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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의 발족과 함께 시작된 고령포럼은 최신 고령화 관

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자와 정책수행자, 현장종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간의 상

호 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현안 이슈로 부각되었거나 장기적인 맥락에서 고령화

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이슈에 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장을 마련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3년도 포럼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두

고 기획되었다. 첫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2013년도 포럼을 관통하는 기본 개념을 ‘연령

통합’으로 선정하여 통일된 주제로 진행하 다. 즉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불거질 수 있

는 세 간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세 통합관련 이슈들

(경제적, 물리적, 문화적 측면 등)에 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인구고령화 시 에 우

리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갖는 귀중한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 다. 둘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포럼이 진행횟수가 유동적이며 개최 시

점도 일정하지 않아 포럼의 정규성이 약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5월부터 홀수달 

두번째 화요일 오후에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고정하여 진행하 다.

2013년도 포럼은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한 지역환경 조성방안』, 『연령통합의 관점

에서 본 경제적 자원의 세 간 이전』, 『연령통합적 사회의 구현방안 모색 : 미디어, 지

역사회, 가족』,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의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주제 발표를 

맡아 신선한 논점을 제기하고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제공해주신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

구위원, 김주현 서울 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이상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정순둘 이화여자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웅 덕성여자 학교 문화인류학과 교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선임연구위원, 염주희 (전)부연구위원, 황남희 부연

구위원과 각 주제에 한 열띤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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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령사회 포럼 실시 목적 및 배경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의 발족과 함께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포럼은  <표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과 횟수에 있어 변화가 있었지만 저출산‧고령화 관

련 최근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고령화와 관련된 현안 이슈 및 떠오르는 이

슈(emerging issues)에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2013년도 고령사회 포럼은 최신 고령화 관련 연구 결

과를 공유하고 연구자와 정책수행자, 현장종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간의 상호 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2013년의 일반과제로 포함되지 못하 으나 현안 이슈로 부각되

었거나 장기적인 맥락에서 고령화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이슈에 한 브레인스토

밍(brainstorming)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구성되었다. 

2013년도 포럼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기획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2013년도 포럼을 관통하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기획함으로써 통일성을 갖는 포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2013년도 4차

의 포럼을 관통하는 주제로는 장기적인 맥락에서 고령화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이

슈로 ‘연령통합’을 선정하 다. 즉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세 간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세 통합관련 이슈들(경제적, 물리적, 

문화적 측면 등)에 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인구고령화 시 에 우리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럼을 관통하는 목표로 설

정하 다. 둘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포럼이 진행횟수가 유동적이며 개최 

시점도 일정하지 않아서 포럼의 정규성이 약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5월부터 홀

수달 두번째 화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고정하 다.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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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개최
횟수 주요 내용 관련 발간물 비고

 2006 5회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사업계획(8.25)

-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센터 발족(6.30)

인구패널의 효율적 구축방향(9.29)
「함께하는 희망한국:비전 2030」과 저출산‧고령사회 책과
의 관련성 및 의의(10.31)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12.8) 
※5회차 포럼은 연구원 행사 지원으로 체되었으며, 따라
서 별도의 발간자료가 없음을 밝힙니다.   

2007 9회 

외국의 저출산 책 동향과 시사점(1.25)

2007년도 저출산고
령사회포럼 자료집(정
책자료 2007-08)

-

저출산 응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2.27)
출산‧가족친화 기업경  확산방안(3.21)
미래세 를 위한 학교인구교육의 발전 방향(4.27)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응전략: 
한국의 변화 전망과 일본의 경험(5.23)
최근의 출생 동향과 정책적 함의(6.7)
여성‧가족 패널조사의 특성과 활용(8.9)
저출산‧고령화 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효율화 
방안(9.20)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와 응전략(10.25)

2008 5회 

초저출산율의 국제 장기전망(4.29)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현안 및 응방
안 연구(연구보고서 
2008-20-2)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운 평가와 우리나라에 한 시사점
(5.27)
소출산과 노동시장/고령화와 고령친화산업(12.16)
저출산 사회의 교육정책 방안/고령화와 노인인력활용
(12.17)
저출산과 경제성장/고령화와 주거정책방안(12.18)

2009 -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저출산 책포럼을 운 하여 별도
의 포럼을 운 하지 않았음)

2009년도 저출산 
응을 위한 다학제적 
연 구 ( 정 책 보 고 서 
2009-85)

-

2010 4회

독일 저출산 현황과 정책 응(11.3)
저출산고령사회 

응관련 쟁점 연구
(정책자료 2010-11)

-
2008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에 한 평가와 시사점(11.23)
호주 인구관련 가족 및 이민 정책(12.10)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12.17)

2011 4회

보육정책의 사각지 (9.29) 저출산고령사회 
응관련 쟁점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  분석
(연구보고서 
2011-37-18)

사각지 라는 공통 
주제로 기획
개별 연구 과정에서 
포럼을 통하여 발표 
후 수정보완하여 
보고서 발간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사각지 (10.20)

한국사회의 계층에 따른 아동 돌봄(11.11)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 (12.20)

2012 2회

향후 정부의 고령사회 책 추진방향에 한 제언: 성공적 
노후에 한 중장년층의 인식, 은퇴 후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6.15) 저출산‧고령사회 응 

국민인식 연구(Ⅱ)
(연구보고서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응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2차례의 전화
조사중 성공적 노후
에 한 중장년층의 
인식에 관한 조사결
과를 1차 포럼에서 
발표

향후 정부의 고령사회 책 추진방향에 한 제언: 혼인
책, 고령임신과 고위험 임신의 출산 지원 (8.23)

<표 1-1-1> 연도별(2006~2012) 포럼 개최 내용 및 관련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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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한 지역환경 조성방안

좌   장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주제발표

발표 1: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방향
        - 이상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발표 2: 연령통합적인 이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 염주희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김 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란 (강남 학교 사회복지전문 학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주   제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본 경제적 자원의 세 간 이전

좌   장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주제발표

발표 1: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 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
        -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2: 세 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개선 방향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우석진 (명지 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을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 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절 2013년 고령사회 포럼의 개요

1. 고령사회 포럼 구성 및 운영

2013년 고령사회 포럼은 노인정책 관련 학계 및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

었으며, 2013년 5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4회를 실시하 다. 2013년 고령사

회포럼의 발표주제와 발표자, 좌장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고령사회 포럼 (2013년 5월 14일, 14:00~16:00)

□ 2차 고령사회 포럼 (2013년 7월 09일,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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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연령통합적 사회의 구현방안 모색 : 미디어, 지역사회, 가족

좌   장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주제발표

발표1 :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
       - 정진웅 (덕성여자 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발표2 :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 정순둘 (이화여자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원 희 (한국성서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정란 (한서 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홍 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지숭 (삼성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주   제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좌   장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주제발표

발표1 :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발표2 :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
       - 김주현 (서울 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토론자 김상욱 (성균관 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명진 (고려 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주형 (퓨처모자이크연구소장)

□ 3차 고령사회 포럼 (2013년 9월 10일, 14:00~16:00)

□ 4차 고령사회 포럼 (2013년 11월 12일, 14:00~16:00)

2. 연령통합의 개념과 의의

2013년도 포럼을 관통하는 주제인 연령통합(age integrated)은 인구고령화와 선

택적 친화력을 갖는 개념이다1). 한 사회는 연령분절(age differentiated)성과 연령통

합(age integrated)성의 양 극단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즉 어떤 사회는 좀더 연

1) 정경희(2001). 인구고령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62호, pp.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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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사회는 좀 더 연령차별적 성격이 강한 사

회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때 특정 사회의 연령통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

준은 연령이 얼마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와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구조적인 연령장벽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의 ‘유연성’ 수준을,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

작용은 그 사회의 ‘연령다양성’을 의미한다 하겠다2). 따라서 한 사회가 어느 정도 유연

하며 연령다양성이 있는 사회인지에 한 점검과 그에 기초한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3년 기

준 12.2%이며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의 연

령통합성 정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림 1-2-1] 사회구조의 이념형

↑연령 연령분절적 연령통합적

노년기 여가

교
육

노
동

여
가

중년기 노동

청소년기 교육

자료: Riley et als. (1994) Age and Structural Lag

 사회의 연령통합성이 제고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3). 연령통합은 

무엇보다도 생애주기의 유연화를 가져오게 되어 교육, 노동, 여가가 전생애에 걸쳐 균

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삶의 위가 가능해진다. 둘째,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을 증 시킴으로써 

연령차별에 한 부정적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일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제

한하는 연령제한을 제거한다면 노년기에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넷째, 자

원분배와 관련한 사회갈등을 저하시킴으로써 집합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사회

2)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Vol.40, No.3, pp. 266~270. 

3) Uhleng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Vol.40, 
No.3, pp. 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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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를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이 삶의 여러 단계에 산재하여 수행되

게 됨에 따라 일-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4).

따라서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

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2013년도 포럼에서는 물리

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연령통합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연령통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2013년도 포럼의 일부로 구성하 다.   

4)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1/2호, 통권 제7호, pp.11~26. 에 기술되어 있는 
상세한 연령통합의 효과를 요약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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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이상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제1절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배경 및 현황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로 인

한 국가 및 도시경쟁력 약화, 사회보장에 따른 압박과 정부재정수지의 위기 초래, 개인

의 조세부담 증가 및 사회보장 혜택 축소, 시니어 파워의 확  등 경제․사회․정치적 파

급효과가 예측된다. 한국은 2012년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11.8%로써 고령화사

회에 접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6%로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사회에서 고

령사회로의 진입이 18년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울시는 14년으로 예상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로 고려해야할 점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활동인구인 청

장년층이 주요 정책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경제․사회 환경 역시 청장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는 점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정책패러

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동향

서울시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서부터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수립을 통해 정책적 파급효과에 있어서 장기적 시각을 가지

고, 범위에 있어서 도시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며, 상에 있어서 노인을 포함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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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포함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9988 어

르신프로젝트,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수립은 일반노인을 상으로 적극적․사전 예방적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는 복지 역에 집중되어 왔다는 한계점이 존재하 다. 진정한 

의미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 역을 넘어선 도시 전반의 고령친화

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하에 2020고령사회마스터플랜의 목표로 설정한 

고령친화도시 실현은 기존의 일반노인 상에서 전체 서울 시민을 상으로, 노인복지 

정책에 한정된 역에서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역으로 확장하면서 민관 시너지를 통

한 도시 전반의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실현하고 있다. 즉 서울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고령자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 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노인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1-1]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020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

과 같다. 2020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기존 서울시 노인복

지정책인 ‘9988 어르신프로젝트’에 한 종합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복

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

는 목적에서 수립되었다. ‘9988 어르신프로젝트’는 전국 최초의 종합적 노인복지 책

으로 기존 요보호 노인부양 정책에서 벗어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  간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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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 다양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충

실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988 어르신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확충,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적극 개발 등 일자리 확 , 

즐거운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실버전용 화관, 어르신상담센터, 경로당 문화르네

상스 사업추진,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운  등이 있다. 정리하자면 ‘9988 어르신프

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노인복지에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도입했다.

그러나 ‘9988 어르신프로젝트’는 노인복지에 한정되어 있고,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써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특성을 반 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내어 수정 및 보

완이 불가피했다. 즉, 고령사회를 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

라 기간과 역, 그리고 상의 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 한 체계적 접근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고령사

회 비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합시설 설치가 요구되었으며, 증가하는 초고령자 인구 

비 적정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시 서울에 적합한 노

인일자리에 한 체계적이고 적극적 발굴을 통해 장년층을 포함한 노인 인력의 경험과 

능력의 사회 환원, 그리고 실질소득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신노년층 등 변화

하는 노인욕구의 체계적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구축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연구개발 기능에 있어서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 등 신노인층을 포함한 연령 별 맞춤형 시책개발

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고령친화도시 추진 배경

이같은 배경 하에 2010년에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다.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과 기존 노인복지정책인 ‘9988 어르신프로젝트’는 시간, 

내용, 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첫째, 시간 측면에서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단기 실행계획 위주인 ‘9988 어르신프로젝트’에 비해 10개년에 해당하는 2020년까지

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을 확보했다. 둘째, 내용면에서 

‘9988 어르신프로젝트’가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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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인정책 역 이외로 범위를 확 함으로써 주거, 교통, 교육, 문화, 건강 등을 포

괄적으로 다루었으며, 신노인 등 연령층별, 소득계층별, 건강상태별 맞춤형으로 특화

된 노인정책을 시도했다. 셋째, 정책 상의 확 라는 측면에서 기존 ‘9988 어르신프로

젝트’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삼았다면 ‘2020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베이비부

머와 예비노인을 포함하는 상층으로 노인정책을 확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

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비전으로 

수립하 다. 2020년 서울의 모습을 담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나이가 들어

도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실현’, 나이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고령 무장애 도시(Aging-Free City) 지향’으로 정했다. 정책 방향으로 고령사회 

응 기반 조성을 위해 스스로 삶을 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더불어 함께 하

는 노인복지 공동체 형성, 사각지  없는 보편적 서비스 확 , 튼튼한 서비스 체계 재

구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설정하 다.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비전 달성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 행복한 노

후생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분야를 여섯 개로 압축하 다. 각 분야는 예방

적 건강증진 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사

회공헌 및 참여활동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 , 직업능

력개발 및 창업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및 실버경제 활성화, 존경

받는 노인상 구현 및 경로우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인식개선과 세

통합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및 고령친화적 주택보급 및 개량확  등

의 내용을 포함하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업그레이드 등을 포

함한 튼튼하고 촘촘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 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으

로 표현하면 [그림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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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2020고령사회마스터플랜’ 비전체계도

비전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

목표 고령친화도시(Aging Friendly City) 실현
      

분야
․

중점
과제

건강한 노후
(Healthy)

활기찬 생활
(Active)

생산적 노년
(Productive)

통합적 사회
(Integrated)

편리한 환경
(Environment)

건강증진 지원강화
요양보호서비스 확충
질병예방시스템 강화

사회활동참여 활성화
여가문화기회 확대
평생학습기회 확대

고령친화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교육훈련 확대
고령친화기업 육성지원

권익증진 확대
세대통합 조성
인식문화 개선

이동편의환경 조성
일상생활편의 제공
고령친화주거환경 조성

인프라 재설계(Redesigning Infra-structure)

신개념 복지시설 확충 · 체계화
(시설 재설계 및 업그레이드)

노인친화 제도 ․ 시스템 개선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전략

우선순위 설정,
단기·중장기 단계별 실행

중장기 재정확보 및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 정책개발․ 실행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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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가. 법제도적 기반 구축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들어가는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

한 도시환경 설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 다. 이후 서울시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체계를 구성․운 하 고, 자발적인 시

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 으며, 고령친

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하 다.

나. 고령친화도 조사 및 전략과제 개발

2012년도에는 서울시 고령친화도 조사를 통한 전략과제를 설정한 고령친화도시 가

이드라인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개발의 기본방향은 WHO

가 제시한 지침에 충실히 따르는 동시에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시민의견수렴을 통

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전략과제 도출로 설정하 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적으

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내․외부 공동연구진을 구성하 다. 내부연구진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으로는 서울시, 의회, 그리고 WHO 및 국제고령친화도

시네트워크 참여 도시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연구 기본방향 설정 및 연구설계, 공

동연구진 구성․운 을 통한 연구진행으로 설정하 으며, 외부공동연구진은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진단을 위해 도시 전역을 포괄하는 8  분야5)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 및 운 함으로서 고령친화도 진단 및 이슈․전략과제 도출의 전문성을 극 화하

다. 연구참여 상자 선정의 표성과 포괄성을 제고함으로서 서울시의 다양한 구성원

5) 8 분야는 WHO Age-friendly City Guide(2008)에서 제시한 도시진단 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outdoor spaces and buildings), 주거편의환경(housing), 교통편의환경
(transportation), 지역사회활동참여(social participation),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 지원(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사회적 존중 및 배려(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지역복지 및 보건(community service and health)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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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경우 연령별․소득수준별․지역별․성
별․신체적 활동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을 구성하 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노

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공무원, 기업재단, 학 

및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포괄적인 집단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

다. 연구방법은 각 연구참여 상별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논의 및 토의가 가능한 방

법을 채택하 다. 일반시민의 경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 진단결과의 일반

화를 위해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진단을 위해 서울시의 문제

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일반시민과 전문가 집단에 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 다. 한편 면접설문조사와 FGI의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

이 자유로운 시민이 주된 연구참여자로 설정되었기에 연구 상의 포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기능취약계층인 노인요양소 입소 노인과 노인부양가족을 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서도 누락될 수 있는 정보

를 보완하기위해 기존의 고령친화도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 으며, 고령친화와 

관련된 총 6종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서울시로 한정하고 베

이비부머 이상의 연령 로 제한함으로서 서울시의 고령친화 수준을 재분석하는 방법

을 적용하여 포괄적 정보를 취득하고자 노력하 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은 고령친화도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8 분야 60개

의 이슈와 전략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서울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방

향을 설정하 다. 

다. 3개년(2013~2015) 실행계획 수립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은 3개년(2013~2015)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으로써, 고령친

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은 

물리적 환경 역과 사회경제적 환경 역을 포함하는 총 8 분야, 61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장년층과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기 하고 체감하는 가치를 실행계획을 

통해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역과 8 분야로 구분하

여 [그림 3]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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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실행계획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체감가치 

물리적 환경 역의 경우 안전․편의․친 ․유용함을 설정하 으며, 사회․경제적 환경 

역은 유 감․배려․존중․안정감․자긍심․편안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물리적 

환경 역 중 주거편의환경에서는 시민들이 기 하는 안전한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을 감소시킴으로써 주거 자립을 체감할 수 있는 가치로 설정하 다. 교통편의 환경에

서는 중교통 및 보행상의 안전성 확보와 이동상의 편의와 중교통 정보이용의 편의

성 증진을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로 설정하 다. 안전과 고령친화시설에서는 공원 등 

녹지공간 이용시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체감가치로 설정하 으며, 의사소통 및 정보제

공 환경에서는 친 한 의사소통과 정보의 유용성을 구현하고자 하 다. 

사회․경제적 환경 중 지역사회활동참여 환경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친 감 형

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시민으로써 자긍심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친 감과 자긍

심을 구현가치로 설정하 다. 사회적 존중 및 배려 환경에서는 세 간 유 감 형성을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체감하고 구현하기위해 유 감과 존중, 그리고 배려

를 구현가치로 설정함.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 지원 환경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

제적 기반 마련을 통해 생활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체감가치로써 안정

감과 자신감을 구현가치로 설정하 다. 지역복지 및 보건 환경에서는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돌봄을 통한 편안함과 상호배려를 구현가치로 설정하 다.

중장기 시정운 계획 반 을 통한 시정 기본방향 승계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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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 각 실국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한 공감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 

실행계획 초안 수립 내용은 8  분야, 61개 사업계획으로 구성하 으며, 각 분야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 주거편의환경(8개 사업)

  - 전략목표 :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내 자립생활 지원, 맞춤형 노인주거시설 

확  및 공급, 노인가구의 주거비 지원

○ 교통편의환경(8개 사업) 

  - 전략목표 : 보행용이성 강화, 안전한 교통환경 구현, 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

○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환경(5개 사업)

  - 전략목표 : 도시안전성 및 편리성 강화, 어울려 사는 쾌적한 도시 구현

○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환경(5개 사업)

  - 전략목표 : 이웃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 강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유용

한 정보 확

○ 지역사회활동참여 환경(7개 사업)

  - 전략목표 : 사회참여 기회 확 ,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환경 구축

○ 사회적 존중 및 배려 환경(7개 사업)

  - 전략목표 : 세 간 유 감 증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노인 존중 및 배려를 실천

하는 지역사회의 포용, 노인에 한 긍정적인 중이미지 제고

○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 지원 환경(10개 사업)

  - 전략목표 :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조성, 고령자 취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

한 다각적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 지역복지 및 보건 환경(11개 사업)

  - 전략목표 :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관리 수준 강화, 욕구맞춤형 의료복

지 확 , 노인 부양 및 수발가족 지원체계 강화

이와같은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초안에 기초하여 2012년 10월 발표한 ‘서울어르

신종합계획’은 <표 2-1-1>과 같이 총 6  분야, 35개 핵심사업으로 재구조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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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서울시 인구학적 특성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도래에 따른 적극적인 

응을 위해 ‘제2인생설계 지원(6개 사업)’, 어르신 일자리 발굴․확충을 위한 ‘맞춤형 일

자리(6개 사업)’, 독거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와 예방적 차원에서의 

보건사업들로 구성된 ‘건강한 노후(6개 사업)’, 물리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살기편

한 환경(5개 사업)’, 신노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여가문화(6개 사업)’, 어르신 

존중 및 배려문화 확산을 통한 세 통합 활성화를 위한 ‘존중과 세 통합(6개 사업)’으

로 구성되었다.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과 서울어르신종합계획과의 상호연계와 향후 활용 계획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승계하는 핵심 

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은 어르신 112만명과 신노년층 240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 인구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어르신의 권익보호,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서울시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연령․건강․소득수준을 반 한 맞춤형 특화 정책 개발, 베이비부

머 등 신노년층까지 정책 상 확 , 자원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지역자원 연계․
공유를 선언함으로써 서울형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한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은 WHO가 제안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8  분야를 서울시에 특화한 6  분야로 재구조화하 고, 

35개 사업계획 역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준수하여 개발되었으며, 추진시기도 

WHO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가입시 요구되는 3개년도 계획으로 조정되었다. 정

리하자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의 기본틀에 따라 진행될 예정

이다. 둘째,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으로써 3개년에 걸친 중기계획인 서울어르신종합계획에 반 되지 못한 고령친화도

시 실행계획은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의 주제로 승계되어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모

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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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사 업 명 신규/확대

 1. 제2인생설계 지원(6)

1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15개소 신규
2  신노년층 상 평생교육 강화 확 ․강화
3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민관 공동) 신규
4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500명 신규
5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 50개 신규
6  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확 ․강화

 2. 맞춤형 일자리(6)

1  서울형 공공 일자리 확충 - 63,000개 확 ․강화
2  어르신 적합 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 확 ․강화
3  온라인 일자리 전담창구 운 신규
4  시니어클럽 및 사회적 기업 확  - 35개 확 ․강화
5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 10개 신규
6  어르신 이색일자리 발굴 신규

 3. 건강한 노후(6)

1  민간자원 연계 돌봄 수혜자 확  - 5만명 확 ․강화
2  독거 어르신 상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신규
3  독거 어르신 기능평가 및 운동처방 신규
4  비수급 어르신 장기요양 등 지원 - 3,870명 신규
5  재가어르신 지원서비스 강화 - 22,500명 신규
6  노인자살 예방 책 강화 확 ․강화

 4. 살기편한 환경(5)

1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신규
2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신규
3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 - 764개 확 ․강화
4  고령자 전용 임 주택 공급 확  - 2,263세 확 ․강화
5  독거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 20개동 300세 신규

 5. 활기찬 여가문화(6)

1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 60개 확 ․강화
2  신 노년문화 프로그램 확  실시 확 ․강화
3  종묘․탑골공원 문화 업그레이드 신규
4  경로당 활성화 지역 협의체 구성 신규
5  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신규
6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  지원 - 100개소 확 ․강화

 6. 존중과 세 통합(6)

1  사회공헌 어르신․단체 발굴, 시상 신규
2  지역사회내 어르신 역할 강화 - 100개 사업 확 ․강화
3  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신규
4  세 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 연2회 신규
5  독거어르신- 학생간 주거공유 지원 신규
6  세 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 ․강화

<표 2-1-1> 서울어르신종합계획(6대 분야 3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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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체계 개발

실행계획을 위한 평가체계로는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를 개발하 다.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는 정책아젠다 형성으로부터 정책수립,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 전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설계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

는 서울’이라는 시정비전을 구현하고, 정책체감도를 증진시키며, 서울시와 시민, 그리

고 전문가와의 협력형 정책평가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와 중요성이 존재한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는 [그림 2-4]와 같이 서울시 사업지표를 

통한 자체평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체감도 평가, 어르신정책모니터링 활동이

라는 세 가지의 방법이 정책과정에 상호 결합되고 맞물리는 다방법 평가구조로 설계하

다. 

[그림 2-1-4]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체계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의 세 가지 방법의 평가시기로는 서울시 사업에 한 자체평가

는 연말에 시행되며, 어르신정책모니터링 활동은 연중 상시적으로 운 되며 연 2회 포

럼을 통해 어르신정책에 한 평가와 신규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한편 시민 정책체감

도 평가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에 의해 2년에 1회 이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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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시민참여형 정책평가는 연말 고령친화도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 을 통해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어르신정책평가를 위한 종합지수를 발표하는 구조로 설계하

으며, 이에 기반하여 운 될 예정이다.

고령친화도시는 시민들의 참여에 기초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은 어르신정책 체감도 제고,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모형 정착, 민관협력체계 개발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한 기구이다. 어르신정책모

니터링단은 2012년 4개 자치구 20명의 모니터링 위원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에

는 서울시 전역을 포괄하는 5  권역 100여명의 모니터링 위원으로 구성하여 확 ․추
진할 예정이며, 향후 규모를 더욱 확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은 

기존 신규 어르신 정책 제안에서 어르신종합계획 추진 현황에 한 평가까지 역할이 

확 될 예정이며, 모니터링 방법에 있어서 현장모니터링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2012년 어르신정책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26개 신규정책과제가 제안되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검토중에 있다. 2013년에는 학생, 베이비부머, 어

르신 등으로 모니터링 위원의 연령 를 다양화 하여 세 통합형으로 구성하고, 운 협

력기관 역시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시민단체, 학생 등으

로 참여 상을 확  운 하고 있다.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의 총괄책임을 맡은 서울시

와 기획․운 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어르신 관련 다양한 유관단체

와의 협력체계를 정착하여 어르신 정책 관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의견수

렴을 위한 정책평가체계는 행복한 100세 도시 서울을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기 한

다.

이상과 같은 고령친화도시 추진현황을 정리하면 [그림 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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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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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로드맵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에 따라 목표를 차별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전략목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1기(‘13~’15)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의 전략목표는 활기찬 노년 구현을 위한 도

시환경 구축으로서 핵심과제는 물리적․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이다. 서울시를 고령친

화도시로서 전환하기위한 제1기는 8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

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토 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은 서울시와 같은 행정부, 기업과 같은 리 역과 비 리

역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1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  및 합의의 토 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제1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시 중심의 강한 행정력에 

기반하여 인프라를 조성하는 동시에 리 및 비 리 역과의 상호협력과 시민들의 공

감 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친화

도시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하향식(Top-down)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에 점

차 시민공동체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접근을 강화함으로서 균형을 이룸으로써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2기(‘16~’20)의 전략목표는 고령자 친화형 거버넌스를 정착시킴으로서 고령친화

도시 조성의 자생력 확보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2기는 기존 서

울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와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며, 기존 하향식 접근에서 점차 

상향식 접근의 비중을 높여감으로써 균형점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를 포함한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령친화도시의 모형을 개발하고, 고령친

화도시의 가치와 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토 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예

산의 측면에서 제1기가 고령친화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고비용구조를 구축한 반면, 

제2기는 민관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저비용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나간다는 면

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3기(‘21~’25)의 전략목표는 고령친화도시 고도화를 통해 서울형 고령친화도시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같은 단계별 추진전략 설정을 통해 고령친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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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그림 2-1-6] 고령친화도시 단계별 추진전략

제2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환경 진단 결과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을 위한 도시(elderly-friendly city)가 아닌 노인을 포함하여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age-friendly city)를 의미한다. 즉 장애인, 

노인과 같은 기능취약계층과 젊은이부터 노인,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과 부유층을 포함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연령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인간의 권리에 기반한 도시설계를 의미한다. 본 고는 연령통합적 도시구축

을 위한 주거 환경 또는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거권에 근

거한 주거복지의 의의에 해서 논의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환경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주거권(rights to housing)으로써 주거복지의 의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주거권은 인간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권리

들로 이루어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다시말해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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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종교, 민족, 성, 연령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는 것이다.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주거

권에 한 원칙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Leckie, 1994). 첫째, 주거권에는 차별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적절한 주택은 성, 연령, 종교, 문화, 소득, 고용상태 등에 따라 차

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권에는 접근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의 원칙

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모든 사

람이 접근가능하고 이용가능하며 안전한 거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권에는 주거서비스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의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계

인권선언에 의한 주거권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

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에 한 법제도적인 환경은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추상적인 수준에서 주

거권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제한적인 수준에서 주거권을 언급하

고 있음을 파악해볼 수 있다.

주거권을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종교, 민족, 성, 연령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경우, 주거복지는 주거권 확보를 

위해 주거복지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구의 주거복지 총합을 극 화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주거복지 분

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구의 노력에 장애

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는 거시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전반적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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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적으로는 주거빈곤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정책 상으로 설정하여 이들에게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

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이와같은 주거복

지 정책목표의 상이함은 주거복지의 의미와 정책 상, 그리고 정책초점의 범위에 따라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주거는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주택(house)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생

활을 포괄하는 주거(housing, home)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광의의 

주거복지는 물리적 거주공간으로써 주택(house)의 개념을 넘어선 주거(housing, 

home)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문화적인 주거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

회내에서 참여와 협조를 통해 소속감과 연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누

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반면에 협의의 주거복지는 물리적 

공간으로써 주택(house)에 초점을 맞추어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목표

를 둔다. 예를 들어 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 하고,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임 료 부담능력 및 자가 구입

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회적 약자를 주거빈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협의

의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주거권에 기반한 고령친화적 주거복지를 논의하고자 하므로, 광의의 의

미에서의 주거복지와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서울시 고령친화도 수준 및 주거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서울시 주거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위해 서울시 고령친화도 진단(2011), 서

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2012)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 다. 두 자료는 공통적

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을 target population으로 설정하여 면접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 다. 

WHO가 제안한 8  분야로 구성된 도시진단틀에 기초한 서울시의 고령친화도 수준

은 보건복지, 교통, 주택, 공원녹지, 여가 및 사회활동, 어르신에 한 존중과 배려, 일

상생활 정보환경 등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 8개 정책분야’에 한 전반적인 환경 체

감도가 100점 만점에 58점에 불과해, 베이비부머 세 와 노인층을 포함한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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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은 서울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

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원녹지(68점)

와 교통(68점), 보건복지(63점) 환경에 한 서울시민의 체감도는 상 적으로 양호하

게 나타난 반면, 일자리(39점), 여가(55점), 주택(57점) 환경에 해서는 상 적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서울시 고령친화 정책환경 진단 결과    

서울시 고령친화도에 한 종합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연령 별 격

차와 경제계층별 격차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1-8]과 같다. [그림 2-1-8]의 수치는 

중산층이나 베이비부머가 느끼는 체감도 평균값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르신이 느끼는 

체감도 평균값을 뺀 것으로, 수치가 낮으면 두 계층 사이의 체감도 격차가 크지 않고 

수치가 클수록 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별로 볼 때 60  

이상 노령층이 50  베이비부머 세 보다 서울의 도시 및 복지 인프라에 한 체감도

가 낮았으나, 그 격차는 경제계층별 격차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그림 2-1-8]에 따르

면 일자리 환경과 ‘여가 및 사회활동 환경’ 부문에서 연령 별 격차(2.3, 2.3)에 비해 

경제계층별 격차(5.2, 5.5)가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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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표인 ‘어르신에 한 존중과 배려 환경’에 한 체감도는 연령 별 격차(0.5)

에 비해 경제계층별 격차(2.7)가 무려 5배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이 시

급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주택환경은 타 분야에 비해 격차는 비교적 낮게 나타

났으나 경제계층별 격차에 비해 연령 별 격차가 상 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와같은 결과는 주택환경에 있어서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노인이 주택환경에 해 불만

족스럽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8] 연령대별 및 경제계층별 격차    

서울시 고령친화도 진단 중 주거환경에 한 50  이상 서울시민의 진단결과를 계

량적 조사결과와 FGI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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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

노후에 이용하고 싶은 거주 형태에 해서는 현재 그 로 거주

하기를 원하는 응답이 56%로 과반수 이상를 차지하 으며, 본

인의 주택을 개조하여 거주하겠다는 의견도 17.2%로 나타났

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집에서 계속거주를 원하는 응답이 

73.2%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화장실/욕실, 부엌, 계단, 

문턱 등)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낙상 등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 경험은 12.2%로 나타났다. 

