도 연 평균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7).

Ÿ 2021년 교원 수를 2027년까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2027년 초등학교 교사 1인

당 학생 수는 11명으로 예측되며, 만약 교원의 연평균 증가율인 0.9%가 매년 동일하게 적

용된다고 가정한다면 10.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학급의 수 역시 2021년의 학급수

16) 초등학교 교원 수는 2010년부터 17~18만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출생 현상이 심화된 2017년 이후에도 계
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8만 4,358명, 2018년 18만 6,684명, 2019년 18만 8,582명, 2020
년 18만 9,286명, 2021년에는 19만 1,224명으로 19만명을 넘어서며 연 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7) 학급 수는 2017년 12만 152개, 2018년 12만 1,818개, 2019년 12만 3,761개, 2020년 12만 3,517개, 2021년 12
만 4,047개 등으로 서서히 증가해왔으며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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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년

(2009~2014년생)

2027년(예측)

(2015~2020년생)

2033년(예측)

(2021~2026년생)

교원 수 191,244
2021년 

교원 수 동일

연평균 0.9% 

증가

2021년 

교원 수 동일

연평균 0.9% 

증가
교사 1인당 

학생수
14.0 11.0 10.5 7.8 7.0

학급 수 124,047
2021 학급수 

동일

연평균 0.8% 

증가

2021 학급수 

동일

연평균 0.8% 

증가
학급당 

학생수
21.5 17.0 10.6 12.0 7.1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주1) 교원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휴직 교원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보직교사 등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도 포함되어 있음.

표 9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단위: 명, 개)

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에는 한 학급당 학생수가 17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학급의 연평균 증가율인 0.8%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학급당 학생수는 

10.6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2033년에는 2021년의 교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고 가정하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7.8명, 연평균 0.9%의 교원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7.0명으

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21년의 학급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

우, 한 학급당 학생수는 12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증가율 0.8%를 고려했을 때에는 

7.1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l 한편, OECD 집계방식으로 비교해보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머지않아 

그리스나 코스타리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18). OECD 집

계기준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명, 학급당 학생수는 0.8명을 가산하더라도 2021년 기

준 교원 수를 유지한다면 2027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13명, 학급당 학생수 17.8명이 되

고, 2033년에는 각각 9.8명, 12.8명이 되어,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교사 1인당 학

생 수인 14.5명과 학급당 학생수인 20.4명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Ÿ OECD에서는 ‘교원’에 교장, 교감,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은 제외한 수업을 담당하는 교

사만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2021년에 발표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초

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6.6명으로, 교육부가 추산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14.6명과 2

명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명으로 교육

부 기준 22.2명보다 0.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표 7>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OECD와 교육부 간 집계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표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교육부의 집계방식이 OECD 방식에 비해 각각 평균

적으로 1.93명, 0.8명 더 작게 나타난다. 

18) 2019년 기준 그리스 교사 1인당 학생 수 8.7명, 코스타리카 학급당 학생수 16.0명.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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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년(실제)
2027년(예측)

(2009~2014년생)

2033년(예측)

(2015~2020년생)

2039년(예측)

(2021~2026년생)

중고등학교

(12-17세)
265만 735명 267만 2,340명* 210만 4,269명 148만 2,500명

2021년 비교

증감률
- +0.82% -20.6% -44.1%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0-2070’ 장래인구추계

주2) *: 2009~2014년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021년 현재 실제 초등학생의 숫자임. 

표 11 중고등학교(12-17세) 학생 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기준 17.3 16.7 16.8 16.5 16.4 16.5 16.6

교육부 15.3 14.9 14.9 14.6 14.5 14.5 14.6
차(평균: 1.93) 2 1.8 1.9 1.9 1.9 2 2

학급당 

학생수

OECD 기준 24.0 23.6 23.4 23.2 23.1 23.1 23.0
교육부 23.2 22.8 22.6 22.4 22.3 22.3 22.2

차(평균: 0.8) 0.8 0.8 0.8 0.8 0.8 0.8 0.8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OECD Statistics Education at a glance.

표 10 집계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그림 4 중고등학생 수 차이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 중·고등학교(12-17세)

l 2021년 기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총 265만 735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2014

년생들이 중고등학생이 될 2027년은 현재 초등학교에 진학해 있는 267만 2,340명이 모두 중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가정 아래 이 숫자가 최대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2020년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33년은 현재보다 20.6% 줄어든 210만 4,269명이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2026년생들이 진학하는 2039년에는 현재보다 44.1% 줄어든 148만 

2,500명이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망과 이민, 해외체류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중

고등학생은 더 감소할 것이며, 중고등학생 수는 불과 20여년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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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년

(현재)

2027년(예측)

(2009~2014년생)

2033년(예측)

(2015~2020년생)

2039년(예측)

(2021~2026년생)

중학교 학생 수 1,350,770 1,322,515 901,835 743,000
고등학교 학생 수 1,299,965 1,345,157 1,202,434 739,500

중학교 교사 수 113,238 고정
연평균 

0.9% 증가
고정

연평균 

0.9% 증가
고정

연평균 

0.9% 증가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1.9 11.7 11.1 8.0 7.2 6.6 5.6 

고등학교 교사 수 131,120 고정
연평균 

–0.7% 증가
고정

연평균 

–0.7% 증가
고정

연평균 

–0.7% 증가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9.9 10.3 10.7 9.2 10.0 5.6 6.4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주1) ‘교사 수’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휴직교원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

주2) 교장, 교감, 수석교사, 사서교사 등 수업을 전담하지 않는 교사도 포함됨.

주3) 예측된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현재 2021년 기준 초등학교 및 영유아, 출생아 수를 참고함. 

표 12 중고등학교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l 2021년 기준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1.9명인데, 이 비율은 최근 5년간 교원증가율 반

영 여부에 따라 2012~2014년생들이 중학교에 재학하게 될 2027년에는 11.1명~11.7명까지 감

소하게 되며, 2018~2020년생들이 재학하는 2033년에는 7.2~8명, 2024~2026년생들이 재학하는 

2039년에는 5.6명~6.6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고등학교 역시 2021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

는 9.9명인데, 최근 5년간 교원감소율 반영 여부에 따라 2009~2011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2027년에는 10.3명~10.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5~2017년생들이 재학하는 2033년에

는 9.2명~10명까지 급감하게 되고, 2021~2023년생이 재학하는 2039년에는 5.6~6.4명까지 급감

하게 된다. 

Ÿ 2021년 기준 중학교 학생 수는 약 135만명, 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130만명이다. 2021년 기

준 연령별 학생수를 참고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의 학생 수를 추산한 결과, 2027년

에는 중학생 132만 3천여명, 고등학생 134만 5천여명, 2033년에는 중학생 90만 2천여명, 고

등학생 120만 2천여명, 2039년에는 중학생 74만 3천여명, 고등학생 73만 9,500여명으로 추

산되었다19).

Ÿ 2021년 기준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숫자는 113,238명이며, 총 교원의 수가 동일하

게 유지될 경우, 교육부 집계 기준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현재 기준 11.9명

에서 2027년 11.7명으로 소폭 감소하나, 2033년 8명 이후 2039년 6.6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Ÿ 2021년 기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숫자는 131,120명이며, 총 교원의 수가 동일

하게 유지될 경우에는 교육부 집계기준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9.9명

에서 2027년 10.3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33년에는 9.2명, 2039년에는 5.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0.7%의 고등학교 교원 감소율20)을 감안한다면, 2027년에

19) 2027년에는 2009~2011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2012~2014년생들이 중학교에 재학하게 되는데, 이들이 
202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현재 초등학생 수를 적용하였고, 이후 2015년생부터는 미취학아
동인데, 어린이집이용자 통계가 2020년까지 밖에 나오질 않아 부득이하게 2015년생부터는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2022~2026년생까지는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였다. 2039년에는 이전년도와 달리 중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 학생 수보다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출생아 수가 2023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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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

학

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기준 17.5 16.6 15.7 14.7 14.0 13.5 13.0
교육부 16.0 15.2 14.3 13.3 12.7 12.1 11.7

차(평균: 1.4) 1.5 1.4 1.4 1.4 1.3 1.4 1.3

고

등

학

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기준 15.1 14.5 14.1 13.8 13.2 12.2 11.4
교육부 14.2 13.7 13.2 12.9 12.4 11.5 10.6

차(평균: 0.8) 0.9 0.8 0.9 0.9 0.8 0.7 0.8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OECD Statistics

표 13 집계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는 10.7명, 2033년에는 10명, 2039년에는 6.4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l OECD 집계방식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중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머지않아 그리스나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21). OECD 집계기준에 

따라 1.4명을 가산하더라도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교원 수가 유지된다면 

2027년 13.1명으로 OECD 국가들의 2019년 기준 평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2033년 

9.4명, 2039년 8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을 한참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사 1

인당 학생 수 역시 집계방식에 따른 0.8명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021년 고등학교 교사 1인

당 학생 수는 10.7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율인 13명을 이미 하회하고 있으며, 교원 

감소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2033년에는 10.8명, 2039년에는 7.2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l 학급당 학생수 역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5.5명

인데, 최근 5년의 학급증가율 반영여부에 따라 2027년 24.3명~24.9명, 2033년 16.2명~17명, 

2039년 13명~14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21년 기준 23.1명인데, 이 

역시 최근 5년의 학급증가율 반영여부에 따라 2027년 23.9명~25.6명, 2033년 21.4명~25명, 

2039년에는 13.1명~16.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Ÿ 중학교 학급수는 2021년 현재 기준 53,053개이며, 학급수가 2021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21년 25.5명에서 2027년 24.9명, 2033년 17명, 2039년에는 14명으

로 감소한다. 만약 최근 5년간 학급수의 연평균 0.4%의 증가율22)을 감안한다면 2027년 24.3

명, 2033년 16.2명, 2039년 13명으로 더 낮아지게 된다. 고등학교 학급수는 2021년 현재 기

준 56,245개인데, 학급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2021년 기준 23.1명에

서 2027년 23.9명, 2033년 21.4명, 2039년 13.1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역시 최근 5년간 나

20) 고등학교 교원 수는 2010년도 이후 12~13만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7년 최근들어서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3만 4,754명, 2018년 13만 4,227명, 2019년 13만 3,127명, 2020년 13만 2,104명, 
2021년 13만 1,120명 등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원의 증가양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띄며, 연평균 0.7%의 감
소율을 보이고 있다.

21) 2018년 기준 그리스의 중학교 교사 1인당 비율은 7.9명, 룩셈부르크의 고등학교 교사 1인당 비율은 8.3명. OECD 
Statistics.  

