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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urate prediction of future mortality is an important issue due to recent rapid increases in life ex-

pectancy. An accurate estimation and prediction of mortality is important to future welfare policies. The

optimal selection of a mortality model is important to estimate and predict mortality; however, the period

of time series data used is also an important issu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the time series data

for mortality is short in Korea and the data before 1982 is incomplete. This paper divides the time series

of Korean mortality into two sets to compare the parameter estimates of the LC model and LC model with

a cohort effect by the period of data used. A modeling and prediction of the mortality index and cohort

effect index as well as the evaluation of future life expectancy is conducted. Finally,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future prediction of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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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평균수명은 남자 77.9세, 여자 84.6세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평균수명에 비해 10년 동안 남자 4.6세, 여자 4.2세가 증가한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증가속도가
빠르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추세는향후꾸준히유지될것으로보여정부에서는장기연금정책등각

종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사망력 예측을 통한 장래 기대수명 추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

러한 이유로 사망력 예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간에

걸쳐서 사망력 예측을 위한 모형화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모형은 Lee와 Carter

(1992), Lee (2000)에서 제시된 LC모형으로 사망력을 포함한 인구학적 변수를 예측하는 효과적인 방
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모형은 미국 센서스국의 기준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6년 사망력 예측을 위하여 처음 도입하여 적용한 바 있다. LC모형은 사망력 자료에서 연령

효과와 시간효과를 추정한 후 시간효과를 모형화하고 예측하는 형태이며 이후 Renshaw와 Haberman

(2006)과 Cairns 등 (2007, 2009, 2011)에서는 LC 모형에 코호트효과를 포함하는 모형을 토대로 사망

력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다. 이밖에도많은모형들이장래사망력예측을위하여연구되어왔다.

이와같이다양한모형을토대로사망력예측에적합한최적모형을찾으려는연구는매우중요한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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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망력 시계열 적용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중
요하다는 것이다. Cairns 등 (2009)는 장래 사망력 예측을 위해서는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 모수 추정

값의 robustness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LC모형과 코호트효과가 포함된 여

러 개의 모형을 토대로 모수 추정값의 robustness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robustness에 문제

가있다는것을지적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모형들을 이용한 우리나라 사망력 예측에 대한 연구로는 Park 등 (2005), Baek과 Jeong

(2012), Jung (2012)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1970년

이후 시계열밖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1982년 이전의 자료가 고연령층 부분에서 부족하여 다소 불

완전하다는 점, 짧은 기간동안 사망력의 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망

력 예측을 위한 모형뿐만 아니라, 시계열 적용기간의 적정성 검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계

열 적용기간에 대해 Baek과 Jeong (2012)은 모수 추정 및 예측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

며, Jung (2012)은 우리나라 사망력 시계열에 코호트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 LC모형과코호트효과를포함한확장모형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망력 추계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C모형’과 LC모형의 기본 틀

에 코호트효과를 추가하여 사망력 추계를 한 Renshaw와 Haberman (2006)에서 사용한 ‘LC 코호트효

과 확장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사망력에 대한 시계열 적용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각 모형별로

모수 추정결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모형별 사망력지수와 코호트지수에 대하여 적합한 예측모형의

선정결과및기대수명에대한예측적합력을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Jung (2012)에서 1983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1970년 이

후 비교적 사망력 시계열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의 시계열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간의차이점을비교분석하여향후장래기대수명추계시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 2절에서 시계열 적용기간을 달리하여 LC모형과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에 대한 모

형별 모수추정결과를 비교하고, 제 3절에서는 두 모형의 사망력지수와 코호트지수에 대한 모형화 및 최

적 모형을 통한 모형별 예측값을 산출한다. 제 4절에서는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 모형별 기대수명을

추계하고, 각각에대한예측적합력을검증한후, 기대수명간의차이를분석한다. 제 5절에서는향후장

래기대수명추계를위한제언을제시한다.