노후를 비하여 주택개조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해서

는 모른다는 응답이 78.6%로 나타나, 이에 한 홍보 필요성

이 제기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노후에 비한 다른 형태의 주거시

설에 한 인식여부에 해서는 그렇다(34.4%)와 그렇지 않다

(27.2%)는 응답이 다소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

설이 충분한가에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3%로 높게 

나타나, 이와 관련한 정책홍보와 양적 확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가. 양적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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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노후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편리하고 안

전하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해서는 그렇지 않다(43.8%)는 응

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을 특성을 반 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한 주택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노후에 비하여 주택개조에 필요한 설비, 용품, 부품(예: 화장

실 지지  및 손잡이, 화장실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 설치, 문

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부엌개수  높이 조절, 안전한 바닥

재, 출입문 넓히기, 부엌작업 , 응급비상벨 설치)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가에 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보통이다(45.2%)

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34.6%)는 응답이 높은 편

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할 때 나의 경제적 능력

에 맞는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에 해서는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42.6%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세계 35개 

도시를 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중 평균주택임 료 항목에 해 서울시가 30위로

써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서울시 또는 우리구로부터 주택수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서는 그렇지 않다(12.6%)에 비해 그렇다(44.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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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GI 조사결과

○ 본인 주거 인식

   -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택 유형보다 살기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고층아파트는 노인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맞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 아파트 이외의 주택 유형에 해서는 아파트에 비해 보안문제, 관리문제 등에 

한 불편을 호소함

○ 살고 싶은 평수

   - 큰 평수는 노인들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음

   - 살고 싶은 평수로는 13~15평의 작은 평수부터 30평 정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노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평수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노인들을 위한 주택정책

   -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소형주택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필요함

   - 노인만 따로 살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양한 세 들

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하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함

   - 노인을 위한 주택단지도 획일적인 아파트형이 아닌 타운하우스형이 좋을 것 같

다는 의견이 있었음

○ 주거관련 지원

   - 노인들이 출을 받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많이 느낌

   - 노인들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이 다르므로 다양한 규모 및 유형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함

   - 또한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부를 

수리 및 개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음

   - 일부에서는 전기료나 가스비 등의 비용에 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존재함

○ 집 주변 복지시설 관련

   -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소규모 복지시설이 필요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노인 병원, 복지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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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타

   - 현재의 경로당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며 노인 연

령 별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해야 함

주거편의환경에 하여 양적․질적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지역사회내 자립생활 지

원, 노인용 공공임 주택과 저소득층 노인주거시설 확 공급, 자가 및 차가 노인가구

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내 계속 거주 구현을 위해 자립생활지원, 주거선택권 

확보, 주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는 활기찬 주거환경 구축, 다양한 노인특성에 따른 주택선택권 확보, 안

정된 생활속에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노후 설계를 지원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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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방향

1. 중앙정부 주거복지정책 동향

주거복지는 절 적․상 적 주거빈곤상태에 처해있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수

혜 상으로 하여 이들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 근거한 사회적 유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시스템 또는 전달체

계를 구축하여 가구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

지는 주택이 없는 가구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

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를 보호하는 등 공공부

문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의 목표는 거시적으로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지만, 실제로 주거빈곤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정

책 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의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복지정책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해 주

거부문에서 시행하는 행정행위 및 행정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적절한 주택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택정책체계를 유형화한 

Hoekstra(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포함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주택가격 

및 주택배분은 주로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는 주로 한계계층에 해 주거를 지원하

는 형태를 나타낸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 및 주택배분 결정에 

개입하여 적당한 향력을 발휘하며, 주택배분과정에서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부여하

고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조정하에 민간시장을 유

지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의 확  및 토지의 공유화를 강화함으로써 주택가격 결정 및 

규제에 정부가 강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공급자 보조방식과 수요자 보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자 보조방식의 표적인 프로그램은 공공(임 )주택 공급이라 말할 수 있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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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조 방식의 표적인 프로그램은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으로써 수혜가구의 임 료 

부담을 절감시키고, 주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책 상 가구 간의 형평성을 유지

시키기 위한 주택바우처,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방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 이전의 주택정책은 주택을 공공재보다는 사유재로 정

의하여 사회정책의 의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취급하는 경향성

이 존재하 다. 즉 경제개발을 우선하고 그 결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경제적 투자효율성 우선 원칙이 주택정책의 근간을 형성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시기의 주택정책은 경제발전 및 경기조절정책의 일환으로써 중산층을 상으로 

주택분양가격 규제, 공공분양주택 공급, 임차권 보호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

었으며,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거빈곤의 책임을 개인 및 가구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성이 존재하 다고 말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및 민주화선언에 의한 사회정치적 변화는 주거빈곤의 원인

을 사회구조적 요인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서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사회의 개입을 촉발하게 되면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평가

할 수 있다. 1988년에서 1997년에까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이 공공임 주택과 분양전환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하 으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 다. 

1998년 이후에는 국민임 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및 주택종합계획 등을 통해 주거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위해 제도를 정비하 으나, 여전히 수혜 상의 범

위가 제한적이고, 정책내용과 상계층의 지불능력 간의 괴리가 존재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주택

개량 등 3가지 분야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정

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책(2013.4.1)에 의하면 보편적 주

거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주거복지 강화방안으로써 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해보자면 외형적으로는 모든 소

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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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으로 주택재고 및 서비스 

부분에 한 배분이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부는 법

규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거복지정책을 펼치

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목표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2.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서울시는 시민이 권리로서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

 역에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과 서울시가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시

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정책지향점으로서 적정기준(decent stand-

ards)을 제시한 서울시민복지기준(2012)을 발표하 다.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

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87년 이후 주거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하면서 주

거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이 출현한 이후, 서울시도 재개발임 주택과 SHift 등의 공공

임 주택 공급, 월임 료 보조제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시행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

그램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

환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취약계층에 

한 주거복지,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등이 쟁점으로 두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공공임 주택 재고량은 총 16만5천호로 서울시 전체 주

택의 5.0%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

지만 저렴한 임 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 주택은 여전히 절 적으로 부족하

다. 또한 주택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나는 등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의 소득 비 임 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은 평균 26.1%이고, 저소득층 소득 1~2분위의 소득 비 임

료 비율은 41.9%에 달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민중에서 주거권에 기초한 최소한의 주

거수준을 의미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1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급증하는 노인인구는 2020년 21%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

고, 들록장애인수도 약 41만명으로써 서울시 인구의 3.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노

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등의 주거지원시스템은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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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정리하자면 서울시의 주거복지 현황은 주거빈곤층을 포함하여 서울 시민을 위한 주

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택의 임 차,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서비스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거복지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표 2-1-2>와 같이 설정하

다.

<표 2-1-2> 주거복지에 대한 서울시민복지기준

최저기준
서울 시민의 임 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주거 최저기준’
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 시민 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서울 시민의 임 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
가구 기준으로 54㎡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최저기준은 공적인 책임하에 임차가구의 임 료 부담 적정화, 최소한의 물리적 

주거환경 확보, 그리고 극단적 주거불안층에 한 최소한의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서

울시민의 기초적 주거욕구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울처럼 주거비용이 

높은 도시에서 임 료의 과도한 지출은 가구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한 가구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 료 최고 비중에 한 

기준은 미국 30%, 호주 20%, 독일 22%, 프랑스 17%, 캐나다 30%, 뉴질랜드 25% 등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국제적으로 략 소득의 20~30%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임 료가 비싸고 임 료 외에 주거비용이 많이 들며, 저렴한 임

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공주택의 비중을 단기간내에 규모로 확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 료 최고 한도를 소득 비 30%로 설정하 다.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 가구원수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택의 최소한의 물리적 기

준은 선진국 도시에서 최저주거기준(minimum housing standards)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 주택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소형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위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을 설정할 경우 중앙정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보다 면적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이 기준은 서울시가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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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인다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주거 적정기준은 임 료 부담의 적정화와 품위있는 수준의 주거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공급자 및 소비자에 한 양적 지원을 통해 임 료 비중 25%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거복지처럼 서울 시민의 욕구가 매우 높고, 상 적으로 제도 발전이 더딘 

역에 해서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복지기준을 구체화하고 서울시의 자체 예산을 투입

한다는 원칙으로 복지기준과 중점사업 및 일반사업을 선정하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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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1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 공공임 주택 재고량을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급확 (2020년까지 목표)

■ 2014년까지 8만호(2013년~2014년 5만 5천호) 공급, 2018년까지 8만호 추가공급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호) 135,200 27,980 27,220 20,000 20,000 20,000 20,000

소요예산

(백만원)
6,692,718 828,418 1,541,100 1,080,800 1,080,800 1,080,800 1,080,800

정책목표 

현   황 

■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절대 부족 

 서울시 공공임 주택 재고량은 총 16만5천호(2010.12)로 전체주택 재고량의 5.0%에 불과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 주택 비율이 10%를 상회, OECD국가는 평균 11.5%

사업개요

■ 주택재고의 10%에 도달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과 SHift 지속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 주택 등 유형 다양화 및 공급주체 다변화

 전용 40m²미만에서 탈피, 다양한 중·소형 평형유형 공급확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자치구별 일정량의 공공임 주택 확보

■ 계약임대주택, 민간토지 임차형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도입

 민간임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비용 지원 및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거주기간(6년 내외)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준공공임 주택 공급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임 주택 본격 시행: 2012년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공유지를 활용하여 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게 맞춤형 임 주택 공급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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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2014년): 소득 비 임 로(RIP) 30% 수준으로 매년 1만가구에 주거비 지원

■ 장기(2018년): 소득 비 임 로(RIP) 25% 수준으로 매년 2만가구에 주거비 지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호) 90,000 10,000 10,000 15,000 15,000 20,000 20,000

소요예산

(백만원)
54,700 3,820 6,360 9,540 9,540 12,720 12,720

중점사업2 주거비지원 확대

OECD 가구 
균등화지수

1인가구 
0.370

2인가구
0.630

3인가구
0.815

4인가구
1.000

5인가구
1.185

6인가구
1.370

⇩
적용가구 균등화지수

1~2인가구
0.630

3~4인 가구
1.000

5인이상 가구
1.370

RIP20%기준 9만4천원 14만9천원 20만4천원

RIP25%기준 6만5천원 10만4천원 14만2천원

RIP30%기준 3만7천원 5만8천원 7만9천원

정책목표 

현   황 

■ 2009년 2/4분기 이후 주택전세 및 월세가격 꾸준히 상승

■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소득 대비 30%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부담하는 가구 

증가 

 소득 1-2분위의 임 료부담 과중(평균 소득 비 임 로(RIP) 41.9%)

 2002년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3만~7만4천가구

사업개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균형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

 공공임 주택 재고가 10%에 도달할 때까지 주택바우처는 소득보조 형태로 운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지원금 상향조정

<주거비 지원 금액 조정> 

연차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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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실시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단독·다세 주택 거주 저소득층을 상으로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2014년까지 매년 500호, 2018년까지 매년 1천500호 지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호) 6,000 500 500 1,000 1,000 1,500 1,500

소요예산

(백만원)
14,400 1,200 1,200 2,400 2,400 3,600 3,600

중점사업3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촉진

정책목표 

현   황 

■ 21세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빈곤(Fuel Poverty)의 해소라는 2가지 과제해결을 위해 

지구적·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

 소득 비 광열비 비율이 10%이상인 가구가 소득 1분위의 경우 69.2%, 소득 2분위의 경우 

27.5%로 에너지빈곤층 문제 심각

■ 서비스지원형 주택개량사업의 중앙부처별 개별 운영으로 효과성 떨어짐 

 서울시도 S-Habistat사업을 통해 도배, 장판교체 중심으로 주택개량사업 시행 중

사업개요

■ 단순 교체위주의 공공주택개량사업을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전환

■ ‘거주에 적절한 주택’의 기준과 시공업체를 위한 표준시방서 마련

 주택의 구조·성능·환경에 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택개량을 위한 ‘거주

에 적절한 주택기준’마련

 중간기술을 사용하는 시공업체를 위한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표준시방서 개발·제공(300

만~600만원 견적에 적합한 시방서)

연차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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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시민의 주거욕구 또는 주거 최저기준 충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자활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임 료 과부담 가구, 주거박탈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의 감축·해소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호) 10 12 14 16 16 20

소요예산

(백만원)
10,100 500 1,440 1,680 1,920 2,160 2,400

중점사업4 주거지원센터 지원 확대

정책목표 

현   황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1.9%, 소득 1~2분위의 RIP 41.9%

■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연계 및 지원체계의 미흡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부재로 접근가능성 낮음

사업개요

■ 주거지원센터(또는 주거복지센터) 자치구당 1개 수준으로 확대 지원

 2014년 12개, 2018년까지 20개 설치·운  지원(센터당 사업비 1억2천만원 지원)

 주거복지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허브 등의 역할 수행

■ 가구특성별 사례관리 자활프로그램 연계

 자활사업 및 취업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연계 등 

연차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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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장애인에 한 주거지원을 지역사회 주거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

■ 노인과 장애인에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ong) 프로그램 

확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임대주택 

무장애 사업

추진목표(호) 750 - 150 150 150 150 150

소요예산(백만원) 7,500 - 1,500 1,500 1,500 1,500 1,500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추진목표(호) 100 - 20 20 20 20 20

소요예산(백만원) 150,000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추진목표

(누계:개소)
58 68 78 88 98 108

소요예산(백만원) 10,520 1,270 1,550 1,700 1,850 2,000 2,150

주택편의지원

사업

추진목표(가구) 900 100 100 150 150 200 200

소요예산(백만원) 4,500 500 500 750 750 1,000 1,000

중점사업5 노인·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정책목표 

현   황 

■ 노인가구가 2020년 21%를 넘고,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 가구 비중도 크게 증가 예상

■ 2011년 등록장애인 수는 41만1천570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3.9%

■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생활기반의 주거지원 취약

사업개요

■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무장애화 지원: 2014년부터 매년 150호씩

■ 노인과 장애인 지원주택 프로그램 시행: 2014년까지 20동(300호), 2018년까지 100동(1천 500호)

■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의 확충: 매년 10개소씩

■ 주택편의 지원사업 확충: 연간 100가구 → 연간 200가구로 확

■ 복지시설 탈피 시 주거공간 마련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구임 주택 입주자 신청 시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른 기준 완화  

연차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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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기준의 일반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운 체계를 활용한 홈리스 주거지원 강화

  ○ 노숙인 주거 취약계층에 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쪽방 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

  ○ 민간운 기관체계를 활용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고시원, 쪽방지역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 주거박탈위기가구에 한 긴급지원 강화

□ 공공임 주택의 임 료 차등화

  ○ 소득 1분위의 월임 료 할인, 소득 5분위 이상 일정액의 할증임 료 부과

  ○ 주택규모에 따른 SHift의 임 료 차등화

□ 공공임 주택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강화

  ○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운

  ○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 공공임 주택 리모델링

□ 소형 저렴 주택 공급 확

□ 소형 저렴 주택을 활용한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회 제공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해 연간 주택공급량 가운데 5~10% 범위내에서 할당

제도 시행

  ○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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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 
연령통합적인 이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6)

염주희 (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절 서론  

개인이 사회적인 관계망을 맺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재화, 서비스,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마경희 외, 2011; Vaara & Stjernbog, 2010) 이때 필요한 교

통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김아연, 전병운, 2012). 특히 고령자들이 거주해왔던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동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

들의 외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의료 및 건강 서비스, 근

로, 여가문화 생활 등의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가져온다. 이동성 저하로 고령자의 사회

적 참여가 줄어들면 우울감 증가, 삶의 만족도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Ritter, Straight & Evans, 2002).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

하던 고령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설에 입소하거나, 고비용의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가 늘어나 재원확 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고령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며, 현세  노인보다 사회참여도가 높은 베이비부머 및 

예비 노인들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이동편의에 관한 욕구는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이동성을 유지할 

때 고령자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동성이 고령자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은 IADL 에서도 나타난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은 노인들의 기능

상태와 자립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척도로 여기에 포함된 열 가지 역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걸어서 근거리 외출하기, 

6) 주: 본 원고의 일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배포한 보건·복지 ISSUE&FOCUS 제 172호(2013-02) 한국 고령
자의 교통 이용 현황에 제시된 분석을 토 로 작성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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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기, 전화사용, 교통수단 이용하기이다. 이러한 역을 측정함으로써 고령자들

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전

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걸어서 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이용

해 원거리 외출하기’,‘물건 사기’,‘은행을 이용한 금전관리’등은 집 밖에서 이동력 확보

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로 기동력 확보가 자립적 생활에 중요한 요소임을 반증한다고

도 볼 수 있다(김용진, 2012).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이동성과 관계가 깊은 인구학적 특성, 가구형태, 외출 방식 

등 주요 역들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 로 고령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에 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노인들이 신체적 노화와 인지능력 저하, 경제력 상실로 인

해 현재 사용 중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안적 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고찰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들이 외출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가?

2. 65세 이상 현재 운전자, 운전 은퇴자, 운전 무경험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

는가?

3.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이동성 확보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

가?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들의 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이동시 느끼는 어려움, 고령 운전

자를 상으로 한 연구, 전반적인 고령친화 교통인프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

다.

1. 고령자들이 이동시 느끼는 어려움 

한국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살펴본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는 고령자들의 

이동성에 한 기초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정경희 외(2012)에 따르면 고령자의 

59.0%가 외출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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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이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계

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26.9%),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12.3%), ‘교통수단 부

족’(6.6%)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제공되는 중교통 이용에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서

비스 부재로 인한 불편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복지관 미이용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여’(31.05%)라는 이유로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응답을 선택한 사람의 

31.6%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기능 제한이 없고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

었음에도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윤 식과 안 희(2003)

의 연구에 따르면 구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양한 목적지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방문하는 목적지는 가족 및 친척집 (3.14회), 친구집 (2.20회), 관공서 

(2.88회), 통원치료 (2.67회), 종교시설 (2.52회)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외출

을 하는데 있어 고령자들은 걸어서 이동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

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을 노인의 보행걸음에 맞추어 늘려줄 것을 희망하 다. 이는 고

령자의 보행속도 저하로 인한 체력적 부담으로 기존의 신호체계에 한 어려움이 증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자들은 비고령자에 비해 짧은 통행 시간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나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노화로 인해 긴 시간 이동

을 불편해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고령운전자 및 자가용 이용자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국내 고령자의 운전여부 결과를 포함하 다. 

65세 이상 노인의 12.2%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었고, 8.4%는 과거에는 운전을 하 으

나 현재는 운전을 중단한 경우 다. 나머지 79.4%는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경우로 

부분의 고령자가 이에 해당하 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커서 남자노인의 

26.3%가 현재 운전 중인데 반해 여자노인의 1.6%만이 운전 중이었으며, 남자 노인의 

56.6%가 평생 운전 경험이 없었으나, 여자 노인은 96.6%가 운전경험이 없었다(정경

희 외, 2012). 이는 미국 고령자의 운전여부를 살펴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 65세 이상 

74세 이하 남자 노인의 96.1%가 운전자이고 동 연령  여자 노인의 94.8%가 운전자

인 결과와 조적이다(Ragland, Satariano, MacLeod, 2004). 하지만 최근 국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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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를 보면 향후 노인이 될 사람들 중에는 운전자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49세에서 57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의 61%가 자

기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이중 55.7%는 매일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

의 베이비부머가 자가운전을 통해 이동성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직장에서 은

퇴함과 동시에 운전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적 여력

이 되는 한 운전을 계속하기를 희망하 다. 나아가 운전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들 베이

비 부머들은 운전면허 제한 연령을 두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6.2%로 다수를 차지하

다. 이를 토 로 고령운전자 증가에 비한 정책, 운전 제한 연령에 한 중의 의

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경혜 외, 2013) 

장혜란 외(2009)의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특징과 이동성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향을 통해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에 의하면 고령자의 이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능력과 상황적응능력이 떨어지고 이

동감소가 많으나 비고령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감소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운전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

해 운전 시간, 횟수, 거리를 줄이는 경향을 보 다. 

고령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을 할 때는 운전자 혹은 승객으로서의 역할을 가지

게 된다. 기존 문헌은 고령운전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이동수

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고령자에 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마강래와 윤 호(2009)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연령집단과 고령자의 교통수단 

차이를 살펴보았다. 1996년부터 2006까지 10년 동안 전체 연령집단에서 통행수단으

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들은 1.2%p의 증감률을 보 으나(27.6%→28.8%), 같은 시

기동안 고령자 집단에서 승용차를 통행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6.5%p의 증감률을 

보 다(13.1%→19.5%).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역과 토지이용 변수를 통제한 후 수도

권 고령자의 교통수단 이용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매년 자동차와 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각각 1.27%, 0.93%), 지하철과 도보 이용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0.09%, 1.65%). 이처럼 고령 인구 증가와 자동차 이용률 증가로 고령자의 자가용 

이용도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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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친화 교통인프라 관련 연구

윤 식과 안 희(2003)의 연구에 따르면 구지역 고령자들이 교통수단을 선택하

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령자들은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데 통행시간, 안락함, 편리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

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노인들의 통행 특성을 연구한 노시학과 양은정(2011)의 논

문에서도 고령자들은 통행비용이 저렴한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교통요금과 고령자의 목적지 선택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한 목적지를 선택한다고 하 다. 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교통 

이용에 있어 지역특수성을 보여준다. 농어촌에는 경제적, 신체적 의미의 교통약자층이 

많고, 이는 자동차와 같은 자가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상당수 있음을 의

미한다. 농촌에서는 고령자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를 주요교통수단으로 이용

하고 있으나, 적은 승객수와 넓은 서비스 지역으로 인해 버스운행업체는 적자운행을 

경험하기도 하며(원광희, 2012) 비용에 민감한 고령자를 상으로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하철 교통약자배려석의 변화 방향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증가속도

에 비해 지하철 교통약자석의 숫자는 제한이 되어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 다

(신혜섭, 박위준, 임종서, 2012). 지하철 이용객들이 바라보는 갈등의 원인으로는 교통

약자석이 부족하다는 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의 세부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등이 밝혀졌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는 모든 교통약자들이 해당 자리에 착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때 

교통약자석 모두를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고민하게 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교통인프라를 조망하기도 하

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한 정책을 연

구하 는데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적인 교통인프라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 다(임호, 2012). 이때 고령자들은 

교통약자로서 이동편의에 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보행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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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전사고 등 교통안전 예방 정책의 상이 되기도 한다. 보고서는 노인들이 부양

상이 아니라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지적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교육·문화, 주거,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교통면에서 도시인프라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 다.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고령자들의 교통수단 활용 현황

과, 운전 상태에 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들의 생활 및 복지

욕구에 한 조사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족, 사회관계, 가치관, 삶의 만족도, 경제상

태,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역에 관한 기초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라는 보고서

를 발간한 바 있다. 위 자료에는 노인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현재 운

전 여부, 차량 소유여부 등 고령자의 이동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수단별·운전여부별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통계분석으로는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다항로짓

을 실시하 다. <표 2-2-1>에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교통

수단별 이용자 특성을 제시하 다. 본 분석은 노인실태조사 참여자 10674명 중 

본인응답자 10544명을 상으로 하 다. <표 2-2-2>에서는 고령자의 운전 경

험을 토 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짓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분

석 상인 본인응답자 10,54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모델에 사용된 사례 

수는 10,538명 이었다. 

제4절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교통수단별 이용자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48.9%, 지하철이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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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 18.4%, 택시가 6.7%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은 버스이고 지하철과 자가용 이용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

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들은 70-74세의 연령집단이 가장 많고, 자가용 이용자는 

65~69세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5세 이상 노인들은 외출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가용 이용 비율이 제일 높았다. 이

를 통해 70-74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중교통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

고, 고령자 반열에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65-69세 노인들은 자율성과 활동성이 보

장되는 자가용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 기력 저하를 경험한 85세 

이상 노인들은 중교통보다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자가용 및 택시

와 같은 개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교통수단차이를 살펴보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는 여자의 비율이 높았

고, 자가용 이용자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버스 이용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자가용 이용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반면 버스나 지하철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택시의 경우 소득 수준 전반에 걸쳐 골고루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이용자의 1/4은 소득이 제1오분위에 해당하 다. 즉 택시는 자가용이 없

는 저소득 고령자가 개별교통수단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비용 부

담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정 수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행정구역상 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버스→지하철→자가용 순으로 이

용이 많았고, 읍·면 거주자는 버스→자가용→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등이다.

고령자의 기능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기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주로 

버스와 자가용을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이용자 

중에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1/4을 차지하여 운전자가 아니고 승객으로 자가용 

이용을 한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가용과 유사하게 정류장까

지 걷기와 환승이 불필요한 택시의 경우 이용자들의 40.5%가 기능에 제한이 있는 사

람으로 나타났다. 차량 소유별로 고령자들을 살펴본 결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들의 

56.2%는 본인 혹은 배우자 소유의 차가 있으며, 26.8%는 가구 내에 차가 없지만 자가

용으로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 이용자의 85.6%는 가구 내 차량이 없다고 

응답하 다. 운전 여부와 외출 시 이동수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

자의 다수는 운전 무경험자 다. 한편 자가용 이용자의 54.8%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선택하여 이들이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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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승객으로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운전을 하 으나 현재는 운전을 중

단한 운전은퇴자들은 외출 시 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에 제시된 바 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소득이 높은 경우, 차량을 

소유한 경우, 나이가 적은 경우에 자가용 이용이 많았다. 또한 연령이 높고, 기능제한

이 있는 집단에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활동이 자유롭고 독

립성을 확보한 연령이 낮은 노인과 체력 저하로 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연령이 높은 

노인들 사이에 자가용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이동교통수단은 

연령집단에 따라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달라짐을 알 수 있고, 성별, 소득, 

기능제한 여부, 차량소유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 다. 또한 중교통은 운전무경험

자이거나 운전은퇴자의 이동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으며, 운전을 하는 이들 중에도 외

출 시 주요 교통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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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출 시 주요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자가용 택시 기타 % 또는 χ²

총 고령자 5157 
(48.9)

2038
(19.3)

1937
(18.4)

703
(6.7)

709
(6.7)

10544
(100)

연령집단      65~69세 1498
(29.0)

672
(33.0)

678
(35.0)

109
(15.5)

193
(27.2)

χ²=506.228***

70~74세 1644
(31.9)

721
(35.4)

476
(24.6)

139
(19.8)

249
(35.1)

75~79세 1271
(24.6)

382
(18.7)

355
(18.3)

212
(30.2)

170
(23.9)

80~84세 535
(10.4)

202
(9.9)

213
(11.0)

142
(20.2)

71
(10.0)

85세 이상 209
(4.1)

61
(3.0)

216
(11.1)

101
(14.4)

27
(3.8)

성별              여자 3409
(66.1)

1061
(52.0)

890
(45.9)

471
(67.1)

165
(23.3)

χ²=649.565***
남자 1748

(33.9)
978

(48.0)
1048
(54.1)

231
(32.9)

544
(76.7)

지역             읍·면 2142
(41.5)

30
(1.5)

709
(36.6)

161
(22.9)

353
(49.8)

χ²=1232.589***
동 3016

(58.5)
2008
(98.5)

1228
(63.4)

542
(77.1)

356
(50.2)

가구 연 총소득 5분위
제1분위 1288

(25.0)
351

(17.2)
179
(9.2)

176
(25.0)

119
(16.8)

χ²=676.334***

제2분위 1192
(23.1)

343
(16.8)

246
(12.7)

155
(22.0)

184
(26.0)

제3분위 1015
(19.7)

414
(20.3)

373
(19.3)

111
(15.8)

187
(26.4)

제4분위 915
(17.7)

423
(20.8)

487
(25.1)

151
(21.5)

139
(19.6)

제5분위 747
(14.5)

506
(24.8)

652
(33.7)

110
(15.6)

80
(11.3)

취업여부        비취업 3216
(62.4)

1606
(78.8)

1251
(64.6)

600
(85.3)

305
(43.0)

χ²=466.216***
취업 1941

(37.6)
432

(21.2)
686

(35.4)
103

(14.7)
404

(57.0)

기능제한 여부
기능제한 없음 4686

(90.8)
1900
(93.2)

1466
(75.7)

418
(59.5)

603
(85.0)

χ²=774.090***
기능제한 있음 472

(9.2)
138
(6.8)

471
(24.3)

285
(40.5)

106
(15.0)

차량 소유 여부
본인  (배우자) 소유 461

(8.9)
295

(14.5)
1089
(56.2)

34
(4.8)

68
(9.6)

χ²=2554.235***다른 동거 가구원 소유 596
(11.6)

225
(11.0)

329
(17.0)

67
(9.5)

58
(8.2)

가구 내 차량 없음 4100
(79.5)

1518
(74.5)

519
(26.8)

601
(85.6)

583
(82.2)

운전 여부
  현재운전자(current 

drivers)
179
(3.5)

166
(8.1)

875
(45.2)

28
(4.0)

41
(5.8)

χ²=2649.844***운전은퇴자(former 
drivers)

355
(6.9)

338
(16.6)

56
(2.9)

77
(11.0)

58
(8.2)

운전무경험자(never 
drivers)

4623
(89.6)

1533
(75.3)

1006
(51.9)

597
(85.0)

610
(86.0)

<표 2-2-1> 고령자의 외출 시 교통수단 활용 현황 
 (단위: 명 (%))

  주: 1)  ***p<.001

     2)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 대전으로 전체 조사가구수의 57.7%

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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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의 운전영향 요인 

 

앞서 고령자가 외출 시 주요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연결 

지어 고민하 다면, 여기에서는 고령자의 운전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운전무경

험자와 운전은퇴자에 한 연구결과도 의의가 있지만 정책적 개입이나 향후 추이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운전자가 가장 관심의 상이 되기에 현재운전자를 중심으로 결

과를 기술하 다. 이를 위해 운전은퇴자를 준거집단으로 놓고 다항로짓을, 운전무경험

자를 준거집단으로 다항로짓을 각각 실행한 후 두 모델에서 현재운전자를 중심으로 결

과를 모아 <표 2-2-2>에 제시하 다.  

먼저 운전은퇴자에 비해 현재운전자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이 낮고, 남성이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운전은퇴자와 비교하여 현

재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운전은퇴자보다 현재운전자일 오

즈가 8%씩 감소하 고, 여성이 운전은퇴자보다 현재운전자일 오즈는 남성보다 87.1%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한 단계 증가하면 운전은퇴자보다 현재운전자일 오즈가 

42.5% 증가하 다. 또한 현재 취업중이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한이 없으며 차량

을 소유한 경우 현재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가 운전은퇴자

보다 현재운전자일 오즈는 취업자보다 50.1% 낮았다. 즉, 현재에도 자가 운전을 하여 

외출하는 고령자들은 운전을 중단한 고령자들과 비교하 을 때 젊고 활발한 사회참여

를 하고 있으며 건강 및 이동 수단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 운전은퇴

자인지 현재운전자인지를 결정짓는 데에는 소득과 건강상태에 한 만족도는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집단이 현재

운전자에 비해 운전은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함께 동거하는 가구원이 고령자에

게 지지체계를 제공하고 있어서 운전을 그만 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배우자 혹은 자

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었기에 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어서 운전무경험자에 비해 현재운전자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낮

고, 소득이 높으며, 건강상태에 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운전무경험자보다 현재운

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운전무경험자보다 현재운전자일 오즈

가 12.7%씩 감소하 고, 가구소득이 1분위 증가하면 운전무경험자보다 현재운전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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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가 26.6%씩 증가하 다. 건강상태에 한 만족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 운전무경험

자보다 현재우전자일 오즈가 44.2% 씩 증가하 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한

이 없으며, 차량을 소유한 경우 현재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재에도 자가 운전을 하여 외출하는 고령자들은 운전 경험이 아주 없는 고령자들과 비

교하 을 때 젊고 자원을 확보하 으며 신체적 제약이 없는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주관

적 건강상태, 가구 형태,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여성이며, 

읍․면에 거주하는 집단이 현재운전자보다 운전무경험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이 운

전무경험자보다 현재운전자일 오즈는 남성보다 99.4% 낮았고, 읍․면에 거주하는 이가 

운전무경험자보다 현재운전자일 오즈는 동에 거주하는 이보다 46.4% 낮았다. 이를 통

해 배우자의 운전능력을 통하여 이동성을 확보하 던 여성 노인의 경우는 사별 후 새

로운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여건에 부딪히게 되며, 안적 이동수단 체계가 미흡한 

읍․면 거주자일수록 개별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버스, 지하철, 혹은 기타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현재운전자보다는 운전은퇴

자나 운전무경험자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운전 중단 후 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

으로 볼 수도 있고,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표 2-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운전자는 항상 운전

으로만 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운전은퇴자나 

운전무경험자는 차량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자가운전이 어렵고 중교통 체

계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이들이 향후 안적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자가용을 선

택하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의 승객으

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운전자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전자는 고

령자의 독립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후자는 고령시기에 운전기술이라는 새

로운 역량을 체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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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운전자 (current drivers) 현재운전자 (current drivers)

준거집단:운전은퇴자(former drivers) 준거집단:운전무경험자(never drivers)

B
Std. 
Error

Exp(B) B Std. Error Exp(B)

   Intercept 3.821 1.155 3.966 1.082

   응답자 연령 -.083 .015   .920*** -.136 .014   .873***

   가구 연총소득 5분위 -.027 .062   .973 .236 .058  1.266***

   주관적 건강상태 .354 .114  1.425** .125 .104  1.133

   건강상태에 한 만족도 .113 .113  1.120 .366 .104  1.442***

성별             여자=0  -2.045 .214   .129*** -5.090 .197   .006***

                 남자=1

거주지           읍․면=0  .385 .186  1.470* -.624 .156   .536***

                  동 =1

가구형태         독거가구=1 -.533 .443   .587 .496 .393  1.642

                 노인부부=2 -.752 .333   .472* .218 .274  1.243

                 자녀동거=3 -.950 .356   .387** -.412 .300   .662

                 기타=4

취업여부         비취업=0  -.696 .154   .499*** .060 .139  1.062

                  취업=1

제한여부         제한없음=0  2.898 .351 18.141*** 2.887 .341 17.940***

                 제한있음=1

차량  본인 혹은 배우자 소유=1 3.356 .164 28.663*** 4.466 .157 87.001***

       가구 내 구성원 소유=2 .609 .311  1.838 .474 .290  1.606

      차량 소유 하지  않음=3

이동수단           버스=1 -2.985 .217   .051*** -2.653 .174   .070***

                 지하철=2 -3.247 .233   .039*** -2.491 .200   .083***

                   기타=3 -2.702 .262   .067*** -2.373 .223   .093***

                 자가용=4

df (사례수) 32(10538)

Likelihood Ratio 7458.351***

-2LL 5949.176

 <표 2-2-2> 고령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운전 상태: 다항로짓 

주: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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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1.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나타난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의 운전 상태에 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교통이용 현

황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동수단별로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하 을 때와 

운전 경험여부별 분석을 하 을 때 모두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즉 고령자의 외출 및 

이동 특성은 목적지, 이동 거리, 동행자 여부 등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한 

가지 수단에 한 지원 보다는 전반적인 이동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용과 같은 개별적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교통 수단이 신체적 노화가 진행된 노인들의 이동 욕구를 뒷받

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자 층에게 개별적 교통수단

을 제공하는 일은 막 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고령자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에 초기투자를 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현재 이용 수단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가 아닌 승객으로 자가용을 이용

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므로 고령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비고령운전자에 한 배

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

면,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소속 운전자가 고령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

자가 고령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활성화 될 수 있

다. 자원봉사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는 <예시 

1>에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에 거주하는 사람과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의 교통 이용 현황이 차

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김준기, 오성호, 박종일(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고

령자를 위한 교통 정책이 차별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도시에서는 중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중교통수단에 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야 하고, 중교통수단이 미흡한 지방은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중교통

수단 제공이 어려울 수 있기에 Dial-a-Ride와 같이 특정 욕구를 가진 계층에게 맞는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 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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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

민국 정부, 2011). 여객운송사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확정짓지 않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 하는 Demand Responsive 교통수단을 말

한다. 