22) 중학교 학급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초등학교 사례와 같이 2017년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2017년 
52,294개, 2018년 51,832개, 2019년 51,534개, 2020년 52,195개, 2021년 53,078개 등으로 연평균 0.4%의 증가
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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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학급당 

학생수

OECD 기준 32.8 31.6 30.0 28.4 27.4 26.7 26.1

교육부 31.7 30.5 28.9 27.4 26.4 25.7 25.1
차(평균: 1.0) 1.1 1.1 1.1 1 1 1 1

출처: OECD Statistics, 교육통계서비스

주1) OECD에서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음.

표 15 집계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2021년

(현재)

2027년(예측)

(2009~2014년생)

2033년(예측)

(2015~2020년생)

2039년(예측)

(2021~2026년생)

중학교 학급 수 53,053 고정

연평균 

0.4% 

증가

고정

연평균 

0.4% 

증가

고정

연평균 

0.4% 

증가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25.5 24.9 24.3 17.0 16.2 14.0 13.0

고등학교 학급 

수
56,245 고정

연평균 

–1.2% 

증가

고정

연평균 

–1.2% 

증가

고정

연평균 

–1.2% 

증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3.1 23.9 25.6 21.4 25.0 13.1 16.3 

출처: 교육부

표 14 중고등학교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개)

타난 연평균 1.2%의 학급수 감소율23)을 감안해도 2027년 25.6명, 2033년 25명, 2039년에는 

16.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Ÿ 한편, OECD에서는 초·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201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OECD 집계

방식 간 평균 1명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033년부터는 2021년 기준 학급수가 고정된 

조건에서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8명으로 추산되므로 OECD 평균 이하를 달성할 것으

로 보인다. 더 나아가 2039년에는 OECD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5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학급당 학생수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3. 대학 

l 2021년 현재 기준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한 입학정원은 약 48만명, 실제 대학에 입학

한 학생들은 약 48만 8천여명이다24). 2009~2014년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28~2033년

에는 평균적으로 46만 1,279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2015~2020년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4~2039년에는 평균 졸업생 수가 32만 3,868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래인구추계

의 출생아 수 예측을 기준으로 하여 2021~2026년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2045년의 평

균 졸업생 수는 24만 7천여명으로 예측된다. 학생들이 100%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2030년

23) 고등학교 학급 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59,283개, 2018년 58,627개, 2019년 57,654개, 2020년 57,153개, 2021년 56,545개 등으로 연평균 –1.2%의 증
가율을 보였다. 

24) 정원외 입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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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입학생 수 (단위: 명)

출처: 주민등록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2020-2070.

대에는 고교 졸업생 수가 평균적으로 현재 대학정원의 70%도 못 미치게되며, 이마저도 최근 

5년간 평균 대학진학률 71%를 고려한다면 23만여명 정도로 현재 대학입학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2040년대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해져,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

학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학입학정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학진학률 

71%를 고려한다면 약 17.5천명으로 불과 1/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l 2021년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년제 대학입학정원은 11만 7,305명25), 지방거점국립

대학을 포함한 지방국립대 대학입학정원은 6만여명으로 나타나26), 총 약 18만명이 수도권 4

년제 및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입학정원 48만명의 나머지 30만명 

중 약 16만명은 전문대학, 14만명은 지방 4년제 사립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제시한 고교졸업생 수 감소추계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71%의 대학진학률 하에서 23만명 

남짓의 대학입학생 중 약 18만명이 수도권 4년제 및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고, 나머지 5만명

만이 220여개에 달하는 지방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40

년대에는 대학 입학생이 18만명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정원규모가 유지된다면 수도

권 4년제 및 지방국립대학만으로 신입생 충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즉, 20년 안

에 대다수 지방 4년제 사립대학 및 전문대들은 고졸 신입생 중심의 선발구조로는 생존이 불

가능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설혹 고교졸업생 전원이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2030년대 

입학생은 33만명으로 지금 입학정원의 70%에 불과하고 2040년대에는 약 25만명으로 현재에 

비해 52%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 지방 4년제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소멸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5) 대학알리미 대학별 2021년 입학정원
26) 대학알리미 대학별 2021년 입학정원, 수도권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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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자원

l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비병력은 육·해·공군을 포함해 2021년 기준으로 약 53만명이

며, 이 중에서도 장교나 부사관을 제외한 병사의 규모는 32.9만명이다27). 징집·모집 등을 통

해 입영하는 현역병은 최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 약 22~23만명에 달했다28). 

l 병무청이 2021년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상비병력 50만명

을 유지해나갈 것이며,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가용 현역자원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40만 6,243만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성비가 

남 51.3대 여 48.7로29) 남아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해 평균 2만명에 

달하는 병역특례자, 면제자와 직업군인인 장교나 부사관으로 입영하는 인원을 제외한다면 이

들이 입영하게 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 일반병사의 입영자원은 20만명을 대폭 하회할 것으

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2021년 현재 태어난 아동이 입대하게 되는 2040년대 병사 입영자원

은 11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규모는 현재 입영자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다. 더군다나 2018년 군복무기간이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수준으

로 단축된 조건에서, 일반병사의 병력자원 30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상 설정한 상비병력 규모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현역

자원 규모를 포함해 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5. 노동시장(20대)

l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20대 인구는 640만 9천여명이다30).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2%인 397만 6천여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43만 4천명이고, 20대 취업자 

수는 375만명, 고용률 58.5%, 실업률 5.7%, 체감실업률 25.4%31)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취업난, 일자리 걱정은커녕, 오히려 노동 공급부족에 시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19년생들이 20대가 되는 2030~2039년 20대 평균 인구는 출생

아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에 비해 35.6% 감소한 412만 9,808명인데, 2021년의 경제활동참

가율을 고려한다면 실제 노동시장 참여자는 약 300만명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2020~2029년

생들이 20대가 되는 2040~2049년 사이 20대 평균 인구는 261만 837명으로 현재에 비해 무려 

59.3% 감소하게 된다. 이 때에는 경제활동인구는 고사하고 모든 20대가 취업하더라도 현재 

취업자 375만명의 70%에 불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불과 30년 사이에 취업난은커녕 전 

산업 영역에서 구인난을 걱정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다.

27) ｢2021 경제·재정수첩｣ p.185
28) e-나라지표. ｢현역병 입영현황｣.
29)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p.8.
30) 주민등록상 20대 인구는 동기간 기준 665만 5,923명인데, 군인이나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하여 집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상 20대 인구는 640만 9천여명이다. 
31) “청년이 힘들다...체감실업률 상반기 25.4%”. 동아일보. 2021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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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1년 현재
2030~2039

(2010~2019년생)

2040~2049

(2020~2029년생)

20대 인구 6,409,000 4,129,808 2,610,837
2021년 비교 증감률 - -35.6% -59.3%

노동시장 상태(수요: 375만) 심한 취업난 약한 취업난 구인난(모두 취업해도 공급부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12),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표 16 20대 인구 변화 (단위: 명)

l 노동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렇듯 인구가 줄어든다면 경제성장 역시 더뎌지기 마련인

데, 특히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과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의

료보건 분야 등에서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32). 

Ÿ 인구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논

리와 경제성장에 있어 인구보다는 노동생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논리가 양립하고 있지

만33),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위기와 결합하지는 않지만, 10년 내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34). 또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대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2060년의 예상 GDP보다 

3.3~5.0% 하락할 것이라 분석했다35).

Ÿ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2030 청년인구의 감소는 향후 10년 안에 근로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에 즉각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2016년 지역별고

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LG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30 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60% 이상) 정보서비스, 의약품 제조, 전자부품 제조,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구개발 등 

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문에서 향후 청년층의 노동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라는 점에 있어, 

청년인력의 부족이 앞으로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큰 장애가 될 우려가 크

다36). 이외에도 보건, 문화서비스, 전문서비스, 금융 등의 산업분야도 청년층 고용비중이 

50%를 넘어, 청년층 인력부족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32) LG경제연구원(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초록. 
33) 일본의 대표적 거시경제학자인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 교수는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실질 GDP가 1950년 즈음부터 급격히 치솟는 반면 인구는 거의 맴도는 수준으로 천천히 증가했으며, 경제
성장과 인구는 거의 관계없다고 할 정도로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노동력 인구 대신 노동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력 인구가 변함없거나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였다. 

34) LG경제연구원(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초록. 
35)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까”.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3일자.
36) LG경제연구원(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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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소비시장

l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인구가 줄어든다면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시장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 감소에 따라 특히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국내 유통시장,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연령층 중에서도 특히 

2030 인구가 급감하는만큼, 일본 사례와 같이 2030이 주 소비층인 음식료업에서 더욱 큰 타

격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Ÿ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0.3%씩 감소하는데 비해, 2030의 인

구 수는 2.1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즉, 총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청년층 감

소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총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내수에 의존하는 소

비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층 소비비중이 큰 분야에서 더 큰 영

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 따르면 2020년 5,183만 6,239명이었던 총 인구 수

는 2030년 5,119만 9,019명, 2040년 5,019만 3,281명, 2050년 4,735만 8,53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2030 인구는 2020년 1,421만 2,675명에서 2030년 1,208만 2,943명, 

2040년 948만 1,406명, 2050년 735만 3,774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30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0년 27.4%에서 2030년 23.6%, 2040년 18.9%, 2050

년 15.5%로 줄어들게 된다. 

Ÿ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20-04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2030 

세대 비중은 2000년 27.6%에서 2018년 21.5%로 6.1%p 줄어들었다. 동기간 자영업자 비율 

역시 16.6%에서 10.3%로 6.3%p 감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동네 술집이나 노래방, 옷가게, 식당 등이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원인 동네 청년들의 숫자가 줄었기”38) 때문으로 분석하

며, 평균소비성향39)이 높은 2030 세대의 감소와 자영업 비중 감소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30의 소비지출 중 음식료품이 차지하는 비

중은 32.1%, 32.7%로 4050의 30%, 29.4%보다 약 2.7%p 높았다. 2030 인구가 현재보다 감

소한다면 음식업, 소매업 분야의 소비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l 다른 한편으로는 헬스·의료·건강관리 등의 소비시장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3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38) “20년전 일본보다 더 걱정되는 한국...왜 소비인가”. 머니투데이. 2017년 1월 2일자. 
39) 가계의소비지출/가계의처분가능소득을 뜻한다. KDI(2014)에 따르면, “보통 연령별 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다가 상대적 고소득을 구가하는 40~50대에 저축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에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인
데, 우리나라는 교육비 지출이 커 40~50대에 평균소비성향이 높아 W자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
육비 지출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연령층은 2030이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출처: 
KDI(2014).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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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2 2000 2010 2021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 13.7 19.5 36.1 66.2 108.1 181.9 258.4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20~30세 인구)*100

표 17 2030세대의 노년부양비 변화 (단위: 명)

Ÿ 물론 코로나19 대유행과 웰빙문화가 확산되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령층·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규모는 2018년 

1.9조원, 2019년 6조 4,25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40), 한국콘텐츠미디어가 작

성한 주소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헬스장 6,978개, 요가학원 1,900개에서 2020년 헬스장 

10,299개, 요가학원 3,181개로 각각 47%, 67%씩 증가했다41). 