2. 사망력 시계열 적용기간별 모수 추정결과 비교

2.1. 모수 추정모형

사망력 자료는 연령효과, 시간효과, 코호트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령효과는 연령에 따른 사망력 수

준과 그 변화효과를 의미하며, 시간효과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망력지수를 나타낸다. 코호트효과는

특정 출생 코호트가 다른 코호트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나타내면서 변화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본 논

문에서는 사망력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사망력 추계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효과와

시간효과를 모형화한 ‘LC모형’ (Lee와 Carter, 1992)과 LC모형에 일반화된 코호트효과를 확장한 ‘LC

코호트효과확장모형’ (Renshaw와 Haberman, 2006)을기본모형으로분석한다.

mx,t를 t시점의 x세의연앙사망률(mid-year death rate)이라고하면 LC모형은다음과같다.

lnmx,t = β(1)
x + β(2)

x κ
(2)
t + ϵx,t, (2.1)∑

t

κ
(2)
t = 0,

∑
x

β(2)
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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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
(1)
x 는 사망력의 전 연령에 걸친 일반 추세이며, β

(2)
x 는 κ

(2)
t 변화에 따른 특정 연령층 사망률의

변화상태를 나타낸다. κ
(2)
t 는 시간에 대한 선형함수로서 Lee와 Carter (1992)에서와 같이 ‘사망력지

수(mortality index)’라 부르기로 한다. ϵx,t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로서, 모형에 반영되지 않는 영

향을나타낸다.

LC 코호트효과확장모형은 LC모형에코호트효과를포함한모형으로다음과같이표현된다.

lnmx,t = β(1)
x + β(2)

x κ
(2)
t + β(3)

x γ
(3)
t−x, (2.2)∑

t

κ
(2)
t = 0,

∑
x

β(2)
x = 1,

∑
x,t

γ
(3)
t−x = 0,

∑
x

β(3)
x = 1,

여기서 β
(1)
x 는 연령효과, β

(2)
x κ

(2)
t 는 시간효과, β

(3)
x γ

(3)
t−x는 코호트효과를 나타낸다. κ

(2)
t 는 사망력지수

이며 γ
(3)
t−x는 출생연도 t − x에 대한 순수한 코호트효과 또는 ‘코호트지수(cohort index)’를, β

(3)
x 는 연

령가중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망력에 대한 코호트효과에 대해서는 Jung (2012)을 참고하기 바란

다.

2.2. 모수 추정결과 비교

LC모형과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에 대한 모수들 β
(1)
x , β

(2)
x , β

(3)
x , κ

(2)
t , γ

(3)
t−x는 최우추정법(MLE)으

로 추정되었으며, JPMorgan (2007)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LifeMetrics Software Version 2.0을 이용하

였다.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 중에서 부족한 고연령층의 사망력은 CK모형을 이용하여 연령별 표준 사

망률을 추정한 후 관계형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Jung과 Kim (2012)을 참조하

기바란다.

2.2.1. 남자 사망력 모형 추정 기간별(1976∼2005년, 1983∼2005년) 남자의 사망력 모형 추정 결과

는 Figure 2.1과 Figure 2.2와같다. Figure 2.1은 LC모형추정결과로서사망력의전연령에걸친일반

추세를 나타내는 β
(1)
x 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시계열 추가로 인한 연령별 추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사망력지수 κ
(2)
t 변화에 따른 특정연령층 사망률의변동을나타내주는 β

(2)
x 는 50세이하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대한 선형함수로서 알려진 사망력지수 κ
(2)
t 는 1976년 이후 자료를

사용한경우 1976년부터 1982년까지의추세가다소불규칙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 1983년이후부터는

적용기간에 따라 추정결과 수준 차이는 존재하며 추세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LC모형의

경우시계열적용기간에따른모수추정값의 robustness 문제는크게나타나지않았다.

Figure 2.2는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 추정결과로서 연령효과인 β
(1)
x 와 사망력지수와 코호트지수의 가

중치역할을하는 β
(2)
x , β

(3)
x 의추정값은시계열적용기간에따른추정결과간에차이가있다. 또한, 사망

력지수의 경우 시계열 적용기간과 관계없이 198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76년 이후 시계

열을 적용했을 경우가 더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코호트지수의 경우도 시계열자료 적용기간에

따라크게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코호트효과를포함한모형의경우, 시계열적용기간에따른모수

추정값의 robustness에문제가있기때문에이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2.2.2. 여자 사망력 모형 추정 여자의 사망력 모형 추정 결과는 Figure 2.3과 Figure 2.4와 같다.