현재 운전 중인 고령자는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소득 감소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미래에는 운전에서 은퇴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고령운전자들

이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을 추진하고자 노인 운전자 교

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운전자를 상으로 하

는 프로그램은 시각, 지각 인지반응 검사, 노인교통사고 유형 등 특화된 안전 프로그램

을 개발할 것과,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 후 보험개발원과 협조하여 교육

이수자에 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명시하 다( 한민국 정부, 2011) 

즉, 기존의 고령자에 한 교통 교육은 보행자안전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여

기에서 나아가 고령운전자 교육에 한 보강이 필요함을 인식하 다고 볼 수 있다.

고령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중교통이용자도 신체적 노화로 인해 더 이상 현재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안적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고령자들이 다른 교통

수단으로 전환해야 할 시에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저하를 경험

하지 않도록 지역별 이동수단 발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이동성은 중교

통 이용에서 개별교통 이용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이

유로 개별교통 이용이 어려워지는 고령자도 늘어날 것이다.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행,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현재 제공되고 있거나 앞

으로 도입할 서비스에 한 욕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은 건강․의료, 사회참여, 여가 등 다른 모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김용진(2012)은 노인복지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이들이 자립적으

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 는데, 고령자의 고립을 완화하고 이들이 독

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상 서비스 개발 시 이동

성에 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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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인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 

앞서 고령자의 이동성과 관련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들을 논의한다. 아래에 제시된 예시들은 고령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로 미국, 국 및 국내에서 실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때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통합적인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고

령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인식하에 연령통합적, 서비스 통합적, 인프라 통합적인 제

언을 포함한다.  

<예시 1> 미국 내 자원봉사 운전자를 활용한 고령자 이동 서비스 모델 

○ The Independent Transportation Network(ITNAmerica)는 자원봉사 운전자들을 모집하여 외

출이 어려운 노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한 시간

만큼 계좌에 ‘크레딧’을 적립하는데, 이는 ITNAmerica 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어디서든지 

본인이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 ‘크레딧’은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수도 있는데, 동부에 거주하는 성인자녀가 거주지역내에서 자원

봉사 운전자로 활동을 한 후 서부에 거주하는 노부모에게 ‘크레딧’을 기부하면, 노부모는 서부에 

있는 ITNAmerica 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게 되는 형식이다. 

○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빈번하게 장거리 방문이 어려운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간병 및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시사점: 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비영리 민간조직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세대 간 협력 

및 돌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출처: http://itnamerica.org

<예시 2> 연령 통합적인 런던 지하철의 우선석(Priority Seating) 배치 모습 

○ 국내 지하철의 교통약자석은 일반석과 분리되어 한 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런던의 지하철은 

모든 일반좌석의 한 쪽 끝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다.  

○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격리되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함께 앉을 수 있어 두 집단

의 통합을 가져온다. 

시사점: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일반인과 함께 앉으면 교통약자들끼리만 모여 앉을 때 보다 

손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함으로써 상호이해도를 높이

고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출처:신혜섭, 빅위준, 임종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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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고령자 대상 이동 프로그램을 다른 집단에게도 개방한 미국 내 지방자치프로그램

○ Price County Human Service Commission on Aging Office, Wisconsin 미국 위스콘신 

주에 위치한 프라이스 카운티는 지역 내 대중교통체계가 없는 농촌도시이다. 카운티 노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지역 내 상이군인

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편 확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자, 노인국 · 상이군인 지원국 

· 주내에 위치한 보훈병원이 협력을 도모하였다. 

○ 기존에 고령자를 위하여 만들어졌던 교통지원 서비스를 의료적 목적으로 차편이 필요한 상이군인

에게 이용가능하게 변경하고(상이군인의 연령과 상관없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처리에 있어서 공동부담하기로 하였다. 

○ 현재 노인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지원 서비스의 약 6%는 상이군

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시사점: 고령자를 위한 교통지원 서비스가 비슷한 욕구를 가진 다른 집단의 서비스를 흡수하여 하나

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분야의 대상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자원공유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Burkhardt, Rubino, Yum (2011).

<예시 4> 혼합적인 교통이용 수단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 시스템

○ San Francisco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SFMTA)는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RTA) 중 하나이다. RTA는 미국의 대표적 교통행정기구로 대중교통 계획과 운영을 담

당하며 지역 내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 수립과 운영, 재원마련을 한다(모창환, 2009). SFMTA는 

대중교통수단뿐만아니라 신체적 약자를 위한 보조교통수단(paratransit) 운영을 맡고 있다. 

○ 이때 휠체어를 통한 이동이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리프트가 설치된 밴을, 거동이 가능한 이용자를 

위해서는 계약을 맺은 택시회사에서 차량을 보낸다. 이 두 가지 이용 수단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한다. 

○ SFMTA 에서 리프트가 설치된 밴을 이용해서 승객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때 평균적으로 

$40.00이 드는데, 택시를 이용하면 $15~$18.00가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

다. 택시를 이용해서 보조교통수단서비스를 받은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반복적인 요청

이 이루어진다.     

시사점: 장애인에게 보조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대중교통운영기구일지라도  지역사회내에서 신체적 

기능이 약화된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택

시업체와 같은 사적인 영역과 협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이루었고, 택시업체에서는 보조교통

수단 제공자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출처: Burkhardt, Doherty, Rubino, Yu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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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고령친화적인 교통인프라 환경 조성 

○ 장애인 정책에서 바라보는 이동편의성 증진 대책을 활용해 고령친화적인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교통인프라 개선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임호, 2012)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친화적 대중교통서비

스가 고령친화적 대중교통서비스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무장애 공간 조성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고령자의 보행권 내에 확보되었는지, 저상버스 

운행, 지하철역사내 엘리베이터 및 훨체어 리프트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읽기 

쉬운 안내표지판 설계 및 이해하기 편리한 환승절차 안내도, 보도와 차도의 단차 줄이기, 계단이 

필요한 곳에는 완만한 경사로를 함께 설치 등이 있다(김용진, 2012). 

시사점: 고령친화적 교통인프라 구축은 노년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약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임을 인

식하고 현재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질 인프라에 대해

서는 무장애 공간 조성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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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영혜 선임연구위원

  최근들어 고령화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가장 주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지금 

미국 뉴욕을 비롯한 선진국과 몇몇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고령자들이 살아가는데 불

편이 없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표적인 사례로 세계보

건기구(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만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는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서울시민뿐 아니라 타 지자체 및 관련 연

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2011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도내 

한 도시를 상으로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활용하여 도시의 고령친화성을 

점검하고 액션플랜을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경험을 토 로 본 발표문을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은 서울시가 실제로 고령친

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일뿐 아니라 세부 추진전략이 매우 치 하다는 것임. 

아울러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고령친화도시 점검을 위해 WHO가 만든 

가이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의 특색있는 사업과제들을 발굴

하여 독자성이 있다고 생각됨. 

  이어서 본 발표문에 한 몇 가지 질문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있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노인복지분야를 다루는 공무원의 활

동이외에 건축, 도로, 교통 등의 분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이나 기여한 점은 무엇

인지 알고싶음. 고령친화도시의 특성상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노인복지분야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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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정책 전사업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데, 관련공무원은 어떻게 참여

하 는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됨.

  다음으로 주지하다시피 노인인구 중에는 여성인구가 수적으로 우세함. 노인층 중

에도 고연령으로 갈수록 여성인구 비율은 더욱 높아짐. 따라서 노인이슈에서 젠더관점

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고령친화도시 추진에서 젠더관점은 어떤 식으로 반

되었는지에 설명을 바람.

 끝으로 서울시는 2014년 WHO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함. 어떤 

과정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로 가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원도시가 되는 

것이 서울시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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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2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영란 교수 

  서울시 시민으로서 고령친화도시에 관심이 많았고, 초기 작업하실 때 부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발전해 가고 있고, 원래 목표 던 WHO네트워

크 가입이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반가움

  오늘의 주제가 연령통합의 관점으로 연령통합성 제고가 고령사회 포럼의 큰 주제

인데, 연령통합적 접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포

럼에서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다루기를 기 함. 연령통합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이냐의 

이슈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봄. 기초개념이나 본질에 한 인식 및 개념에 

한 공유가 없으면 각자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본 토론에서는 주거권에 하여 논할 텐데, 연령통합적인 주거권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제공을 추진할 때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편, 서울시 기본 지표나 기준을 보았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음. 비용에 해서 소득의 30%라는 권리 및 접근성의 이슈

에 1차적으로 집중. 두 번째는 규모로 몇 명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하우스냐 하우징이냐에 있어 주거권에서 물리적 지표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연령통

합적으로 갈 때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연령통합적 주거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서

울시가 제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서울시 

주거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중점사업 중 5에 노인 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라고 

해서 고령친화적이고 무장애 주거환경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행인듯 하나,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나 패러다임과 함께 어떻게 가는가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지원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위주에 아주 적은 지원규모(100가구)인 점은 늘

어나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비율로 아주 소극적 정책이라는 생각이 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비용이나 규모는 물론 추가적으로 연령통

합적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안전이라는 것(낙상을 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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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임. 주거권에서 요구받을 수 있는 권리,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에 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음 

  그렇다면 정주형 주거로서 ageing in place를 많이 강조하지만, 과연 서울시 고령

친화도시모델 안에서 정말 그런 정책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가에 한 부분이 아직 혼

돈되어 있는 것 같음. universal design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주거정

책은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옮겨 다니는 주거환경 속에서 정주형 

환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비스 지원 주택도 필요하지만 주거 개조사업에 한 

전폭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아직 소극적인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제시되

어야 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륙형은 bottom up이고, 아시아형은 top down일 수도 있다는 부

분, 한편으로는 단기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는 향

후 더욱 지켜봐야 함. 고령사회정책의 한계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 되지 않

는 것이라 보고, 동서양이나 문화적인 것 떠나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하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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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통합적인 이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1

국토연구원 김준기 책임연구원

❚연구에 한 전반적 의견

이 연구는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동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고령자의 교통수단 이용형태, 고령운전자의 특성 

및 이동성 확보 방안에 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시기적절히 수행하여 고령사회를 비

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제

 ◦ 고령자들만을 위한 책이 되면 안 되며, 모든 세  및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예를 들어, 저상버스는 고령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장애인, 임산부 등 모두를 위

한 수단임. 건강한 남자들도 아이를 안고 버스를 이용한다면 저상버스로부터 도움

을 얻을 수 있음

❚고령화 현실

 ◦ 빠른 고령화의 진행 :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으며, 2018

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각각 18년과 8년에 불과하여 이는 주요 선진국이 평균적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60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30년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진행임

   ※ 국제연합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점유할 경우 고

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 고령자 안전에 한 주의 필요 : 고령자는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계층 임

   • 2009년 기준으로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0.7%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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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1.3%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남

❚정책 책

  ◦ 자가용 이용 고령자

   • 제도 및 문화 개선: 운전면허 제도 개선 (사고위험성이 높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운전에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분리해 낼 수 있도록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이 필요 

(일본의 경우 자발적 운전포기자에게 중교통 할인 정책), 고령운전자를 배려하

는 운전교육 및 운전문화 정착

   • 시설개선: 고령자 전용 주차구역 (예, 일본은 지체장애자, 임산부, 고령자들이 노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있게 함), 도로 및 차량 지능화 사업

  ◦ 중교통 이용자

   • 고령자 개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중교통 요금 지원제도에 한 신중한 도입이 

필요 (예, 지하철 무임승차 – 지하철의 경우 특정 지역의 고령자만 이용이 가능함)

   • 고령자의 보행행동 특성을 고려한 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 예, 국도 및 

지방도의 보차 구분 등 지방부 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일몰 후 일정수

준의 조명 확보 

  ◦ 농촌 등 시골에 사는 고령자들이 이동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집단임

   •  농촌 등 시골에서 고령자들은 읍내지역 보다는 주로 벽지에 거주하고 있어 중교

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움 (도로시설이 열악하고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함)

   •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운 하기가 비싸므로 마을택시같은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

음

  ※ 마을택시는 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연계하는 

것으로, 지자체로서는 정규 중교통수단을 보조하는 것보다 운 비가 저렴하며, 

어려운 버스 및 택시산업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서천, 나주에서 시도를 

하 으나 제도적인 문제로 시행을 못함

 ❚미래 과제

 ◦ 건강과 이동성을 연계하여 정책 안 마련 필요

   • 예. 지하철 무임승차가 고령자 건강에 미치는 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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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건조환경(Build Environment) 등 종합적인 고

려가 필요

   • 예,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및 복지시설 등의 입지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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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통합적인 이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

○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령자에게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교통서비

스 공급을 통해 교통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뒷받침해야 함

 -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부분 고령자는 현재 기초적 교통서비스가 제공되

지 않아 보건소, 병원 등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 버스는 현재 민 버스회사에 의해 운 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없을 경우 

민 버스회사는 운행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응하고 

있음

 - 비수익노선에 해 적자분만큼을 군청에서 재정보조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군

청의 재정자립도가 약20%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버스서비

스공급을 증 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고령자에게 교통서비스 공급을 함에 있어 노선버스를 통한 서비스 공급만이 아니

라 수요 응형(DRT) 방식으로도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음

 - 수요 응형 방식은 현재 도시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신체장애자에게 콜센터를 통

해 교통서비스를 집앞에서 목적지까지 서비스를 하는 형태임

 

○ 도시내 고령자 이동 훈련 및 멘토

 -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교통을 처음 이용하는 고령자 상

 - Transport for London의 경우, 이동 멘토링을 통해 가용 교통수단의 다양화 및 

이동 반경의 확 를 추진

○ 운수업 직원의 태도 교정 및 훈련 

 - 버스 운전자에게 고령자/장애인을 고려하는 운전교육 강화

 - 택시 운전자들에 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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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7)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절 연구배경

인구고령화는 전체인구 비 노년층의 인구 비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층은 연금을 수혜하는 집단이며, 보건의

료비 지출규모도 크다. 국민연금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65세 노년층의 약 28.5%

인 1,609,475명에게 4조 706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다8). 또한 건강보험통계에 의하

면 201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6조 4,50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고령자 인구비중 11.8%에 비해 약 3

배가 큰 수치이다. 

이와 같은 노년층에 한 부양부담은 세 간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세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세 에 속하느냐에 따라 재

정부담 및 편익에 한 손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세  노년

층은 사회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근로하여 현재 노동연령집단에 비

해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의 부담 수준이 낮은 반면, 부분 은퇴 이후에 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 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 노년층

에 한 부양은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재원은 

노동연령집단의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세  노

년층은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계층이며, 미래세 로 갈

수록 재정부담은 가중되지만 복지 혜택은 감소하는 구조가 된다. 

7) 본 연구의 상당부분은 황남희(2012), 비시장노동과 세 간이전, 성균관 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8)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의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이며, 연령별 수급자 및 수급액 
현황이다.

9)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의 2012년 건강보험주요통계이며, 2012년 12월 기준 잠정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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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간 형평성은 세 간이전(generationl transfer)을 통해 파악가능하며, 여기서 

이전(transfer)이란 한 개인이 교환의 가없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개인에게 이동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전은 부양집단에게 주요한 재원이 된다. 이전은 성인부

모와 어린자녀, 성인자녀와 노부모 등과 같이 연령이 다른 집단 간에서 이루어지면 세

간이전이 된다. 그동안 사회보험 역에서 세 간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

한 연구가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져 왔다(Auerbach and Chun, 2006; 전 준 외, 

2003; 전 준, 2003, 2004, 2008; 최기홍 외, 2012). 이는 Auerbach et al.(1991, 

1992)에 의해 개발된 세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이용하여 사회보험

의 재정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세 간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 간이전은 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적이전(public transfer) 이외에

도 명절 세뱃돈, 축의금 등의 사적이전(privat transfer)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 사

회 내에서 진정한 세 간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이전과 함께 사적이전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기 (2012)은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과 세 간회계의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사적이전까지 범위를 확 하여 세

간 이전을 살펴본 결과, 세 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이전계정

은 국민계정을 연령 단위로 분해하여 세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경

제적 분석도구이다(Lee et al., 2011).

그러나 국민이전계정은 가계생산의 세 간 자원재배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노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성인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으며 소비의 

주체로서 노후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노년층의 시간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 및 가족보살피기 등의 생산적인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한 국가의 진정한 후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

생산도 경제규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국민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

(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s)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Mitchell, 1921; Becker, 1965; Murphy, 1978; Murphy, 1982; 

Chadeau, 1985; Fitzgerald and Wicks, 1990; 김준 , 2003; 권태희, 2009).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여 국민이전계정의 방법론을 가계생산으로 확  

적용하여 국민이전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으로 국민시간이전계정(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의 구축을 시도한다. 그리고 가계생산을 고려할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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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형평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 제

Ⅲ장에서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의 방법론에 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추계방법에 해 자세하게 다룬 후, 제Ⅴ

장에서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장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에 해 요약한

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세대간 형평성 및 가계생산 규모에 관한 연구

세 간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보험의 재정지속가능성 평가로 이루어졌다. 

Auerbach and Chun(2006), 전 준 외(2003), 전 준(2003, 2004, 2008), 최기홍 

외(2012) 등에 의해 세 간 회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부문

의 세 간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세 는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 미래세 는 손익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간 회계는 특정세 의 표적인 개인을 상정하여 

공적 역에서 잔여 생애기간 동안 예상되는 순부담의 현재가치를 추계하여 현행 제도

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보다 최근 이기 (2012)은 국민이전

계정과 세 간 회계를 이용하여 공적 및 사적이전을 함께 고려하면 세 간 형평성은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공적이전은 미래세 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

실이지만, 부모세 로부터의 사적이전을 고려하여 세 간 자원재배분을 살펴보면 미

래 자녀세 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urphy, 1978; Murphy, 1982; Chadeau, 1985; Fitzgerald and Wicks, 1990; 

김준 , 2003; 권태희, 2009; 윤자 , 2010). Hamdad(2003)에 의하면 1998년 캐나

다의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는 GDP 비 33%, Moon(2001)은 1999년 한국은 

28~48%에 달하며, 김준 (2003)은 한국 전업주부만을 상으로 할 경우 15%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고령층의 비시장노동에 해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가

치를 측정한 연구가 정경희․윤지은(2010)에 의해 시도되었다. 정경희․윤지은(20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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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및 자원봉사를 포

함한 포괄적인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GDP 비 5.4%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가계생산에 한 연구는 생산규모 측정에 관심을 두었으며, 가계생산

의 세 간 이전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10)

비시장노동에 한 경제적 평가는 투입접근법과 산출접근법, 투입-산출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비시장노동에 한 가치 평가는 비시장노동에 의해 생산된 산출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산출에 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인 단점이 있다. 반면에 투입접근법은 비시장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합한 시간당 평

균임금률을 곱하하는 것으로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화폐가치를 평가하는데 

많이 활용된다(Clemont, 1993; 김준  2003). 또한 최근 투입법과 산출법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투입-산출법을 이용하여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 연구들이 시

도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Landefeld et al, 2009).

투입접근법은 적합한 임금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회비용법과 전문가 체

비용법으로 분류된다. 기회비용법은 효용극 화 문제에 직면한 개인들이 시장생산과 

가계생산의 시간배분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가계생산으로 상실하는 소득을 기회

비용으로 간주한다. 기회비용법에서 가계생산의 임금은 개인 스스로 평가한 것이 되며 

일반적으로 시장의 평균임금률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회비용법은 가계생산에서 불

필요한 능력을 인정해 경제적 가치를 과 평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Sharp et al., 

2004). 이러한 이유로 UN의 가계부문 위성계정 작성에서는 전문가 체비용법을 적용

하여 비시장노동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Abraham & Mackie, 2005)11). 본 연

10) 김준 (2003)과 윤자 (2010)을 참고하 다. 
11) National Research Council panel report인 Beyond the Market(Abraham & Mackie, 2005)의 

Recommendation 3.4에서는 투입법의 하나인 전문가 체비용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 다(Household 
production should be valued using replacement cost. For household time input to 
production this would be a replacement wage-the market wage of a specialist adjusted for 
differences in skill and effort between nonmarket household and marke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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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전문가 체비용법을 적용하여 가계생산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전문가 체비용법은 개인 자신이 가계생산에 시간을 투입하고 시장을 통해 제3자가 

그 시간을 체할 경우 지불하는 임금, 즉 사회에서 평가하는 가계생산의 가치인 시장

체재의 가격을 적용한다. 이때 임금은 가계생산을 개별기능으로 나누어서 각 기능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시장생산의 임금을 가계생산의 가치로 추

계한다. 

제3절 국민시간이전계정 방법론

국민시간이전계정(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은 국민이전계

정12)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이다. 그러므로 추계 상이 시장생산에서 가계생산으로 이

동된 것일 뿐 연령집단별 추계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 가계

생산의 생애적자(life cycle deficit)와 생애재배분(age reallocation)은 일치한다. 생

애적자란 소비에서 생산을 차감한 것이며, 생애재배분은 이전을 의미한다13). 한 개인

의 생애적자는 전 생애에서 소비와 생산은 일치하지만, 특정 연령시점에서는 불일치하

게 된다. 생애적자가 양(+)이면 소비가 더 많고, 음(-)이면 생산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

다. 생애적자가 음이면 이전을 통해서 생산을 유출(outflow)하고, 반 로 양이면 생산

의 유입(inflow)을 통해 소비가 가능해진다.

(수식 1)은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기본식이다. 좌변은 유입으로 생산( )과 이전의 유

입(), 우변은 유출로 소비()와 이전의 유출()로 구성된다.

                              (수식 1)

이를 재구성하면 (수식 2)와 같이 좌변은 생애적자, 우변은 생애재배분의 항등식이 

된다. 생애적자는 소비와 생산의 차이이며 생애재배분은 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

한 순이전으로 구성된다.

12) 본 연구에서는 지면제약상 국민이전계정에 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국민이전계정에 한 보다 자
세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http://www.ntaccounts.org)와 Lee et al.(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국민이전계정에서 생애재배분은 자산재배분과 이전으로 구성되지만, 가계생산은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자산재배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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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적자
 

 생애재배분
                             (수식 2)

한편 이전은 가구간이전(intra-household transfers)과 가구내 이전

(inter-household transfers)으로 구분된다. 가구간이전은 가구와 가구 간에 발생하

는 이전이며, 가구내이전은 동일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이전이다14).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수식 3)과 같이 1인당 연령프로파일을 구한 후 실제 인구수를 

곱하여 총량 수준이 추계된다. 는 총량 집계치, 는 1인당 연령프로파일, 

는 연령별 인구수를 의미한다.

  
 



                             (수식 3)

총량 수준에서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생애적자와 생애재배분은 각각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가계생산은 저축되지 않고 모두 소비되므로 생산과 소비는 일치하고, 가구간이

전과 가구내이전의 유입은 각각 가구간이전과 가구내이전의 유출과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 추계과정에서 유입과 유출은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는 유입을 기준으로 유출의 규모를 조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시간사용에 기반하여 연령집단별로 유출(생산,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의 유출)이 어떻게 다른 연령집단에 유입(소비,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의 유

입)되는지 살펴보기 때문이다. 

총량 수준에서 유입과 유출의 조정과정에는 비례조정인자(multiplicative adjust-

ment factor,  )가 활용된다. (수식 .4)에 의해 가 추정되며, 이를 유출 총량 집계치

(  )에 곱하면 유입과 유출이 일치하게 된다.  는 유입 총량 집계치를 의미한다.

   
 

                               (수식 4)

14) 국민이전계정에서 이전은 제도부문별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사적 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이전으로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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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 및 추계과정

1. 자료

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차(2004년)를 이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계생산

에 해당하는 음식준비 및 세탁 등 가정관리와 가족돌보기 등의 활동에 투입한 시간량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는지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5년 주기

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상으로 2일에 걸

쳐 시간일지(time-diary)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조사 전체의 응답가구

는 12,651가구, 응답자 수는 31,634명이며 응답자 1인당 2일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63,268명을 분석 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63,268명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되, 2일간의 평균시간량을 산출하여 분석 상

은 31,634명이 된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응

답자 개인이 식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5).

한편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전 연령에 걸쳐 가계생산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추계하

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의 상이 되지 않는 10세 미만의 가구원에 한 정보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계청에 학문적 용도로 이들에 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

음을 밝혀둔다. 제공받은 자료는 10세 미만 가구원의 가구번호와 성별, 연령이며 총 

4,849명이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상은 이들을 포함하여 36,483명이 된다. 10세 

이하 자녀에 해 생활시간 활용에 한 정보가 없으므로 가계생산에 투입한 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에 한 가구원 가중치 또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시간이전계정 추계에서는 가구원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에는 

주행동과 함께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행동에 해 보고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주행동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계한다.

15)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개인 및 가구번호의 식별을 통해서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일 2일간의 평균을 계
산하여 활용하며 이러한 작업과정으로 요일 가중치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요일에 
따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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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방법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생산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가계생산의 범위는 제3자 기준에 의해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에서 노동계약에 의해 수행된다면 국민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에서는 <표 3-1-1>과 같이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 그리고 해당 활동에 관련된 이동이 해당된다.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의류관리 초․중․고 학생
청소 및 정리 배우자
집관리 부모 및 조부모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기타

가정경
참여및봉사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기타가사일 참여 및 봉사활동

<표 3-1-1> 가계생산에 포함되는 생활시간 활동유형 

주 : 각 활동과 관련된 이동도 포함됨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문가 체비용법의 시간당 평

균임금률은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6) 자료를 활

용하 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2004년 6월 한달이 조사기간이며 월급여액(정액+

초과급여)」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연간특별급여액은 조사기준기간 전년도의 1년간 특별급여액이 조사되는 것이며 반드

시 지급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시간당 평균임금률은 ‘월급여액/월총

근로시간수’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 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가계생산의 절 적인 

규모 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임금율이 결과에 

1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전국 6,344개 기업체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를 
상으로 직종별로 임금 및 근로시간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조
사목적, 조사 상, 조사사항이 유사하여고용형태별(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흡수 통합하여 조사되고 있다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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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상의 활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은 제5차 개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에서 응직종을 매치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3-1-2>를 참고하기 바란다. 매칭작업에서 김준 (2003)이 전문가 체비용법으로 

주부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때 적용한 매칭자료를 참고하여 4개 분류, 

18개 중분류, 51개 소분류의 직종이 매칭되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계생산의 

임금은 모든 직종의 시간당 평균임금률(8,355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족보살피기

가 6,547원으로 참여및봉사 5,982원, 가정관리 5,897원 보다 높다. 연간 가치로 환산

하기 위해 1일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에 366일을 곱한다.

가계생산 활동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시간당 평균임금률이 선정되면 1인당 연령프로

파일을 추계한다. 생산은 생활시간조사의 가계생산 각 항목별로 투입시간에 시간당 평

균임금률을 곱하면 1인당 연령프로파일이 추계된다17). 만일 가계생산이 발생하지 않

으면 시간량은 0이 된다.

소비는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해서 직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에 비해 추계방법

이 복잡하고 보다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소비는 활동유형별로 가계생산에서 발생하는 

혜택, 즉 소비주체가 누구인지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소비의 주체가 특정 연령

의 가구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든 가구원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상이한 측정방

법을 적용한다. 또한 가구 내의 가구원이 혜택을 보는지 혹은 가구 외의 가구원이 혜택

을 보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방법은 달라진다. 가정관리는 가계생산을 수행한 개인을 포

함하여 가구 내의 모든 가구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므로 모든 가구원에게 균등 배

분한다18)

17)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상을 연령별로 구축하면 특정 연령에서 관측치가 작기 때문에 국민이전계정에서와 
같이 스무딩(smooting)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프로그램의 supsmu를 이용한다. 또한 초고령층
으로 갈수록 관측치가 심하게 축소되어 noise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연령프로파
일의 연령단위를 5세 구간으로 한다.

18) 가계생산으로 인한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든 가구구성원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Becker, 1965; Nelson, 1998; Pollak, 2005; Brown & 
Zha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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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간조사 활동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임금률

가정관리 5,897

음식준비
및 정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식후정리 조리및음식서비스종사자 5,510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174

의류관리

세탁 및 세탁물 넣기 및 옷정리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및 수
선, 세탁서비스 받기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재봉, 뜨개질 섬유, 의복제조 및 관련 기능종사자 5,155
청소 및
정리

방․물품정리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집안청소 및 기타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3,077

집관리

가재도구․집손질 및 관련서비스받
기
그 외 집관리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3,077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서비스 받
기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36

가 정 관 리 
관련
물품구입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무점포쇼
핑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내구재구매 관련 행동 자재, 생산 및 관련 사무종사자 8,220

가정경
가계부정리 계수사무종사자 8,542
가정계획 경  및 재정 준전문가 12,529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종사자 7,681

기타가사일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4,065
가족보살피기 6,547
미취학아이 교육준전문가 6,793
초․중․고 학생 교육준전문가 6,793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기타 보건의료준전문가 6,055
참여 및 봉사활동 5,982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및 참여활동 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5,688

자원봉사

국가 및 지역 행사관련 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5,688
자녀교육관련 교육준전문가 6,793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준전문가 6,055
재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및 
기타

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5,688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정관리 평균 5,897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 가족보살피기 평균 6,547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평균 5,982

<표 3-1-2> 2004년 가계생산의 유형별 대응직종 및 시간당 평균임금률

(단위 : 원)

자료 : 통계청(2005), 노동부(2005)

가족보살피기는 수혜받는 가구원의 연령(be consumed by target age)이 지정되

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칭하면 된다. 생활시간조사에서 돌봄의 상이 되는 가구원의 

가족관계와 연령구간에 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보살피기의 상을 미취

학아동, 초․중․고 학생,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시부모, 장인 및 장모 포함), 기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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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소비배분 규칙을 적용한다. 미취학아동 6세 이하, 

초․중․고 학생 7~18세, 기타 가구원 19세 이상 연령에 균등 배분한다. 배우자와 부모 

및 조부모는 해당 가구원에게 배분하되, 가구원에 한 정보가 없을 경우 각각 19세, 

29세 연령에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한다19). 가구외의 비가구원에 한 가족보살피기의 

수혜자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참여 및 봉사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혜자

(potential recipients)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인구 비중에 비례해서 균등 배분한

다. 참여및봉사는 특성상 혜택을 누리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곤란하고 생활시

간조사에서 이에 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은 유입과 유출을 구분하여 추계가 이루어지는데 유출은 생활시간조사에서 제

공하는 시간량을 통해 직접 산출이 가능하다. 가구간이전은 가족보살피기와 참여및봉

사, 가구내이전은 가족보살피기와 가정관리에서 발생된다. 가정관리는 가구 내 가구원

이 모두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가구간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고, 참여및봉

사는 수혜 상자가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내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유입은 

유출에 비해 추계방법이 복잡하다. 가구간이전은 가족보살피기의 상(비가구원)의 연

령을 알 수 있는 경우 연령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든 연령에 균등 배분한다. 참

여및봉사는 모든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가구내이전은 가구원별로 생산과 소비의 차이를 통해 흑자 또는 적자를 산출한다.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면 흑자가 되어 다른 가구원에게 가구내이전의 유출을 발생시키

고, 반 로 생산이 소비보다 작다면 적자가 발생되어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가구내이전

의 유입이 이루어진다. 가구원들의 흑자와 적자를 가구단위로 합산하면 항상 ‘0’이 된

다. 가구간이전 또한 마찬가지로 가구단위로 합산하면 0이 된다. 지금까지 설명

한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세부항목별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표 3-1-3>과 같다. 

