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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중국 인구 노령화 대응 및
육아 서비스 강화정책

1. 중국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황

○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 등 매체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중국 인구
규모는 약 14억 1,178만 명으로, 2010년의 13억 3,972만 명보다 7,300만 명
증가1)
- 하지만, 10년간 중국 인구 증가율은 0.53이며, 이는 2000~2010년의 0.57%
대비 감소세를 보임
- 중국 전문가들은 이르면 2022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
-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하며, 더불어 중국 연금기금 고갈사태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음

[그림 출처]: 매일경제, 中인구 60년만에 첫 감소…고속성장 빨간불(2021.04.28)

○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29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에서 과거 36년 동안
시행해왔던 '한 기장. 한 자녀 정책'의 폐지를 공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2)3)
1) 14억 중국도 '인구 위기'…"산아제한 폐지" 요구 봇물(종합), 매일경제,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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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2016년부터 중국 한 가정은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음
○ 2021년 5월 31일, 중국 정치국회의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엄격하게 시행했던
'1가구 2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부부당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4)
- 또한, 중국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법에 따라 세
아이의 출산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라고 요구했으며, 각 지방에서 출산 정책과
관련 경제사회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대한 경제사회 정책의
인구 영향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5)
-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 조치를 강화하고 인구 감
소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음
- 현재 중국은 젊은 층보다 노인이 많은 사회 연령구조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
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노인을 부양할 근로
자는 부족해지고 보건과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 중국 외교부 신문대변인 화춘잉(華春瑩)에 따르면, 저출산은 산업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대부분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로, 중국도 앞으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인구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양육
비와 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며, 산아제한 개정·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한편, 중국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름6)
-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
7,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2.57%를 차지하며,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함

2)
3)
4)
5)
6)

中国正式宣布结束30多年的一胎政策, BBC News中文, 2015.10.29
중국 한 아이 정책, 위키백과
중국: 14억 인구대국 저출산 걱정에 '세 자녀' 허용하기로, BBC News 코리아, 2021.05.31
14억 중국도 저출산·고령화 걱정, 셋째 자녀 허용, 중앙일보, 2021.06.01
中인구 60년만에 첫 감소…고속성장 빨간불, 매일경제,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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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헝다(恒大)연구소는 중국이 내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3년에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53년이면 중국 노인 인구가 5억 명에 육
박해 전 세계 노인 인구 중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음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연간 0.5%씩 감소해 2050년까지 15% 이상 줄어들 것
으로 예상했음

2. 2021~2025년 중국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육아 서비스 강화정책

1) 중국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육아 서비스 강화 주요 임무

○ 중국 정부는 인구 노령화 국가전략 추진과 인구서비스 체계 보완을 위해 고령화
대응과 육아 서비스 강화방안(十四五”积极应对人口老龄化工程和托育建设实施
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7)
-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동 추진을 통해
양로와 육아 서비스 및 기초인프라 건설의 수준 상승, 품질 개선, 취약점 보완
등 목표를 실현
- 이와 함께, 기초인프라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를 통해 인구서비스의 보장능력을
확보하며, 가정서비스와 지역사회 기구 간의 융합 수준을 상승시켜 의료 및
건강보건 등 기능을 결합한 양로서비스 체계를 구축
- 동시, 현행 주민 육아 및 탁아 서비스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발
전과 혁신을 추진
○ 본 '방안'의 기본적인 추진 원칙은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계획 수립 △사회
7) 关于印发《“十四五”积极应对人口老龄化工程和托育建设实施方案》的通知. 中国国务院网站.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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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기본보장 능력 확보 및 적당한 특혜서비스 개발 △지방정부의 주도
추진과 중앙정부의 후원하는 체계로 방안 시행 △지속적인 혁신과 전체적 추진
메커니즘 등으로 밝힘
- 지방정부의 국토·공간발전 계획에 맞추어 인구 규모 및 서비스 지원능력의
반경을 고려하여 자원 최적화를 통해 양로와 육아 서비스의 인프라 수량, 규모
및 추진 세칙의 결정과 제정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인구서비스 이용 편리화를 추진
- 정부의 기본적인 보장과 지원역할을 통해 중점적인 계층, 분야 및 지역의 인
구서비스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며, 편리화, 고품질과 가격 적절성을 보
장하는 양로와 육아 서비스 사업 건설에 민간자본의 적당한 참여를 추진
- 지방정부는 양로 및 육아 서비스 강화방안의 추진하는데 주요 책임과 역할을
수행, 중앙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견인, 지도 및 격려 역할을
수행
- 중앙정부 예산의 이용방식과 투자목적을 혁신하여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지방
인구서비스 강화사업의 전체적인 방안제정을 견인하고, 인구서비스 강화사업에
지방정부의 임무과 목표 명료화, 업무 수행 메커니즘 건전화, 인구서비스 발전
환경 최적화 등을 확보
○ '방안'에서는 2021~2025년 기간 인구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양로 서비스체계
구축 △육아 서비스체계 구축 △아동 우호 시범도시 건설 △중앙정부의 중대
사업 추진 및 실시 등 주요 임무를 제시