7. 국민연금

l 청년인구(2030세대)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21년 기준 66.2명에서 2030년 108.1명

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30년 이후부터 노인인구가 청년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청년들의 노년부양비는 계속해서 높아져  2010~2019년생들이 20대가 

되는 2040년에는 181.9명, 2020~2029년생들이 20대, 2010~2019년생들이 30대가 되는 2050년

에는 258.4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Ÿ 통상적인 노년부양비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23.1명에서 2030년 38.6명, 2040년 60.5명, 2050년 78.6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한다. 

l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40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40%(명목소득대체율 40%)를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낮아 현세대 가입자들은 낸 돈에 비해 받아가는 연금이 훨씬 많은데, 현재와 같은 저부담 고

급여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최소 2055년까지 당겨지고, 부과식 전환을 

하더라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50년대 청년들은 국민연금만 하

더라도 소득의 25%를 보험료로 내야하고, 이외에도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까지 포함한

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즉, 시급히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

는다면 노인세대 연금을 위해 미래 청년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다. 

Ÿ 2020년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

고 있는 적립식 연금 시스템 하에서 국민연금은 2038년에 최대 적립금을 보인 후 2039년부

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p.4. 다만 발표기관마다 다른 방법론과 범례를 
적용하여 추정치임을 밝힌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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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 2039 2049

2030 인구 수 1,337만 9,358명 909만 6,765명 674만 645명

출처: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표 18 2030 인구 수의 변화 (단위: 명)

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는 2055년에 수급개시 연령인 65세가 되는 1990년생

부터는 적립금으로는 국민연금을 아예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42). 

Ÿ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도입부터 기금고갈은 예정에 있던 일이었고 고갈 이후 서구 국가들처

럼 적립식 운영체계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최근과 같은 급격한 저출

생 현상은 기금고갈 시점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고, 서구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 경제호황 

및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과는 달리 저성장 및 저출산을 배경으로 이뤄질 

한국의 부과식 전환은 그 조건이 전혀 다르며, 부과식으로의 전환 역시 미래세대의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43).

Ÿ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

로 전환되며 현행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로 2040년 15.1%, 2050년 22.5%, 2060

년 31%, 2070년 35.2%, 2080년 35.6%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만으

로도 이정도인데,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다면 청년들은 소득의 절반 이상

을 사회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추계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70조원에서 2055년 581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며. 당해연도 필요한 건강보험 보

험료율은 22.7%에 이른다44). 2000년생 청년이 50대가 되는 2050년대 중반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최소 45.2%,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까지 합쳐지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험료 납부하는데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8. 주거 수요

l 2021년 기준 주민등록인구상 2030의 인구 수는 1,337만 9,358명이다. 그러나 2010~2019년생

들이 20대, 2000~2009년생이 30대가 되는 2039년에는 출생아 숫자로만 했을 때 909만 6,765

명으로 현재에 비해 32% 줄어들게 된다. 2010~2019년생이 30대, 2020~2029년생이 20대가 되

는 2049년에는 이 숫자가 674만 645명으로 현재에 비해 49.6% 감소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주 실수요자층인 2021년 기준 4050의 인구 수 1,680만 2,003명와 비교해서도 2010~2029년생

이 4050이 되는 2069년에는 현재에 비해 6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42) 국회예산정책처(2020).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p.138.
43) 김태일(2015)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방향｣. p.43.
44) 조세재정연구원(2019).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청년들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한국경제. 2019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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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21 2030 2040 2049
2030 인구 수 15,237,505 13,379,358 12,082,943 9,481,406 6,740,700

증감률

(평균: -18.1%)
- -12.2% -9.7% -21.5% -28.9% 

1~2인 가구 수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

8,347,217

(48.1%)

12,507,879*

(59.8%)

14,461,233

(65.6%)

15,930,258

(70.3%)

16,121,374**

(72.3%)

증감률

(평균: 19.2%)
- 49.8% 15.6% 10.2% 1.2% 

39세 이하 2,541,946 3,397,381 2,919,163 2,421,117 2,175,361
4050 2,717,509 3,901,596 4,102,078 4,037,070 3,759,243

60세 이상 3,087,762 5,208,902 7,439,992 9,472,071 10,186,770

출처: 2010~2021년 가구 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30~2049년 가구 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주1) *: 2021년의 가구 수는 2020년도 자료를 활용함. 

주2) **: 2049년의 가구 수는 2047년도 자료를 활용함. 

표 19 2030 인구 수 및 1~2인 가구 수 (단위: 명, 가구, %)

l 한편, 인구 감소 추세와는 달리 1~2인 소규모 가구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 834만 

7,217개였던 1~2인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1250만 7,879개로 불과 10년 사이에 33% 증가했고,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47년 16,121,374개로 현재에 비해 22%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 인구 수는 2010~2049년의 기간동안 10년 주기로 평균 –18.1% 감소하는 반면, 

1~2인 가구 수는 2010~204745)년의 기간동안 평균 19.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감소

는 장기적으로 가구 수 및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감소시키지만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요의 질적 변화가 예측되는 것이다. 

Ÿ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2041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으

로 예측된다. 그러나 1~2인 가구 수는 증가해,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0년 48.1%에서 2021년 59.8%, 2030년 65.6%, 2040년 70.3%, 2047년에는 72.3%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l 최근 5년간 해마다 소형주택의 매매건수가 상승하는 등 1~2인 가구들의 소형주택 선호는 꾸

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인데, 장래가구추계와 현 소형주택 거주비

율을 활용해 측정한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형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는 2025년까지 

5년간 연 평균 4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소형주택의 공급은 이러한 수요

를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2019년 이미 수도권과 서울에서만 소형주택이 각각 50만호, 

38만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형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중·대형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다.  

Ÿ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파트 거래 중 37.31%가 25평형(전용면적 60㎡/공급면

적 84㎡) 이하의 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46). 또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소

형주택매매거래율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37%, 2019년 4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매매건수가 5만 5,910건으로 전체 12만여건 중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47). 

45) 장래가구추계는 2047년까지만 나타나있기 때문이 이를 활용하였다. 표에는 2049년이라 표기.
46) “주택시장, 소형아파트 선호현상 ‘뚜렷’”. 아이뉴스. 2021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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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물량 24.8 22.7 23.5 21.9 19.6
비중 32.4% 31.2% 35.9% 39.5% 40.2%

출처: 주택산업연구원(2021). ｢소형분양주택의 시장전망과 공급확대 개선방안｣. p.17.

표 20 소형주택(60㎡ 이하) 공급(인허가) 추이 (단위: 만 호, %)

기준 소형주택 소요 소형주택 공급 공급-소요

전국 8,924,824 8,584,334 -340,490
수도권 4,867,802 4,363,611 -504,191

서울 2,074,049 1,690,791 -383,258
광주 184,593 225,595 41,002

전남 254,349 371,348 116,999
기타 3,618,080 3,618,713 633

출처: 주택산업연구원(2021). ｢소형분양주택의 시장전망과 공급확대 개선방안｣. p.26.
주1) 원 자료에서는 ‘소형주택 소요’를 실제 소형주택거주가구의 비아파트(단독, 다가구) 호당 거

주가구 수를 고려하여 주택 수로 환산하여 추산함.

주2) 원 자료에서 ‘소형주택 공급’은 주택이외거처를 포함한 소형주택수를 뜻함. 

주3) ‘수도권’은 경기, 인천, 서울을 합한 수치임.  

표 21 2019년 소형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지역별 소형주택 적정성 진단 (단위: 주택 수)

주택산업연구원(2020)에 따르면 18평형(전용면적 50㎡/공급면적 59㎡) 이하 소형분양주택은 

2014년까지 청약이 미달되었으나 2015년 이후 청약경쟁률이 상승하였고, 18~25평형(전용면

적 50㎡~60㎡) 규모 역시 청약경쟁률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2020년에는 56.7:1까지 상승하였

다48).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집값도 뛰었는데,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전국 아파트 면적별 가격상승률을 보면 전용 60㎡이하의 소형아파트가 

39.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 시기 25평형~34평형(전용 60~85㎡/공급 84㎡)이하는 37.6%, 

전용 85㎡ 초과는 36.2% 올랐다49). 

Ÿ 이 같이 소형주택·아파트의 품귀현상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시행사·시

공사 등 민간 건설업계가 중대형 대비 수익성이 낮은 민간 소형주택 공급에 소극적이기 때

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 60㎡이하의 소형아파트 공급물량(입주기준)은 2018년 전

국 7만 8,713가구에서 2019년 7만 461가구, 2020년 6만 3,352가구로 수요에 비해 오히려 줄

어드는 추세이다50). 이 때문에 소형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 역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다.

   - <표 21>의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추계한 2019년 기준 소형주택 수요는 약 890만 호인데, 공

급은 약 851만호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약 34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은 50만호, 서울은 38만호가 부족하며, 광주나 전남과 같은 도 지역은 소형주

택이 과잉공급된 상태이다(광주 4.1만호, 전남 11.7만호 과잉공급).

   -  2020년 주택사업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주택

47) “1인가구 급증 소형아파트 인기...저평형 청약가점 낮아 2030 노려볼만”. 뉴데일리경제. 2022년 1월 13일자. 
48) 주택산업연구원(2021). ｢소형분양주택의 시장전망과 공급확대 개선방안｣. p.24.
49) “1인 가구 늘고 집값 뛰자...소형 아파트 품귀”. 뉴시스. 2020년 7월 11일자. 
50) “두집 건너 한집이 1인가구...공급감소·수요증가에 소형주택 희소성↑”. 뉴데일리경제. 2021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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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민간이 소형주택 공급을 꺼리는 이유는 소형주택은 중대형 대비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물량과 기본

제공 품목이 증가되면서 공사비가 높아지지만, 분양가는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형분양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하지만 이를 꺼리는 것이다51). 