마지막으로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총량 수준을 추계하기 위해 1인당 연령프로파일에 

곱하는 인구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조사의 연령별 인구를 이용한다. 2004년 총 인

구수는 48,039,415명이다. 연령집단을 0~19세의 유년층과 20~64세의 노동연령층, 

19) 생활시간조사 2004년도에서 배우자가 있는 최소 연령이 19세인데, 결혼 후 출산하여 자

녀가 10세가 되어 부모가 되는 최소 연령은 29세가 되기 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의 응

답 상은 10세 이상이라는 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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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년층 26.2%(12,603,421명), 노동연령

층 65.1%(31,270,020명), 노년층 8.7%(4,165,974명)이다.

구 분 추계방법 비 고

생
산

가정관리 각 개인별 가정관리 시간량으로 직접 산출

가족보살피기 각 개인별 가족보살피기 시간량으로 직접 산출

참여및봉사 각 개인별 참여및봉사 시간량으로 직접 산출

소
비

가정관리 각 가구별로 가구원에 균등배분

가족보살피기 해당 연령 전 인구에 균등배분

참여및봉사 전 인구에 균등배분

이
전

가
구
간

가족보살피기 유입 및 유출로 구분하며, 해당 연령의 전 인구에 균등배분

참여및봉사 유출은 참여및봉사 생산, 유입은 참여및봉사 소비와 동일

가
구
내

가정관리 각 개인별로 가정관리 ‘소비-생산’의 차이로 유입과 유출을 계산 항등식

가족보살피기
각 개인별로 가족보살피기 ‘소비-생산-순가구간이전’의 차이로 
유입과 유출을 계산

항등식

<표 3-1-3> 국민시간이전계정 추계방법

제5절 추계결과

1. 국민시간이전계정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총량 추계결과가 <표 3-1-4>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생산의 소

비 및 생산 규모는 연간 약 173,350십억원으로 2004년 GDP(826,893십억원) 비 

약 21%에 달하며, 시장생산의 약 40%20)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노년층의 가계생산

은 노동연령층의 12%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지만 노년층 인구가 노동연령층의 1/7 수

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이다. 생애재배분은 가구간이전 15,880십억원, 가구

내이전 59,620십억원이 발생한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유년층은 소비가 생산보다 

20) 2004년 국민이전계정의 생산은 431,127.7십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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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흑자가 발생되어 가계생산의 총량 측면에서 수혜(benefit)집단임을 알 수 있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적자가 발생되어 유년층은 이들 두 집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0~19 20~64 65+
생애적자 0 60,314 -58,856 -1,458
소비 173,350 64,980 91,355 17,015 
    가정관리 118,918 26,006 77,814 15,098 
    가족보살피기 48,254 37,353 9,519 1,382 
    봉사활동 6,178 1,621 4,021 536 
(-)생산 173,350 4,665 150,211 18,473 
    가정관리 118,918 3,012 100,392 15,514 
    가족보살피기 48,254 1,192 44,761 2,301 
    봉사활동 6,178 461 5,057 659 
생애재배분 0 60,314 -58,856 -1,458
가구간이전 0 5,631 -5,141 -490
    유입 15,880 6,336 8,377 1,167 
    (-)유출 15,880 705 13,518 1,657 
가구내이전 0 54,684 -53,715 -969
    유입 59,620 54,684 4,504 432 
    (-)유출 59,620 0 58,219 1,401 

<표 3-1-4> 국민시간이전계정, 총량

(단위 : 십억원, 연간)

주 : 각 항목의 총계는 반올림으로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표 3-1-5>에 국민시간이전계정의 연령집단별 1인당 값이 제시되어 있다. 1인당 

추계결과는 총량 수준의 결과와 달리 해당 연령의 인구 수에 의한 향을 배제하여 분

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1인당 소비 및 생산 규모는 연간 약 361만원이며, 

생애재배분은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33만원과 124만원이다. 가구내이전은 가

구간이전 보다 4배 더 많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생산과 이전의 유출은 노동연령집단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

생하고, 소비와 이전의 유입은 유년층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노년층의 생산은 1인당 443만원으로 나타나 생산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노년층의 생산은 노동연령층 480만원의 약 

92% 수준에 이르는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장생산에 한정하여 노년층은 

소비만 하는 부양집단이라는 인식은 가계생산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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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민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생산의 주체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

다. 유년층의 생애적자는 479만원으로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45만원과 434만

원으로 메꾸어지고, 노동연령층의 생애적자는 -188만원으로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16만원과 -172만원에 의한 것이다. 노년층 생애적자는 -35만원으로 가구간 및 

가구내이전이 각각 -12만원과 –23만원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이전규모는 생산

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0~19 20~64 65+

생애적자 0 479 -188 -35

소비 361 516 292 408 

    가정관리 248 206 249 362 

    가족보살피기 100 296 30 33 

    봉사활동 13 13 13 13 

(-)생산 361 37 480 443 

    가정관리 248 24 321 372 

    가족보살피기 100 9 143 55 

    봉사활동 13 4 16 16 

생애재배분 0 479 -188 -35

가구간이전 0 45 -16 -12

    유입 33 50 27 28 

    (-)유출 33 6 43 40 

가구내이전 0 434 -172 -23

    유입 124 434 14 10 

    (-)유출 124 0 186 34 

<표 3-1-5> 국민시간이전계정, 1인당 

(단위 : 만원, 연간)

주 : 각 항목의 총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1) 생애적자

연령집단별로 가계생산의 소비와 생산 규모를 측정하면 생애적자가 산출된다. [그림 

3-1-1]에 2004년 가계생산의 소비와 생산의 1인당 연령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는 0세가 1,052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3세에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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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으로 최저점에 이른다. 이후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76세 이후 노

련층에서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산은 10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33세에 657만원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가 이루어진다. 30 에서 생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미취학자녀의 보살피기 활동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0세

부터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59세에 503만원으로 두 번째 정점에 

이른 후 다시 점차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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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생산 및 소비의 1인당 연령프로파일

(단위 : 만원, 연간)

한편 소비에서 생산을 차감하면 생애적자가 된다. 1인당 생애적자는 0~23세와 78

세 이상의 연령 구간에서 양(+)의 값을 보여 가계생산의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파악된

다. 반면 24~77세(54년)에서 음(-)의 값이 나타나 가계생산이 소비보다 더 많은 집단

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생산의 생애적자는 20  중반부터 50 인 것을 감안한다면, 가

계생산의 생애적자 기간이 보다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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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1인당 생애적자

(단위 : 만원, 연간)

유형별 1인당 생산을 살펴보면, 가정관리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가족보살피기가 많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이루어지는 32~33세에서 300

만원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참여및봉사는 규모가 크

지 않지만, 20~24세의 구간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남

성의 병역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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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유형별 1인당 생산

(단위 : 만원, 연간)

유형별 1인당 소비는 가정관리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200만원 내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54세 이상의 고령층은 소폭 증가하여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며 71

세와 72세에서 372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가족보살피기 소비는 유아에서 압도

적으로 크며(0세 835만원, 1세 786만원, 2세 737만원, 3세 680만원)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19세 이상은 20~40만원 수준을 유지한다. 참여및봉사는 모든 연령에서 

13만원으로 균등하게 소비된다(그림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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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유형별 1인당 소비

(단위 : 만원, 연간)

2) 생애재배분

[그림 3-1-5]에 가구간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순가구간이전과 가구내이전

의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순가구간이전의 합인 1인당 순사적이전이 제시되어 있다. 

가구내이전의 규모가 가구간이전의 규모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순사적이전은 생

애적자 기간과 일치되게 24~77세에서 음(-)의 값이 나타난다. 0~23세와 78~90세는 

사적이전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아서 가계생산의 수혜집단이다.



[2차 포럼]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  99

[그림 3-1-5] 1인당 순이전(순가구간이전+순가구내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1인당 가구간이전의 유입은 학령기 이전인 4세 미만에서 약 1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세 이상은 28만원으로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림 3-1-6] 참조). 유출은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에서 발생하는데, 50 와 60 에서 

50만원 내외의 가장 큰 규모, 그 다음 20  초․중반에서 45만원 내외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인다. 가구간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순가구간이전은 19~78세에서 

음(-)의 값이 나타나 순사적이전 보다 조금 긴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0~18세와 79세 

이상에서 양(+)의 값으로 유입이 더 많은 연령집단이다(그림 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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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1인당 가구간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그림 3-1-7] 1인당 순가구간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그림 3-1-8]에 1인당 가구내이전이 제시되어 있다. 가구내이전의 유입은 0세가 

945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인 후 학령기 연령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 이

후 20  후반부터 70  중반까지는 유입이 없고 유출만 발생하는데, 30 는 300만원 

이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음의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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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순가구내이전은 0~23세와 78세 이상에서 

양의 값, 24~77세에서 음의 값이 나타나 생애적자와 동일하다.

[그림 3-1-8] 1인당 가구내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그림 3-1-9] 1인당 순가구내이전

(단위 : 만원, 연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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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생산 및 가계생산을 고려한 세대간 형평성 분석

[그림 3-1-10]은 이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 간 형평성이 달라지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공적이전 및 시장생산의 사적이전 연령

프로파일은 An et al.(2010)에서 이미 구축된 한국의 2005년 국민이전계정 추계결과

이다. An et al.(2010)은 외환위기 전후 노년층의 부양체계의 변화에 해 살펴보기 

위해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한국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하 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추계한 2004년 국민시간이전계정과 가장 근접한 년도인 2005년의 국민이전

계정의 연령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이전 범위의 확 에 따른 세 간 형평성을 살펴본다. 

두 자료의 생성년도가 상이하므로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5년도 기준으로 분

석을 실시한다.

먼저 [그림 3-1-10]의 가장 상단을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0~19세의 유년층

의 1인당 공적이전 규모는 약 315만원이며,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약 239만원으로 나

타났다. 즉 노년층 보다 유년층이 공적이전에서 더 큰 수혜를 받고 있다. 20~64세 노

동연령층의 공적이전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재원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인

당 평균 -156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가운데 그림에서 시장생산의 사적이전으로 범위를 확 하여 세 간 형평성을 살펴

보면 유년층과 노동연령층의 수혜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만, 노년층은 1인당 약 250만

원으로 유년층의 921만원에 비해 상 적으로 변화 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연령층의 부담도 1인당 평균 -406만원으로 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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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이전의 범위 확대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의 변화

(단위 : 만원, 연간)

주: 1)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시장생산)은 An et al.(2010)의 추계결과를 활용함.
     2) 금액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5년 기준년도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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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계생산의 사적이전을 세 간 형평성 평가에 포함시킨 결과, 유년층의 

수혜규모와 노동연령층의 부담규모는 각각 1,400만원과 -594만원으로 증가하지만 

노년층의 수혜규모는 215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노년층은 노동연령층의 92% 수준에 달하는 가계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의 이전을 유출시키기 때문이다. 즉, 가계생산을 고려하면 노년층의 세 간 

형평성은 소폭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의 가계생산 자체가 세 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층은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가계생산을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 생산 규모에 비해 이전 규모는 크지 않았다. 신 유년층과 노

동연령층 두 집단간의 시장 및 가계생산의 사적이전 교류가 노년층의 공적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 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4 보험 기여금이 증가하고 복지재정의 세

원 확보를 위해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공적 역에서 노년층에 한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역에 국한한 세 간 형평성 논의는 

현실에 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이전의 범위를 제도부문별로 

공적 역과 민간 역, 생산부문별로 시장 역과 가계 역으로 확 해서 살펴보면 

세 간 형평성 문제를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노년층 집단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다양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5세 

단위로 연령집단별 이전 규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3-1-11]과 같이 모든 노년

층의 연령집단에서 공적이전의 규모가 1인당 평균 190~260만원이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생산의 사적이전은 상 적으로 가장 젊은 

집단인 65~69세는 -101만원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여 여전히 기여자로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생산의 사적이전의 수혜 규모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85세 이상은 평균 318만원으로 다른 집단과 달리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노후소득 재원으로 나타난다. 가계생산의 사적이전은 상

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연령집단별로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80

 이전 노년층은 가계생산의 사적이전의 기여자로 역할을 하며 약 –6~-82만원의 수

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0~84세와 85세 이상은 가계생산에서도 사적이전의 수

혜자로 전환되며 그 수혜규모는 각각 약 46만원과 1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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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노년층의 공적이전 규모는 더욱 확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년층 인구의 증

가는 향후 노년층의 정치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노년층에게 배

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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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노년층 연령집단별 이전규모

주: 1)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시장생산)은 An et. al,(2010)의 추계결과를 활용함.
     2) 금액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5년 기준년도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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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국가비교

경제발전단계 및 양성평등 수준 등에 따라 국가별로 가계생산의 규모 및 연령집단별 

모습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비교를 실시한다. 멕시코에서 국

민시간이전계정에 한 잠정치가 발표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멕시코를 분석한

다21). 다만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구축년도와 가계생산에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 경제

적 가치 환산 방법 등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멕시코

의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는 가계생산의 범위에 정원관리(lawn and gardening), 장

애인이 아닌 노인 돌보기(eldercare, except when disabled), 자원봉사

(volunteering)와 가계생산에 관련된 이동은 포함되지 않은 추정치이다. 또한 가계생

산에 투입된 시간을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는 국가별로 응답 상이 조금 다른데 멕시

코는 12세 이상, 한국은 10세 이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2세 이하 유년층의 

가계생산의 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결과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비교를 위해서는 인구구조,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구구조는 한국의 경우 2000년 인구전체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된 상태이며 2005년과 201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각각 9.1%와 11.0%로 증가하 다. 멕시코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

하는 비중이 2002년 4.5%에서 2011년 6.6%로 소폭 증가하여 인구구조가 상당히 젊

은 남미 국가에 속한다.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1에서 2005년 1.22, 2010년 1.29로 

급속히 하락하 고 멕시코는 2002년 2.57에서 2011년 2.29로 하락한 상태이다.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0년 11,349달러에서 2004년 

15,038달러로 증가하여 2010년 20,753달러이다. 멕시코는 2000년 5,810달러에서 

2002년 6,320달러로 한국의 약 52%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10년 9,166달러로 한국

의 약 44% 수준으로 하락한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 2000년 8.8%에서 2004년 

4.6%, 2010년 6.2%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2000년 

21) 2011년 12월 8일과 9일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8회 국민이전계정 워크숍에서 발표된 Rivero, 
Estela(2011)를 활용하 다. 멕시코는 잠정치로 생애적자에 한 자료만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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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에서 2002년 0.8%로 저조한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0년 5.3%로 회복된다. 경

제활동참가율은 한국이 멕시코 보다 높은 편으로 한국은 2000년 61.2%, 2004년 

62.1%, 2008년 61.5%로 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2000년 59.8%, 

2002년 58.9%, 2008년 60.4%로 나타난다.

[그림 3-1-12]에 비교국가의 국민시간이전계정 생애적자의 1인당 연령프로

파일이 제시되어 있다. 두 국가 모두 유년층이 가계생산의 가장 큰 수혜자임을 알 

수 있다. 유년층에서는 생산이 없고 소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양

의 생애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노동연령층에서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은 음의 값을 보

이고 있으며, 30~40 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또한 노동시

장에서 은퇴한 60~70 의 노년층도 가계생산에서는 생산이 소비보다 더 많이 이루어

져 생애적자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두 국가 모두 

노년층이 가계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의 주체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은 멕시코에 비해 10 에서 생산이 적은데 한국의 10 인 중․고등학생은 

공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계생산을 수행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은 멕시코에 비해 가계생산의 적자가 발생하는 연령이 

약 5세 늦은데 한국의 높은 학진학율이 일정부분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멕

시코는 20세 전후에 생애흑자에서 적자를 전환되는데, 한국은 25세 전후에서 적자로 

전환된다. 또한 한국 50~60 의 생애적자 규모가 멕시코보다 작은 것이 특징이다. 우

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 적으로 가계생산의 규

모는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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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국민시간이전계정 생애적자의 국가 비교

자료 : 생활시간조사(2004), Rivero(2011)

이상의 국가비교 결과, 가계생산 부문을 고려한다면 국가에 따른 차이 없이 유년층

은 노동연령층에서 가장 큰 부양부담을 가지는 연령집단이라는 것, 노년층은 일정 부

분 생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교육투자와 경제활동

참여 수준은 연령별 가계생산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제6절 요약

본 연구는 국민계정체계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에 응되는 국민이전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으로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구축하 다는 점에서 기여가 있

다. 국민이전계정은 세 간 재배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고령화시 에 국민계정의 

안으로 새롭게 개발된 방법론이며, 이를 가계생산 부문으로 확 ․적용하여 국민시간

이전계정의 방법론 개발이 가능하 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생산과 달리 가계생산에서 노년층은 상당한 규모의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장생산에 한정하여 노년층은 소비만 하는 부양집단이

라는 인식은 가계생산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노년층도 국민경제에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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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생산의 주체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생산의 세 간 재배분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출산․양육 시기에 있는 20  후반에서 40  중반까지 생애재배분이 큰 규모로 발생하

으며, 유아집단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계생산을 포함하

면 자녀에 한 부모의 부양 부담은 더욱 확 되었다.

셋째, 확 된 범위에서 세 간 형평성을 평가하면, 현재의 노년층 부양에 한 부담

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공적이전이 노년층의 노후 주요 소비재원의 역할을 하

고 있지만, 상 적으로 젊은 노년층은 여전히 사적이전의 기여자로 확인되었다.

넷째, 노년층의 가계생산 자체는 세 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

한다. 노년층은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가계생산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규모에 

비해 사적이전이 크지 않았다. 신 유년층과 노동연령층 두 집단간의 사적이전 교류

가 노년층의 공적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었다.

다섯째, 멕시코와 국가비교를 통해서 인구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가계생산에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멕시코에 비해 10  후반~20  초반 청년층의 학

진학율과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았다. 이로 인해 50~60 의 가계생산 규

모가 멕시코 보다 작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1개년도의 정태적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

힌다. 세 간 형평성은 한 개인의 전 생애관점에서 동태적으로 자원재배분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의 확

정치가 아닌 잠정치임을 밝혀둔다. 향후 국민시간이전계정의 방법론이 확정되고 구축

연도가 확장된다면,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국민시간이전계정이 구축된다면 세 간 

형평성에 한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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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개선 방향22)<<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제1절 서론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탄생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근로시점에서

는 기여가 중심이 되고 은퇴시점에 가서야 본격적인 서비스(연금급여지급)가 발생하는 

장기보험으로, 기여와 급부간 연계가 생애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인구학적, 경제적 변화요인이 제도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른 사회보

장제도와 차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

(‘88년 시행)에는 지금보다 이러한 성격이 훨씬 강해 초기세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내에 세 간 소득재분배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제도 도입시기와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 상황이 많이 변화한 현 시점에

서는 이러한 세 간 재분배 기능에 해 정당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초기 가입자는 급부를 위한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이전소득 관점23)에서는 반

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수익비 관점에서만 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

다. 이에 해서는 본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하튼 공적연금 초기가입자의 높은 급여수준은 후세  가입자가 그만큼 더 높은 보

험료로 충당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간 소득이전 즉, 세 간 소득재

분배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 내 소득

재분배 현상도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이기는 하나, 엄 히 말하면 현행 공적연금제도에

서는 아직까지 어느 소득계층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이므로 세 내 소득재분배 기능

22) * 본 연구는 소속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개인의견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23) 이전소득관점이란 수익비와 달리 자신의 생애급부수준에서 생애기여분을 뺀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공

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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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경우 동 세 내에서는 고소득

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수익비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상 적인 관점에서 세 내 소득재

분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완전한 소득비례연금 구조를 

갖고 있어 세 내 소득재분배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 만큼 특수직역연

금제도에 조정여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책적 혹은 정치

적인 문제로 인해 세 내 소득재분배는 후순위로 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공적연금 제도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성격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정당성에 해 

심도 있는 논의는 일천하 다고 판단되고, 무엇보다 특수직역연금에서 세 내 소득재

분배는 없고 세 간 재분배만 존재하는 것에 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

다.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또한 청년실업이 일반화되는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에 존재하

는 세 간 부담의 정당성 문제는 어쩌면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물론 공적연금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비단 세 간 형평성 문제만은 아니다. 경

제적 측면에서는 재정안정화, 거 기금의 시장에의 부작용 문제 등이 있고,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가지 위협요소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세 간 소득재분배 문제와 

그 정당성 여부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존연구 정리를 통

해 차별성을 제시하고, 세 간 형평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제3장에서는 현행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세 내·세 간 소득재분배 요소를 수리적

으로 구분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세 간 재분배 효과의 차이에 해 이론

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세 간 재분배 효과를 제시하

고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통해 세 간 형평성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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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존연구 및 세대간 형평성의 의미

1. 기존연구

Chen & Goss(1997)는 공적연금에 늦게 가입하는 젊은 연령일수록 연금수급자인 

노령인구에 비해 낮은 연금 수혜를 받고, 세  간 불형평을 만든다고 보았다. 즉, 이들

에 의하면 연금제도 초창기와 성숙기에 수급자에 한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에서 공적연금은 본질적으로 세  간 불형평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김상호(2004)는 2004년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해 세 간 소득재

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의 특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익비는 젊은 세 로 갈수록 줄어

들지만 수익비는 여전히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세 간 소득재분배 기능

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신창환(2009)은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가 근로세 와 퇴직세 간의 자원이

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고 보았으며, 고령화 문제로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

었고 노인복지지출에 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 음을 제기하 다. 그는 이

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세 간 형평성`이라는 담론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고 분

석하고 있다. 세 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

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 적으로 감소하 다는 점

에서 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위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분 세 내 및 세 간 재분배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총체적 의미에서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거

나, 높은 급여수준의 보장이 재정안정화 문제와 후세  부담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특징으로 첫째, 연금급여산식을 세 내 

및 세 간 재분배 요소로 분해하고 어떤 변수들이 재분배에 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외 공무원연금 제도의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두 공적

연금제도의 세 간 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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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간 형평성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 

연금개혁의 논의와 그 논거로 제기되고 있는 세  간 형평의 문제에 한 다양한 논

쟁들을 살펴보자.

오건호(한겨레 21)는 국민연금제도는 공공복지제도이지만 세 내 및 세  간 형평

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http://h21.hani.co.kr/arti/COLUMN/143 

/30312.html). 세  내 형평성 문제는 사각지  문제와 결부된다고 보고 있다. 즉, 현

재 성인 인구 중 절반은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급

여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해 보험료 납부자에게는 ‘후한 급여’가 제공될 것

이라는 점에서 사각지 의 범위가 클수록 세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래 세 와의 형평성 문제도 ‘후한 급여’에서 비롯된다고 지

적하고 있다. 아무리 ‘세  간 연 ’라고 하더라도 현세 의 후한 급여는 후세 의 짐

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세 가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지만, 미래 세 들에게 과중

한 부담을 남겨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http://h21.hani.co.kr/ar-

ti/COLUMN/143/30312.html). 

이형종(세  간 형평성 vs 세  간 상호의존)은 노인 세 와 젊은 세 의 형평성은 

결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엄 한 세  계정 분석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제언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세 간 형평성(Generational equity)’ 논쟁과 관련하여 ‘고

령자 vs 자녀’라는 결적 관점은 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세  간 형

평성을 논할 때는 세 별로 평생 내는 세금과 연금, 의료, 교육 형태로 받는 수익을 분

석하는 ‘세  계정(General accounting)’을 가지고 엄 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아이들과 젊은 세 에 지출되는 교육비, 사회보장비, 건강비용과 고령자에

게 지출되는 건강비용, 연금급여를 놓고 폭넓게 비교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젊은 세 가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받는 상속재산, 이전 세 에 물려받은 지적·물적 인프라도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서로간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부모는 자

녀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자녀세 는 부모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에 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http://www.smartlifede-

sign .co.kr/cms/housing/coummunities/1186930_1273.do)

한편, 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국민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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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사용자 몫을 늘리자

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로 현재 OECD 국가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평균은 19.6%(피고

용자 8.4%, 고용주 11.2%)로서 우리나라 9%(피고용자 4.5%, 고용주 4.5%)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적

정 보험료 수준에 한 사회적 동의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세 간 형평성 논리를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귀 담

아 둘 필요가 있다. 세 간의 형평성은 선(先)세 와 후세 간에 부담을 공평하게 하자

는 취지이다. 이때 부담의 공평성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것으

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 정신을 강조해 온 사회

이므로 부모 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 적으로 적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만 지원하는 서구사회에서

는 세  간의 형평성 논리가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온정주의적 가족경제인 국가에서는 세  간 형평성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거

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로 언급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세 간 형평성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 논의 자체

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여 동 연구에서는 현세  혹은 이전세

가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물에 해 후세 가 누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질경제성장률과 후세  부담률과의 비교를 통해 세 간 형평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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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

1.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국민연금의 세 간 재분배 문제는 급여산식 및 수익비 구조에 한 이해를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28년 까지 소득 체율이 40%로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구조이지만 실질적인 연금급여는 ’88년 이후 급여산식체계에서 발생하는 연

금급여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므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적용되는 급여산식24)을 중심으

로 설명하고, 생애기간 동안 제도변화를 고려한 동태적25)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해

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때 세 간 형평성은 생애기간 동안의 총보험료에 

한 총연금액의 비중으로 표현되는 수익비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해 살펴보자. 평균소득가입자의 소득 체율

이 일정한 연금급여(
 ) 산식은 다음과 같이 소득()과 가입기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식 (1)에서 =1.2인 경우 현행 제도가 ‘28년 시점에서의 평균소

득 체율이 40%가 되는 급여산식이 된다.


   
  ‧

식 (1)

  단, =조정계수(일정 소득 체율 수준이 되도록 하는 계수),  =20년 초과가입년수, =가입연수,  =3년평균소

득월액(A값), =생애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식 (1)에서 흔히 균등부분()와 소득비례부분(B)로 구분하여 균등부분()에 의해서

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엄 히 말하면, 

소득비례부분(B)도 세 간 소득재분배에 향을 미치므로 급여산식을 다음과 같이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요소로 분해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 내 소득재분배는 동일 세 내에서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의

24) ‘08년 소득 체율 50%,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하여 ’28년에 소득 체율이 40%로 되는 급여산식  
25) 실질적 연금수급액은 ‘88년~수급직전까지 적용되는 연금급여산식에 의해 산출된 연금액의 가중합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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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고, 세 간 소득재분배는 수지상등 조건 하에서 후세 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이

해하면 식 (1)은 다음과 같이 전개 할 수 있다. 


  ‧ ‧‧‧‧‧ 식 (2)

앞부분 ‧‧는 동일 세 내에서 소득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수준

으로 세 내 소득재분배 역으로 볼 수 있다. 동 역에서의 저소득층()은 평균

소득자와의 소득격차에 비례하여 연금소득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은 평균소득

자와의 소득격차에 비례하여 연금소득이 낮아지게 됨을 보여준다. 저소득층에게는 연

금소득 증 효과(+)를, 고소득층에게는 연금소득 감소효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연금급여가 상 적으로 많이 이전되는 세 내 소득재분배의 존재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뒷 부분 ‧‧‧은 수지상등원칙 하에 후세 가 부담해야 할 세 간 소득재분배

에 향을 미치는 급여부분으로, 조정계수(), 자신의 소득(), 가입기간()에 비례적

으로 향을 받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세변수 모두 연금급여에 양(+)의 향을 미치

므로 수지상등 원칙을 고려하면, 동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세 가 부담해야 하므

로 세 간 소득재분배가 나타나는 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익비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수익비 산츨을 위해

서 생애기간동안 납입하게 되는 총생애보험료와 총생애연금액을 먼저 산출해야 하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B)이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로 정의되는 가입자(   , 단 

 )가 월보험료 9%를 년 동안 납입하는 경우의 생애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이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임금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한다.26)

26) 본 모형에서 적용되는 모형은 모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할인율이 0인 상태로 단순
화하 다. 왜냐하면 생애기간동안의 총보험료와 총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 산출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총보험료(임
금상승률에 향 받음)와 총연금급여액(임금 및 물가상승률에 향 받음)은 과소 혹은 과 추계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120  2013년 고령사회 포럼

 ‧··  ‧‧ 식 (3)

이제 동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총생애연금액을 식 (2)에서와 같이 세 내 및 세 간

으로 구분된 급여형태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물가상승

률은 0으로 하 으며, 수급기간 년으로 한다.

  
 ‧  ‧‧‧‧‧‧‧ 식 (4)

 단, 
 ‧‧‧  ‧‧‧


 ‧‧‧‧  ‧‧‧‧

이제 앞에서 살펴본 세 내 및 세 간 연금급여 형태를 수익비 정의를 이용하여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식 (5)

이때 세 내 소득재분배에 해당하는 수익비(




)는 ·
‧‧

, 세 간 소득

재분배에 해당하는 수익비(




)는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 내 소득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 수익비가 증가하

고, 고소득층일수록( ) 수익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세

내 수익비는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에서 발

생하는 양(+)의 수익과 고소득층에서 발생하는 음(-)의 수익의 전체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반해 세 간 소득재분배는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 차이를 제

외하고 발생하는 나머지 수익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동 세 내에서 소득격차에 의

해 발생하는 수익비(즉, 세 내 수익비)외의 추가적인 수익비에 해서는 후세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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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해야 하는 논리에서 설정된 것이다. 위 모형에서 세 간 수익비가 ‘1’을 초과하게 되

면 그 초과분에 해서는 후세 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여기서 생애기간동안 동태적으로 변형되는 급여산식을 고려할 때 나타나는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88년부터 현

재까지 가중평균 형태로 적용되는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6)과 같다. 즉, 여기서 

식 (6)에 해 식 (1)~(5)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애기간동안의 제도변화를 거쳐 수급

하게 되는 실질적인 국민연금액을 세 내 및 세 간 급여액으로 구분해 낼 수 있다. 또

한 여기에 ‘88년 3%에서 시작하여 ’93년 6%, 그리고 ‘98년 이후 9% 보험료율을 적용

하여 생애 총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세 내 및 세 간 수익비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전반적인 전개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

명은 생략한다. 

  × ＋ ＋＋× ＋〕
× ＋

식 (6)

  단, A : 연금수급전년도(연금수급전 3년간)의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α : ‘09년 소득 체율 50%에서 매년 0.5%p씩 감소하여 ’28년에 소득 체율 40%로 맞추기 위한 조정계수
      p1 : 총가입기간 중 ‘88~'98 가입기간 비율(%)
      p2 : 총가입기간 중 ‘99.~'07 가입기간 비율(%)
      p3 : 총가입기간 중 ‘08년 가입기간 비율(%)
      p4 : 총가입기간 중 ‘09년 이후 가입기간 비율(%)
      N: 20년 초과 가입년수

2. 공무원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0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은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간의 급여구

조를 다소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규공무원 급여산식을 적용하여 국민연

금의 경우와 비교 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 1년당 

1.9%p씩 소득 체율이 증가하여 최  33년 가입기준으로 할 때 최고소득 체율은 

62.7%가 된다. 특이한 점은 공무원 연금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이행률27)을 두고 있는데, 이에따라 급여수준이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다.

앞의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해과정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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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규공무원의 연간급여산식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급여

와 비교를 위해 기준소득월액(B)이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로 정의되는 가입자

(   , 단  )로 하 다. 


 ×××× ×××× 식 (7)

  단,   : 재직기간 자신의 평균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급여와 비교하기 위한 전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 재직기간(년)

       : 이행률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익비 분석을 통해 살펴보

기 위해 생애기간동안 납입하게 되는 총생애보험료와 총생애연금액을 산출하는 과정

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기준소득월액(B)이 평균소득월액(A)의 일정비율로 정의되는 가입자(   , 단 

 )가 월보험료28) 14%로 년 동안 납입하는 경우의 생애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이

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식 (8)

동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총생애연금액을 세 내 및 세 간으로 구분된 급여형태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물가상

승률은 0으로 하 으며, 수급기간 년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차별화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 급여산식에는 자신의 소득수준만 존재할 뿐이므로 소득격차에 따른 세 내 소득

27) 이행률이란,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의 65%)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됨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및 향후 재직기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도록 하는 수치

28)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제도와 다르게 적용되어 왔으나, ‘08년 법개정이후 기준소득월액으로 통일
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교를 위해 ’88년부터 적용된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88년~’95년 보수월
액의 11%, ‘96년~’98년 보수월액의 13%, ‘99년 보수월액의 15%, ‘00년~’09년 보수월액의 17%, ‘10년 
기준소득월액의 12.6%, ‘11년 기준소득월액의 13.4%, ‘12년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14.0%로 적용하고 있
다. 