Figure 2.3은 LC모형 추정결과로서 β
(1)
x 에 대한 추정값은 사망력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β
(2)
x 의 추정값은 남자와는 달리 전 연령대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사망력지수인 κ

(2)
t 는

1976년 이후 자료를 사용한 경우 1976년부터 1982년까지의 추세가 다소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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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arameter estimates for LC model by the period of data used(male)

Figure 2.2. Parameter estimates for LC model with cohort effect by the period of data used(male)

나 1983년 이후는 2개의 시계열간에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LC모형의 경우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모수추정값의 robustness 문제는크지않으나남자의경우보다는다소크게나타났다.

Figure 2.4는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 추정결과로서 β
(1)
x , β

(2)
x , β

(3)
x 의 추정값은 시계열자료의 적용기

간에 따라 추정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남자 시계열 보다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망력지수의 경우 1983년 이후 동일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추세의 가파른

정도에서는 크게 나타났으며, 코호트지수의 경우 1960년경부터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코호트효과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 모수 추정값의 robustness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망력 시계열

적용기간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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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arameter estimates for LC model by the period of data used(female)

Figure 2.4. Parameter estimates for LC model with cohort effect by the period of data used(female)

3. 사망력지수 및 코호트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모형을 이용한 사망력 예측 및 장래 기대수명 추계를 위해서는 확률변수인 사망력지수 κ
(2)
t 와 코호트지

수 γ
(3)
t−x에 대한 모형화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사망력지수와 코호트지수에 대한 모형화 과정을 살펴

보고, 이를통하여모형별예측값을산출하였다. 분석에언급된 ARIMA모형들은 intercept가포함되지

않은모형이다.

3.1. 사망력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3.1.1. 남자 사망력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LC모형의장래사망력예측을위한사망력지수 κ
(2)
t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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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tatistics for the fitted models of mortality index by the period of data used(LC model, 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1, 1, 0) 32.35 −91.58 187.17(4) 189.90(4)

ARIMA(2, 1, 0) 19.38 −84.70 175.40(3) 179.50(3)

ARIMA(3, 1, 0) 15.20 −81.53 171.06(2) 176.53(2)

RWD 17.16 −62.89 129.77(1) 132.51(1)

Period of Data : 1983∼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1, 1, 0) 6.83 −53.18 110.37(4) 112.55(3)

ARIMA(2, 1, 0) 5.15 −50.41 106.82(2) 110.09(2)

ARIMA(2, 1, 1) 5.21 −50.64 109.28(3) 113.65(4)

RWD 3.70 −39.15 82.30(1) 84.57(1)

Figure 3.1. Forecast by the fitted model of mortality index(LC model, male)

하 그림에서 ‘kappa2’로 표기) 의 최적 모형을 찾기 위하여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부분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 및 1차 차분 후의 ACF와

PACF 등을 참조하여 구한 적합모형별 통계량을 구하면 Table 3.1과 같으며, 적합모형별로 2050년까

지 예측결과를 보면 각각 Figure 3.1과 같다. 이들 모형 중에서 AIC값과 BIC값을 기준으로 보면 사망

력의 시계열 적용기간과 관계없이 사망력지수의 모형은 RWD(Random Walk with Drift)가 적합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사망력에 대한 추정모형의 적합력뿐만 아니라 우리

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장래 기대수명에 대한 예측 적합력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4절에서

는사망력지수와코호트지수의적합모형중가장우수한 2개의모형을대상으로비교분석할예정이다.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의 사망력지수 κ
(2)
t 의 최적모형을 찾기 위하여 LC모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합모형별 통계량을 구하면 Table 3.2와 같으며 적합모형별로 2050년까지 예측결과를 보면 Figure

3.2와 같다. 이들 모형 중에서 AIC값과 BIC값 기준으로 보면 시계열의 적용기간과 관계없이 사망력지
수의 모형은 RWD가 적합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자의 경우 시계열 적용기간

과관계없이동일하게 RWD 모형이선정되었다.