51) 주택산업연구원(2021). ｢소형분양주택의 시장전망과 공급확대 개선방안｣.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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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격한 출생율 및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사회정책적 고려사항

l 급격한 출생율 감소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정책 대상자 수, 학생 수, 대학교 입

학생 수, 병력자원, 노동인구 및 소비시장, 사회보험 부담인구, 주택 수요 등 생애주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가까이

는 5년, 멀리는 20년의 기간동안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 설계를 해나가야만 한다. 이

에 출생율과 출생아 감소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

다. 

    

1. 보육정책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5세 인구는 2009~2014년생 274만 3천여명에서 2015~2020년생 210

만 4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앞으로도 2021~2026년생 148만 3천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며, 2026년의 0-5세 인구는 2014년과 비교하여 4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출생

아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2018

년 정점을 찍은 이후로 거의 현상유지 중이다. 이러한 경향이 이어진다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4년 유치원 13.4명, 어린이집 6.8명, 2020년 유치원 11.4명, 어

린이집 5.2명 등 점차 줄어들다가 2026년에는 유치원 6.7명, 어린이집 3.6명으로 급격하게 줄

어들게 된다.

l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어

린이집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28.5%52)로, 서울시가 2020년 실시한 국공립어린

이집 질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꼽는 등53) 교사 대 아동비율의 축소는 수년 간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를 

확충하였고, 서울시 역시 2021년 7월부터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세반을 3명에서 2명으

로, 만 3세반 15명에서 10명으로 개선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재명과 윤석열 후보 역시 법 개정 등으로 보육교사를 늘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54).

l 한편, 육아정책연구소(2017)는 교수,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전문가

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0세반은 2명(현행 3명), 1세반은 4명(현행 5명), 2세반은 6명(현행 7

52) “지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천차만별”. 베이비뉴스. 2016년 10월 14일자. 
53)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줄인다...만3세반 15명>10명”. 내 손안에 서울. 2021년 4월 20일자. 
54) ‘윤석열 공약위키, 윤석열의 교육기조 공약’, “이재명,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OECD 수준 축소”. 키즈맘. 

2022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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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3세반은 11명(현행 15명), 4세반은 15명(현행 20명) 등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55). 

l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교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

동 수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연령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기존 6.8명에서 3.6명으로 자연

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앞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1세반 

비율과 엇비슷한 수치(4명)이고,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연령별 적정 원아 수의 평균인 7.6

명56)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수치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제시한 적정 교사 수준

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2026년에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필요 보육교사의 수는 약 11만 1천

명에 불과할 것이며 현재 23만 8천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사 중 절반을 넘는 약 13만명은 과잉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불과 5년 안에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보육교사들의 대량 실직이 예측되

는 바, 현재 관련 학과의 수나 정원을 과감하게 조정하여 향후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에 대

비해야 한다.  

Ÿ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지원자 역시 감소하

는 추세이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2020년 152개 였던 아

동·가족학 관련 학과의 수는 2021년 123개, 2022년 96개로 줄어들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건수 역시 2014년 12만 8,58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에는 4만 6,968건으로 급속

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57). 이미 시장에서 보육교사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

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급격한 출생아 

감소추세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 더 큰 문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어들수록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줄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설당 원아수는 2014년 기준 어린이집 34.2명에서 2026년에는 어

린이집 30.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보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적으로 현재 

0세반과 유사한 3.6명으로 감소한다면,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폐업하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속출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적정 인력 규모는 출생아 급감 현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

Ÿ 어린이집은 2013년 43,770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42,517개, 2017년 40,238개, 2019년 

37,371개, 2020년 35,352개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

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아래 도표

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는 2013년 2,332개에서 2020년 4,958개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2013년 38,383개에서 2020년 27,039개로 거의 30% 감소하

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의 비중이 높아졌고, 반대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비중은 낮아졌

다.

55) 육아정책연구소(2017).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p.69.
56) 미래 연령별 교원의 수요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0세반 2명, 1세반 4명, 2세

반 6명, 3세반 11명, 4세반 15명을 평균내어 7.6명으로 계산하였다. 
57) ｢2021년 12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통계｣.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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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0

전체 43,770 42,517 40,238 37,371 35,352
증감률 - -2.9% -5.4% -7.1% -5.4% 

국공립(비율) 2,332(5.3%) 2,629(6.2%) 3,157(7.8%) 4,324(11.6%) 4,958(14.0%)
민간+가정(비율) 38,383(87.7%) 36,700(86.3%) 33,701(83.8%) 29,685(79.4%) 27,039(76.5%)

기타 3,055 3,188 3,380 3,362 3,355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표 22 어린이집 수 변화 (단위: 개)

l 유치원의 경우 현재 3세는 한 학급당 15-18명, 4세 20-30명, 5세는 21-30명까지 허가하고 있

으나 육아정책연구소(2017)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치원 교사 1인당 원아 비율은 3세 13명, 

4세 17명, 5세 21명이 적절한 비율이며 유아교육학과 교수들은 교육의 질을 위해 증원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8). 그러나 불과 4년 뒤 2026년 유치원 교사 1인당 원아 비율이 평

균 6.7명으로 추산되는 바, 2014년의 13.4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전문가들

이 제시한 적정 원아 비율 기준에 따르더라도 필요한 유치원 교사 수는 2만 1천여명밖에 되

지 않아, 현재 5만 4천여명에 달하는 유치원 교사 중 60% 이상인 3만 3천여명은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일자리를 유지하는 교사보다 잃게 되는 교사들이 더 많은 암담한 상황이 펼쳐

지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대량실직과 함께 신규 졸업생들

의 취업난을 대비하기 위해 유아교육 관련 학과와 정원들을 대폭 조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Ÿ 일각에서는 유치원 교사 선발 규모를 출산율이 아닌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현실화하는 방

향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유치원들은 과대, 과밀학급 운영

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59).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

준 서울만 하더라도 유치원 원아 수 69,958명,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교원 수 

6,391명으로 교사-아동 비율은 10.9명이었으며60) 5년 내에는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조차 학

급당 원아 비율이나 교사 1인당 원아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Ÿ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2년 유아교육과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2~3년제 전문

대학을 포함해 총 156개이다. 학과의 수만 하더라도 252개이며,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졸업생 숫자는 2017년 2,607명, 2018년 2,811명, 2019년 2,832명, 2020년 2971명, 2021년 

2,900명으로 오히려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l 사립 유치원 역시 민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규모 대비 수익 감소로 인해 대거 폐업할 가

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초등학교 역시 학령기 아동 감소로 인해 빈 교

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경우, 사립 유치

원은 유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난에 더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사립 유치원 교원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바, 확대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흡수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아 수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58) “5년간 2만명 늘린다더니...지난해 1460명 뽑은 유치원 교사 올해는 499명”. 중앙일보. 2018년 6월 27일자.
59) “교육의 질 높이려면 교사 대아동비율 감출 필수...적정한 유아 수는?”. 베이비뉴스. 2021년 10월 26일자.
60) 교육통계서비스. 2021 행정구역별 유초중등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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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치원 교사의 증원은 고사하고 기존 유치원 교사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상황에

서 유치원 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는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관련 학과와 정원 역

시 대폭 축소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보육·양육 지원 예산

l 앞서 살펴보았듯, 보육·양육 지원 예산은 2022년의 각 지원사업별 지원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2026년에는 정책 대상 수의 감소로 인해 보육료 지원은 약 2,100억, 누리과정 약 

9,300억, 양육수당 약 5,600억, 아동수당 약 3천억 정도가 줄어들어, 2022년에 비해 소요 예산

이 10조 258억원에서 8조 207억원으로 약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l 그러나 초저출생 시대에 보육·양육 지원 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관련 예산은 

결코 줄여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상자 수가 줄더라도 최소한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여,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여유분을 영유아에 대한 과감한 지원금액 인상분으

로 활용해야 한다. 보육료나 누리과정,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액을 최소 10만원

씩 증액하더라도 2022년 기준 현재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더 나아가 급격한 출

생률 감소 상황을 고려한다면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방안 역시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

Ÿ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아동 기본소득’은 중앙 정

부의 예산 2.4조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21-06에서 제안한 영아(24개월미만)에게 월 70만원, 유아(24-86개월미만)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은 현재보다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만 큰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고도 보육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정책이다.

2. 교육정책

1) 초등학교

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 수는 2021년 현재 267만 2천명에 비해 2033년에는 44.5% 감

소한 148만 2,5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교사인력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 OECD 기준 2021년 16명에서 2027년 13명, 2033

년 9.8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5명

인데, 우리나라의 1인당 교사 비율은 현재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

만 2027년부터는 평균 이하로 줄어들고, 203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l 그러나 교원 수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등학교 교원은 2017년~2021

년 사이 약 18만~19만명의 규모를 유지하며 연 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였다. 만약 교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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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계속될 경우 OECD 평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아동 14.5명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OECD 

집계방식으로 하여도 2027년에는 초등학교 교원 3만 3천여명, 2033년에는 9만 4천여명이 초

과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규모를 동결하더라도 2027년 2만 3천여명, 2033년 7만 3천여

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례와 같이 불과 10년 안에는 초

등학교 교원의 증원이 아니라 과잉된 교원 인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l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대략 30~40년으로 추정되는 바, 현재 2021년 신규 임용되

는 교원은 최장 2060년까지 근무를 하게되는데, 당장 2033년도부터 초등학생 수가 현재에 비

해 44.5% 감소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된 교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지

금부터라도 신규 임용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신규임용 규모를 4년째 3,500명 내

외로 유지하고 있는데, 불과 5년에서 10년 뒤 현실화되는 교원 과잉공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전에 신규 임용 규모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Ÿ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교대의 여학생 재학 비율이 

65%(2020년 기준)로61), 이들이 군입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20대 중반에 임용

된다고 가정한다면 초등학교 교사의 정년퇴직인 만62세까지 40년 가까이 교단에 서게 된다. 

Ÿ 초등교사 신규 임용 인원은 2019년 3,666명에서 2020년 3,514명, 2021년 3,500명, 2022년 

3,434명으로 4년째 미미하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5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62). 