<표 1> 중국 인구서비스 강화 임무
- 프랜차이즈·표준화된 지역사회에서의 노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노인 간호, 급식, 목요, 의요 등 지원 서비스 제공
- 공공 노후서비스 기구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고, 공공 노후서비스 기구의
양로 서비스체계 구축

간호 능력과 소방 안전 능력을 향상시키며, 실지(失智)로 인한 빈곤
노인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
- 일반적 노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요양기관의 개혁과 노후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발전을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양육 결합
서비스 실시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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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관의 시설 및 공간 등을 활용하여 증축하거나 신축을
통해 공공형 육아 서비스 기구를 건설하며, 시범적이고 종합
적인 육아 서비스 센터의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
육아 서비스체계 구축

- 보편적인 육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체 등 사회역량의
육아 서비스 기구의 설립을 지원, 공공기관의 보편적인 육아 서
비스 발전 지원, 가족형 육아 공공플랫폼 구축과 발전을 지원,
가족형 육아 서비스의 신형 패러다임을 모색

- 아동 노동교육, 자연 교육, 과외 실천, 과학기술체험, 소양 교육
아동 우호 시범도시 건설

등 학교 외부의 활동 장소 및 시설 건설 지원
- 도심, 도로, 사회지역, 학교, 의료기관, 공원, 도서관, 녹지 등 공
공공간과 공공시설의 아동 맞춤형 개조공사 진행

중앙정부의 중대 사업 추진
및 실시

- 중앙정부의 노령화, 육아 서비스 관련 중대한 정책 결정 및 사업은
지방정부 추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방안을 제정
- 제정된 별도 방안은 인구서비스 강화방안 추진사업에 포함시킴

자료: “十四五”积极应对人口老龄化工程和托育建设实施方案

2) 중국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육아 서비스 강화사업

○ ‘방안’에서는 중국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육아 서비스 강화사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
- 주요 추진사업은 △국가 양로서비스 기구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 △
혜택 보급형 양로서비스 개발사업 △국가 육아 서비스 기구의 능력 강화사업
△ 혜택 보급형 육아 서비스 개발사업 △아동 우호 시범도시 건설사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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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육아 서비스 강화사업

- 지역사회 가정 양로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 지역사회의 여러 개 공공형 양로기관 간 협력 경영 허가 및 지원
· 한 양로기관의 간호 병상은 최소 30개 보유, 한 병상의 평균 공긴
면적은 30~40㎡
· 한 간호 병상의 총설치비용은 12만 위원(약 2,119만 원)으로 측정

국가 양로서비스 기구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

- 공공형 양로서비스 기관 건설(특별 곤란 인원의 기본 보장서비스
기관 포함)
· 기존 양로서비스 기관의 개조, 리모델링 및 간호 능력 제고를 추진
· 양로서비스 기관 신축 및 중축 추진(간호 병상 500개 이내, 한 병상
평균 공간 면적은 42.5~50㎡, 한 병상의 평균 설치비용 15만 위원
(약 2,650만 원)으로 한정
· 공공형 양로서비스 기관의 소방시설 기능 확보 및 개조 지원(소방
안전통로 표시판 및 안전마크 설치, 소방기자재 장비 확보, 안전
대피소 개조, 마이크로 소방서 건설 등)

- 양로서비스 핵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가정 양로서비스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지역사회 내장형 및 분산형의 소형화 양로서비스 장소 및 간호
병상을 보유한 일간 간호센터를 건설과 집중관리 운영
· 양로서비스 장소 및 일간 간호센터의 체인화, 브랜드화 발전을
지원하고 가정서비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
· 특히, 급식, 목요, 의료, 청소, 교통이동 등의 서비스 능력을
강화 및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등을 지원