3.1.2. 여자 사망력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LC 모형의 장래 사망력 예측을 위한 사망력지수 κ
(2)
t 의

최적모형을 찾기 위하여 적합모형별 통계량을 구하면 Table 3.3과 같으며 모형별로 2050년까지 예측결

과를 보면 Figure 3.3과같다. 이들 모형 중에서 AIC값과 BIC값을 기준으로 보면 시계열의 적용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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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tatistics for the fitted models of mortality index by the period of data used(LC model with cohort

effect, 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2, 1, 0) 19.33 −84.66 175.31(4) 179.42(4)

ARIMA(3, 1, 0) 15.45 −81.72 171.43(3) 176.90(3)

ARIMA(1, 1, 2) 9.94 −76.35 160.70(2) 166.17(2)

RWD 16.25 −62.48 128.96(1) 131.69(1)

Period of Data : 1983∼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2, 1, 0) 3.43 −45.89 97.79(2) 101.06(2)

ARIMA(3, 1, 0) 3.26 −45.39 98.78(3) 103.14(3)

ARIMA(2, 1, 1) 3.27 −45.60 99.19(4) 103.56(4)

RWD 2.28 −36.36 76.72(1) 78.99(1)

Figure 3.2. Forecast by the fitted model of mortality index(LC model with cohort effect, male)

Table 3.3. Statistics for the fitted models of mortality index by the period of data used(LC model, fe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2, 1, 0) 39.67 −94.77 195.55(4) 199.65(4)

ARIMA(3, 1, 0) 27.88 −90.22 188.44(3) 193.91(3)

ARIMA(1, 1, 2) 14.05 −82.98 173.95(2) 179.42(2)

RWD 30.20 −67.13 138.25(1) 140.99(1)

Period of Data : 1983∼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2, 1, 0) 10.87 −58.28 122.57(3) 125.84(3)

ARIMA(0, 1, 2) 16.60 −62.66 131.32(4) 132.66(4)

ARIMA(3, 1, 0) 8.96 −56.47 120.95(2) 125.31(2)

RWD 6.72 −42.59 89.17(1) 91.44(1)

관계없이사망력지수의모형은 RWD가적합력이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 사망력지수 κ
(2)
t 의 적합모형별 통계량을 구하면 Table 3.4와 같으며 적합모형

별로 2050년까지 예측결과를 보면 Figure 3.4과 같다. 이들 모형 중에서 AIC값과 BIC값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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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Forecast by the fitted model of mortality index(LC model, female)

Table 3.4. Statistics for the fitted models of mortality index by the period of data used(LC model with cohort

effect, fe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3, 1, 0) 40.08 −95.41 198.83(4) 204.30(4)

ARIMA(2, 1, 1) 25.54 −90.44 188.87(3) 194.34(3)

ARIMA(3, 1, 2) 15.85 −84.00 180.00(2) 180.00(2)

RWD 41.49 −69.51 143.02(1) 145.75(1)

Period of Data : 1983∼2005

κ
(2)
t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1, 1, 0) 9.88 −56.67 117.35(4) 119.53(4)

ARIMA(2, 1, 1) 5.00 −50.88 109.77(2) 114.13(2)

ARIMA(3, 1, 0) 6.83 −53.20 114.41(3) 118.77(3)

RWD 5.27 −41.19 86.39(1) 89.12(1)

Figure 3.4. Forecast by the fitted model of mortality index(LC model with cohort effect, female)

보면시계열의적용기간과관계없이사망력지수의모형은 RWD가적합력이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나

여자의경우도시계열적용기간과관계없이동일하게 RWD 모형이선정됨을알수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보면, 사망력지수의 경우 성별이나 기본 모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형이 선정되어
시계열적용기간간의적합모형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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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Statistics for the fitted models of cohort index by the period of data used(LC model with cohort effect,

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γ
(3)
t−x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1, 1, 0) 1196 −605.92 1215.84(4) 1221.45(4)

ARIMA(2, 1, 0) 1046 −597.92 1201.84(2) 1210.25(2)

ARIMA(3, 1, 0) 991.8 −594.77 1197.53(1) 1208.75(1)

ARIMA(3, 1, 2) 973.8 −596.00 1204.00(3) 1220.82(3)

Period of Data : 1983∼2005

γ
(3)
t−x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1, 1, 0) 126.8 −441.65 887.30(3) 892.79(2)

ARIMA(1, 1, 1) 121.8 −439.41 884.82(2) 893.05(3)

ARIMA(2, 1, 0) 126.3 −441.41 888.81(4) 897.05(4)

ARIMA(3, 1, 0) 112.1 −434.77 877.54(1) 888.52(1)