[2차 포럼]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개선 방향  123

재분배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세 내 소득재분배 부분의 급여수준은 0이라고 

할 수 있다.




 ‧  ‧‧‧‧·  ‧‧‧‧· 식 (9)

이제 앞에서 살펴본 세 내 및 세 간 연금급여 형태를 수익비 정의를 이용하여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식 (10)

이때 세 내 소득재분배에 해당하는 수익비(


)는 ‘0’, 세 간 소득재분배에 해

당하는 수익비(




)는 

··‧
로 표현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에서의 세 내 

수익비와 세 간 수익비의 의미도 앞에서 설명한 국민연금에서의 세 내 및 세 간 수

익비의 정의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볼 때 공무원연금 제도에서는 세 간 소득재분배만 존재하고 모든 세 가 

양(+)의 급여수준을 보장받는 구조이므로 수지상등원칙을 고려할 경우 그만큼 후세  

부담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애기간동안 동태적으로 변형되는 급여산식을 고려한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연금의 급여산식도 ‘60년

부터 현재까지 가중평균 형태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세내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모습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에서도 급여산식 변화와 함께 보험료율 변화도 동

시에 반 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급여수준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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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 현행 공적연금 산식에서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가.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여기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급여산식에서 나타나는 세 내 및 세 간 재분배효과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40년 가입하고 20년 

수급하게 되는 국민연금 평균소득자( , 즉    )를 상으로 생애보험료와 생애

연금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식 (11)

 
 



 ‧··· ‧··· 
식 (12)

위 식 (11)과 식 (12)에서 산출되는 40년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수익비

()는 2.2가 된다. 세  내 소득재분배와 관련되는 
 는 평균소득자인 

경우 0이 되고, 평균소득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고소득층의 세 내 소득재분배는 각

각 +, - 효과로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0이 됨을 의미한다. 즉,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 간에만  존재하고 그 수준은 생애기간동안의 총보험료에 비해 

총연금액 수준(수익비)으로 표현 할 때 이 2.2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는 현행 보험

료 수준을 2.2배로 증가시키거나 생애연금 급여총액을 낮추어 생애보험료 총액과 동

일하게 하지 않으면 재정불안정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동 수익비를 앞에서 살펴본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

면, 평균소득자의 경우는 세 내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가입자의 수익

비 2.2는 모두 세 간 재분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식 (5)에 의해 평균소득자

는 =1이므로 세 내 재분배는(




)는 ‘0’이되므로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상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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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수지불균형은 모두 다음 세 가 부담해야 할 후세 부담 분(세

간 재분배 효과)라고 하겠다.

소득수준별, 가입기간 및 수급기간별로 구분하여 세 내 및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

를 조정계수()가 1.2로 소득 체율이 40%인 모형에 해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

다. 세 내 수익비는 가입 및 수급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평균소

득자 이상일 경우에는 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식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내 소

득재분배효과는 ·
‧‧

로 산출되므로 조정계수(), 소득격차(), 수급기간()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 간 수익비는 조정계수()와 수급기간()에 의

해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두 변수가 불변이므로 세 간 수익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표 3-2-1> 소득수준별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1.2)

소득수준
수익비

B=0.5A(r=0.5) B=A(r=1) B=1.5A(r=1.5) B=2A(r=2)

4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21.6A 43.2A 64.8A 86.4A
생애연금액 72.0A 96.0A 120.0A 144.0A

세 내 24.0A 0.0A -24.0A -48.0A
세 간 48.0A 96.0A 144.0A 192.0A
수익비

( )
3.3 2.2 1.9 1.7 

세 내 1.1 0.0 -0.4 -0.6 
세 간 2.2 2.2 2.2 2.2 

2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10.8A 21.6A 32.4A 43.2A
생애연금액 36.0A 48.0A 60.0A 72.0A

세 내 12.0A 0.0A -12.0A -24.0A
세 간 24.0A 48.0A 72.0A 96.0A
수익비

( )
3.3 2.2 1.9 1.7 

세 내 1.1 0.0 -0.4 -0.6 
세 간 2.2 2.2 2.2 2.2 

1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5.4A 10.8A 16.2A 21.6A
생애연금액 18.0A 24.0A 30.0A 36.0A

세 내 6.0A 0.0A -6.0A -12.0A
세 간 12.0A 24.0A 36.0A 48.0A
수익비

( )
3.3 2.2 1.9 1.7 

세 내 1.1 0.0 -0.4 -0.6 
세 간 2.2 2.2 2.2 2.2 

주: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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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은 조정계수()가 1.8로 소득 체율이 60%인 경우에 나타나는 세 내 

및 세 간 재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내 소득재분배

는 조정계수()에 향을 받기 때문에 <표 3-2-2>은 <표 3-2-1>과 비교할 경우 조정

계수() 증가 수준만큼 세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표 

3-2-1>에 비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 내 수익비가 보다 크게 줄어듦을 확인 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세 간 수익비와 관련되는 조정계수()와 수급기간()이 변하지 않으

므로 세 간 수익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2> 소득수준별 세대내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1.8)

소득수준
수익비

B=0.5A(r=0.5) B=A(r=1) B=1.5A(r=1.5) B=2A(r=2)

4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21.6A 43.2A 64.8A 86.4A

생애연금액 108.0A 144.0A 180.0A 216.0A

세 내 36.0A 0.0A -36.0A -72.0A

세 간 72.0A 144.0A 216.0A 288.0A

수익비

( )
5.0 3.3 2.8 2.5 

세 내 1.7 0.0 -0.6 -0.8 

세 간 3.3 3.3 3.3 3.3 

2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10.8A 21.6A 32.4A 43.2A

생애연금액 54.0A 72.0A 90.0A 108.0A

세 내 18.0A 0.0A -18.0A -36.0A

세 간 36.0A 72.0A 108.0A 144.0A

수익비

( )
5.0 3.3 2.8 2.5 

세 내 1.7 0.0 -0.6 -0.8 

세 간 3.3 3.3 3.3 3.3 

10년가입 
20년수급

생애보험료 5.4A 10.8A 16.2A 21.6A

생애연금액 27.0A 36.0A 45.0A 54.0A

세 내 9.0A 0.0A -9.0A -18.0A

세 간 18.0A 36.0A 54.0A 72.0A

수익비

( )
5.0 3.3 2.8 2.5 

세 내 1.7 0.0 -0.6 -0.8 

세 간 3.3 3.3 3.3 3.3 

주: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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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의 세 간 소득재분배는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무관하여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 변화에 의해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앞의 식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
로 나타나므로 조정계수()와 

수급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정계수()와 수급기간()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2-3>에 의하면, 동일 수급기간에서는 조정계수가 클수록, 동일 조정계수

에서는 수급기간이 많을수록 세 간 소득재분배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2-3> 국민연금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수급
기간

조정
계수

세대간 
재분배

수급
기간

조정
계수

세대간 
재분배

수급
기간

조정
계수

세대간 
재분배

수급
기간

조정
계수

세대간 
재분배

10년

1.8 1.667 

20년

1.8 3.333 

30년

1.8 5.000 

40년

1.8 6.667 

1.5 1.389 1.5 2.778 1.5 4.167 1.5 5.556 

1.2 1.111 1.2 2.222 1.2 3.333 1.2 4.444 

주: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것임

나. 공무원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이제 공무원연금제도에서의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자. 공무원연금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앞의 식 (10)에서와 같이 

··‧
로 나타나므로 이행률

()와 수급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에 향을 주는 이행률은 고

정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공무원연금의 세 간 재분배 효

과는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무

원연금의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입기간이 고려된 이행률()와 

일정 수급기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2-4>와 같다. <표 

3-2-4>에 의하면, 동일 수급기간에서는 조정계수가 클수록, 동일 조정계수에서는 수

급기간이 많을수록 세 간 소득재분배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제도에서의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의 특성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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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는 조정계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세 간 소득재분배효과를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나, 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에 연동된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4> 공무원연금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_수익비측면

수급기간 가입기간 이행률 세대간 재분배

10년
20년 92.86 1.260 

33년 103.44 1.404

20년
20년 92.86 2.520 

33년 103.44 2.808 

30년
20년 92.86 3.781 

33년 103.44 4.211 

40년
20년 92.86 5.041

33년 103.44 5.615

주: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것임

2. 제도변화 효과를 고려한 공적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위에서 언급한 세 간 소득재분배는 가입자의 가입기간동안 적용되는 급여산식이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자체가 주는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성에 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타나게 되는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생애기간동안의 제도변화를 반 하는 연금

급여산식으로 나타내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산출 할 수 있

다. 이는 각각의 급여산식에서 세 간 소득재분배의 가중평균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88년~’98년은 
  × ＋ × ＋  를 적용하고, 

‘99년~’07년은 
  × ＋ × ＋  , 

‘08년에는 
  × ＋ × ＋  , 

‘09년~’28년 이후는 
  × ＋ × ＋   을 적용하여 가입기간 가

중평균을 고려한 실질적인 연금급여 산식은 식 (6)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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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세 간 재분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년 가입과 최고 가입가능 기간인 33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다만, ‘99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현행 신규공무원 모형을 그 로 사용하 으므로 

다소 저추계되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세 간 재

분배 효과는 추정결과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5> 수급기간별 세대간 재분배 효과(제도변화 효과고려)

수급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신규공무원)

20년 가입 33년 가입
10년 1.639 1.260 1.404
20년 2.951 2.520 2.808
30년 4.125 3.781 4.211
40년 5.236 5.041 5.615

주: 1) 두 제도 모두 ‘99년 신규가입자를 상으로 한 세 간 재분배효과임.
     2) 현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것임

3.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정당성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에는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

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이 정당한 지에 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에 비해 저성장 및 청년실업 현상을 고려할 때 오늘날 공적연금 급여수준에 한 정당

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공적연금 정당성을 과거세 가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에 한 댓가로 평가

하면, 후세  부담률과 실질경제성장률과의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88년~‘12년까지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직전년도인 ’87년에 실질성장

률이 12.3%, 도입해인 ‘88년에는 11.7%로 두 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당시만 하

더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에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

한 현상은 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외환위

시시인 ’98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성장국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공적연금에 한 재원도 문제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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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실질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연간, ‘05년 기준)

(단위: %)

연도 실질성장률 연도 실질성장률 연도 실질성장률 연도 실질성장률
1987 12.30 1994 8.80 2001 4.00 2008 2.30

1988 11.70 1995 8.90 2002 7.20 2009 0.30

1989 6.80 1996 7.20 2003 2.80 2010 6.30

1990 9.30 1997 5.80 2004 4.60 2011 3.70

1991 9.70 1998 -5.70 2005 4.00 2012 2.00

1992 5.80 1999 10.70 2006 5.20 ‘88~’12년 평균 5.66

1993 6.30 2000 8.80 2007 5.10 ‘99~’12년 평균 4.49

자료: http://ecos.bok.or.kr/(한국은행 경제통시시스템)

공적연금제도의 세 간 재분배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숙단계 까지 고려한 평가

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필요하므로 제2차 재정계산시 활

용한 실질경제성장률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동 추정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1%

미만의 실질경제성장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2-7>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시 활용한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2006
~2010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8

4.8
(4.8)

4.1
(4.0)

2.8
(2.7)

1.7
(2.0)

1.2
(1.6)

0.9
(1.4)

0.7
(1.5)

   주: (  )값은 안가정.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 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

개선방향(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 2008.11. 

(단위 : %)

이제 위 두 형태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앞에서 추정한 공적연금 세 간 소득

재분배 효과의 정당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세 간 소득재분배가 실질경제성장률 수준에 근접

한 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공적연금 세 간 이전소득의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

겠지만, 이전세 가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이라는 토 에서 후세 가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세 에 한 후세  부담이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세 간 재분배 효과로 나타난 수익비에서 보험

료 부담분을 제외한 순수익비를 가입기간으로 나누어 후세 부담률로 정의하 다. 이

에 의하면, ‘99년에 가입하여 20년, 30년, 33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입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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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생하는 세 간 소득재분배(수익비로 산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공적연금의 세 간 재분배 효과는 증가하는데, 실질경제 성장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간에 따른 수익비 누적29)으로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

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행률이 가입기간에 따라 변하는데, 20년 가입기간인 경우 이

행률이 92.83%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다 낮게 나타나나, 33년 가입기간 이행률은 

103.44%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다 후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분
1999~2017
(20년 가입)

1999~2028
(30년 가입)

1999~2031
(33년 가입)

1999~2038
(40년 가입)

실질경제성장률 4.58 4.07 3.92 3.54

후세 부담률1)
국민연금 9.76 10.42 10.48 10.59

공무원연금 7.60 - 11.0 -

<표 3-2-8>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산출한 세대간 재분배효과와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주: 1) 후세 부담률=(세 간 수익비-1)/가입기간
    2) 현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것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음 표와 같이 동일하게 20년 동안만 가입하게 될 경우 국민연

금과 공무원연금의 세 간 재분배 효과는 늦게 가입할수록 세 간 재분배 효과가 점진

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실질경제 성장률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실질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세 간 이

전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세 간 형평성을 실질경제성장률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

본 결과 현 세 의 실질경제성장률 이상으로 후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세 간 형평성을 실질경제성장률로 비교한 것 이외에 은퇴기에 닥칠 

노인 빈곤위험에 한 사회보험적 이전 부분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점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현재까지의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그리 정당성에 큰 문제

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향후에도 저성장 사회의 지속, 청년실업의 만연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지속

29) 세 간 수익비는 모든 기간에서 1보다 커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세 간 수익비는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132  2013년 고령사회 포럼

된다면, 공적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

다. 

구분
1999~2018
(20년 가입)

2009~2028
(20년 가입)

2019~2038
(20년 가입)

실질경제성장률 4.58 3.38 2.49

후세 부담률1)
국민연금 9.76 7.43 6.42

공무원연금 7.60 7.60 7.60

<표 3-2-9>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산출한 세대간 재분배효과와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주: 1) 후세 부담률=(세 간 수익비-1)/가입기간
    2) 현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것임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세 간 이전문제는 세 간 소득재분배 문제와 

관련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내 재분배는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므로 평균적

으로는 현세  부담에 그치므로 후세  부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후세  

부담은 세 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고, 이는 어느 정도를 후세 에게 부담지우는 것

이 정당할 지에 한 의문을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급여산식 구조를 세 내 및 세 간 소득

재분배 요소로 분해하고,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해 모형을 통해 실질경제성장률과 후세  부담률 간의 관계

에 해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이 후세  부담률 보다 낮아 

현세  및 노인세 가 이룩해 놓은 성장의 몫 보다 후세 의 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실질경제성장률과 세  간 소득재분배와의 관계를 통

해 분석한 것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까지 사회보험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

로 판단할 경우 공적연금의 높은 급여수준이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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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분석 모형을 통해 살펴본 현행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사회경제적 환

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후세 의 부담이 크므로 국민연금 급여를 낮

추자는 주장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 일천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율 인하로만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OECD 국가의 공

적연금 보험료율 평균은 19.6%(피고용자 8.4%, 고용주 11.2%)로서 우리나라 9%(피

고용자 4.5%, 고용주 4.5%)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을 통해 수급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노후소득보장

의 책임을 공적연금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사연금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주택 및 농지 

역모기지외 다양한 부동산 자산(예, 자동차, 건물 등)에 한 역모기지의 확 도 검토

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71년 62살에서 2005년 79살로 늘어났고, 2050년에

는 86살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살로 설정하

여 반 강제적으로 경제활동 주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의문시된다. 초고령 사회로 가

는 오늘날, 일할 체력과 의사를 가진 노인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60세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되었지만 초고령사회가 임박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60

세 정년 연장의 의미는 크지 않게 느껴진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만약 부분의 사람들

이 70살까지 일하게 된다면 고령화 기준은 70살이 되고, 그러면 기존 5년의 연금 수급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바뀌어 후세 에 주는 재정 부담도 줄 것이다’라는 점에 

해서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http://h21.hani.co.kr/ar-

ti/COLUMN/143/30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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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토론문1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연구위원

□ 본 논문은 국민이전계정과 그 위성 계정인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이용하여 세  간 

형평성(이전)을 측정

  - 비시장 노동을 측정할 경우 세  간 이전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측정

  - 노년층의 비시장노동 이전이 양(+)임을 보임으로써 세  간 형평성이 시장 노동

으로만 측정할 경우보다 개선되는 것을 보여 줌

□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아직은 선구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좀 더 현실을 정확하게 제 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국민이전계정에서 생애재배분은 자산재배분과 이전으로 구성되지만, 가계생산

은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자산재배분이 없다.” (85p 각주 

13번)

    → 가계 생산은 저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든 가계 생산이 ‘서비스’라고 

전제하는 것.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시간만 조사하므로 모든 생산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 가계 생산이 모두 서비스라고 전제할 수는 없음. 따라서 가계 생

산은 저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비시장) 재화의 경우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 

  - “가정관리는 가계생산을 수행한 개인을 포함하여 가구 내의 모든 가구원이 공동

으로 혜택을 누리므로 모든 가구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89p 하단)

    →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므로 모든 가구원에게 균등 배분한다는 논리는 부적절. 

공동 소비한다고 개별 소비량이 균등한 것은 아님. 따라서 개별 소비량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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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우므로 균등 소비로 가정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 “참여및봉사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혜자

(potential recipients)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인구 비중에 비례해서 균등 배

분한다. 참여및봉사는 특성상 혜택을 누리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곤란하고 생

활시간조사에서 이에 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91p 중간)

    → ⦁‘참여 및 봉사’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사적재와 공공재로 분류될 수 있고, 오히려 사적재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음

       ⦁‘참여 및 봉사’의 경우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균등 배분하는 것보다는 관

련 자료를 좀 더 조사하여 연령별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마도 ‘참여 및 봉사’의 주된 수혜 계층이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면 아

동 및 노년층이 주된 수혜자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국민시간이전계정 추계(측정) 결과에 한 해석을 더욱 보강하여 측정 결과가 어

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음

  - “가계생산의 소비 및 생산 규모는 연간 약 173,350십억원으로 2004년 

GDP(826,893십억원) 비 약 21%에 달하며, 시장생산의 약 40%에 이르는 규

모이다.” (92p 하단)

    → 2004년 국민이전계정상의 시장생산이 GDP의 절반 정도 되지 않는 것에 한 

설명 필요  

  - “95p 그림 3-1-1 생산의 1인당 연령프로파일”이 늘어진 M자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한 설명 필요

    → 50세 이후 손자녀의 보육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

으로 추측됨

  - “참여및봉사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20-24세의 구간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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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남성의 병역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6p 하단)

    → 구체적인 확인 과정 필요. 즉 ‘참여 및 봉사’에 병역 기간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 “참여및봉사는 모든 연령에서 13만원으로 균등하게 소비된다.” (97p 하단) 

    → ⦁단순 가정에 의한 필연적인 (그리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결과 

        ⦁100p 그림 3-1-6의 가구 간 이전에서도 동일한 결과 초래. 결과적으로 그

림 6의 결과에 한 설명이 쉽지 않음

        ⦁101p 그림 3-1-8의 가구 내 이전의 유입도 설명이 쉽지 않음

 

□ 상 적으로 미미한 것일 수는 있지만 용어 사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 세  간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세 는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 미래세

는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p 중간)

    → ‘이익’과 ‘손실’이 더욱 적절한 표현으로 보임

  - “… 공적 및 사적이전을 함께 고려하면 세 간 형평성은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83p 중간)

    → ‘개선’이 더욱 적절한 표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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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가계생산은 세대간 형평성을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토론문 2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 논문 제목이 주고 있는 인상을 보면 가구 내 세 간 이전을 통해 세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논문이 이 질문에 해 실질적으로 답

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방향으로 푸쉬하여 어붙이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컨  노년 계층은 젊은 세 로부터 금전, 서비스 케어 등을 받고, 동거하는 젊은 

세 는 노인의 가계생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  간 이전이 발생

하고 있다면, 세  간 이전의 적자/흑자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답

이 될 것 같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에 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임. 이것은 노년층이 가계생산은 많이 하는 반면, 젊은 세 로부터의 금전적 이

전이 적다는 것으로 의미함. 이러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노년층의 생활의 우

울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즉, 현 노년층은 은퇴 후 과도하게 일을 많

이 하고 있다는 것임.

- 다만, 이러한 주장을 통해 한국의 베이비 부머가 정책적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점은 조심해야할 지점임. 한국 베이비부머의 자산 상태

를 보면, 전쟁을 피하고, 경제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자산 특히 주택시장 

가격 상승기에 40-50 를 보내 다른 어떤 세 보다도 평균적으로 태어나서 잘 살

았고, 현재에도 잘 사는 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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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1

 국회예산정책처 김대철 경제분석관 

□ 본 논문은 제3차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급여산식 분해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세 간 형

평성 문제를 다뤘고 이런 세 간 재분배 기능에 한 정당성을 실제경제성장률

과 비교하여 제도개선에 한 시사점을 제공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런데 이런 정당성 문제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분석방법이 적절한가에 해 의문

이 있음

□ 수익비와 실질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실질경제성장률보다 수익비가 높다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과도한 세 간 소득이전이 발생하여 후세 의 부담

이 가중된다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 과연 실질경제성장률 하나의 변수만으로 이

런 세 간 재분배 기능에 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한 어떤 이

론적인 배경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도는 유의성이 떨어지는 분석

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적연금의 세 간 형평성

에 해 찬반의 논리를 추상적으로 제공하는 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

나, 단순하게 실질경제성장률과 비교하는 것도 공적연금의 순수한 기능 중 하나

인 세 간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 일반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존

재함. 좀 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적연금 세 간 형평성 기능에 한 정당성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이론적으로 계산된 수익비 증가율과 실제 경제주체들

의 경제활동을 통해 산출된 실제치인 실질경제성장률을 서로 비교한 것은 비교

상이 서로 달라 세 간 재분배 기능에 한 정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좀 더 현실에 적합한 가정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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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 이런 점에서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 간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수익비 변수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본 논문에서 사용한 수익비는 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의 거시경제변수 뿐 아니라 근로기간, 가입

시점, 수급개시연령 등에도 크게 향을 받음. 논의를 간단하게 전개하기 위해 임

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0)이라고 가정했지만, 나머지 변수, 특히 이자율 변

화는 수익비 계산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기여기간 동안 이자율

과 수급기간의 이자율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로 현가를 하여 총보험료와 

총급여를 계산한다면 수익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사용한 관계로,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음(-)으로 제시되었

고, 동일한 가입기간과 동일한 수급기간을 가정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의 수익비 보다 낮다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움. 통상적으로 수익비는 1

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총연금액이 총보험료보다 작다는 의미이고 1보다 크

면 총연금액이 총보험료보다 크다는 의미인데, 세 내 소득재분배를 고려하더라

도 수익비가 음(-)이 나온 것은 나중에 노후에 받아가는 연금액이 전혀 없고 오히

려 세금형태로 연금을 환급하 다는 의미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움

□ 국민연금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세 내 소득재분배와 세 간 소득재분배로 분리

하 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세 내 소득재분배에서도 수익비가 1보다 크게 도출

되었기 때문에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세 내 소득재분배에서도 세 간 

소득재분배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도출된 세

내 소득재분배와 세 간 소득재분배가 정확하게 각각의 효과를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구분하면 수익비 결과를 도출할 때 보험료 부분도 구분해

야 하지 않느냐?

□ <표>에서 제시된 수치와 문장에서 설명한 부분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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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변화 효과를 고려한 공적연금의 세 간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세 간 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 했는데, <표 3-2-5>의 결과는 수급기간별 세 간 재분배 효과는 국

민연금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2-8>과 <표 3-2-9>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표 

3-2-8>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부터 20년 가입한 경우, 30년 가입

한 경우, 33년 가입한 경우, 40년 가입한 경우로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증

가하면 수익비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가입과 33년 가입에서 1999년부터 20년 가입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도출

된 이유가 궁금함. <표 3-2-9>에서 동일한 20년 가입기간에 해 가입

시점이 다르다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 왜냐하면 

갈수록 소득 체율을 하락시켰기 때문임.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20

년 가입과 33년 가입을 가입시점(1999년, 2009년, 2019년)이 서로 다르

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값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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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2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최옥금 부연구위원

올해는 어느 때 보다도 연금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는 해임. 특히 국민

연금과 관련하여, 연초에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

하는 안이 제시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관련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올해는 5년에 1번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루어지는 해로, 추계결과는 2차 재

정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재

정안정화와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이슈로 제기 

국민연금이든 특수직역연금이든 기본적으로 현재 노인이 받는 급여를 젊은 세 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초기세  가입자들이 유리하

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할 때 세 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

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보험료 인상 논의에서는 후세  부담 증가와 같은 세  간 형평

성이 특히 중요한 논점이라는 점에서, 강성호 박사님께서 국민연금 뿐 아니라 특수직

역연금의 세  간 재분배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해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적연금의 세 간 형평성 부분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나 분석을 위한 논의 및 정책방향과 발전방안에 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여기

에서는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의 세 간 형평성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과, 현재 제기되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개혁 논의에서 세 간 형평성 문제

와 관련하여 결론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함

우선 세 간 형평성 논의와 관련하여, 초기 가입자가 후세 에 비해 수익비 등에서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세  부담이 초기 가입자와 비교해서 크

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논문에서도 여러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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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부양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노후 뿐 아니라 부모 세

의 노후까지 이중 부담했던 세 인 반면 후세 의 경우 부모 세 의 부양은 하지 않

고 본인의 노후만 하면 되는 세 임.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후세 의 부담이 초기세

에 비해 크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

그리고 결론 부분과 관련하여 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

이라고 하신 부분에 해서는 여러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

다는 쪽의 가장 강력한 논리는 2060년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수 있고(20% 이상) 이는 

고령화 속도에 따라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세 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 

따라서 미래 세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서 기금의 사전 

적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논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노인 세

의 경우 본인이 받는 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다는 점도 제시

반면 후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하는 것이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00조원 이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기금안정성이 

높다는 점, 또한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 가 높은 현실에서 보험료가 올라갈 경우 세

자 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사각지

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의견,

또한 논문에서 제시한 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국가들의 공적연

금 역사가 오래되어 부분 완전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

임. 또한 출산율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서도 향후 재정 안정성은 달라질 수 있으

며, 세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를 미리 인상한다는 논의가 실제로 후세  부담을 완

화시킬 것인가? 보험료 인상은 향후 미래 세 에게도 부담이므로 오히려 후세  부담

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후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고 하는 주장은 여러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이에 해 좀 더 풍부하게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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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재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데 아직 정부 확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

금의 세 내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A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기초연금에서 

그를 보충하는 방안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주요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판단, 

그런데 A 부분에서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게 기초연금이 역진적일 수 있다는 문제, 또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

은 약 30%, 평균 연금액은 30만원 정도로 기초연금이 이렇게 도입될 경우 저소득 지

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 이때 기초연금이 조세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이 이렇게 도입되면 오히려 미래세 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 결론 부분에서 이에 한 논의도 이루어졌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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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

정진웅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제1절 들어가며

문화적 차원에서의 연령통합은 어떠한 상태를 말할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그 통합의 정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어

떠한 것들일까? 특히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관련해 미디어의 향은 어떠한 것일

까? 이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 본 발표는 이러한 질문들에 한 논의를 전

개하려 한다.

제2절 본론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적 연령통합 

통합의 반 가 분리나 분열이라면 문화적 연령통합은 다른 연령 의 구성원 간에 문

화적인 분리나 분열의 상태가 없는 상태이다. 문화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연령통합의 

논의에서는 문화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체계’로 정의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연령통합은 다른 연령 의 구성원 간에 삶

과 세계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의미화 하는 방식에 있어 이질적이지 않은 상태이며, 또 

그런 만큼 구성원들 간에 이로 인한 분열이나 갈등 등이 별로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문화적 연령통합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나라일 것이다. 젊은 세 에게 나이 든 세 는 혹 ‘꼰 ’나 ‘구닥다리’까지는 아니

라 하더라도 공통의 관심사나 화의 주제를 찾기 힘든 타자들이기 쉽다. 인문학에서

의 타자가 ‘내 뜻 같지 않은 존재’, 혹은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존재’라고 하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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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젊은 세 에게 윗세 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쉽다. 

소비자본주의가 심화된 만큼이나 젊음이 숭배되는 한국사회에서 낮은 문화적 연령

통합은 흔히 나이든 세 에 한 배제와 차별로 나타난다. ‘클럽’들은 관례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을 고객으로 받지 않으며, 그 반 편에는 곤공한 노년들을 위한 ‘콜라텍’이 

업 중이다. ‘금지’된 장소들이 아니라도 도시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수많은 공간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러한 ‘느낌’은 나이든 사람들을 향한 젊은 세 의 말과 태도와 눈빛에 기인한다. 

그런 말과 태도와 눈빛은 때론 노년을 ‘셈되지 않는 존재’, 혹은 ‘비존재’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접을 받을 때의 느낌은 가령 내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

군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곤 “어, 여기 아무도 없네” 하며 나가버리는 경우의 느낌과 닮

은 것이다. 필자는 언젠가 여고생과 단 둘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친구가 나와 같

은 나이든 남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 속에 있게 된 것이 내키지 않는가 보다” 하는 느

낌을 받은 적이 있다. 실제로는 그 느낌은 단지 나의 자격지심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른

다. 하지만 그런 자격지심은 그 자체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일종의 ‘주변성’으로 

느끼게 하는 무수한 일상의 경험들의 축적되어 빚어내는 효과이다. 지하철에서 젊은이

가 자리를 양보하려 할 때 “내가 이제 노인인가?”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노년

이 지니는 주변성에 한 인식도 항시 ‘바깥’에서 온다. 

이러한 경험은 물론 산업화된 사회의 도시에 널리 퍼져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유럽

을 다녀온 여행객들 중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까지 섞여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장

면들을 보고 신기했다는 얘길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사회가 노년에게 자리를 양보

할지는 몰라도 ‘경로석’이 분리되어 있듯이 젊은 세 와 나이든 세 는 ‘문화적 이질

감’으로 분리되어 있다. 내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다른 연령 의 구성원들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사회보다 더한 나라의 얘기를 접한 적이 없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세  간의 심화된 문화적 이질화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세대 간 문화적 이질화와 급속한 근대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친 한국사회의 산업화, 근 화 과정은 ‘돌진적 근 화’라는 이름

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것이었다. 세  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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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경험과 이질적 문화는 그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현 노년세 의 생애경험과 현 

청년세 의 경험은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이하다. 어렸을 때는 자동차도 구

경하지 못한 세 와 두 살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며 자란 세 가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적 연령통합 현상은 단순히 연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문

제가 아니라 주로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과정을 거친 상이한 코호트(cohort) 간

의 문화적 이질성의 문제에 기인한다. 가족, 가부장제, 권위주의, 국가주의, 집단주

의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현 노년세 와 핵가족, 남녀평등,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현 청년세 의 문화적 이질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세  간의 이질성이 서구 국가들의 경우보다 더 심한 현상의 배후에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경험, 사회화, 환경은 다른 정서, 가

치, 의미, 욕망의 체계를 구성한다. 현 청년세 는 ‘ 한민국 어버이 연합’이 보이는 모

습은 이해 가능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막가는’ 행위이기 쉽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6개월이 한 세 ”라는 얘기가 반은 진담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수십 년이란 간격은 

‘아득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리이다.

미디어와 노년의 타자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세  간의 문화적 이질감 중에서도 노년에 한 이질

감은 특히 두드러진다. 즉 노년은 현 한국사회의 표적 문화적 타자, 즉 이질적 존재

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주범’은 미디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워낙 광범위해서 보

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요한다.

우리 시 의 문화산업은 아이들의 꿈을 단기간에 ‘ 통령’과 ‘간호사’로부터 ‘연예

인’과 ‘운동선수’로 바꾸어 낼만큼 ‘가공할 교육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산업

이 창출해 내는 노년의 이미지들은 그들이 노년에 관해 어떠한 담론을 구성해 내든지 

간에 현 사회 노년의 문화적 이미지를 그려 나가는 과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요

컨  문화산업이 유포하는 노년의 이미지들은 현실의 단순한 반 이 아니며 노년을 다

른 세 와 구별되는 이질적인 문화적 존재로 구성한다.