혜택 보급형 양로서비스
개발사업

- 종합적인 양로서비스 기구 건설 지원
· 전문화 및 규모화인 의료양로서비스 기구 건설사업에 사회
자본의 참여를 촉진과 지원
· 장기적인 간호서비스 기준을 규범화 추진
· 전문 간호 인재의 육성과 유치 추진
· 양로서비스 기구 관리 정보화 및 스마트화 수준 제고
· 건강 및 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보급화 추진
· 치매 노인 및 자립하지 못한 노인에 대한 장기 서비스 강화
- 여행 및 관광목적형 양로서비스 기구 건설을 추진
· 지방 자원 활용을 통해 계절적인 양로관광상품을 개발
· 지역 간의 자원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혜택 보급형
여행·관광 양로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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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 소속 요양기관은 일반 주민 이용 가능한
혜택 보급형 양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
· 개혁을 통해 국유 양로서비스 자원의 개방과 활용수준 제고
· 일반 요양기관을 양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는 핵심
개혁을 지속 추진
- 공공형 육아 서비스 제공기구 건설 지원
· 정부 출자 건설 및 민간 경영관리 모델로 운영
· 시(市)급 이상 지방정부는 육아 서비스 시범사업 및 종합사업
국가 육아 서비스 기구의
능력 강화사업

추진에 주도역할로 함
· 육아 서비스 제공 인력 육성 및 육아 상품 개발과 혁신 추진
· 가장 육아 컨설팅 및 수업 제공 서비스 개발
· 육아 서비스 체계구축 진도에 따라 관련 부서가 육아 서비스
종합 지도센터의 건설계획을 제정, 계획 수립 후 중앙정부
예산으로 건설 진행
- 지역사회 육아 서비스 시설 및 종합 보육기구 건설 추진
· 육아 서비스 사업 추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격려
· 분산화, 전문화, 체인화 등 특징을 지난 지역사회 내장형 종합
육아 서비스 기구 건설
·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및 임시제 보육서비스 제공
· 산업단지, 회사 등은 보유한 공간 및 토지를 활용하여 육아

혜택 보급형 육아 서비스
개발사업

서비스 장소 및 기관 건설하여 일반 민종에게 개방
· 가정 육아 지도 및 부모교육, 육아 수업의 온라인 서비스 지원
- 공공기관의 부속 보육서비스 기구 설립 지원
· 한 기관의 부속 보육기구가 수용 가능한 최소 육아 수는 150
명으로 규정
· 지역사회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등을 기반으로 분산화 및
전문화 보육서비스 시설 신축하거나 중축을 추진
- 국가 아동우호도시 건설 시범에 포함되는 도시들의 아동학교
이외의 아동 활동 장소 및 시설 건설 강화

아동 우호 시범도시 건설
사업

- 도시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아동 이용 목적을 맞추는 개조
공사 추진
- 영리사업 및 시너지 효과 낮은 사업은 육아 서비스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범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 건설은
중점 지원

자료: “十四五”积极应对人口老龄化工程和托育建设实施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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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육아 서비스 강화정책 추진에 대한 전망

○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국가행정학과) 주리지아(竹立家)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혜택 보급형 노후서비스 공급 확대임8)
-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노후서비스로 대표되는 양로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이
매우 중요
- 현재 중국 지역별로 노후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앞
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라고 강조
○ 중국 가정 양로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러나 중국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양로서비스의 수급 갈등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음
- 양로서비스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시장 공간이 매우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함
○ 상하이 인캉투자관리유한공사(银康投资管理有限公司) 왕샤오밍(汪曉鳴) 회장은
의료자원과 노후서비스의 결합을 위해서는 정보와 전문가의 연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의료양로서비스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재를 필요하며, 특히 일반 양로
기관의 의료자원 확보와 인재 유치는 매우 중요함
- 한편, 건전한 양로서비스는 노인의 건강관리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간접적
으로 노인의 의료 및 간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기준에 따르면, 방안은 혜택 보급형 육아 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량보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보육 아동 1명이 증가 시 보조금은 약 1만 위안(약 )을 받을 수 있음
- 아동 우호시범도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가 동·중·서부
지역(중·서부 지원정책의 적용지역도 포함)이 각각 전체 투자의 30%, 60%,
80% 비례로 지원
8) 三部门：建设连锁化、标准化社区居家养老服务网络，普惠托育服务按每个新增托位1万元标准给予定额
补助, 每日经济新闻,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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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과기대(武汉科技大) 둥덩신(東登新) 금융증권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립형,
국립과 민영 결합형, 정부 보조금 지원형, 단체 공동 발전형, 서비스 아웃소싱형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서비스사업 추진하는 중요 전제는 육아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함
- 또한, 0~3세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초점이 돼야 하고, 육아 서비스 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도 있음
○ 화창증권(华创证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매년 뚜렷해지고
있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여 양로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고령화에 돌입하는 중국에서 노후산업은 잠재력이 큰 유망업종으로 부상할 것
으로 판단9)
○ 중국 고령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노후산업에 대한 수요는 급성장세를 보임
- 중국의 고령산업 생산액은 2050년에 100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며, 이때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노후와 관련된 산업 발전 여지는 매우 클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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