Figure 3.5. Forecast by the fitted model of cohort index(LC model with cohort effect, male)

3.2. 코호트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3.2.1. 남자 코호트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Figure 2.2의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의 코호트지수

γ
(3)
t−x(이하 그림에서 ‘gamma3’로 표기)에 대해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부

분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 및 1차 차분 후의 ACF와 PACF를 구하여
최적의 모형별 통계량을 구하면 Table 3.5와 같으며 적합모형별로 2050년까지 예측결과를 보면 Figure

3.5와 같다. 이들 모형 중에서도 AIC값과 BIC값을 기준으로 보면 시계열의 적용기간과 관계없이 코호
트지수의 모형은 ARIMA(3, 1, 0)이 적합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3년부터 2005년

까지의 시계열을 적용한 사망력 예측결과를 보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코호트효과

가기대수명에음의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3.2.2. 여자 코호트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Figure 2.4의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의 코호트지수

γ
(3)
t−x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최적의 모형을 찾았다. 그 결과를 보면 적합모형별 통
계량은 Table 3.6과 같으며 적합모형별로 2050년까지 예측결과를 보면 Figure 3.6과 같다. 이들 모

형 중에서도 AIC값과 BIC값을 기준으로 보면 1976∼2005년 시계열의 경우 ARIMA(2, 1, 1) 또는

ARIMA(2, 1, 2), 1983∼2005년 시계열의 경우 ARIMA(0, 1, 0)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적용기

간에따라최적모형이다르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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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tatistics for the fitted models of cohort index by the period of data used(LC model with cohort effect,

fe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γ
(3)
t−x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1, 1, 0) 34.38 −388.89 781.79(4) 787.39(3)

ARIMA(2, 1, 1) 30.87 −382.56 773.11(2) 784.33(1)

ARIMA(2, 1, 2) 28.88 −380.60 771.72(1) 785.22(2)

ARIMA(3, 1, 1) 31.03 −382.82 775.63(3) 789.65(4)

Period of Data : 1983∼2005

γ
(3)
t−x fitted model σ̂2 LL AIC(rank) BIC(rank)

ARIMA(0, 1, 0) 398.10 −503.00 1008.00(1) 1010.74(1)

ARIMA(1, 1, 0) 396.60 −502.79 1009.59(2) 1015.06(2)

ARIMA(2, 1, 0) 396.10 −502.74 1011.48(3) 1019.69(3)

ARIMA(2, 1, 1) 390.40 −502.05 1012.10(4) 1023.05(4)

Figure 3.6. Forecast by the fitted model of cohort index(LC model with cohort effect, female)

4. 시계열 적용기간 및 모형별 기대수명 비교

4.1. 시계열 적용기간별 기대수명에 대한 예측 적합력 검증

제 3절에서 시계열 적용기간별로 2개의 기본모형에 대한 사망력지수와 코호트지수의 ARIMA모형화를

통하여 후보모형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사망률 시계열을 적용하여 적합된 모형들이 우리가 최종적
으로관심을갖고있는장래기대수명에대한예측력도우수한것이라고기대할수없다. 이는적합모형

별로예측된사망력으로통계청의 ‘생명표’ 작성방법(통계청, 각년도)에따라장래기대수명을추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계열 적용기간별로 기본 모형별 적합모형에 대한 예측 적합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 3장에서 선정된 적합모형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대수명을 추계한 후, 모형별 기대수명과 통

계청에서 발표한 기대수명(생명표)에 대한 MAE(Mean Absolute Error)를 산출하고, 모형적합력이 우

수하고 MAE값이적은적합모형을 Table 4.1과 4.2에정리하여수록하였다.