다종다기한 문화산업매체들 중 가장 광범위하게 그 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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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년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의 노년들의 처

지를 다루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자식들에게 버려져 갈 곳 없는 노년들의 처지에 

한 이야기, 또는 가난과 소외에 장애마저 겹쳐 더욱 힘겨운 노년의 삶에 한 소개 등

등, 노년의 어려운 실상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루는 소재는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아름다운 실버>와 같이 ‘평범한’ 노년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프

로그램들도 간헐적으로나마 선을 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흔하지도 않거니와 혹 방

되는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심야시간 에 편성된다. 방송의 시선이 이렇게 궁핍

하고 어려운 노년들의 처지에 닿아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이질적인 노년의 모습에 한 방송

의 과도한 시선집중은 그렇지 않아도 점차 연민이나 비하의 상이 되어가고 있는 노

년들에 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노년이 이런 방식으로 타자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주로 도시

의 소외된 노년이나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농촌에 남은 노년과 같이 주변화된 노년들, 

달리 말하면 근 적 부문의 사회적 성취에서 소외되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익명의 노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은퇴한 ‘회장님’같

이 아직도 ‘잘 나가는’ ‘유력인사’를 노인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최근에 ‘노인’ 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예전에 ‘차장’이란 호칭에 실린 비하의 느낌이 강해지자 ‘안내양’이라는 말이 고안되었

던 것과 같은 사정이다.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일종의 ‘완곡어법’의 상

이 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범주가 본격적으로 이러한 ‘완곡어법’의 상이 되는 

경우 이는 종종 주변화의 진행을 시사한다.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먼저 노년의 주변화

가 시작된 미국의 경우, 노년을 지칭하기에 적절한 새로운 ‘완곡어법’이 꾸준히 모색되

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역연령에서 앞선(chronologically advanced)’과 같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형용어의 사용이 제안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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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퀴즈>의 경우

‘노년=소외된 노년’이라는 등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노인이라는 사회적 범주

는 점차 (서구적인) ‘풍요와 세련’의 강박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가 일종의 ‘모자람’이나 

‘촌스러움’을 투사하는 상으로서의 문화적 타자가 되어가고 있다. 상매체는 이 과

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한 예로 몇 년 전까지 인기리에 방 되었던 <좋은 세상 만

들기>라는 TV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장수퀴즈>를 들 수 있다. 이 코너는 출연자인 농

촌 노년들로 하여금 우리사회가 자신을 규정함에 있어 거리를 두고 싶은 표적 속성 

중의 하나인 ‘촌스러움’을 드러내도록 기획되어 있다. 퀴즈 문제 중에는 그 답이 어

로 된 상품명이거나 혹은 외래어 같이 매우 쉬운 어단어인 경우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질문에 한 농촌 노년들의 엉뚱한 답이나 어색한 어발음은 거의 예외 없이 

자막으로 강조되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증폭시킨다. 

그 외에도 이 코너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부분은 제도교육을 받고 근 적 부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하지만 농촌의 노년들에게는 생소하기 쉬운 단편적 지

식에 관한 것들이 부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쉽게 답할 수 있을 만한 문제에 출연

자들이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잡고 뒹구는 프로그램 진행자들

의 몸짓도 출연한 농촌 노년들의 이질화를 부추긴다. 또 시청자들은 이런 기획이 빚어

내는 웃음에 동참함으로써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노년을 타자화의 과정의 ‘공범’이 

된다. 

<장수퀴즈>는 농촌 노년을 접하는 프로그램의 외양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출연 노

년들의 속성으로 규정되는 특성은 ‘모자라는 근 적 지식과 판단력’, ‘세련되지 못한 

매너’ 등으로 표되는 일종의 ‘촌스러움’이다. 현  한국에서 농촌 노년이란 단지 이

러한 특성들을 투사하기에 적합한 상일 따름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근 화와 풍

요를 향한 강한 문화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서 이탈

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화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타자화된 노년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도 결국은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러한 문화적 

강박관념과 차별화에 한 욕구에 터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끄는 현상은 노년들 중에도 <장수퀴즈>를 즐기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이다. 노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의 시선 속에 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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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들여

다보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때의 경험처럼 분열적인 것이기 쉽다. 사실 

나이든 시청자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행해지는 노년 희화화에 화를 내는 경우도 

많고, 또 간혹 출연 당사자들도 진행자의 태도에 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들도 발생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프로그램을 보며 마냥 즐길 수 있는 노년들은 누구일까? 그런 

노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마도 근 적 부문에서의 자신들의 교육적, 사회적 성취로 

인해 ‘촌스러움’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세련되고 풍요로운 노년’들일 

것이다. 이런 경우의 ‘세련된 노인’들은 자신을 ‘노인’이라는 범주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의 범주와 동일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다.

물론 <장수퀴즈>에 출연하는 노년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속의 ‘촌로’들의 모습에서 모종의 편안함, 또

는 친근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퀴즈 진행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사회자에게 

“나 소피 좀 보고 와야겄어” 하고 요구하는 노년의 모습에서,30) 또 알 수 없는 어로 

질문을 해 오는 외국인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저게 무신 소리여, 저게?”라고 옆의 

사람에게 묻는 등의 모습에서 많은 ‘세련된’ 시청자들은 웃음과 함께 일종의 ‘해방감’

을 느끼기도 한다. 즉, 자신들은 차마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천연덕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는 노년들의 모습에서 일종의 리만족을 느끼는 면도 있다. 노년들의 이런 행동

은 ‘세련됨’의 결여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세련됨에 한 문화적 압박에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년들의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근 적 세

련됨이라는 문화적 억압에서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타자화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부정의 역설은 중매체가 농촌 노

년들의 ‘훼손되지 않은 순박함’에 해 보내는 ‘향수’의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즉, 노년

을 다루는 중문화상품들이 종종 노년에 보내는 ‘따뜻한 시선’에는 노년들을 시 의 

30) 출연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다면 이런 장면들은 보통 당연히 ‘편집’되는 장면들이다. 이러
한 장면들을 여과 없이 방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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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뒤떨어진 ‘과거에 고착된 존재’로 보는 부정적 시선이 결합되어 있다. 퀴즈가 

끝난 후 감미롭고 서정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지난 시절 어머니의 사랑에 한 애틋한 

회상과 그 희생에 한 칭송이 담긴 애니메이션이 이어지는 <장수퀴즈>의 마무리도 그 

한 예다. 또 화 <집으로>에서 주인공 할머니가 보여주는 사랑과 희생에 보내지는 따

뜻한 시선도 같은 맥락에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어머니 혹은 할머니는 유난히 ‘과

거에 고착된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과거에 묶어놓고 칭송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타자화의 경향성은 <전원일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농촌을 현실과는 동떨어

진 향수의 상으로 그려내는 경향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즉, 이들 경우에 타자는 흔

히 특정한 미적 존재로 신비화되고 향수의 상이 되지만, 동시에 시 의 변화에 뒤떨

어지고 아직 합리성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과거에 고착된 존재이다.31) 요컨  이 ‘순

박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 할머니들은 근 적/서구적/도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세련

된 나’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된 과거에 고착된 것으로 그려지는 이질적 타자

이다.

이렇게 과거에 고착된 모습으로 형상화된 타자는 현실 세계에서는 흔히 억압적인 상

황에 봉착하게 된다. 막상 오늘의 현실에서 상 속의 이미지 로 행동하게 되면 시

에 뒤쳐진 존재로 취급받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이러한 이미지에서 탈출해 ‘현 적’으

로 행동할 경우에는 흔히 ‘경박’하다거나 ‘주책’이라는 평가를 감수해야 한다. 가령 

상 속에서 ‘추억 속의 순박한 어머니’로 칭송 받는 노년은 내일 당장 머리를 화사하게 

염색하고 몸단장하고 외출하고 싶은 어머니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모습에 한 칭송은 흔히 현실에서의 차별과 문화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도 기능한다. ‘양날을 지닌 칼’과도 같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 역시 타자화된 모든 종

류의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  전술한 바와 같은 미디어의 노년 

재현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노년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31) 나는 <춘향뎐>같은 영화가 국내에서 보다 서유럽에서 더 주목받고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 영화는 영화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동양을 타자로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서양의 입맛에 딱 맞는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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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 늘이기"의 각본: 공상적 노년 담론의 경우

개인들에게 삶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또 이에 한 꿈꾸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화가 제공하는 상상력이어서, 우리의 문화가 노년의 삶에 관한 매력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노년에 관해 키울 수 있는 상상력도 그만큼 부실해지기 쉽

다.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이삼십년을 살아내야 하는 역사상 유례

없는 고령화 시 에, 즉 노년에 추구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청사진에 한 성찰이 어

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 에, 역설적으로 노년이라는 삶의 무 를 뜻있는 이야기로 채

워 줄 문화의 각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에 지 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디어가 근래에 들어 

열의를 가지고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청년 같은 노년’의 이미지들이 노년담론의 이러

한 공백을 채우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도 색다른 노년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있다. 하지

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는 오히려 현 의 노년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추동하고 구성하는 새로운 문화적 각

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주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의 노년의 모습에 주목하던 중매체는 이제 다

채로운 만큼이나 낯선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부지런히 조명한다. 몇년 전 많은 사람들

의 주목을 끌었던 TV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이 모집했던 ‘청춘합창단’에 지원한 노년

들의 모습이 그 한 예이다. 카메라는 이들이 ‘노인’이라는 문턱에 갇히지 않고 오디션

이라는 낯선 관문에 도전하고, 또 한마음으로 노력해 합창 경연 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 드라마로 그려낸다. 새로운 일에 열정으로 도전하는 이들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청춘’이다. 합창단의 지휘자는 “청춘은 항상 시작입니다”라

는 얘기로 노년 참가자들의 새로운 도전의 뜻을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나이를 넘어 새로운 역에 도전하는 다양한 노년의 모습들은 더 이상 우리

가 알고 있던 ‘노인’이 아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복장으로 미인 경연 회, 춤 경연

회에 참여하는 노년 여성들, ‘노인 모델’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노년 

남성,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70 의 ‘철인 할머니’와 ‘철인 할아버지’를 포함해 열

정적 노년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시  새로운 노년의 표상으로 중매체에 의해 제

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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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70세 열혈남, 미래를 질주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오토바이족의 복장을 한 ‘젊은 노인’을 모델로 등장시키는 한 기업광고의 카피는 

다음과 같다 - “할리 데이비슨과 아우토반을 열망하는 젊은 할아버지. 그에게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청

년 - 그가 눈부십니다.” 형용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 ‘청년 노인’의 이미

지가 노년의 새로운 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낯선 노년의 모습들은 일면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식으로 노년을 억압하

는 연령주의 문화의 족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새로운 노년세 가 등장하고 있다는 신

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다. 또 이들의 새로운 시도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곧 쇠퇴

의 과정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년의 결기도 엿보게 

된다. 50  중반을 지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으로서의 나는 이렇게 연령주의의 족쇄를 

거부하는 노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응원한다. 하지만 문화인류학자

로서의 나는 노년의 삶을 빛내 줄 새로운 가치로 ‘청춘’과 ‘젊음’을 호명하는 이런 문화

적 흐름을 성찰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어떤 연유로 청년의 전유물이었

던 ‘열정’이 갑자기 장년, 중년을 넘어 노년에게 기 되는 속성이 되었을까? 우리는 최

근에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노년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노년담론이 조명하는 바람직한 노년의 상은 그 내용에 있어 

‘청년, 혹은 중년의 끝없는 연장’으로서의 노년이다. 언뜻 보기에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이러한 ‘연장된 젊음’의 이미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즉 ‘젊은 노년’의 이미지들은 사실상 나이듦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육체적 기

능의 저하, 증 하는 의존, 다가오는 죽음 등의 노년에 고유한 삶의 경험이나 과정을 

‘회피’하거나 ‘은폐’함으로써만 가능하다. ‘ 원한 청춘’의 신화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해 언급하거나 이를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요컨  노년에 고유한 경험들을 회피, 은

폐하는 토  위에 세워진 문화적 각본은 노년의 삶을 조명하는 새로운 문화적 청사진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긍정적 젊은 노년의 이미지들은 적어도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

질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청춘' 노년들은 엄 한 의미

에서는 역시 어딘가 '모자란' 존재들이다. ‘청춘합창단’의 경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158  2013년 고령사회 포럼

노년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에는 시청자들의 눈물샘까지 적시는 사랑의 감

동과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율동과 함께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 부르

는 노년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가족들과 방청객들의 환호와 웃음에서 아이들의 학예회

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표정에 깃드는 ‘ 견함’의 감정을 읽게 되는 것은 나만의 경험일

까? 노년 참가자들이 경연에서 선보인 노래와 율동은 모두 이들이 더 젊었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혹 방청객들의 감동은 불완전하나마 젊음의 기능을 최 한 유

지하고 있는 노년들을 ‘ 견해’하는 것은 아닐까? 

노년들의 다양한 분투를 보며 우리는, 또 우리 문화는, 최 한도로 유지되고 있는 

‘청춘’ 이외에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어떤 다른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고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엄 히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분투에 감동하는 순간에도 노년을 젊음이 

훼손되거나 결핍된 상태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의 '분투'에 감동하는 것이다. 새로운 노

년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문화적’ 질문들과 본격적으로 씨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기리에 방 되고 있는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노년의 모

습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카메라와 자막은 계속 출연자들의 '아이 같은' 엉뚱함이나("

직진 순재", 걷기 싫어하는 "일섭") ' 책 없음'과 같은 무계획성을 강조하고, 중년들이

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의 실행은("근형"의 환전) 칭찬의 상이 된

다. "어, 아직도 그런 걸 할 수 있네"의 뜻의 "오~"와 같은 감탄사가 배경에 깔린다. 이

들의 이름을 성을 빼고 부르는 것도 노년의 권위를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 물론 이런 

일종의 '희화화'의 사이사이에 이를 누그러뜨리는 배려심이나 너그러움 같은 인간미를 

끼워 넣는다. 사람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중

년보다는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기본 인식으로 전개된다. 

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또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으로서 새로운 열정으로 노년을 채

우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아마 나도 ‘청춘합창단’에 참여해 참가

자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면 그들과 같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일들이 노력과 인내를 통해 현실이 될 때의 기쁨과 감동을 누구라 쉽게 폄훼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문제는 이러한 노년의 열정과 시도들을 “젊음 늘이기”라는 노년 회

피의 담론으로 포장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화와 중매체의 상상력의 결핍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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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호명을 통해 본 문화적 이질화 현상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년의 호명방식도 노년의 이질화를 심화시킨다. 노년

들 스스로도 이를 감지해 근년에 들어 ‘노인’이라 불리는 당사자들 스스로가 노인이라

는 용어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 예로 2008년에 열렸던 한 노년학 컨

퍼런스에서 연단에서의 발표가 끝나고 객석에 질의의 기회가 주어지자, 략 80세 부

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손을 들고 일어나, “나는 노인이라는 말이 싫은데, 학자들이 

노인이라는 말 신 다른 용어를 하나 만들 수는 없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이에 더해 “정 마땅한 용어가 없으면 ‘노인’ 신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호칭어(term of address), 즉 부름말이어

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노년에 한 지칭어(term of reference), 즉 가리킴말로 주로 

사용하는 학계에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사회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1998년 한국사회복

지협의회는 ‘노인’ 신 노령인구를 표현할 호칭을 공모해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선

정, 홍보한 적이 있다. 또한 2010년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 개최한 “나이든 이에 한 

바람직한 호칭”이라는 제명의 세미나에서도 많은 참석자들이 노인 신 ‘어르신’이라

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년의 호명과 관련해 안을 제시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의 호명방식들이 현실의 다양한 장면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

을 반증한다. 부르는 사람은 나름 로 노년을 존 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어르신', 

'어머님'과 같은 호칭들도 막상 당사자에게는 ‘나이듦에 한 낙인’의 느낌을 주는 경

우들이 근래에 점차 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기피의 상이 되었고, 

또 노년의 호명은 왜 이리 문제시 되고 있을까? 노인이라는 용어의 주변화는 물론 현

사회에서의 노년의 주변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여기서는 노년의 호명을 둘러싸고 한

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언어현상들의 의미를 노년의 이질화와의 관련에서 조명하려 한

다. 특히 ‘노인’이라는 용어의 사용방식을 중심으로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현상들에 배

어있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차별적 시선의 성격을 밝히려 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누구를 부를 때의 호칭으로는 거의 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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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과거에 노년을 높이어 부를 때 많이 사용되었던 ‘노인장’이라는 호칭도 거의 

사라졌다. 이는 ‘노인’이라는 형용어의 부정적 느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장’이라는 

높임말의 어감을 누르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호칭어로서만이 아니라 지칭어로서도 그 사용이 조

심스러워진 용어가 되었다. 그만큼 노인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나이든 사람’을 통틀어 지시하는 지칭어

가 아니며 이제 '별 볼일 없어진' 익명의 노년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요컨  오늘날 노인이라는 지칭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생물학적 현상을 지시하

는 용어가 아니라, 나이와 결합되어 있는 ‘별 볼일 없는’ 사회적 위상을 지시하는 용어

이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지칭어의 사용에는 흔히 그 배후에 노년을 일종의 '낮은 신분

의 표식'으로 간주하는 신분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은 ‘소외된 노인’이나 ‘힘없는 노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부정

적 수식어들과 더 어울리는 지칭어가 되어 간다. 따라서 ‘노인 사장’, ‘노인 국회의원’

과 같은 결합은 일종의 형용모순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 ‘청년의 열정’은 자연스러

워도 ‘노인의 열정’은 부자연스럽다. 여성 지식인, 게이 지식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노

인 지식인’이라는 말은 없다. ‘노인’은 지식이나 열정의 주체이기에는 어딘가 모자라는 

존재로 간주된다. 과거에는 흔히 사용되었던 ‘노인의 지혜’와 같은 표현도 이제 거의 

쓰이지 않으며, 혹 쓰인다 해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

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지혜’와 같은 표현은 젊은 세 에게 별 울림을 주지 

못한다. 이제 노인이라는 기표의 부정적 색채는 이와 어울리는 부정적 색채를 지닌 기

표들을 그 주변으로 부르고 있다.

더 나아가 ‘노인’이라는 지칭어의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이제 이와 결합되는 말들의 

어감도 부정적으로 채색되기 시작했다. 가령 근래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독거(獨居)

노인’이란 표현이 그 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란 표현은 ‘원치 않는 사정

에 의해 돌보아 줄 사람 없이 홀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을 떠올리게 한다. ‘독

거노인’이라는 표현에서 ‘넓은 평수의 강남 고층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년

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의 부정적 어감으로 인

해 아들딸이 같이 살길 원해도 실제로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독거’를 선택하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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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들의 현실도 부정적으로 채색된다. 

하지만 독거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독거의 즐거

움’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독거의 의미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며, 그렇게 보면 

‘독거노인’이라는 기표는 단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

노인’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노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노인’이라는 부정적 

용어와의 결합이 ‘독거’라는 수식어의 빛깔을 부정적으로 채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인이라는 지칭어의 부정적 의미함축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히 주목

되어야 할 현상은, 다양한 언론매체와 전문가집단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보이는 호명방식, 혹은 언어적 실천의 특정한 경향성이다.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이 사

전적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부정적 의미를 담게 되는 배경에도 언론매체와 전문가 집

단이 주도하는 언어적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사정의 노년들이 나이듦과 더불어 현실

에서 겪게 되는 고독, 빈곤, 소외, 질병 등의 ‘문제’들에 한 사회적 응의 필요를 논

의하는 맥락에서만 주로 등장한다.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 ‘독거노

인 케어’, ‘독거노인 봉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의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독거라는 

용어는 점점 더 부정적 의미연관을 지니게 된다. 그 결과 20 의 젊은이가 혼자 살면 

‘자립’, ‘독립’, 혹은 ‘원룸 거주’가 되고 ‘노인’의 경우에는 외롭고 소외된 ‘독거’가 된

다. 요컨  노인이라는 기표가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이나 언

론매체가 만들어내고 또 확산시키는 ‘노인’이라는 기표의 특정한 사용법이 발생시키는 

노년의 문화적 이질화 현상에 한 주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현재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노인이라는 기표의 주변성은 단지 연령주의

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노인이라는 기표의 주변화는 서구의 성취를 해바라

기하며 가파르게 진행되어 온 한국사회의 근 화 과정에서 강화된 일종의 ‘근 적 신

분주의’의 시선이 연령주의와 결합해 빚어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에도 우리사회

의 차별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시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여성 노인’, ‘남성 노인’

이라는 지칭 방식은 노년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어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가령 우리는 중년 여성을 ‘여성 중년’이라고 부르거나, 젊은 남성을 ‘남성 

청년’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성인의 연령 를 지시하는 지칭어들은 항상 여성, 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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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하는 위치에 자리한다. 가령 ‘중년 남성’이라는 표현에서 ‘중년’은 ‘남성’을 수식하

는 역할을 하며, 이 경우 지칭되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상 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유독 노년을 호명하는 경우에는 ‘남성 노인’의 경우처럼 '노인'이라는 지칭어가 

‘남성’이라는 수식어의 뒤에 배치되어 지칭되는 상이 ‘늙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렇게 ‘노인’이라는 기표를 뒤에 위치시키는 표현법은, 다른 연령 와 비교할 때 노

년이 지니는 이질성을 상 인식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우선적인 범주로 제시한다. 이

미 노년이 점점 더 이질적 타자로 간주되는 풍토에서 이러한 호명방식은 노년의 이질

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요컨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

현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의 인식에 있어 노년의 경우에만 

유독 나이를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와 그 궤를 같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일상의 언어적 실천에는 노년에 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시선이 반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관념과 충돌하는 

호명방식은 일종의 형용모순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여성’, 

혹은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즉, ‘노인’

이 여성임을, 혹은 남성임을 강조하는 ‘노인 여성’,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은, ‘노인’을 

더 이상 성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연령주의적 시선과 충돌한다. 

요컨  연령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특히 ‘여성 노인’은 비성적(非性的) 존재이다. 

따라서 비성적인 ‘노인’이 성적 존재임을 강조하게 되는 ‘노인 여성’이라는 표현은 형

용모순의 느낌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면 ‘노인 여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

는, ‘아동 여성’, 혹은 ‘유년 여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

다. 즉, 아동, 유년은 여성이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며, ‘노인’은 여성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존재이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던 1970년

에도 ‘할머니’의 흡연은 비난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는 더 이상 여성으로 간

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남성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불완전한 성적 존재로 간주된다. 가령 언

론에 간혹 ‘노인 매춘’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노년 남성들의 성매매가 중년 남성들

의 성매매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욱 백안시된다는 사실은, 노년을 비성적인 존재로 취

급하는 우리 사회의 연령주의적 편견이 남성에게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매춘’이라는 말은 있어도, ‘중년 매춘’, ‘청년 매춘’이라는 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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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에서 종종 젊은 여성 주인공의 상 역으로 50-60  남성이 등장하는 경

우에서 보듯이, 남성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성적 존재로서의 위상의 훼손

정도가 여성에 비해서는 덜하다. 만일 노년 여성이 ‘호스트바’에 가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는 노년 남성의 성매매 행위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종의 ‘문화적 사

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연령주의적 편견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성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시기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항시 연령주의에 

의한 여성의 비성화가 남성의 비성화에 선행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좀 다른 차원에서도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남성성’의 훼손은 나이듦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에게 기 되는 ‘사회적 성취’의 결핍에 의해서도 촉발된다. 버틀러에 의하면 남성성은 

육체를 초월해 성취되어야 하는 추상성이다. 남성은 ‘문명’으로, 여성은 ‘자연’으로 

비되는 남성 중심적 젠더 담론에서는, 여성성은 몸과 성의 역에 한정되며, 따라서 여

성성의 성취는 여성이 자연, 몸에 묶인 존재일 때 가능하다. 반면 남성은 그러한 속박

에서 벗어나 ‘문명’을 성취할 때 남성성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에는 연령주의에 

더해 ‘남성 노숙인’에 비해 ‘노숙인 남성’, 혹은 ‘노숙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

게 느껴지는 이유가 더해져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근 적 부문의 사

회적 성취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뜻을 담게 된 ‘노인’이라는 기호는 ‘노숙인’과 마찬가

지로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인 ‘남성’을 수식하기에는 적당치 않는 기표인 

셈이다. 따라서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에는 ‘노

인 사장’이나 ‘노인 지식인’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유가 더

해진다. 요컨  ‘노인’은 성취를 이룬 존재인 ‘사장’이나 ‘지식인’이기에는 ‘부족한’ 존

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과 남성이 점점 더 비성적인 존재로 간주

되는 현상에는 연령주의와 함께 성별에 따라 달리 작동하는 남성중심적 젠더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 즉, 나이가 듦에 따라 ‘여성 노인’은 여성성 성취의 근간인 ‘몸/자연’을 

잃고, ‘남성 노인’은 남성성 성취의 근간인 ‘문명’을 잃는 셈이다. 노년 호명에 있어 연

령주의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렇게 남성 중심적 젠더 담론이나 신분주의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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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 사실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균질하게 작동하는 연

령주의, 혹은 이데올로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되는 차별

적 이데올로기가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호명이 현실에서 지니게 되는 부정적 

정치성의 배경을 이룬다.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노년이 이미 타자화된 상황에서 이런 호명방식은 ‘노인’이라는 기표가 지니는 

‘우선성’으로 인해, 여성, 남성이라는 특성이 ‘노인’이라는 범주에 흡수되는 효과를 낳

는다.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놓여 있는 콘

텍스트와의 관련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의 의미

도 결국 그런 호명방식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성차별적, 신분

주의적 지배문화와의 관련에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중립적’ 기표라 할 

수 있는 ‘노인’이라는 지칭어가 오늘의 현실에서 띠게 되는 부정적 함의도 우리사회의 

특정한 언어적 실천과 그 배경을 이루는 문화적 풍토와의 연관에서 구체화된다.

문화적 차원에서 노년의 주변화가 심화되면, 거꾸로 ‘주변성의 노년화’를 부른다. 주

변성의 노년화란 노년이 단순한 타자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변성들을 표

상하는 일종의 ‘타자성의 집적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년의 

타자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노년은 점차 낮은 신분, 모자람, ‘촌스러

움’, 과거에의 고착, 주체의 결핍, 등의 다양한 주변성이 쌓이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범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노년의 주변성이 심화된 연령주의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개인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우선적인 문화적 범주로 강요된다. 그 결과 개별적 주체의 정체

성에 ‘나이’라는 요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라는 문화적 범주가 노년의 개별

적 정체감을 덮어 버리게 된다.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장애를 지닌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특성보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인

식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알뛰세에 따르면 개인은 이데올로기의 호명

(interpellation, hailing)에 의해 주체로 구성된다. 즉,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봄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주체의 성립은 이데올로기에 선행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노년 주체는 연령주의, 신분주의, 성차별 이

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된 이질적인 문화적 주체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 주체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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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접합된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해 ‘오염’된 주체이며, 그만큼 문화적 이질화의 힘

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년 주체의 형성은 어려워진다.

담론주체로서의 노년학의 역설

노년의 타자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노년에 한 지식을 구성하고 노년담론을 형성하

는 주체로서의 노년학도 성찰의 상이 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년학이 하나의 학문분

야로서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인들’을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구성한다는 사

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노년’ 혹은 ‘늙음’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범주’는 어느 문화에

나 존재하고 기능한다. 하지만 학문분야로서의 ‘노년학’은 노년을 특정한 문화적 범주

로 채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문적 연구의 특정한 상으로 삼음으로써 노년인구

를 특별한 ‘사회적 범주’로 구성한다. 따라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 ‘노

년’이라는 범주가 다른 변수들에 앞서 우선성을 지니게 된다. 

가령, 노년의 범죄행위의 문제를 노년학에서 다룰 경우 이는 ‘노년’의 문제가 되기 

쉽다. 하지만 중년이나 청년의 경우에는 이는 그저 ‘범죄행위’의 문제가 된다. 노년학

의 이론들이 적어도 구체적 설명에 있어서는 노년의 문제들을 나이듦의 과정에 내재되

어 있는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역할상실과 같은 모종의 외부적, 혹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년’이라는 기호는 ‘이름’에 불과하지만, 노년이 타자화된 현실

에서는 이러한 이름이 많은 것을 ‘설명’하는 우선적 범주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

다.

물론 노년학이 지니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 혹은 ‘역설’은 노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현실에서 노년이 감당해 내야 하는 문제들에 한 진단과 처방의 필요에 응하는 과

정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일이다. 사실 현 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감

당해내어야 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고려하면 ‘노년의 문제’에 주목하는 노년학의 경

향성을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범주의 우선성은 노년의 문화적 이질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많

은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만일 노년이 현재와 같이 타자화, 주변화되어 있는 상

황이 아니라면 노년학이라는 학문적 범주의 정치성에 한 이러한 고민도 줄어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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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범주의 주변화/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문으

로서의 노년학이 어떻게 노년이라는 범주를 앞세우지 않고 노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

기한 현상과 문제들을 다루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범주를 필요로 한다. 청년이라는 범주이

든, 동성애라는 범주이든, 혹은 노년이라는 범주이든 간에 ‘범주화’는 피할 수 없는 일

이다. 관건은 이 ‘범주’의 이름을 누가 붙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 설명되는 것은 무엇인

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나이란 종종 그 자체로서는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 무의미한 변수(empty variable)이다. 노년학이 3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을 노년

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호명하고 포획해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러한 설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숙고되어야 한다. 젊은이, 즉 주체는 그냥 ‘인간’이

어서 자신을 호명하지 않는다. 요컨  사회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담론으로서의 노년학

은 누구의 시선과 목소리와 이해를 반 하는 것인지가 성찰되어야 한다. 

제3절 나가며

미디어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와 서사에 열심히 기댈 수밖에 없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은 앞으로도 오랜 동안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그려질 것

이다. <꽃보다 할배>는 제목부터 노년을 희화화한다. 비노년 시청자들은 이질적인 혹

은 좀 모자란 타자로서 그려지는 노년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을 즐긴다.

이런 흐름에서 사라지는 것은 삶의 후반부를 채워나갈 문화적 상상력이다. 개인은 

문화라는 창고에서 삶과 성장에 관한 상상력과 비전을 공급받는다. 미디어에 의해 주

도되는 문화가 나이듦의 과정에 동반될 수 있는 긍정적 삶의 청사진을 상상하지 못하

면, 개인들은 자신의 '노인스러움'을 부정하거나, 혹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끝없는 

젊음의 서사에 자신의 노년의 서사를 기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육십 가까운 나

이에 '성장'에 한 새로운 꿈을 꾼다. 십년 전의 나보다는 지금의 내가 더 성장했다는 

서사를 쓰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노년의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사가 필요할까?



[주제발표2]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절 서론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큰 위기로 부각되었다. 우

리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

체 등의 가족구조 변화 등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처해 있는 신사회적 위험에도 노출되

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관심의 상이 되는 노인의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

라 노인과 다른 세 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생애주기적 관점에 기초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역량축적과 발현의 심리·

사회적 기회로부터 노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소외시켜왔으며, 생애주기적 관점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환경은 노인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축소하는데 기여해 왔다(김

경호, 2005). 실제로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체로 청년층이

나 중년층에 비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둘과 성민현, 2012; 정순둘, 김유휘, 

최혜지, 2013). 이와 함께 정경희(2004)는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차별주의적 

시각으로 인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 다. 첫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하는 공적 체

계의 구축 및 실현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 됨으로써 노인을 우 하는 긍정적인 연령차

별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부정적 측면에서의 연령차별이 노인의 가능성 실현기회를 

제한함으로서 개인적 비용, 경제적 비용, 사회문화적 비용 등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집단의 성격에 의하여 개인이 판

단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 상

황은 곧 노인에 한 억압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Young, 1990; Laws, 1995; 김

욱, 2002; 정경희, 2004). 특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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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 를 맞이함에 따라, 노인들에 한 연령차별이 더욱 확 된다면 여러 문제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통합에 한 연구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러나, 연령통합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들은 연령통합에 한 담론이 부분이며

(Uhlenberg, 2000; Riley & Riley, Jr., 2000; Attias-Dunfut, 2000), 실제로 가족, 

지역사회, 노동시장 등에서 연령통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에 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가족

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중 가장 인간에게 많은 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역사적으로 가

족은 사회체계에서의 미시적 단위로 부모와 자녀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는 결혼과 혈

연에 기반한 공동체다. 때로는 공동의 거주를 포함하기도 한다. 가족안에서, 남성과 여

성, 젊은 세 와 나이든 구성원들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교환

한다. 가족 구성원 내의 세 간 상호작용은 사랑과 애정에 기반한 유 로서 특징지어

진다. 즉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세 들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끈끈한 연 가 유지되

기도 한다(Foner, 2000). 이러한 가족의 특성으로 보면 가족은 다양한 연령 의 사람

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표적인 기관으로 연령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장벽이 있지 않다. 가족은 연령과는 무관한 사회(age-irrelevant so-

ciety)제도이며,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어떤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이상

적인 시스템이 된다. 따라서 가족은 진정한 연령통합된 사회제도를 표하는 시스템으

로 볼 수 있다(Hagestad & Uhlenberg, 2006: 6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이 갖는 연령통합의 특성과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통합 현황을 살펴

보고, 이 현상이 긍정적인 것인지 또는 부정적인 것인지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단위로 가족과 관련된 의미의 연령통합의 장으로서 중

요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령통합적 패

러다임의 전환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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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령통합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1) 개념

연령통합은 연령차별과 연령주의에 한 해결방안의 핵심 개념이 되고 있다. 