신규 채용 교원 수가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었으나 앞서 밝힌대로 교원 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교원의 퇴직 자수에 비해 여전히 신규 채용 교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 정년퇴직이 2020년 1,067명, 2021년 1,566명에 불과

해63), 퇴직하는 인원이 신규 교원 임용의 숫자보다 절반 수준으로 적어, 결국 현재와 같은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유지한다면 퇴직하는 인원보다 임용되는 인원이 많아 나중에는 아

예 신규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2020년 발표

한 교원수급 변경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신규교원 임용 계획은 3천명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는하나, 급격한 학령기 아동 수 감소와 현재 신규 교원 채용 규모의 절반 수준

인 퇴직 교원 규모를 고려한다면 고려한다면 교원 채용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여야한다. 

l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교대의 입학 정원 역시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교대의 입학 정원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면 교대 유지의 필요성 등 교원 

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매년 300~400명을 모집하는 각 교대

들의 입학정원이 150~2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교대를 독립된 단과대학 형태로 존치할 이

유는 없는 것이다. 과거 교원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교원을 양성하고자 일본 시스템을 모

방한 교대 시스템을 일본도 폐지한 마당에64) 현재도 교대의 입학정원보다 신규 임용 규모가 

61) “2020 교대 남자비율, 1990년대 이후 최고”. 에듀진. 2021년 4월 6일자. 
62) 교육부 통계서비스. 
63) “서울 초등교사 30% 덜 뽑는다...저출산에 임용절벽 현실화됐다”. 매일경제. 2021년 8월 12일자. 
64) 일본에도 교대와 사범대 시스템이 존재하나, “일본은 소수의 교원양성기관만이 아니라 교원 양성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고, 어떤 학부의 학생이든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사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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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나아가 학령기 인구 감소로 신규교원 임용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더 이상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서 교대라는 단과대학 체제를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Ÿ 현재 전국 10개의 교대 입학정원은 5년째 3,58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서 밝혔듯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나지 않아 발령받지 

못하는 임용 대기자는 2021년 기준 전국 1,608명에 달한다65). 서울만 보더라도 2022학년도 

초등학교 신규 임용인원은 216명으로 2021년 303명 선발에 비해 28.7% 줄었는데, 2022년 

서울교대는 2021년 모집 인원 425명보다 10.6% 증가한 470명을 모집했으며 졸업생 임용 합

격률은 2016년 88.9%에서 2020년 55%까지 줄어들었다66). 더구나 2022년 신규 임용인원 216

명은 군 복무로 임용 유예를 신청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모두 발령을 받지 못했다67).

l 따라서 교대를 폐지하고 중·고등 교원과 같이 교원자격을 전면개방하거나, 일반대학교의 초

등교육과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Ÿ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17-05 “교원 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

다”에서는 초등 교원 자격 개방에 반대하는 주장의 대표적인 논거가 중등 교육과 달리 초

등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전교과담당, 저학년의 경우 보육 기능 훈련필요)이 별도로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논거는 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왜‘교대라는 특수 목적 대학’을 통해서

만 훈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

원 수급이 불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교대 체제를 폐지하거나 일반종합대학의 초등교육

과로 전환하고,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과 같이 교직과목 이수 등을 통해 교원 응시 자격

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초등교원의 자격 개

방 시 앞서 언급된 초등 교육의 특수성은 임용 후 일정 기간의 교육연수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l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및 학급 증설

을 주장한다. 그러나 학급수는 2021년 기준 124,047개로,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하더라도68) 학

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으로 2021년 기준 22.3명에서 2033년 12.8명으로 감소하게 되어 불

과 10년 안에 OECD 평균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규모를 보이

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은 현실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Ÿ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서거석 이사장은 칼럼을 통해 전국 초중고 중 39.9%가 OECD 회원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23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와 

도시지역 학교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르면 초

중고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낮추어 질 높은 교육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연구｣. p.13.
65) “서울 초등교사 ‘임용절벽’...5년새 반토막”. 한국경제. 2022년 2월 5일자. 
66) “서울 초등교사 30% 덜 뽑는다...저출산에 임용절벽 현실화됐다”. 매일경제. 2021년 8월 12일자. 
67) “임용시험 붙었는데 ‘백수’?”. MBC, 2022년 4월 11일자. 
68) 폐교나 신설되는 학교의 학급수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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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69). 

Ÿ 그러나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2~2027년생들이 초등학교, 중학

교에 다니는 2039년까지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이제 학생 수가 부족하여 유휴 학급이 증가하

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 학교가 부족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조차도 취학아동의 감소로 유휴교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17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유휴교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중고 합 6,162개 교실이 빈 교실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41%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70). 

Ÿ 현재 12만 4천여개의 학급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학급당 적정 학

생수 20명 수준을 맞춘다면 2027년에는 약 2만개, 2033년에는 약 5만개의 학급이 남게되며, 

학급수가 5년의 근래와 같이 연 0.8%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2033년 약 2만 5천개, 2033년에

는 약 6만개의 학급이 남게 된다. 이를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당 학급수로 환산해본다

면71), 학급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한 학교당 유휴 학급 수는 2027년 3개, 2033년에

는 8개로 늘어나게 되며 학급수가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한 학교당 2027년에는 4개, 2033년

엔 10개의 학급이 남게 된다. 

l 교원이나 학급의 추가적인 증원·증설 없이 현재 규모를 유지만 하더라도 불과 5년 뒤인 

2027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7.8명으로, 일부에서 적정 수준이라 주장하는 학급당 학

생수 2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을 

증원하고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지

금은 학급을 증설하기보다는 향후 급증할 초등학교 유휴학급의 활용방안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l 증가할 유휴학급의 활용으로는 첫째, 학제 개편을 통해 초등 0학년 제도를 도입하여 유아학

교를 만드는 방안, 둘째, 만5세 대상의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셋째, 유휴

학급을 방과후 돌봄반 또는 초등돌봄교실로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온종일 돌봄시스

템을 학교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Ÿ 첫째, 학제 개편을 통해 만5세 대상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초등 0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초등 0학년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취학연령 1년을 

단축하고(민주당 이인영, 2005)”, “필요한 인적자원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 표준에 따르며

(한국교육개발원, 2006)”, “취학 전 유아 사교육 문제 해소 및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조희

연 교육감, 2017)”를 한다는 측면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 바 있

69) “<서거석 칼럼>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교육 정상화의 지름길”. 전라일보. 2021년 7월 28일자. 
70) 더미래연구소(2019).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 p.5. 
71) 2021년 기준 현재 전국 초등학교는 6,157개인데, 한 학교당 평균 학급 수는 약 20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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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언급했듯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2027년부터 최소 3개에서 4개, 2033년에는 최소 

8개에서 10개의 초등학교 안 유휴학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빈 교실을 유아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유-5-5-2-4”제를 제안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

다72).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7년 “만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의무

화”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73). 

Ÿ 둘째, 빈 교실을 국공립 병설유치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유치원 형태이나 그 동안은 학급수가 부족해 취원아동 비중이 턱없이 낮았

다. 앞으로 유휴학급이 한 학교당 3~4개씩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국공립 병설유

치원으로 전환한다면 학부모의 요구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공립 유치원은 2021년 기준 전체 유치원 중에서 약 58.5%를 차지해 사립유치원보다 시

설 수가 많지만, 국공립유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의 학급 규모가 대체로 1~2

학급 정도로 적어 취원아동의 비율은 2017년 기준 24.8%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았다74).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2021년 

기준 취원아동 수 대비 국공립 비중은 아직까지 약 30.5%에 불과하다75). 

   - 그 동안 병설유치원 확충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으나 유휴학급 등 공간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확대되지 못했고, 유아들이 초등학교 내로 편입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와 같은 이유로 초등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지 못했다. 또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

더라도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혼합연령학급(만 3~4세 혼합, 만 4~5세 혼합, 만 3~5세 혼

합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대다수였다. 

   -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보다 경제적이고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다는 점에 있어서 접근성

이 뛰어나며, 아동의 학교 적응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또한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앞서 언급했듯 사립유치원이 폐업할 확률이 높은데, 이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교원 인력을 병설유치원에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 앞서 언급했듯 학급 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는 전국적으로 2027년 약 2만개, 2033년 

약 5만개의 초등학교 빈 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휴학급 모두를 육아정책연구소(2017)

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유치원 학급 규모(3세반 13명, 4세반 17명, 5세반 21명)를 맞춰 국공

립 병설유치원으로 재편한다면 국공립 유치원 취원 아동의 비중은 2021년 30.5%에서 

2027년 46.8%, 2033년에는 모든 아동이 국공립 병설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72) “안철수 ”학제개편으로 획기적으로 사교육비 줄이겠다“”. 한국경제. 2017년 2월 6일자. 
73) “조희연, ‘유치원의무화-초등5년-중등4년-고등3년’ 학제개편 제안”. 매일경제. 2017년 2월 23일자. 
74) “국공립유치원 취학 아동비율 40%에 맞춘다”. 한국유아교육신문. 2018년 3월 6일자. 
75)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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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76).

Ÿ 셋째, 빈 교실을 활용하여 학교 중심으로 방과후 온종일 돌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어

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하기도 하는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1시

면 하교를 해왔다. 이 때문에 학부모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사교육 학원 등을 이용해야하

는 부담이 있었고, 국가책임하에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 

온종일돌봄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학교 밖에 돌봄센

터(‘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방법은 비용 문제 뿐만 아

니라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다. 만약 따라서 빈 교실을 활용하여 방

과후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아동에게도 가장 바람직하고, 경제적인 면에

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유휴학급을 활용한 학교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Ÿ 기존 시설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위 세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는 유아학교 도입(초등0학년제)과 학교 중심 돌봄체제 구축을 기본으로 초등학교 국공립 병

설 유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유휴학급 활용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고등학교

l 중학생 수는 2021년 현재 기준 약 132만명인데, 2039년에는 현재에 비해 43.7% 감소한 약 74

만 3천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현재의 교원 규모를 유

지한다고 가정할 시 OECD 집계방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1년 13.3명에서 2039년 8명으

로 감소하게 된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1명인

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불과 10년 뒤인 2033년 9.4명으

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203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8명)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l 고등학교 학생 수 역시 2021년 기준 현재 약 130만명이지만, 2039년에는 현재에 비해 43.1% 

감소한 73만 9,5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교원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 OECD 기준 2021년 기준 10.7명에서 2039년 6.4명으

로 감소하게 된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명인

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이미 OECD 평균 이하이며, 2039년에는 세계에

서 가장 낮은 비율(6.4명)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l 반면 중학교 교원 수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2021년의 기간동안 중학교 교원은 

약 10만~11만 규모를 유지하며 연 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였다. 만약 교원 증가가 계속될 

경우 OECD 평균 중등교원 1인당 학생 수 13.1명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2027년에는 중