먼저 남자의 경우 시계열 적용기간에 대한 기본모형의 MAE는 Table 4.1과 같다. 1976년부터 2005년

까지의 시계열을 적용한 경우 LC모형은 제3절에서 도출한 과거 사망력 시계열에 대한 적합력이 우수

한 모형(RWD)과 기대수명에 대한 예측 적합력이 우수한 모형(ARIMA(3, 1, 0))과는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이 LC모형에 비해 MAE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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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MAE for life expectancy by the period of data used and model(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Period of Data : 1983∼2005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cohort
- ARIMA(3, 1, 0) ARIMA(2, 1, 0) - ARIMA(3, 1, 0) ARIMA(1, 1, 0)

index

mortality
RWD (3, 1, 0) RWD (1, 1, 2) RWD (1, 1, 2) RWD (2, 1, 0) RWD (2, 1, 0) RWD (2, 1, 0)

index

MAE
0.484 0.421 0.331 0.132 0.272 0.081 0.348 0.170 0.836 0.868 0.740 0.772

(life table)

Table 4.2. MAE for life expectancy by the period of data used and model(fe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Period of Data : 1983∼2005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cohort
- ARIMA(2, 1, 1) ARIMA(3, 1, 1) - ARIMA(0, 1, 0) ARIMA(2, 1, 0)

index

mortality
RWD (1, 1, 2) RWD (3, 1, 2) RWD (3, 1, 2) RWD (3, 1, 0) RWD (2, 1, 1) RWD (2, 1, 1)

index

MAE
1.116 0.963 0.070 0.158 0.059 0.119 0.717 0.600 0.523 0.551 0.522 0.550

(life table)

타났다. 1983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을 적용한 경우 LC모형은 모수 적합력(RWD)과 예측 적합

력(ARIMA(2, 1, 0))이 우수한 모형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의 경우도

과거 적합력과 예측 적합력이 우수한 모형은 일치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예측 적합력 측면에서 보면

시계열 1976년부터 2005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이며, 시계열 1983년부터 2005년을 적용할 경우에는 LC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경우시계열적용기간에따른모형별 MAE를 Table 4.2에수록하였다.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의 시계열을 적용한 경우를 보면 LC모형은 과거 사망력 시계열에 의한 적합력이 우수한 모형(RWD)과

기대수명에 대한 예측 적합력이 우수한 모형(ARIMA(1, 1, 2))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

로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의 경우가 LC모형에 비해 MAE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1983년부터 2005년의 경우 LC모형 적용시 모수 적합력(RWD)과 예측 적합력(ARIMA(3, 1, 0))이 우

수한 모형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LC코호트효과 확장모형 적용시는 모수 적합력과 예측 적합력

이우수한모형은전체적으로일치하게나타났다. 즉, 예측적합력측면만보면어떤시계열을적용하든

LC 코호트효과확장모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Table 4.1과 Table 4.2로부터 5년 정도의 단기 예측 측면에서 볼 때,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이 LC모

형보다 긴 시계열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측 적합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즉, 1976∼2005년 자료에 대

해 코호트 모형을 이용한 경우, 남녀 모두 5년 단기 예측에서 통계청 기대수명 실측치와 가장 근사하게
예측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2. 사망력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 장래기대수명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 장래 기대수명을 비교하기 위하여 2020년과 2030년의 기대수명을 추계한 결

과를 Table 4.3과 Table 4.4에 수록하였다. 남자의 경우 시계열 1976년부터 2005년의 경우에 있어서

Figure 3.5에서 알 수 있듯이 코호트효과가 장래 사망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C모형과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간의 기대수명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LC 코호트

효과 확장모형으로 추계한 기대수명이 1세 이내에서 LC모형으로 추계한 기대수명보다 높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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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Life expectancy by the period of data used and model(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Period of Data : 1983∼2005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cohort
- ARIMA(3, 1, 0) ARIMA(2, 1, 0) - ARIMA(3, 1, 0) ARIMA(1, 1, 0)

index

mortality
RWD (3, 1, 0) RWD (1, 1, 2) RWD (1, 1, 2) RWD (2, 1, 0) RWD (2, 1, 0) RWD (2, 1, 0)

index

2020 79.98 79.11 80.16 80.67 80.17 80.68 80.55 80.50 79.39 78.60 80.18 79.34

2030 82.89 80.31 83.12 83.23 83.12 83.23 83.73 82.66 80.94 79.48 82.75 80.97

Table 4.4. Life expectancy by the period of data used and model(female)

Period of Data : 1976∼2005 Period of Data : 1983∼2005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LC model LC model with cohort effect

cohort
- ARIMA(2, 1, 1) ARIMA(3, 1, 1) - ARIMA(0, 1, 0) ARIMA(2, 1, 0)

index

mortality
RWD (1, 1, 2) RWD (3, 1, 2) RWD (3, 1, 2) RWD (3, 1, 0) RWD (2, 1, 1) RWD (2, 1, 1)

index

2020 84.48 84.34 89.18 88.30 89.18 88.30 85.61 85.55 87.10 86.98 87.09 86.97

2030 86.03 85.26 94.75 93.02 94.72 92.99 87.71 87.12 90.40 90.22 90.39 90.22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계열 1983년부터 2005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Figure 3.5에서 알 수 있듯이 코

호트효과가 장래 사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LC모형으로 추계한 기대수명이

1세 내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라 장래기대수명의 수준뿐만 아니라 모

형의선택에신중해야함을알수있다.