Riley(1998)가 연령통합의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자들이 

그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연령통합의 개념은 일, 교육, 여가에서 구조적 연령장벽이 없

는 상태로, 이러한 제도들에의 진입과 탈퇴는 유연하며 모든 연령 에 열려있는 개념

이다(Riley & Riley, 2000). 여기서 ‘세 ’라는 용어와 연령이라는 용어가 비슷한 맥

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세 란 동일한 문화권 안에

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여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위

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을 말한다(박재흥, 1999). 일반적으로 노인세 , 아동세 , 

베이비붐세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세 에는 이미 연령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 통합’은 연령통합과 유사하게 사용되며, 여

러 세  즉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McClusky, 1990; 한정란, 2002, 재인용).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령통합과 세 통합

의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연령통합의 두 요소는 연령장벽의 부재와 연령간 상호작용의 존재이다. 연령장벽 구

조의 부재는 연 기적 연령이 더 이상 사회적 시스템의 진입과 탈퇴, 수행을 위한 기준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간 상호작용의 존재는 서로 다른 연령간의 상호

작용이 모든 연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 연령장벽이 없으면 다른 연령 의 사람들은 가족 기능, 노동시장, 사회제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세 간의 연 감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의 사회구성원들

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연령에 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

한 연령통합의 개념이 1990년  말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령통합을 위

한 사회 구조,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유형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지는 않

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연령 를 위한 사회”라는 개념은 1999년 국제 노인의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UN이 고령화 정책의 이상적인 목적으로 제안하 다. 이 개념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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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와 결합한 네 가지 측면은, 노인의 환경, 개인의 생애발달, 다세 간 관계, 그리고 

고령인구의 발전이다(Sánchez & Martínez, 2007: 17-18). 즉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

속하게 하는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포용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노인과 모든 연

령집단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은 노인을 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과 함

께 해결해 가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연령통합은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화 이전까지 사회적 쟁점은 아니었

다.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노부모를 보호하고 존중하 다. 노인들은 그

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권위와 힘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경직

된 생애과정으로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는데, 그 표적인 예가 연령이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식되었다. 부분의 노인은 그들의 직장에서 떠나

야 했고, 사회참여로부터 퇴출되었다. 연령기준을 사용한 또 다른 사례는 독일에서 찾

을 수 있는데, Otto Von Bismarck는 1883년 65세 이상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연금

계획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퇴직연령을 설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은퇴는 질환이 있고 

실직한 노인을 위한 안전망으로 여겨졌지만 반 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고 

퇴직하는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의 연령분절적 구조는 20세기동안 유

지되어왔다(Loscocco, 2000). 세 간 상호작용 없는 연령주의와 연령 고정관념은 사

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보다 긴 수명에 한 기 는 연령통합사회로의 회귀가 필

요하다는 논의를 가져왔다. Riley & Riley (2000)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연령

통합의 트렌드도 시작되었다고 하 다. 연령통합이 등장하면서 청년, 중년, 노년의 연

령분절적 국면은 연령의 연속적 삶으로 합하여졌다. 또 다른 변화는 모든 연령 의 사

람들을 위한 기회와 관련된 것이다 (Riley, 1998: 4). 모든 연령을 위한 구조적 기회들

은 다른 연령 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Riley, 1998: 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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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반 미국에서 조기은퇴 추세는 완화되었다.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

육과 프로그램은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모두에게 연령통합의 예가 된다. WHO 

프로젝트인 고령친화 도시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서울도 2013년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 다. 연령통합의 궁극적

인 목적은 다양한 연령 의 사람들에 한 집단 결속의 유 관계 형성에 있다.

 

제3절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의 현황
 
1)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의 의미

미시적 사회체계로서 가족은 연령통합적 모델에 적합하다(Foner, 2000). 연령은 가

족이라는 울타리안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이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연령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세

간 연 를 촉진시키며 모든 연령 의 가족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가족은 

서로 다른 연령의 구성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가 인구학적으로 고령화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가족 내 연령통합은 강화된다. 가족 내 연령통합은 가족의 경제적인 이익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유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정경희, 2004; Attias-Donfut, 2000).

우리나라의 경우 규범적인 측점에서 다른 연령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족

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전국노인실태조사(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2)에서의 응답들은 많은 한국 노인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을 아직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자연스런 행동으로 이해된다. 우리사

회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유교주의에 기초한 가족주의에 의해 향 받아왔다. 부모

자녀는 한 단위로서 간주 되어왔다(류정현, 2007: 88). 우리사회의 부모-자녀 관계 개

념에서 보면 그들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심리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여전

히 한 가족이다(임돈희, 자넬리, 2002: 332). 이 점에서 자식의 의무는 부모에 한 존

중에 기초해서 그들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양측의 윤리적 기준이 되었

다. 즉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식의 의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류정현, 2007: 

89). 부모-자녀관계에서 독립성과 상호성의 높은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 한 큰 희생

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답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한다(임돈희, 자넬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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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자식의 의무는, 자녀가 건강관리와 스스로 돌보는 것에 실패한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도리가 된다(Mercier, Shelley, & Wall, 1997: 164). 이와 같이 가족은 규범적, 

윤리적 측면에서 연령통합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역시 가족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으로서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서

비스가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이 다 제공하지 못하는 보호와 부양의 서비스

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아동데이케어서비스, 노인데이케어서비스, 아동교육시설, 노

인여가시설 등과 같은 서비스가 가족을 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를 상으로 연령통합에 한 논의를 함께 전개해 가고

자 한다.

 

2)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현황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현황은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애정과 교환을 기반으로 가족 체계 내에서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배우며 사회화되면서 이것이 연령통합을 촉진시킨다.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에서 자원

교환은 흔하게 발생하며 자녀에 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비교적 일반

적인 것이다.

유럽에서 50세 이상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사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주고 받으며, 

3분의 2가 동거하지 않는 가족구성원과 기능적 지지를 교환한다(Kohli, Hank, & 

Künemund, 2009). 50세 이상 유럽 인구의 21%는 자녀들에게 재정적 이전을 제공

하고 3%만이 자녀로부터 재정적 이전을 받으며, 조부모의 46%가 손자 돌봄 등의 사회

적 지지를 자녀들에게 제공하 다(Albertini, Kohli, & Vogel, 2007). 이와 같이 부

모로부터 자녀로 향하는 자원 이전이 자녀에서 부모로 향하는 것보다 더욱 흔하고 일

반적이며 더 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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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적 이전 손자녀 돌봄 등의 사회적 지지

give receive give receive

50세 이상 21% 3% 46% 37%

구분
재정적 이전 시간적 이전

give receive give receive

50세 이상 80.3% 46.3% 24.7% 56.9%

구분 재정적 지원 집안일 도움 손자녀 돌봄

남(55-63세) 44.3% 33.1% 41.3%

여(55-63세) 39.2% 28.0% 46.6%

<표 4-2-1> 유럽 50세 ` 인구의 재정적 이전과 사회적 지지

출처: Albertini, Kohli, & Vogel, 2007

 

재정적 이전과 시간적 이전을 비교하면, 50세 이상의 46.3%가 자녀나 손자녀로부

터 재정적인 이전을, 56.9%가 시간적 이전을 받았던 반면, 이들 중 80.3%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재정적인 이전을 제공하고 24.7%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시간적 이전을 제

공하 다(Attias-Donfut, Ogg, & Wolff, 2005). 프랑스에서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다른 세 간 자원을 교환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Attias-Donfut, 2000). 즉, 

재정적 이전의 방향이 개 위 세 로부터 아래 세 로 흐르며, 시간 교환은 반 로 아

래 세 로부터 위 세  방향으로 이전된다.

<표 4-2-2> 유럽 50세 이상 인구의 재정적∙시간적 이전

출처: Attias-Donfut, Ogg, & Wolff, 2005

미국에서 55-63세 자녀가 있는 기혼남성의 44.3%가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33.1%가 집안일을 돕고, 41.3%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 55-63세 자녀가 있

는 기혼여성의 경우 39.2%가 재정적 지원을 주고 28.0%가 집안일 도움을, 46.6%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한다(Henretta, Grundy, & Harris, 2002). 이 연구는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3> 미국 55~63세 기혼 남녀의 자녀에 대한 지원

 출처: Henretta, Grundy, & Harri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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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미국 55~63세 기혼 남녀의 자녀에 대한 지원

출처: Henretta, Grundy, & Harris, 2002

 

한국의 경우 노인의 27%가 동거하는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74.6%가 재

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노인의 23.7%가 비

동거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는 동거자녀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노인의 93%가 비동거자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노인의 61.7%가 집안일이나 장보기 같은 도구적인 

지원을 자녀와 손자녀에게 제공하고 59.2%가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62.3%의 노인이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이는 노인이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노인과 비동거자녀의 경우, 도구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11.3%와 46.1%로 모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돌

봄을 주고받는 비율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인 지원의 

경우 노인 중 45.4%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 68.6%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3세  동거가족에 한 연구에서 59.8%의 

노인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64.8%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비동거자녀의 경우 노인이 주고받는 정서적인 

도움은 각각 61.4%, 70.0%로 동거자녀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 부모와 성

인 자녀 간의 상호호혜적 자원교환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노인이 노화하고 기능이 저하

되면서 성인자녀에 한 노인의 의존이 늘어난다(이수연 외,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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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적 부양 도구적 지원 수발 지원 정서적 지원

give receive give receive give receive give receive

동거자녀 27.0% 74.6% 61.7% 59.2% 27.9% 62.3% 59.8% 64.8%

비동거자녀 23.7% 93.0% 11.3% 46.1% 7.7% 49.2% 61.4% 70.2%

<표 4-2-4>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자녀의 자원 이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그림 4-2-2]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자녀의 자원 이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그림 4-2-3]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비동거자녀의 자원 이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가족 내에서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은 경제적, 도구적 자원에서만 아니라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교환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세 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족 내에서 

세 간 교육의 역이 중요할 수 있다. 가족 환경에서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상호적 사

회화를 촉진하게 되고, 젊은이는 문화적 유산과 역사를 알면서 성장하고 노인들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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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뒤떨어지지 않게 된다” (Hagestad & Uhlenberg, 2006). Mead(1970: 

Hagestad & Uhlenberg, 2006에서 재인용)는 조부모가 손자녀로부터 인터넷, 컴퓨

터, 스마트 장비 사용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같은 것을 배우고, 손자녀는 조부모로부터 

미래에 한 지속성과 희망을 인지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조부

모세 는 손자녀세 로부터 컴퓨터 등을 배우는 등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하 다(Uhlenberg, 2000). 이는 가족내 노인세 와 손자녀세 의 세 통합, 

곧 연령통합을 의미한다. 

한편, 핵가족, 이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 체계의 변화는 조부모

와 손자의 상호작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Bengtson(2001)은 이혼이 핵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확 가족의 방향으로 지지

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 다고 주장하 다. 성인자녀가 부모의 근처에 살면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임돈희, 자넬리, 2002; 정경희, 

2002). 반 로, 자녀양육을 돕는 것은 부모에 한 경제적인 보상의 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연령통합 현황은 요양원의 노인들이 어린이집에서 시간

을 보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Riley & Riley, 2000). 실버타운에 위치한 보육시설

의 아동들은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이러한 세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은 자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젊은 세 에게 

전달하고 아동은 노인에 한 정확한 정보와 예의범절을 배운다(유복임, 2004). 1990

년  요양원 내 세 간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다

(신은정, 김춘화, 이화일, 이칭찬, 2012). 임재택, 김윤호, 김경호(1996: 신은정 외, 

2012에서 재인용)가 보육시설 내 세 통합프로그램에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에

서 세 통합 프로그램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3차 포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177

제4절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기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간 상호작용은 노인과의 사적

인 교류 부족으로 인해 젊은 세 가 가지기 쉬운 연령에 한 고정관념과 노인에 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원 희, 2004). 학 부속 어린이집에서 학습

지도를 포함하는 세 통합 프로그램에 미취학아동이 참여하는 것이 미취학 아동의 노

인에 한 친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인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Dellman-Jenkins, 

Lambert, & Fruit, 1991). 또한 노인 자원봉사자가 강의 보충을 위한 과학 지도에 참

여할 때, 교실에 노인들이 있는 것 자체가 노인에 한 아동의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 다(Dunham & Casadonte, 2009). 세 통합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아동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노인에 한 고정관념을 감소시

키며, 관심이 늘어나는 이익을 얻는 등의 부분의 기존 연구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

다(Aday, McDuffie, & Sims, 1993; Aday, Sims, & Evans, 1991; Bales, Eklund, 

& Siffin, 2000; Cummings, Williams, & Ellis, 2004; Kassab & Vance, 1999).

둘째, 다양한 연령의 개인간 상호작용은 노인의 자부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에 기여할 수 있다. 호주의 조부모들은 조부모 역할에서 가장 좋은 점을 가족 발달과정

에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며, 사랑과 애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 다(Peterson, 

1999). 한국의 조부모는 한 방향으로 성인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손자녀 돌봄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배

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또

한 세 통합 프로그램은 노인에게도 이익을 준다. 혈육이 아닌 아동에 한 노인의 관

여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노인의 참여에 장려책을 늘리고 참여의 이점과 기회에 한 

노인의 인지를 높이며 참여하는 노인을 모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 통합 프로그

램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Uhlenberg, 2009). 세 통합 프로그램

은 노인이 삶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고 스스로 유용하다고 느끼게 하며 노화에 

한 태도를 개선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다(Aday, Sims, &Evan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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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nevy & Morrow-Howell, 2000). 또한 조사 응답자의 90%가 미래에 한 긍정

성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Wrenn, Merdinger, Parry, & Miller, 1991: 

Kinnevy & Morrow-Howell, 2000에서 재인용), 노인 학습지도자는 지도가 주는 이

점으로 사회화, 생산성, 기회이라고 보고하 다(Kinnevy & Morrow-Howell, 

2000). 

다음으로 사회적 수준에서 연령통합은 생애주기의 제도화를 완화시켜서 연령규범적 

행동이 다르게 규정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각자의 욕구와 선호에 맞게 교육, 

일, 은퇴, 여가의 시점에 한 생애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정경희, 

2004). 사회 구조의 연령통합적 모델은 일-가족 갈등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한 포괄

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Loscocco, 2000). 1990년  중

반부터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친족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략은 일-가

족 삶의 양립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선택되었으며, 고용 불안정과 임금 문제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가족 전략이 유연하고 수정된 확 가족으로 이어졌다(김혜경, 2007). 부모

세 의 지원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필요하며 이는 자

연스럽게 세 간 교환을 기반으로 한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으로 이어졌다.

 

2)  부정적 측면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부정적 가능성은 세 나 가치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세 의 측면에서 첫째, 다양한 연령 로 구성된 가족 내에서 세 간 가치나 

규범의 불일치와 실제 생활에서의 갈등이 세 간 갈등으로 발전한다(김지 , 2005). 

세 갈등은 노인의 기능 문제, 예를 들면 치매나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갈등, 부모-자

녀 관계로 인한 갈등, 재산 상속과 관련된 갈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세 간 상호호혜적 균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제 로 

인식하지 못 할 때 세  갈등이 발생한다. 세 간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실질

적 지원이 노인의 기 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녀나 손자녀가 조부모가 주는 도움의 

형태를 기꺼이 생각하지 않을 때, 가족은 세 갈등을 겪는다(이수연 외, 2010).

둘째, 자녀가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지원할 때,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

이 노인 지원의 1차적인 책임을 질 때, 가족구성원은 지원의 부담에 압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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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Naleppa & Reid, 2003: 박봉길, 2005에서 재인용), 지지로 인한 감정적인 부

담은 비애, 분노, 불안, 죄책감, 우울, 당황에 향을 주고 가족 역동에 변화를 준다

(Mellins, Blum, Boyd-Davis, & Gatz, 1993). 애정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가족 관

계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큰 책임감, 기 , 죄책감으로 인한 경제적∙감정적 

부담감을 야기하며 극단적인 경우 노인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수연 외, 2010).

셋째, 세 간 도움은 부분 여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Kohli, 

2004). 따라서 중년 여성은 이중으로 헌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4; Berthoud & Gershuny, 2000: Grundy & Henretta, 2006

에서 재인용). 즉, 이들을 “낀 세 ”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봐야 하

는 책임을 가졌지만 그들 자신이 늙었을 때 자녀들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세 이다. 

국의 기혼 노인의 38.5%와 미국의 기혼 노인의 36.1%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

움을 제공한다(Grundy & Henretta, 2006). 두 산업화 국가의 중년 여성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가족 내에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수연 외, 

2010). 게다가 여성은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쉽다. 남성과는 달리 여

성은 가족 내에서 노인의 1차적 돌봄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돌에 한 높은 부

담과 소진을 경험하며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다(주경자, 김귀분, 2008).

다음으로 가치적 측면에서, 노인돌봄의 가치는 변화하 고 연령통합의 필요성은 약

해졌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노인 부모를 모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인돌봄의 지원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조성남, 2006).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

이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급격히 감소하여 노인부모 부양에 한 의식

이 빠르게 변화하 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에 한 지원을 가족, 정부, 사회 함께 책임

져야 하다는 의견이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증가하 다(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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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부모 세 는 함께 살지 않아도 성인자녀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면, 자녀 세

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한다(임동희, 자넬리, 2002).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이

들은 개인이 자신의 노인기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인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질문에 하여 손자녀 세  중 자녀가 노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 세 에 비하여 낮았다(이수연 외, 2010). 부모와 

자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요소에 하여 조부모 세 는 잦은 연락/방문과 감정

적 친 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자녀 및 손자녀 세 는 잦은 연락/방문과 함께 도

구적인 교환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세 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잦은 연락/방문으로 생각하 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정서적인 친 감과 도구적

인 교환이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각 세 가 가진 다른 시각을 반 하는 

것이다. 조부모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본인들이 손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

며, 손자녀 돌봄에 한 의무감을 느끼는 조부모의 비율이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기

하는 성인 자녀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한 동기는 가족에 한 의무감인 반면, 젊은 세 는 그들의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한 책임감을 덜 느낀다(이수연 외, 2010).

반면, 성인자녀가 일을 하고 있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돌봄에 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인과 성인 자녀와의 갈등이 높게 나타난다(김미혜, 성기옥, 팽경

희, 최희진, 최소 , 2011). 해당 연구의 결과는 돌봄에 한 보상과 갈등의 관계를 사



[3차 포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181

회적 교환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보상 없는 돌봄으로 인한 조부모의 불만족이 성

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의 잠재적 요소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5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통합 현황을 살펴보았으

며, 이 현상이 긍정적인 것인지 또는 부정적인 것인지에 해 근거를 통해 논의해 보았

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생애주기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범주와 

연령규범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타당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 다(김경호, 2005).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마련된 연령분리적 사회구조에서 노년기는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

되어 여가를 즐기는 시기로 구분되었으며, 노인을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회에 순응하는 존재로 보고 사회활동에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가해졌다. 그

러나,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연령

통합의 개념이 등장하 다. 연령장벽이 없는 가족은 연령과는 무관한 사회(age-irrel-

evant society)제도로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어떤 활동이라도 할 수 있

는 이상적인 시스템의 사례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이러한 가족이 기반을 두고 있으

며, 가족이 다하지 못한 기능을 보조해 주고 있어 연령통합의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었

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은 제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가족과 지역사회내 연령통합의 현황을 주로 자원교환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에서 자원교환은 흔하게 발생하며 자녀에 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모두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재정은 위세 에서 아래로, 시간은  아래세

에서 위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등 방향은 다루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 

도구, 정서적 도움이외에도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교환도 가족과 지역사회내에서 빈번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의 교환은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연령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연령통합의 긍정적 측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젊은 세 가 노인세 에 해 가지

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과 노인세 의 자부심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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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의 사회화, 생산성, 기회 등이 증

가한다는 점에서 생산인구의 감소를 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

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생애주기의 제도화를 

완화하여 생애주기상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간 측면에서 보면 세 간 상호작

용속에서 가치나 규범의 불일치로 실제생활에서 세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다. 노인부양에 한 부담으로 부모-자녀세 갈등, 자녀세 간 갈등, 손자녀양육과 관

련된 노부모-성인자녀세 간 갈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양과 관련된 세 간 도

움이 주로 여성을 통해 제공됨으로 인해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진되며, 삶의 만

족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가치적 측면에서 노인돌봄에 한 

가족책임태도가 약화되면서 부모세 와 자녀세 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증폭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볼 때 가족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연령통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인 부양부담이나 양육을 둘러싼 세 간 갈등은 세 간 교류

의 증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간 교류의 증진은 세 간 이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세 간 이해증진과 세 간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갈등을 약화시키고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가족안에서는 규범에 의해 이러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현재도 그러

한 경향은 우리 가족제도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규범도 약화되고 있으므로 가족안에서 세 간 이해증진은 결국 이타주의 또는 애정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세 와 함께하는 가족의 강한 유 는 가족안에서의 연령

통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 내 세  간 이전은 자녀에 관한 

부모의 이타적 관심에 좌우되며 그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Kohli, 2004: 268; 

Cicirelli, 1993). 자녀들은 부모와 오랜 시간 함께할 때 부모를 자주 생각하고 만약 오

랜 시간동안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양육하

며 정서적 지원 또는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질병, 이혼, 실직과 같은 위기 시 도움

을 제공하는 것을 지속한다(Cicirelli, 1993: quoted in Mercier, Shelley, & Wall, 

1997: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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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족안에서 세 간 가족유 를 통해 나타난 연령통합은 확 된 사회에

서 연령분절 효과에 응하기 위한 주요한 기회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 역은 

연령간 관계, 다세 간 관계와 전환 안에서의 다른 사회제도와 구분되어 연령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Kohli, 2004: 267). 이러한 가족의 연령통합적 속성은 사회

제도에서도 연령통합적 속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통합

적 패러다임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원적 역할이 생의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역할과 과업을 생의 단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조명하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한 안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노인 개개인의 역량을 인정하는 연령통합

적 관점이 요구된다. 즉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고령인구에 한 선택적 친화력이 높

은 사회구성원리인 연령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정경희, 

2004).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 여부가 연령

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서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위가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 향후 연령통합을 위한 사회 구조,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유형에 해 구

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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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에 대한 토론문 1

 한국성서대학교 원영희 교수

   우리 사회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 연령통합 이슈가 부상되고 있다. 그

동안 노년학계에서는 문화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 전반에 한 고찰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적 차원

에서의 연령통합과 미디어와의 관련성을 고찰하 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연구자

의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에 관련 주장에 부분 동의하면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연령통합을 위한 몇 가지 사안을 첨언하면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저자는 한국사회는 문화적 연령통합 정도가 매우 낮으며 문화

적 이질성이 높은 편으로, 이러한 낮은 문화적 연령통합 현상은 연령 차이 뿐만 아니라 

코호트(cohort)간 문화적 이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 사회 세 의 연령차

이 뿐만 아니라 코호트간 문화 차이도 상당 부분 예상되는 바, 세 간 문화 차이에 

한 이질성 증 에 있어서 이의 향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향후 우리 사회 문화적 연령통합 정도 및 방향성이 어떠할지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의 젊은층이 노년기 진입 시 지금과 달리 코호트간 이질성이 줄어들 가능성

이 있는 바, 예를 들어, 정보기기 활용 등 정보매체 접근성이나 정보의 질 향상 등으로 

미래의 노년층 및 비노년층의 문화적 차이는 현재의 노년층과 비노년층 차이보다 줄어

들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을 위해 문화의 생애과정 각 단계 제시하는 삶의 시

간표 내지 문화적 각본이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 문화적 소외를 겪지 않고 문

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의 삶을 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년기를 

준비하는, 노년기를 향유하는 예기적 사회화 및 노후준비 내지 노후설계 교육 등이 필

요하다. 죽음준비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년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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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고 노년을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년기 삶이 존중되고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측면에서 고령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 사회에서 문화에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향이 상당하다. 매스미디어속 

현실과 다른 노인이미지는 문화적 타자로서의 노인을 형성하게 된다. 노인 삶의  형태

가 현실과 현격히 다르거나 과거에 회귀 내지 과거에 집착하여 중년의 연장선에서 지

키려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 타자화된 노년의 삶으로 상실감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에서 전달되는 내용이나 형식 등 연령통합적 관점 적용을 통해 연령통합 강

화 및 저해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매스미디어 고령친화 가이드라인 제시도 하

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연구자는 담론주체로서의 노년학을 인식하고 노년학이 성찰할 필요성이 있

음을 주장하 다. 그동안 학계나 정책 역에서 생산적 노화 내지 활동적 노화를 부각

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 이들 용어 및 의미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생산적  노화 내지 

활동적 노화라는 명칭은 ‘생산’ 내지 ‘활동’이 부각되어 문화적으로 제한된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ctve 해석시 ‘활동적 노화’로 이해하고 있으나 엄 히 

이야기하자면 ‘능동적 노화’의 의미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욕구의 편

차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에서 생산적 노화 내지 활동적 노화를 계속해서 부

각할 때 과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며 어떠한 향을 받

을까에 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며 노년에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소원하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산적 노

화 내지 활동적 노화가 이루어지는 않는 상황인 경우, 개인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 무

엇인가 부족한 자아를 발견할지 모른다. ‘active’ 노화는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약하거나, 장애 유무나 정도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 내지  활동적 노화의 호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확한 삶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각각의 삶이 

유의미함을 격려하는 적극적 노화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학계 전문가나 행

정 또는 정책 전문가들이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학문 역이나 정책 입안에서 노년에 

한 바람직한 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는 연령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일 수 있다. 우리 사회 연령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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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문화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노년기 인생 향유 및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연령통합적 관점이 곧 다가올 고령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새

로운 기제이자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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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에 대한 토론문 2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한정란 교수

정진웅 교수님의 깊이 있는 문화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연령차별, 특히 

미디어의 연령차별 방식과 담론, 그리고 향후 연령통합을 위한 시사점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 교수님도 지적하 듯 ‘돌진적 근 화’라고 할 만큼 급속한 변화를 경

험하 고, 그 과정에서 세  간의 극심한 차이와 문화적 이질화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들

을 경험하 습니다. 눈 떠보면 바뀌는 세상의 속도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병과 절묘하

게 맞아 떨어지면서 세상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낙오자 혹은 패배자의 낙

인을 붙 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해야 하고 또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

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쇠퇴를 겪게 되는 노

년들에게는 절 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문화적 주도권을 젊은이들

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와 같이 노년을 문화적으로 타자화시킨 주범으로 미디어를 지목하

습니다. 이 의견에 해 아마도 부분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에 해 아주 조심스럽게 반문을 제기해 

봅니다. 

과연 정말 정 교수님의 주장 로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가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향력이 절 적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겠지만, 향력이 크다는 것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미디어는 사회를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사회에 이

끌려 가는 면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창출하거나 확산

시키기보다는 현 세태를 반 하거나 중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사회의 일면만을 선택

적으로 확  조명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가 담당하는 주된 역할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즉, 미디어는 문화의 창조자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반 틀이라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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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본다면, 노년을 타자화하는 미디어나 노년을 촌스럽고 시 에 뒤떨어지고 모

자란 존재로 묘사하는 방식, 그리고 반 로 원한 청춘의 판타지 속에 노화에 한 패

배의식을 심어주는 미디어의 공상적 노년담론 이 모두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년에 한 이미지의 한 측면을 반 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호명이 노년에 한 편견을 만들어낸다는 정 교수님의 지적 역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호명에 따라 노년에 한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Polizzi와 Milikin(2002)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연령차별적인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흥미

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인에 한 태도 척도를 실시하 는데, 이 때 집

단을 셋으로 나눠 동일한 척도에 지시문만 달리하여 조사를 하 습니다. 첫 번째 집단

에게는 ‘old men'과 ’old women'에 해, 두 번째 집단에게는 ‘elderly men'과 

’elderly women''에 해, 그리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men 70~85 years of age'와 ‘women 70~85 years of age'에 해 각각 평가하도

록 하 습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집단에서 노인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첫 번

째 집단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해 연구

자들은 태도 척도나 지시문, 혹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동안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연

령차별적인 언어나 기술이 노인에 한 차별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후기 성인기의 사람들에 한 정확한 태도 측정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과정 동안의 연

령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은 삼가야 한다고 하 습니다. 

이에 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어떤 호명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에 한 

평가나 태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에 한 사회적 평가를 반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년에 한 호명 자체의 문제

보다는 사회에서 그 호명 위에 부여한 노년에 한 차별적인 문화나 가치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표는 역사를 통해 다른 기표로 바뀌기도 하지만, 기표는 그

로 둔 채 그 기표 속에 담긴 가치와 정서가 역사를 통해 변하기도 합니다. ‘노인’ 혹

은 ‘어르신’ 이라고 하는 기표 역시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안에 담긴 이미지나 의미는 시

에 따라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 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노년을 어

떻게 부르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일 것입니다.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지칭하더라도 노년에 한 부정적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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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포장만 바꾸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 간 공개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우

리 사회가 주목한 것은 그들 커플의 19살이라고 하는 ‘나이차이’가 아닌 ‘동성 간의 결

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년에 해서도 다른 특성들이나 다른 차이는 뒤로 

한 채 노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나이’나 ‘나이의 차이’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노

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편견인 듯합니다. 세 간의 개인들간의 수

많은 차이점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인 중에도 150센티미터도 채 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미터도 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2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을 지

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

럼 다른 세 , 다른 연령 에 위치한 개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령이나 세 에 해서만큼은 유독 시선의 날을 곤두세우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이런 경향성은 비교적 단일 민족, 단일 인

종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에서는 두드러지는 외적 특성이 피부나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깔보다 연령에 따른 노화정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그로 인하여 다름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lders of the tribe' 즉 경험의 지혜가 강조되던 전통사회에서

는 그러한 연령의 차이로 인한 다름이 존경으로 표출되었지만, 변화와 적응이 강조되

는 현 사회에서는 그 다름이 무시나 배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편견의 이유가 어떤 것이든 노년을 어떻게 호명하든, 미디어에서 노년을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상품화하든 그에 앞서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노년과 또 나

의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인 자신들조차도 노년의 

paradox 'ageless‘와 ’age-based category'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노인 취

급은 받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혜택 또한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러한 패러독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외되고 힘빠진 

노년은 타자시키고 나의 노년은 그와는 다르리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나’의 노년과 

‘그’의 노년을 일치시키는 것, 지금의 ‘젊은’ 나와 미래의 ‘늙은’ 나를 일치시키는 것, 

노화를 인정하고 노년의 바람직한 역할을 찾아 나서는 것, 더 확장시킨다면 모든 세

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연령통합의 사회를 만들

어나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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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는 우리 사회 연령차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비단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교

육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에 해 일방적으로 이미지를 가르치고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체험하고 노인과 더불어 경험하는 교육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미디어와 직장 등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노화

와 노년을 만나고 체험하며 함께 활동함으로써 노년에 해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으

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공동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연령

과 다양한 세 가 차별 없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고, 또한 그를 통해 노년에 한 편견과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노년을 개인차의 하나로 이해하는 문화가 형성되리라 기 하면서 부족한 토론을 가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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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에 대한 토론문 1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홍영란 선임연구위원

1.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세 통합 

○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산업화․민주화의 변화를 겪었으며,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

해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함

-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정치적 이념의 립 등 사회 내 갈등 요인이 발

생하 음

- 이와 더불어 1990년  후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계층 간 갈등과 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되었음

○ 그 결과,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무척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음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OECD 27개국과 비교 분석한 삼성경제연구소

(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 0.44를 상

회하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

가로 나타남. 그로 인해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1인당 GDP의 27%에 달하고 있

으므로 사회갈등 왼화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

음

○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완

화하고 효율적인 사회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하

는 것은 국가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시 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1990년  이후 지역갈등, 계급갈등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

의 하나로 세 갈등 논의가 부각됨. 다양한 사회집단 간 통합 중에서도,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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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특히 큰 것이 ‘세 통합’의 문제임

○ 어느 사회든지 일정 부분 세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

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세 갈등, 세 통합의 문제가 새삼 재조명되는 

것은 근래 들어 급속하게 전개되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무척 관련이 깊음

○ 세 통합과 공존을 요구하는 다(多)세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나 사

회 각 부문에 있어서 세 충돌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본 발표문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통합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 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세 통합 주제에 해 연구하고 있는 본 토론자에게 매우 의미있는 공부의 기회

가 되었음

2. 연령통합과 세 통합 

○ 발표문에서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일, 교육, 여가에서 구조적 연령장벽이 없는 상

태로, 이러한 제도들에의 진입과 탈퇴가 유연하며 모든 연령 에 열려있는 개념’

으로 정의하면서 ‘세 에는 이미 연령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령통

합과 세 통합의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

○ Mannheim으로 표되는 세  논의에서 세 (generation)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유사한 의식과 행

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함. 역사적 경험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서로 다른 세  간에 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차이에 근거하여 야기되는 갈등을 흔히 ‘세 갈등’이라고 규정

함. 세 통합에 해서도 뚜렷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으며 일차적

으로는 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적 의미로 사용

○ 연령통합이 ‘연령’이라는 명목적 범주를 중심으로 사회적 제반 제도의 진입과 탈

퇴에 있어서 구조적 연령장벽이 없는 상태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세 통합

은 연령을 비롯하여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사회체계의 측면에 걸친 사

회ㆍ문화적 변동의 관점에서 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감 를 형성하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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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즉, Mannheim의 논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시 출생 집단에 역사적 의식이라는 

조건을 더한 개념’이 ‘세 ’라면, ‘연령’은 이 중 ‘동시 출생 집단’에 보다 초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3.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논의 

○ 발표문에서 제시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의 현황, 연령통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한 논의에 있어서 주로 가족 내지 가정의 측면에 주된 논의가 집

중되어 있어 상 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논의가 다소 부족한 점에 아쉬

움이 있음

○ 가족 역은 연령 간 관계, 다세  간 관계와 전환 안에서 다른 사회 제도와 구분

되는 속성을 가진 공동사회의 전형이므로 가족 내에서의 연령통합적 속성을 사회 

일반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

에서의 연령통합 논의는 이를 연계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됨

○ 발표자도 결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생애주기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범주와 연령규범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타당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연령통합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라면, 보다 심도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연령통합 논의를 통해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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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에 대한 토론문 2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박지숭 수석연구원

 

저출산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가 급속

도로 진행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장수 사회로의 시 적 패러다임 변화를 경

험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준비는 취

약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의 향으로 연령에 기반

한 사고와 행동의 제약이 특히 심한 편인데, 우리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세  간 조화와 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으로 연령통합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시 적 사명이라고 하겠다. 정순둘 교수님의 발표문 ‘가족과 지

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은 가족과 지역사회 단위에서 연령통합의 양상을 고찰해서 국

가적 차원의 연령통합적 패러다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데 있다고 하 는데, 

토론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통합의 현황과 필요성을 논의함에 있어 연령통합의 개념적 정의에 한 합

의가 분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현황을 

정리하 는데 앞부분에서 설명한 연령통합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연령

통합의 현황은 가족 내 세 간 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고 가족간 교류 정도

에 머물고 있다. 가족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연령통합의 순기능과 시 적 패러다임 전

환에 부합할 수 있는 특징들을 찾기 위해서는 자원이전과 소통 이외에 여러 가지 연령

통합의 기능적 양상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예컨 ,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연령으로 인

한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시킬 경우 

가족 내 연령통합 현상이 제공하는 시사점들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연령통합 현황에 있어 가족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이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가족의 연령통합을 중심

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연령통합에 한 논의가 보충되면 좋겠다. 본고에

서 연령통합의 긍정적 측면을 주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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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 , 해외 선행연구에서 세 통합 프로그램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연령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하 는데, 연령에 따른 규범 문화가 강한 국내에서는 

이러한 세 통합 프로그램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연령차별을 극복하고 연령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5장  4차 고령사회 포럼

[주제발표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2]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

[토론문] 4차 포럼 토론문





주   제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좌   장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주제발표

발표1 :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발표2 :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

       - 김주현 (서울 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토론자
김상욱 (성균관 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명진 (고려 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주형 (퓨처모자이크연구소장)

4차 고령사회 포럼 <<5





[주제발표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제1절 들어가는말

급격한 고령화에 한 효과적인 응을 위해서는 노인을 정책 상자로 하는 노인복

지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다(이삼식 외, 

2010; 정경희, 2004). 즉 고령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향력은 다각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적절히 응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정책패러다임 변

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었고(김욱, 2002; 정경희 2001; 정경희 외, 2006a),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이 논의 되고 있다

(이상철 외, 2011; 정경희 외, 2006b; 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 

WHO,2007). 정책 패러다임으로서의 연령통합의 주요 특징은 연령이 진입장벽이 되

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연령통

합성은 그 사회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Riley & 

Riley,  2000). 연령통합적 사회와 척점에 있는 연령분절적인 사회는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령분절적 사회와 연령통합적 사회

가 이분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

리사회의 연령통합성 정도에 한 경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향후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

다. 