76)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3-5세반 적정 유아수의 평균은 17명인데, 해당 규모로 초등학교 빈 교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아 수는 2027년 약 34만명, 2033년 약 85만명이 된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5세 인구는 2027년 
726,181명, 2033년 847,0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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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원 6천 5백여명이 초과되고, 2033년에는 4만 9천여명, 2039년에는 7만여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교원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2027년에는 200여명이, 

2033년에는 3만 6천여명이, 2039년에는 5만여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l 한편,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교원의 수가 감소해왔다. 2017~2021년의 기간동안 고

등학교 교원은 약 12~13만 규모를 유지하며 연 평균 0.7%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보

다 학생 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 교원 감소가 계속되어도 OECD 평균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13명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OECD 기준으로 2027년에는 약 1만 5천여명이, 

2033년에는 약 2만 2천명이, 2039년에는 약 5만 5천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교

원 규모를 유지한다면 이 비율은 더 증가해, 2027년에는 2만여명이, 2033년에는 3만 3천여명

이, 2039년에는 약 7만명이 초과될 전망이다. 

l 지난해 사범대 졸업인원은 9천여명,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 1

만여명이며, 임용고시 응시자 수 4만 8천명에 합격자 수가 약 7천명에 달했던 반면, 중등교원

(중학교+고등학교)의 임용규모는 최근 5년간 4,400명대에 머물고 있어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하더라도 교사 자리가 없어 임용되지 못하는 ‘임용 백수’가 양성되고 있

다77).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생 수가 2039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는데, 현재 임용되는 

중등교원은 최장 2060년까지 재직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 인력

의 과잉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Ÿ 현재 사범대 정원만 하더라도 4년간 계속해서 약 8,800명에 달하고 있고78), 일반대학의 교

직이수과정을 포함하여 중등교원 임용고시 자격을 부여받는 인원은 연간 2만명에 달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중등교원 임용고시 응시자 수는 48,147명이었고, 합격자 수는 6,934명

이었는데79),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등교사 일반교과의 선발인원은 2018학년

도 4,468명, 2019학년도 4,457명, 2020학년도 4,448명, 2021학년도 4,433명, 2022학년도 4,410

명으로,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었을 뿐 최근 5년동안 거의 유사한 규모로 임용이 이루어졌

다. 이 규모는 한해 사범대 졸업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여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

시에 합격하더라도 교사로 바로 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임용고시 합격생 중 

1/3 이상이 비사범대 출신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80) 사범대를 존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중학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등교원의 임용이 한해 2천여명 수준으

로 줄어들게 된다면, 교원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l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는 2021년 12월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원은 사범대와 사

범계학과를 통해서만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즉, 비사범대생에게도 교원자격을 개

방하였던 과거와 달리, 다시 사범대와 사범계학과 졸업생으로 주요 과목 교원자격을 제한하

겠다는 것이다.

77) “사범대·일반대 교육과 등 정원 2022년부터 3200명 준다”. 뉴스핌. 2021년 2월 22일자. 
78) 교육부 2021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79) 2021 교육통계서비스 유초등중등통계.
80)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17-05 “교원 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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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육부는 2021년 12월 ‘초·중등 교원양성 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원의 양성체체 재구조화에 나섰다. 중·고등학교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사회, 과학) 교원은 사범대와 사범계학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고,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하고 양성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교

직과정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선택과목, 전문교과 등에 한해 교원 양성 역할을 담당하

는 것으로 했으며,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 재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밝혔다. 

l 해방 이후 교원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일본을 모방해 만든 사범

대는, 중등교원 자격의 개방과 1/3에 달하는 비사범대생의 임용합격 등으로 끊임없이 폐지론

이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2039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사

범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교과의 교사 양성을 다시 사범

대학으로 획일화시키는 이번 교육부 방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교원 

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Ÿ 김병찬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사회 변화 흐름에 역행하는 발표

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교원 양성 기능을 사범대로 제한하는 것이 다양화, 다원화하는 사회 

변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데 방해가 된다

고 지적하였다81). 장원섭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 역시 해당 발전방안에 대해 “양성기관별 

특성화를 명분으로 교사가 되는 길을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고 있다”며, “사

범대 교육만이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교원의 사범대 독점 체

제로 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하였다. 더 심각한 점은 “다

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은 인재가 대학 졸업 후 늦게라도 교직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교사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교사가 되는 다양한 길을 열고 제2의 기회를 확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82).

l 게다가 선발 후 교육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발 후 훈련과정을 거쳐 인성과 

적성 시험까지 진행하는 주요 선진국의 방식이 교과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에 부합하

는 양질의 교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사범대의 

공고한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시대 역행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Ÿ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17-05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주로 일반대학을 통해 교원 양성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용 시험 후 장기간(적게는 1년, 길게는 3-5년)의 수습 및 훈련 기

간을 거치며, 적성과 인성을 검사하는 2차 시험이 있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

사 양성은 주로 특수대학(교대·사범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임용시험의 문턱은 높지만 시

험에 합격해 임용만 되면 어떠한 교육훈련의 과정이나 인·적성 검사 과정 없이 교육 현장

에 즉시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다. 

81)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겨레. 2021년 8월 29일자.
82) “교육부 교원양성 방안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전자신문. 2021년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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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편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고교학점제 실시로 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 수 역시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수업을 대학교처럼 

다양화, 세분화하여 이동식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과목

별 심화과정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이에 따라 철학, 종교학, 보건, 환경, 실용경제 

등 다양한 과목들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교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Ÿ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연구진은 2020년 발간한 보고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

원수급 관련 쟁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가장 이상적인 조건(수업시수 12시간, 학급당 학생

수 12명)으로 시행할 경우 전 과목에서 교사 수가 총 8만 8,106명 모자랄 것으로 분석했으

며, 지금 현실에 가장 가까운 조건(수업시수 15.1시간, 학급당 학생수 24.5명)을 적용해도 교

원 수는 1,675명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83).  

l 고교학점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 교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교원 규모만 유지하더라도 2039년에는 교원 약 7만명이 초과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서 고교학점제를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 시행할 때 필요한 인원(약 8만명)과 거의 유사한 수

준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임용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교원 과잉을 유발하게 

된다. 더군다나 불과 20년 뒤 고등학생 수가 현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원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신규 교과 과정 신설에 필요한 교원 

인력은 기존 교원 역량의 질적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여러 교육청에

서는 기존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과목 지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Ÿ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화국어, 영미문학읽기, 심리학, 교육학 등 진로선택 

교과 및 교양 교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84). 충북도교육청 역시 심

화국어, 일본문화, 식품건강과 안전 등 학교 간 교과별 교육과정 교사 학습동아리를 꾸렸으

며, 12개 과정 180여명이 참여한 ‘다교과·다과목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85). 

l 더군다나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심화교육임을 고려할 때,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등에게 

교원 자격을 더욱 개방하여 수요에 맞춰 이들을 기간제 교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

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학교 밖 전문가를 교원으로 기용하는 점에 대해 교원의 95%가 반대

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일반 국민은 80% 넘게 찬성하는만큼 고등학교 교육 역시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Ÿ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근속연수 역시 3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바, 2021년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은 고등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2040년 이후까지 재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고교학점제로 실시되는 심화과목에 대해서 기간제로 석·박사들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을 개방한다면, 전문성은 물론이고 수요에 따른 유동적인 교과과정 개설

83) “국책연구원 ”고교학점제 시행 땐 교사 최대 8만명 부족“...교원수급 전면 수술하나”. 서울경제. 2021년 2월 28일
자.

84) “교사 역량 강화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전북교육소식. 2021년 8월 3일자. 
85) “충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교사 ‘다교과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네이트뉴스. 2021년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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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Ÿ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1년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 

95%가 교사의 전문성 훼손을 이유로 ‘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학생 인성과 지식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86). 그러나 국

가교육회의가 일반국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4,6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

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교사 자격을 개방할 필

요가 있다’는 질문에 학부모 83.4%, 일반 국민 80.5%가 찬성을 밝혔다. 반면 교사는 67.7%

가 반대했다87).

Ÿ 그러나 교원들의 이 같은 반대에 대해서는 교육계 안팎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섭

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원단체가 인성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직 개방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교직관련) 150학점을 이수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뚜렷한 인

성 학습을 했다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교

육계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성향

이 있어왔다”며 비판하였다88).

l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요가 줄어들고,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다양한 수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등교원 양성이 사범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학을 통해 이루

어져야 하는 이유는 없다. 따라서 사범대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원 양성 및 선발 체제

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교사 양성체제를 고집하기보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교원 양성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학

l 앞서 살펴보았듯 2021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48만명인데 비하여, 2030년대 초중반에 진학

하는 2009~2014년생은 평균 출생아 수 45만 7천명, 2030년대 중후반에 진학하는 2015~2020년

생은 평균 출생아 수 35만명, 2040년대에 진학하는 2021~2026년 출생아 숫자는 평균 약 24만 

7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40년대에는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l 특히 현재 수도권 4년제 및 지방 국립대의 입학 정원이 약 18만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 

대학진학률 71%의 상황에서 2030년대에는 23만명의 대학입학생 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

방 4년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220여개가 겨우 5만명의 입학인원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이 되고, 2040년대에는 수도권 4년제와 지방 국립대만으로 학생 충원이 충분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20년 안에는 지방 4년제 사립대학과 전문대들은 말 그대로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몰

락 현상은 학생들이 ‘수도권 4년제>지방 4년제>수도권 전문대>지방 전문대’순으로 선호함

86) “교원자격 없는 전문가도 교단 선다? 고교학점제 앞두고 논란”. 이데일리. 2021년 7월 6일자. 
87) 국가교육회의(2020).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보고서. 
88) “고교학점제가 불댕긴 교직개방 논쟁...‘선생님’의 자격은?”. 경향신문. 2021년 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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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전문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현상마저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Ÿ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 일반대 충원율은 99.2%, 지방 일반대는 

92.2%, 수도권 전문대는 86.6%, 지방 전문대는 82.7%를 기록하였다89). ‘벚꽃 피는 순서대

로’ 지방대학이 몰락해가는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Ÿ 우리에게 놓인 국가적 과제는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

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대학의 소멸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인

재의 육성 등 지역 고등교육의 공백을 초래한다. 통상적으로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의 산업

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연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데90), 대학

이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면 지방에 이러한 고등교육과 연구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사라지고 

지역소멸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지방대학은 대학소재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경제

의 일정부분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의 소멸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l 교육부 역시 대학입학정원의 감소를 예측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몇 년전부터 진행해왔지만, 