여자의 경우 Figure 3.6에서 알 수있듯이 코호트효과가 장래 사망률을 줄여주는역할을 하게 되므로 시

계열 적용기간과 관계없이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의 2020년과 2030년의 기대수명이 LC모형으로 추

계한기대수명보다는 1∼5세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5. 결론

사망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한 모형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사망력의 시계열 적
용기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시계열이 짧고 과거 시계열에 다소 불완전한

경우에는시계열적용기간에대한연구는중요한이슈라고판단된다.

제 2절에서 제 4절에 걸쳐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망력 시계열 적용기간을 달리하게 되면 모수 추정값 등

장래 기대수명 추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

문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모수추정값의 robustness 측면, 사망력지수 및 코호트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그리고 기대수명에 대한 예측 적합력 측면으로 나누어서 장래 기대수명 추계시 고려해야 할 점
을제안하고자한다.

장래 기대수명 추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모수 추정값에 대한 robustness의 적정성

이다.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계열 적용기간을 2개의 시계열로 나누어서 모수 추정값의 robustness

측면을살펴보면, Jung (2012)과 Figure 2.3, Figure 2.4에서볼수있듯이사망력시계열에코호트효과

가 존재하지만, 남녀 모두 LC모형이 LC코호트효과 확장 모형보다 모수 추정에서 더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2개의 모형 모두 완벽하게 모수 추정값의 robustness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보다 정확한 사

망력예측을위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사망력지수및코호트지수의모형화및예측측면에서보면, 우선사망력지수의경우시계열적용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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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동일한 적합모형(RWD)이 선택되었으나, 코호트지수의 경우 남자는 시계열의 적용기간과 관
계없이 코호트지수의 모형은 ARIMA(3, 1, 0)이 가장 적합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1976∼2005년시계열의경우 ARIMA(2, 1, 1), 1983∼2005년시계열의경우 ARIMA(0, 1, 0)가우

수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라 최적 모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라 예측을 위한 적합모형이 다르게 선택되면 결과적으로 장래 기대수명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계열 적용기간에 따른 사망력지수 및 코

호트지수의모형화및예측방법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대수명에 대한 예측 적합력 측면에서 보면 남자의 경우 1976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

열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1983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에는 LC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자의 경우는 어

떤 시계열을 적용하든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시계열 적용기

간에 따라 예측 적합력이 높은 모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하다는 것

을시사하고있다. 또한모형과시계열적용기간을선택할때사망력에대한모수적합력이우수한모형

이우리가최종적으로추계하고자하는기대수명에대한예측적합력이우수한모형과일치하지않는경

우도종종발생한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미래에 대한 사망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우수한 모형도 우
리나라 자료에는 적합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정모형 선택시 다양한 모형에 대한 검증작업이 충

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계열의 적용기간에 따른 사망력의 예측결과와 이에 따른

기대수명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의 손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
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망력 예측 및 기대수명 추계를 위해서 시계열 적용기

간선정은무엇보다도중요한요소임을유의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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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급격한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미래 복지정책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장래 사망력의 정확한 예측은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망력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최적의 추정모형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망력에 대한 시계

열 적용기간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망률 시계열이 짧고, 특히 1982년 이전 자료가 다소 불완

전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망력 시계열을 기간에 따라 2개의 그
룹(1976∼2005년, 1983∼2005년)으로나누어서, 남녀별로 LC모형과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에대한모수추정값,

사망력지수와 코호트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장래 기대수명의 예측 적합력을 각각 분석한 후 향후에 장래 기대수명

추계시고려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용어: 시계열적용기간, LC모형, LC 코호트효과확장모형, 사망력,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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