양적조정만 진행하고 있고 그마저도 대학과 교직원의 반발로 인해 매우 제한된 규모에서 부

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 양적 구조조정만으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

방대학 몰락에 대처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졸업생 수 감소에 맞추어 양적 조정을 한

다면 지방대학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고교졸업생 중심의 선발구조

에 질적 변화가 필요하며,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은 양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질적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l 이를 위해서는 학문연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도권 4년제 및 지방국립대를 제외하고 나

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직업재교육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금의 ‘선(先)진학-후(後)취업’ 에서 ‘선(先)취업-후(後)진학’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구조를 재편하고, 이론·학술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실무·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박사 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

가·장인 등에게도 교원자격을 개방해야 한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적 전환을 과감

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불과 20년 사이에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신입생을 충원

하지 못해 폐교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Ÿ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18-02 “구조조정 위기의 대학,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을 위한 제언”에서는 학문연구 중심 기능에 경도된 우리나라의 대학의 문제점을 짚으며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학구조 및 선발방식을 유지한다면 학

생 수요가 높은 수도권 4년제 및 지방국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대학들은 몰락할 위기

에 처하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실대학 위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에만 치우친 채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

89) 교육부(2021.5.20.)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90) 국토연구원(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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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先)진학-후(後)취업’하는 지금의 고졸 신입생 중심의 선발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Ÿ 따라서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 평생교육·직업재교육의 기능을 

대학이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입생 선발구조, 학과구조, 커리큘럼, 교원수급 구조 등

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입생 선발구조는 기존의 고졸 학령기 중심에서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론과 학술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교원자격을 정규과정을 밟은 박사에게 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

가 및 장인 등에게도 개방하여, 보다 실무적인 재교육·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병력자원

l 앞서 살펴보았듯 2016년생이 입대하게 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는 병역특례자나 면제자 등을 

고려한다면 입영자원은 20만명을 대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2040년대에는 불과 11만명도 

채 안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군다나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조건에서, 장교 및 부사

관을 제외하고도 30만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해 입영자원 목표를 20만명으로 설

정한 국방부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병력유지를 위해 

복무기간을 다시 2년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l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과 병력 규모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재 국방전력 유지라는 기조는 근본

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군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군 전력 재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병력 규모는 현역자원이 아니라 예비전력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하며, 가용 현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군 전력 편제 역시 기존의 사단 중심에서 여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해야 한다. 

Ÿ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병력 수는 현역과 예비역, 준병역을 모두 합해 약 671만명으로 베트

남과 북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91).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20)은 미래 병력수급 약

화로 군인과 민간인력,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적절한 배합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인력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장병을 대체하거나 보조해 줄 수 있는 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무기를 운용하는 장병의 훈련과 이를 지원하는 국방운영의 획기적인 개선

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Ÿ 군인 수 감소로 인해 육군의 편제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육군에는 

39개의 독립여단과 35개의 사단이 있다. 그러나 병력자원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면 

현재의 사단 규모 역시 유지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여단 중심으로 재편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오는 2026년까지 2개 사단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

는 등 부대의 편제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

91) “러-우크라전 계기로 본 병력기준 세계 군사력 1위 ‘베트남’”. 글로벌비즈. 2022년 4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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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인해 편제 변화의 필요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병력 부족 문제는 이미 군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해군의 경우 대형 함정에 탑승

할 인원이 부족해 지상부서 병력을 전환하고 있고, 비편제 인원은 이제는 거의 찾이보기 

힘들 지경이다92).

   - 2021년 국방부가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등 현행의 2개 작전사를 유지하고, 2026년까지 8개 군단에서 6개 군단으로 

개편된다. 또한 35개 사단은 27, 28사단을 해체하여 33개로 줄인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사

단 예하의 연대는 사라지고, 여단만 배치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사단 아래 2~5개의 여

단이 배치되거나, 여단이 사단급 수준의 작전수행능력을 갖춰, 미군처럼 기동화된 여단이 

중심이 된 모듈형 부대로 개편되는 것이다.

l 더 나아가, 국방부는 2021년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병사가 줄어드는 만큼 군 간부를 

증원하여 2026년까지 상비병력의 40.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사관급 이상 간

부 자원이든 일반 병사자원이든 모두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20대 전체 인구가 줄어

드는 상황에서 간부를 확대하는 방안은 병력자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군

을 현대화·첨단화하고, 병력을 현역 상비군 중심 체제에서 예비군 전력 중심으로 바꾸면서, 

현역병은 모병제에 기반해 정예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시기이다. 

Ÿ 첨단무기와 장비를 활용하는 현대전의 특성상 더 이상 군의 양적 규모에 치중할 이유는 없

으며, 국방 인력은 기존의 병력 규모 중심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93).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징병제로는 모병제에 비해 전투기술이나 첨단장비 

운용법을 배우고, 실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병역자원 감

소로 기존 필요 병력 자원을 징집을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

제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노동시장 

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20대 인구는 약 640만명인데 반해 2030년대에는 35.6%가 감소한 

413만명, 2040년대에는 59.3%가 감소한 약 261만명이 될 것이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20대 모

두가 취업하더라도 현재 취업자 수인 375만명보다 턱없이 부족한 사상 초유의 노동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0대가 이러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점은 한 세대에 걸쳐 계속

해서 노동력 공급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취업난, 청년 일자리 부족을 고민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동

력 확보가 절실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l 이를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을 겪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92) “현역병 입영 대상 급감...끊이지 않는 모병제 도입 논란”. 세계일보. 2020년 7월 18일자.
93) “한계 다다른 징병제...모병제 전환 비용 4조 추산”. 뉴시스. 2021년 6월 20일자. 



42

미국과 프랑스의 이민정책, 스웨덴의 전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정책, 일본의 정년연장 

정책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노동공급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Ÿ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문화·다인종 국가이며 전통적인 이민국가이다. 연간 100만명씩 유입

되는 이민자들은 미국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미국 전체 인구 

중 13.4%를 차지하는 그들은 소비 주체로서 미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94). 프

랑스 역시 출생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적인 이

민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95). 

Ÿ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1970년대 경제부흥기에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국가차

원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96). 특히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

고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보육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덕분에 현재 스웨덴은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없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2017년 기준 70.2%, OECD 국가 중 1

위97)), 출산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1.85명, OECD 국가 기준 6

위98)). 

Ÿ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자 2013년 노동자가 희망하면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데 이어 2021년에는 기업이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였다99). 이 덕분에 정년

을 폐지하고 고령 사원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자료

에 따르면,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70살 이상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는 기

업이 31.5%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기준 60~64세의 취업률은 70.3%, 65~69세의 취업률은 

48.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100).

l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것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낮고,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내국인 남성만으로는 노동력 공급이 불가능하

며, 인구의 감소는 생산의 측면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소비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가정양립정책 및 보육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력 공급부족 현

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30년대 즈음에는 정년연장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Ÿ 2021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

속 상주)은 133만 2천명이며, 그 중 취업자 수는 85만 5천명이다101). 상주 외국인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와 인구 수가 유사한 프랑스 12.8%, 스페

94) “이민자 4320만명 ‘13.4%’...연간 100만명 유입”. 중앙일보. 2017년 5월 3일자. 
95) 김진일, 박경훈(2017).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OECD 사례를 중심으로｣. p.27.
9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p.38.
97)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스웨덴이 가장 높아...”. 컨슈머포스트. 2019년 11월 5일자. 
98)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합계출생율(OECD)’.
99) “80살 이상 신입도 뽑아요...일본 ‘정년 폐지’ 잇따라”. 한겨레. 2021년 10월 14일자. 
100) “일본의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노동법률. 2021년 4월 26일자. 
1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1년 1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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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5.2%, 이탈리아 10.4%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102). 특히 상주 외

국인 수는 점점 증가해온 반면, 취업자 수는 80만명에 머물고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20년 안에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국외 노동력 유입을 위한 정

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부터, 사회적·정책적 차

별 철폐, 더 나아가서는 영주권과 같은 국내거주 조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96만 

4천여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는 2021년 133만 2천여명까지 연 평균 3.7% 증가해

왔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2012년 69만 8천여명에서 2021년 85만 5천여명으로, 연 평균 

증가율이 2.4%에 불과했으며, 고용률은 2012년 72.4%에서 2021년 64.2%으로 오히려 점진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내 노동자들의 취업 기

피로 인해 이미 일부 산업과 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고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37만 400명, 음식·숙박업은 

16만 2천여명, 농·어업은 6만 1천여명이며, 음식·숙박업과 농·어업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03). 이미 제조업의 10%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으

며104) 불법체류자 숫자(2020년 기준 39만명)까지 포함하면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

다105). 인구가 감소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의존 현상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Ÿ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50%~60% 내외를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의 여성 경

제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캐나다 73.8%, 호주 73.4%, 스페인 68.7%, 프랑스 

67.6% 등으로106) 주요 선진국들은 보육정책이나 육아정책 등을 통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육지원,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등 

일·가정 양립대책을 마련·추진해왔으나, 예상되는 출생아 수 감소와 급격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고려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가정양립정책 및 보육정

책 등은 저출생 극복대책이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한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더 과감한 지원을 적극적으

로 검토·추진해야 한다. 

Ÿ 한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앞서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21-07 “노동시장의 구조 변

화와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언급했듯,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세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

102) UN Population Division Workbook: UN Migrantstocktotal.
103) “외국인 근로자도 ‘3D’일은 기피...중소제조업 구인난 이유 있었다”. 중앙일보. 2021년 12월 21일자. 
104)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국내 제조업 취업자 398.7만명, 이민자 취업자 38.1만명이다.
105)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06) OECD Statistic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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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 공급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30년대 즈음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l 또한 그 동안 취업률이나 일자리 부족과 같은 양적 지표에 집중되어 왔던 노동정책을, 이제

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과 노동환경의 변화로 증가

하게 된 비정규직, 그리고 특고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에만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 보호조치

를 확대하여 차별을 없애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몰락하는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

는 산업에 맞춰 노동자들이 일자리 전환 및 직종전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

재교육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Ÿ 지금의 산업과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 특성상 비정규직

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거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역시 대폭 증

가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몰락하는 산업과 부상하는 산업이 

나타나고 있고, 같은 산업 내에서도 첨단화·기술화에 따라 기존의 단순 노무직은 줄어들

고 있는 상황이다. 

Ÿ 이제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양적지표보다 질적지표가 중요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

안정한 고용상태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조치를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부터 예술인, 플

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용보험을 확대한 

바 있는데, 이를 더욱 과감하게 확대하여 종국에는 건강보험과 같이 온 국민이 소득 기반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 역시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보험이 확대될수록 기존 보험 기금의 소진이나 보험료율 상승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확대 사례107)와 같이 보험 확대에 투입되는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Ÿ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

직 간 임금격차는 2017년 128.2만원에서 2018년 136.5만원, 2019년 143.6만원, 2020년 152.3

만원, 2021년에는 156.7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108). 고용의 질적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직무

급체계로 전환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현실적으

로 확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불안정·저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을 고용

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Ÿ 더 나아가 급격한 산업변화로 인해 새로 생기거나 축소·도태되는 업종과 산업이 속출하고, 

산업 내에서도 기술화에 따라 단순 노무직이 감소하는 등 이제는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환 및 직무전환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산업적 변화에 적

107) 건강보험은 77년 대기업 직장 가입자에서 시작되어 점차 대상이 지역가입자로 확대되어 적용대상이 89년 전 국
민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 완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108) “비정규직 800만명 첫 돌파...정규직과 임금 157만원差 '최대'”. 중앙일보. 2021년 10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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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일자리를 전환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재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앞서 언급했

듯 이러한 재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대학의 기능을 전환하고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선발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국내 소비시장 

l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전통적으로 과잉공급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면서부터 그 비중과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이 대체로 역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몰

락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자영업의 비중축소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소

비수요를 결정하는 총인구 수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 몰락은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보인다.  

Ÿ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0년 36.9%에서 2010년 28.8%, 2019년 

24.6%로 감소해왔다109).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이탈리아(22.5%), 영

국(15.3%), 프랑스(12.4%), 캐나다(8.6%)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다. 통상적으로 자

영업 부문의 비중 축소는 선진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미국과 독일은 1970년대 연평균 

성장률 3% 내외의 저성장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 기간 자영업 비율은 10% 내외로 당시 

OECD 평균인 15% 수준에 비해 평균이하를 보였고, 일본 역시 성장률이 둔화되며 자영업 

비율이 60년대 46.6%에서 80년대 28.1%로 급속히 줄어왔다. 즉, 대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

자 비중은 하락하는 것이다. 

Ÿ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경제가 선진화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중축소가 불

가피한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고, 더 나아가 내수 소비시장 규모를 결정하는 총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영업의 축소와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l 내수 소비시장 규모를 결정하는 총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30 인구의 감소는 이보

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 중에서도 2030을 주력 소비층으로 

하는 음식료업의 타격은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보다 크고, 직접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Ÿ 앞서 언급했듯 일본의 2030 세대가 2000~2018년 사이 6.1%p 감소하는 동안 자영업자 비율

이 6.3%p 감소하는 등 2030의 감소가 자영업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으며 특히 동네 술집, 밥집, 세탁소 등과 같은 음식과 도소매업은 2030세대의 감소와 

매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l 반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 의료, 헬스케어 등의 업종에서는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

로 예측된다. 

109) OECD Statistics. ‘Self-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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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7년부터 집계된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스포츠교육기관은 

22,117개, 스포츠시설운영업은 5,123개, 실내스크린골프점 4,059개, 헬스클럽 6,496개였는데, 

2022년 2월에는 스포츠교육기관 29,333개, 스포츠시설운영업 10,160개, 실내스크린골프점 

6,512개, 헬스클럽 10,170개로 각각 34.3%, 100.6%, 63.2%, 59%씩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

에서 이들 4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9월 기준 1.7%에서 2022년 2월 기준 2%

로 증가하였다110). 또한 앞서 언급했듯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규모 역시 2018년 1.9조원에

서 2019년 6조 4,25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l 자영업이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자영업 창업을 지원·장려하는 정책은 재고되

어야 하며, 자영업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점은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자영업 종사자들을 최대한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노동시장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빈곤해지는 상황이다. 

비록 지금은 취업난이라고 하나, 앞으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자영업자들을 임금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충분히 실행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

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Ÿ 앞서 언급했듯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령계층의 인구 및 구성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총 인구 5,175만여명 중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71.6%인 3,703만

명이며, 2029년에는 이 규모가 3,418만여명, 66.7%로 줄어들고, 2046년에는 2,575만여명, 

52.8%로 더욱 감소하게 된다. 20대 인구만 하더라도 2021년 기준 640만 9천여명인 반면, 

203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413만여명, 2040년대에는 261만여명으로, 이 때는 경제활동인구는 

고사하고 모든 20대가 취업하더라도 현재 취업자 수인 375만명의 70%에 불과한 상황이 발

생하게 된다. 

Ÿ 비록 지금은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

지만, 출생아 수 감소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과잉

공급되어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직업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임금 노동시장으로 최

대한 흡수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자영업에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l 자영업자들을 노동시장에 흡수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지만, 자영업을 하더라도 준비

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창업을 하더라도 다시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

도록 지원해야 한다. 첫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유망한 업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

고, 동종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확률이 높은 재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소위 ‘되는 분야’로 업

종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Ÿ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음식료업은 창업률 대비 폐업률이 높아 실패의 위험이 높은 업종이

고. 앞서 언급했듯 20대의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30년대부터는 음식료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110) 국세청 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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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음식료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하다는 인식으로 높은 창업률

을 보이고 있다. 

   - 2018년 3차산업 기반 자영업 중 ‘음식업’의 창업률은 24.2%로, ‘대리중개도급업

(27.9%)’과 ‘부동산매매업(26.8%)’를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한편 폐업률은 ‘대리중개

도급업(18.1%%)’과 ‘음식업(18.1%)’이 같은 수치를 보이며, 음식업은 창업도 쉽지만 

그만큼 빠르게 폐업하는 업태임이 확인되었다111).

Ÿ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는 폐업률이 높은 음식료업 대신 성장이 

기대되는 건강, 의료, 헬스케어 등의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폐업 후에도 같

은 업종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도 소위 ‘되는 분야’인 헬스, 보건 

등과 같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 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이 역시 평생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대학에서 자영업자 교육 및 재교육 관련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대학이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더미래연구소 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9년 폐업한 소상공인 중 폐업 이후 재창업을 선

택한 이는 약 43%, 취업을 선택한 사람은 약 39%로 나타났는데, 재창업을 선택한 사람 

43% 중 ‘같은 업종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 65% 수준인 반면, ‘업종을 변

경하여 재창업’하겠다는 비중은 16%에 불과했다112).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소위 ‘되는 분야’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7. 국민연금

l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 고갈시점은 205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

측되는 바, 현재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

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형성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면 현 근로세대는 

보험료율 9%를 부담하는 반면 미래세대는 2057년 24.6%, 2080년대에는 37%로 본인 소득의 

1/3 넘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낮춘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퇴직 전 수입이 안정적일 때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하도록 하여, 노후에 받을 연금부

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고 본인들이 더욱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되어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사회적 합의와 과감한 결

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Ÿ 미래 세대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가진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은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되어온 사안이지만, 

111) 더미래연구소(2020).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p.14.
112) 더미래연구소(2020).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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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로 인해 역대 모든 정부가 개혁을 회피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문

재인 정부 역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

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4가지 방안 중 어떠한 안이더라도 보험료보다 급여

가 높은,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

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Ÿ 물론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급격한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근로세대의 저항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미래연구소 IF-Report 2019-07 “고

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에서는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기성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에 0.5%p씩 인상하

여 10년간 5%p를 인상하는 방안, 또는 1년에 0.25%p씩 4년을 주기로 1%p씩 인상하여 20년

간 5%p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Ÿ 한편, 2022년에는 대선 토론회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 

4명 모두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개

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점이 

된 것이다.  

8. 주거 수요

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49년까지 전체적인 인구 수는 줄어들지만 인구감소율에 반해 1~2

인 가구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1~2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 수요는 더 커질 전망

이다. 2047년이 되면 70% 이상이 1~2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예측마저도 기

존 예상을 넘는 수치라는 점에서113), 앞으로 대형평수보다는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등 주택 수요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l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했듯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

족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가격상승폭이 중대형 주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경제적 수익이 중대형 평수에 비해 적어 민간 건설업자들이 공급에 소극적이기 때문

이다. 

l 따라서 첫째, 공공택지를 통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1~2인 가구비중을 대폭 늘

113) 통계청은 2019년 ‘장래가구특별추계’를 발표하면서 2020년 1인가구는 616만 6천명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으나, 
2021년 발표된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2020년 실측치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664만 3천명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1인가구가 8.1%나 늘었으며, 장래가구추계는 7월을 기준으로 하고 인구주택총조사는 11
월을 기준으로 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인 것이다. 출처: “통계청 예측 넘어선 
1인가구 급증...‘집 없인 결혼, 자녀 없다’”. 중앙일보. 2021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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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소형분양주택 

소요 추정
4.6 4.5 4.3 4.1 3.8 3.6 24.9

공공분양 

공급계획
2.9 3.5 3.9 - - - 10.3

차이 -1.7 -1 -0.4 -4.1 -3.8 -3.6 -14.6

출처: 주택산업연구원 “소형분양주택의 시장전망과 공급확대 개선 방안”. p.26.

표 23 소형분양주택 소요량 및 공공 공급량 계획 (단위: 만 호)

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민간에서도 1~2인 가구용 소형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세제혜택, 용적률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소형분양주택의 소요량과 공공분양주택 공급량을 추산한 주택산업연구원(2021) 자료에 따르

면, 2020~2025년까지 소형분양주택의 소요량은 24.9만호로 추정되는데, 신혼희망타운을 포

함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량은 2020~2022년까지 10.3만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2025년까지 

14.6만호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Ÿ 민간 차원의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민간에서는 소형분양주택의 수요는 높으나, 중대형 주택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에 소

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형분양주택공급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

나, 각종 인허가와 세제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

을 고민해야 한다. 

l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태어난 아동의 숫자는 미래에 어떠한 다른 변수가 없는 객관화된 현

실이며 2026년까지도 5년간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극적인 출생률 반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은 이미 ‘예견된 

미래’이다. 이 출생아 수는 한 세대를 걸쳐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에서  본 고에서 살펴본 20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 교육, 대학, 병역자원, 노동인구 

및 소비시장, 국민연금, 주택 수요 등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나리오나 경우를 고려

할 것이 없는 기정사실화된 미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생 대책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이미 현실로 다가온 저출생과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파장을 고려한 사회

정책적 영향의 분석과 그에 대한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거나 없다시

피 하다. 따라서 5년 앞으로 다가온 위기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

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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