현재 고령화와 관련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논의가 담론수준에 머물고 있고

(정경희 2004; 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 경험적인 기반은 부족한 상

황이다. 현재 관련된 경험적 연구로는 우리사회의 노년기의 연령규범(이금룡, 2005; 

정기혜 외, 2012; 송기민. 최호 , 2010)이나 노인에 한 다양한 인구집단의 태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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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11; 원 희, 2004; 최성재, 2009; 한정란, 2003)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표적

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령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나 정책방안 모색

(이상철 외, 2011; 정경희 외 2006b)이나 세 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금룡, 2004; 한정란, 2002)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고령친화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지역별로 고령친화성을 높이려는 지

자체 단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이상철 외, 2011),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것도 사

실이다. WHO가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포괄적(inclusive)이며 

접근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8 역의 8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하여 고령친화적인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볼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령통합성과 고령친화성에 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화조사의 한계상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어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하여 제한된 항목 속에서 포괄적인 자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개발하

다.

제2절 조사개요

1. 조사개요 및 표본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화조사가 2013년 10월 18

일~10월 24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전화조사는  30 ~70 를 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결혼 후 가족에 한 부양부담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볼 때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 32.1세 여자 29.4세인 점을 감안하 고 80세 이상은 사회적 접촉이 급감

하고 전화조사에 응답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한 것이다.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인구통계(2013년)”

로, 2013년 9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표집틀로 사용하여 표본할당을 하 다. 표본은 

전국 16개 시도별 인구수 현황을 파악하는 1단계, 비율을 파악한 2단계, 모집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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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성, 연령별 표본수를 계산한 3단계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인구수와 표본

의 지역, 성, 연령별 분포는 <표5-1-2>와 <표5-1-3>과 같다. 

〈표 5-1-1〉 조사개요

조사 대상 만 30세 이상 ∼ 80세 미만 일반국민
조사지역 16개 시도별
표본수 총 1,000명
표본추출틀 주민등록인구통계 9월 기준
표본추출방법 지역 ․ 성 ․ 연령별 비례할당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RDD 전화조사(CATI)
조사 기간 2012년 10월 18일 ~ 10월 24일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서 최 허용오차 ±3.1%p
조사 기관 (주)현 리서치연구소 

〈표 5-1-2〉 전국 16개 시도별 연령군‧성별 인구수 분포 

지역
전체 30대 4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6,569,155 3,226,461 3,342,694 906,735 889,052 870,110 865,179
부산 2,334,215 1,139,034 1,195,181 268,766 258,921 288,016 293,183

구 1,586,789 768,193 818,596 186,554 189,227 221,781 227,597
인천 1,779,560 891,569 887,991 241,640 229,416 261,912 256,323
광주 878,054 428,367 449,687 119,596 119,749 127,682 127,807

전 930,761 458,995 471,766 125,219 124,975 133,950 133,589
울산 709,731 359,457 350,274 95,847 90,507 109,601 107,259
경기 7,496,513 3,755,935 3,740,578 1,043,424 1,021,925 1,154,240 1,102,953
강원 992,298 493,809 498,489 106,620 100,503 131,096 120,135
충북 984,917 492,347 492,570 119,490 111,576 134,727 125,440
충남 1,353,597 685,958 667,639 174,306 153,896 183,069 159,805
전북 1,180,961 585,019 595,942 132,586 122,753 156,168 142,368
전남 1,228,100 614,991 613,109 127,882 112,246 161,756 136,183
경북 1,749,617 868,667 880,950 195,814 179,231 226,910 206,277
경남 2,097,408 1,042,528 1,054,880 262,213 245,522 295,850 277,547
제주 360,234 180,236 179,998 43,960 41,617 54,291 49,799
전 국 32,231,9101 15,991,566 16,240,344 4,150,652 3,991,116 4,511,159 4,3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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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50대 60대 70대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768,081 816,901 441,321 480,624 240,214 290,938

부산 306,922 324,714 180,515 193,547 94,815 124,816

구 197,660 203,152 103,427 116,258 58,771 82,362

인천 230,308 220,577 103,459 105,896 54,250 75,779

광주 98,277 102,015 52,858 58,826 29,954 41,290

전 114,471 114,526 55,165 57,695 30,190 40,981

울산 95,576 89,155 40,863 39,170 17,570 24,183

경기 907,447 853,352 409,472 437,832 241,352 324,516

강원 131,627 127,838 71,392 78,474 53,074 71,539

충북 125,387 119,700 65,296 69,395 47,447 66,459

충남 162,727 153,098 93,779 100,200 72,077 100,640

전북 143,334 140,087 89,162 96,836 63,769 93,898

전남 149,837 139,828 99,148 107,642 76,368 117,210

경북 220,810 214,964 130,982 142,149 94,151 138,329

경남 264,532 254,561 136,835 147,592 83,098 129,658

제주 42,660 41,077 24,012 25,533 15,313 21,972

전 국 3,959,656 3,915,545 2,097,686 2,257,669 1,272,413 1,744,570 

〈표 5-1-3〉 표본의 지역, 성, 연령별 분포 

지역
전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04 100 104 28 28 27 27 24 25 14 15 7 9
부산 73 36 37 8 8 9 9 10 10 6 6 3 4

구 50 24 26 6 6 7 7 6 6 3 4 2 3
인천 55 28 27 8 7 8 8 7 7 3 3 2 2
광주 28 14 14 4 4 4 4 3 3 2 2 1 1

전 30 15 15 4 4 4 4 4 4 2 2 1 1
울산 22 11 11 3 3 3 3 3 3 1 1 1 1
경기 232 116 116 32 32 36 34 28 26 13 14 7 10
강원 30 15 15 3 3 4 4 4 4 2 2 2 2
충북 30 15 15 4 3 4 4 4 4 2 2 1 2
충남 42 21 21 5 5 6 5 5 5 3 3 2 3
전북 36 18 18 4 4 5 4 4 4 3 3 2 3
전남 37 19 18 4 3 5 4 5 4 3 3 2 4
경북 54 27 27 6 6 7 6 7 7 4 4 3 4
경남 66 32 34 8 8 9 9 8 8 4 5 3 4
제주 11 5 6 1 1 2 2 1 1 1 1 0 1
전 국 1,000 496 504 128 125 140 134 123 121 66 70 3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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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화조사의 경우, 가구 내의 유선전화를 두지 않고 휴 전화만 사용하거나, 유

선전화를 사용하더라도 114 DB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는 전화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제

외되어 왔다. 특히, 등재가구와 미등재가구 간 가구 구성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

타나, 조사 결과의 편향성이 우려된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가구가 표

집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화번호부(114 DB)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해 유선 전화번호를 RDD(Random Dight Dialing)를 통해 생성하 고, 이

러한 RDD전화번호를 통해 모든 유선전화 가구를 표집틀로 포함하게 되어, 기존 

114DB에 비해 표집틀의 Coverage가 확 되었다. 

무분별한 표본 체를 방지하기 위해 원표본과 체표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원표

본 조사 실패 사례 발생시 조사 시간 를 달리하여 최소 2회 이상 추가 컨택을 시도하

었다. 평일 조사시 상 적으로 주부의 응답비율이 높고, 화이트칼라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조사를 우선실시하고 불가피하게 주말조사를 수

행할 경우, 30~40  직장인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야간조사(18시∼21시)를 실시함

으로써 표본설계에 맞춘 조사가 가능하 다. 

 2. 조사내용

조사표의 구성은 <표 5-2-4>와 같다. 우리사회의 연령기준에 관한 설문과 부양의무

에 한 설문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연령기준과 부모와 자녀에 관한 부양규범을 비교하

고자 하 다. 두 번째로는 노인에 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에 관한 3개의 질문을 실시

하여 노인에 한 스트레오 타입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 다. 또한 우리사회의 노년

기의 연령규범을 파악하기 위한 4개의 질문을 하 다. 

다음으로는 우리사회의 연령 차별과 갈등 정도에 한 평가와 비노인층의 노인과의 

접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 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관한 질문이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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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우리사회의 연령기준
노인의 기준연령

일반적인 은퇴연령

우리사회의 노부모 및 
자녀에 한 부양의식

일반적으로 자녀가 노부모에 한 부양책임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한 책임

노인에 한 이미지

노인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노인은 젊은 세 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년기의 연령규범

70  노인이 재혼하는 것

70  노인이 일을 하는 것

70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

70  노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연령차별과 세 갈등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우하는 분위기 동의 정도

우리사회에 노인세 와 비노인세 간의 갈등 유무

노인세 와 비노인세 간의 갈등 발생 원인

노인과의 접촉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노인 유무

최근 1달간 가족 외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한다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답한다 

고령화 정책
노년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우선적 노력

노년기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우선적 노력

응답자의 제특성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소득

〈표 5-1-4〉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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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제특성

응답자 1,000명중  광역시 거주자가 46.2%, 도지역 거주자가 53.8%를 차지하고 있

으며, 남성이 49.6% 여성이 50.4%이다. 연령은 30 가 25.3%, 40  27.4%, 50 가 

24.4%, 60 가 13.6%, 70 가 9.3%이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자가 가장 많아 78.2%

이며 가주형태별로는 자녀독거가구가 67.7%이다. 

직업의 경우 41.0%가 화이트 칼라이며, 자 업이 24.5%, 기타가 15.6%, 무직이 

18.9%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칼라는 전문‧자유직(9.0%), 경 ‧관리직

(2.3%), 사무‧기술직(29.7%)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직업에는  판매‧ 업‧서비스직

(8.5%), 기능‧ 작업직(3.5%), 농업‧ 임업‧어업‧ 축산업 (3.0%)와 기타(0.6%)가 포함되어 

있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단위별로 파악하 는데,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2.4%

이며, 100만원 가 17.7%, 200만원 가 22.4%, 300만원 가 16.4%, 400만원  

14.1%, 500만원 이상이 1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을 연령군별로 나누어보면 연령 별로 결혼상태, 가구형태 및 

경제활동, 월가구소득의 수준 등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0

는 미혼이 48.6% 유배우가 51.4%의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40 와 50 에게서는 

유배우가 다수로 90% 를 보이고 있고 60 부터는 미혼은 전혀 없다. 

가구형태별로는 30 는 자녀동거 비율이 74.6%이며 1인가구도 14.3%에 달하고 

있는 반면 60 에 가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0  응답자가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생

활하는 단독가구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70 의 경우 동 비율이 80% 에 달

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30 는 화이트 갈라가 다수를, 50 에 가면 자 업이, 60  이상에

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비율이 제일 높다. 월평균소득의 경우도 30 에서는 

200만원 가 높고 40 와 50 에 있어서는 소득군별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60 에서는 양 극단의 소득군의 비율이 높고, 70 에서는  100만원 이하가 

6.4%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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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지역

  광역시 462 46.2

  도 538 53.8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

  30대 253 25.3

  40대 274 27.4

  50대 244 24.4

  60대 136 13.6

  70대  93  9.3

결혼상태

  미혼 150 15.0

  유배우 782 78.2

  이혼, 별거, 사별  68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71 67.7

  부부가구 221 22.3

  1인가구  99 10.0

직업

  화이트칼라  410 41.0

  자영업 245 24.5

  기타 직업 156 15.6

  무직 189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21 12.4

  100-200만원 미만 173 17.7

  200-300만원 미만 219 22.4

  300-400만원 미만 160 16.4

  400-500만원 미만 138 14.1

  500만원 이상 166 17.0

〈표 5-1-5〉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에 관한 전화조사 응답자의 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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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결혼상태

  미혼 15.0 48.6  8.0  2.0  0.0  0.0 

  유배우 78.2 51.4 90.5 94.3 84.6 63.4 

  이혼, 별거, 사별  6.8  0.0  1.5  3.7 15.4 36.6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7.7 74.6 88.5 69.2 43.4 20.4 

  부부가구 22.3 11.1  6.3 26.3 47.8 51.6 

  1인가구 10.0 14.3  5.2  4.6  8.8 28.0 

직업

  화이트칼라  41.0 72.7 49.3 29.5 11.8  3.2 

  자영업 24.5 12.3 29.6 36.9 27.2  6.5 

  기타 직업 15.6 10.3 14.6 17.6 17.6 24.7 

  무직 18.9  4.7  6.6 16.0 43.4 65.6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2.4  0.8  2.2  8.9 26.9 61.5 

  100-200만원 미만 17.7 18.1 13.4 14.9 28.4 20.9 

  200-300만원 미만 22.4 30.2 21.9 21.7 17.2 12.1 

  300-400만원 미만 16.4 18.5 22.7 16.6  9.0  2.2 

  400-500만원 미만 14.1 15.7 18.2 17.9  4.5  2.2 

  500만원 이상 17.0 16.5 21.6 20.0 14.2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0) ( 253) ( 274) ( 244) ( 136) (  93)

〈표 5-1-6〉 연령군별 제특성

(단위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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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회화된 역할의 진입과 퇴

출, 일정 삶의 단계를 규정하는 연령기준이다. 우리사회에서의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에 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연

령은 70~74세로 53.0%에 달하며 다음이 65~69세로 28.1%이다. 반면 60~64세라는 

응답도 8.8%이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2.7%이다.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

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 적으로 높은 연령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광역시 거주자가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이 상 적으로 높아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62.5%로 도지역의 58.5%보다 높다. 또

한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광역시가 3.7%로 도지역의 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성별로는 남자에게서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63.1%로 여자의 57.8%보다 훨씬 

높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30 는 54.2%, 40 는 62.3%, 50

는 59.0%, 60 는 61.8%, 70 는 74.2%이다. 즉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

이 높을수록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70 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율도 70 는 5.4%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매우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에 비하여 기혼자에게서 비교적 높은 연령기준

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가구형태별로는 자녀가구의 경우가 70세 미만을 노인

을 규정하는 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 70  이상이라는 응답이 높은데, 이는 연령이 높은 경우 무

직인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월평균소득별로 비교해보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노인으로 보는 연령기준이 높은 편이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율이 7.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70  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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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나이와 
상관없다

계 (명)

전체  8.8 28.1 53.0 4.6 2.8 2.7 100.0 (1,000)

지역

  광역시  8.0 25.8 55.6 4.1 2.8 3.7 100.0 ( 462)

  도  9.5 30.1 50.7 5.0 2.8 1.9 100.0 ( 538)

성별  

  남성  7.5 26.4 54.2 6.3 2.6 3.0 100.0 ( 496)

  여성 10.1 29.8 51.8 3.0 3.0 2.4 100.0 ( 504)

연령

  30대 12.6 31.2 48.6 3.6 2.0 2.0 100.0 ( 253)

  40대  9.1 27.0 52.6 6.9 2.6 1.8 100.0 ( 274)

  50대  7.4 30.7 52.0 3.7 3.3 2.9 100.0 ( 244)

  60대  7.4 27.2 57.4 0.7 3.7 3.7 100.0 ( 136)

  70대  3.2 17.2 62.4 8.6 3.2 5.4 100.0 (  93)

결혼상태

  미혼 16.7 26.7 46.0 5.3 3.3 2.0 100.0 ( 150)

  유배우  7.3 28.6 54.6 4.1 2.7 2.7 100.0 ( 782)

  이혼, 별거, 사별  8.8 25.0 50.0 8.8 2.9 4.4 100.0 (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9.1 29.5 53.4 3.9 2.1 2.1 100.0 ( 671)

  부부가구  5.9 28.5 55.2 4.1 3.2 3.2 100.0 ( 221)

  1인가구 14.1 17.2 49.5 8.1 6.1 5.1 100.0 (  99)

직업

  화이트칼라   9.8 28.0 52.0 5.4 2.7 2.2 100.0 ( 410)

  자영업 10.2 29.4 50.6 4.9 2.0 2.9 100.0 ( 245)

  기타 직업  7.1 27.6 53.8 4.5 5.1 1.9 100.0 ( 156)

  무직  6.3 27.0 57.7 2.6 2.1 4.2 100.0 (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8.3 26.4 54.5 3.3 0.0　 7.4 100.0 ( 121)

  100-200만원 미만 10.4 39.3 42.2 4.6 2.9 0.6 100.0 ( 173)

  200-300만원 미만 11.9 22.8 57.1 4.1 1.4 2.7 100.0 ( 219)

  300-400만원 미만  5.0 29.4 58.1 4.4 1.3 1.9 100.0 ( 160)

  400-500만원 미만  8.0 26.1 52.2 7.2 5.8 0.7 100.0 ( 138)

  500만원 이상  8.4 25.9 56.0 4.2 1.8 3.6 100.0 ( 166)

〈표 5-1-7〉 응답자 특성별 노인 기준연령 인식   

(단위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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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퇴연령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65~69세가 4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60~64세로 30.7%이다. 앞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과 연계하여 보면, 70세 이전

까지는 일을 하고 70  이후에 퇴직 한 삶을 위하는 것을 노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은퇴연령 역시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이 8.1%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에 하여 나이와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2.7%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광역시에 비하여 도지역에서 은퇴연령을 낮게 생각하는 경

향이 있어 64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34.4%로 도지역의 26.4%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

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64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아 32.7%이다. 이러한 지역 및 

성별 차이는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서 70 의 경우 12.9%에 달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에게서 6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고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한편 가구형태별 차이는 거의 없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화이트 칼라나 자 업자에게서 6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

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65세 이상을 은퇴연

령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은퇴연령의 노인의 기준연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나이와 상관없다는 생

각을 가진 응답자의 48.1%는 은퇴도 나이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65~69세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연령기준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51.2%는 34.5%가 60~64세, 51.2%가 65~69세군을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다. 또한 

70~74세 군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약 90% 가 74세 이

하를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고, 75~79세로 응답한 경우 또한 이러한 현상은 유사하다. 

이는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까지는 은퇴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즉 은퇴를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을 갖고 있더라도 나이와 상관없

다는 응답도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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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나이와 
상관없다

계 (명)

전체 30.7 46.5 12.8 1.1 0.8  8.1 100.0 (1,000)

지역

  광역시 26.4 48.1 15.2 0.6 1.1  8.7 100.0 ( 462)

  도 34.4 45.2 10.8 1.5 0.6  7.6 100.0 ( 538)

성별 

  남성 28.6 45.4 16.7 0.8 0.8  7.7 100.0 ( 496)

  여성 32.7 47.6 8.9 1.4 0.8  8.5 100.0 ( 504)

연령

  30대 28.1 49.4 14.6 0.4 0.8  6.7 100.0 ( 253)

  40대 33.2 46.4 10.6 0.4 1.1  8.4 100.0 ( 274)

  50대 33.2 47.5 11.5 1.6 0.4  5.7 100.0 ( 244)

  60대 28.7 44.9 13.2 0.7 1.5 11.0 100.0 ( 136)

  70대 26.9 38.7 17.2 4.3 0.0 12.9 100.0 (  93)

결혼상태

  미혼 34.0 42.7 15.3 0.7 1.3  6.0 100.0 ( 150)

  유배우 30.3 47.4 12.5 0.9 0.6  8.2 100.0 ( 782)

  이혼, 별거, 사별 27.9 44.1 10.3 4.4 1.5 11.8 100.0 (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30.7 49.0 11.3 0.3 0.7  7.9 100.0 ( 671)

  부부가구 30.8 42.1 16.3 2.3 0.0　  8.6 100.0 ( 221)

  1인가구 30.3 40.4 13.1 4.0 3.0  9.1 100.0 (  99)

직업

  화이트칼라  32.9 45.6 13.7 0.5 1.2  6.1 100.0 ( 410)

  자영업 30.2 48.2 12.2 0.8 0.8  7.8 100.0 ( 245)

  기타 직업 28.2 44.9 17.3 1.9 0.0  7.7 100.0 ( 156)

  무직 28.6 47.6 7.9 2.1 0.5 13.2 100.0 (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6.4 43.0 10.7 4.1 0.8 14.9 100.0 ( 121)

  100-200만원 미만 30.6 48.0 11.6 1.7 1.2  6.9 100.0 ( 173)

  200-300만원 미만 30.6 49.3 12.8 0.5 0.0　  6.8 100.0 ( 219)

  300-400만원 미만 28.1 48.1 13.8 0.0　 0.0 10.0 100.0 ( 160)

  400-500만원 미만 34.8 48.6 10.1 0.0 2.2  4.3 100.0 ( 138)

  500만원 이상 33.1 43.4 15.7 1.2 1.2  5.4 100.0 ( 166)

〈표 5-1-8〉 응답자 특성별 일반적인 은퇴연령 인식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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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연령
노인 기준연령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나이와 
상관없다

계 (명)

전체 30.7 46.5 12.8 1.1 0.8  8.1 100.0 (1,000)

60-64세 54.5 28.4 6.8 2.3 0.0 8.0 100.0 (   88)

65-69세 34.5 51.2 7.1 0.4 0.0 6.8 100.0 (  281)

70-74세 26.8 49.8 14.5 0.9 0.8 7.2 100.0 (  530)

75-79세 23.9 39.1 28.3 2.2 2.2 4.3 100.0 (   46)

80세 이상 14.3 32.1 32.1 3.6 10.7 7.1 100.0 (   28)

나이와 상관없다 18.5 18.5 11.1 3.7 0.0 48.1 100.0 (   27)

〈표 5-1-9〉 노인 기준연령과 은퇴연령

3. 부양의식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양에 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자신의 노후준

비와 함께 노부모 부양 및 자녀 부양의 중복부담을 경험하는 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 에 한 사회적 관심

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노부모에 한 부양과 관련하여 50.1%는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

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3.3%는 자녀와 비

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7%는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약 80%는 자녀가 노부모의 경제적 

안정에 한 기본적인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노부모의 경

제적 안정은 자녀의 책임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노부모 본인이나 공적 연금 등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광역시에서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도지역에서는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이 상 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

에게서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는 응답

이 높은 편이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50  이상에게서 자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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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20%를 넘고 있다. 반면 30 와 40 에게서는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상 적으로 높은 편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는 응답이 높은데 이는 이들 미혼이 연령 가 낮은편인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

다. 자녀동거가구인 경우에도 경제적 부양이 자녀의 책임은 아니라는 응답이 20.3%에 

달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화이트 칼라의 경우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28.8%로 높은 편이다. 또한 소득수준의 경우 자녀의 책임이 

없다는 응답율과는 U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녀에 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업을 마칠 때 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33.7%이며 다음이 결혼할 때까지로 26.9%이며, 직장이 생길 때까지가 20.1%이다. 

성년이 되는 20세까지라는 응답은 15.0%이다.

지역별로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도지역에서 높고, 광역시에서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결혼할 때까지

라는 응답이 여자에 비하여 높다. 

연령군별로는 30 의 경우 성년이 되는 20세까지라는 응답이 30.4%로  타 연령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50  이상에서는 직장이 생길 때까지와 결혼할떄까지라는 

응답이 높아 자녀에 한 부양의 기간을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 때까지로 생

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미혼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율이 높고 이혼‧
별거‧사별의 경우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율이 높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직장이 생길때까지

라는 응답이 높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율이, 무직의 경

우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율이 높다.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군에서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노부모에 한 경제적 부양에 비하여 자녀에 한 부양의무에 한 의견의 다양성이 

크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상 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노부모의 부양

에 하여 최소한 빈곤으로부터는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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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의 부양에 해서는 그 시기에 하여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30

에서 자녀의 부양은 성인이 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아 급격히 자녀의 부양에 한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50 는 노부모의 부양에 한 책임과 더

불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자신의 노후준비와 

함께 주관적으로 느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부모에 한 부양책임과 자녀에 한 부양책임, 즉 존속과 비속에 한 부

양책임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부모 부양에 한 자녀의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33.0%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32.1%는 학업을 마칠때까지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부양에 

한 가족책임을 언급한 응답자의 34.3%는 학업을 마칠때까지로, 25.9%는 결혼할 때

까지, 21.2%는 직장이 생길때까지로 응답하고 있다. 즉 부모의 부양에 한 자녀의 책

임에 하여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녀에 한 부양책임에 해서는 모두 학업

을 마칠때까지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녀에 한 부양 시

점에 하여 비교적 다양한 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부모의 부양에 

해서는 공적인 책임과 자녀의 책임에 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자녀에 

한 부양의 경우는 서구와는 달리 성년이 지나서도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을 통하여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는 부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식을 공유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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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책임이 

없다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계 (명)

전체 20.9 50.1 23.3 5.7 100.0 (1,000)

지역

  광역시 19.7 50.2 25.8 4.3 100.0 ( 462)

  도 21.9 50.0 21.2 6.9 100.0 ( 538)

성별 

  남성 21.6 47.6 24.2 6.7 100.0 ( 496)

  여성 20.2 52.6 22.4 4.8 100.0 ( 504)

연령

  30대  7.1 48.2 37.5 7.1 100.0 ( 253)

  40대 21.5 50.7 21.2 6.6 100.0 ( 274)

  50대 27.9 50.4 16.0 5.7 100.0 ( 244)

  60대 27.9 52.9 16.9 2.2 100.0 ( 136)

  70대 28.0 48.4 19.4 4.3 100.0 (  93)

결혼상태

  미혼  3.3 49.3 42.0 5.3 100.0 ( 150)

  유배우 23.9 50.0 20.2 5.9 100.0 ( 782)

  이혼, 별거, 사별 25.0 52.9 17.6 4.4 100.0 (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20.3 49.6 25.0 5.1 100.0 ( 671)

  부부가구 26.7 49.3 16.7 7.2 100.0 ( 221)

  1인가구 13.1 52.5 28.3 6.1 100.0 (  99)

직업

  화이트칼라  15.4 49.3 28.8 6.6 100.0 ( 410)

  자영업 25.7 48.6 19.2 6.5 100.0 ( 245)

  기타 직업 25.0 49.4 20.5 5.1 100.0 ( 156)

  무직 23.3 54.5 19.0 3.2 100.0 (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0.7 56.2 19.8 3.3 100.0 ( 121)

  100-200만원 미만 27.7 43.4 23.7 5.2 100.0 ( 173)

  200-300만원 미만 16.4 54.8 23.7 5.0 100.0 ( 219)

  300-400만원 미만 15.6 50.6 28.8 5.0 100.0 ( 160)

  400-500만원 미만 21.0 47.8 22.5 8.7 100.0 ( 138)

  500만원 이상 24.1 50.6 19.3 6.0 100.0 ( 166)

〈표 5-1-10〉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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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

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시까

지

집을 
마련할 
때까지

평생 
계속

형편에 
따라

계 (명)

전체 15.0 33.7 20.1 26.9 0.8 2.4 0.7 0.4 100.0 (1,000)

지역

  광역시 16.2 34.8 22.3 22.9 1.1 1.3 1.3 0.0　 100.0 ( 462)

  도 13.9 32.7 18.2 30.3 0.6 3.3 0.2 0.7 100.0 ( 538)

성별 

  남성 15.7 32.5 18.5 28.8 0.6 3.2 0.4 0.2 100.0 ( 496)

  여성 14.3 34.9 21.6 25.0 1.0 1.6 1.0 0.6 100.0 ( 504)

연령

  30대 30.4 38.3 14.6 14.6 1.2 0.4 0.4 0.0　 100.0 ( 253)

  40대 18.6 42.0 17.5 19.3 0.4 2.2 0.0　 0.0　 100.0 ( 274)

  50대  4.9 34.8 26.2 30.3 0.4 2.5 0.8 0.0　 100.0 ( 244)

  60대  5.1 22.8 22.1 41.2 0.7 5.1 2.2 0.7 100.0 ( 136)

  70대  3.2  9.7 23.7 52.7 2.2 4.3 1.1 3.2 100.0 (  93)

결혼상태

  미혼 32.0 38.0 18.7 10.0 0.7 0.7 0.0　 0.0　 100.0 ( 150)

  유배우 12.7 33.8 20.5 28.8 0.8 2.8 0.5 0.3 100.0 ( 782)

  이혼, 별거, 사별  4.4 23.5 19.1 42.6 1.5 1.5 4.4 2.9 100.0 (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6.4 37.0 19.2 23.8 1.0 1.9 0.6 0.0　 100.0 ( 671)

  부부가구  7.2 24.9 23.5 38.5 0.5 4.1 0.5 0.9 100.0 ( 221)

  1인가구 23.2 29.3 18.2 23.2 0.0　 2.0 2.0 2.0 100.0 (  99)

직업

  화이트칼라  22.9 38.8 17.3 18.8 0.5 1.5 0.2 0.0　 100.0 ( 410)

  자영업 10.2 38.8 22.9 24.5 1.2 1.6 0.4 0.4 100.0 ( 245)

  기타 직업 12.2 26.9 22.4 33.3 0.0　 4.5 0.6 0.0　 100.0 ( 156)

  무직  6.3 21.7 20.6 42.3 1.6 3.7 2.1 1.6 100.0 (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1 19.0 24.0 47.1 0.8 2.5 0.8 1.7 100.0 ( 121)

  100-200만원 미만 18.5 30.6 18.5 27.7 1.2 2.3 1.2 0.0 100.0 ( 173)

  200-300만원 미만 11.9 36.1 22.4 23.7 0.5 5.0 0.5 0.0 100.0 ( 219)

  300-400만원 미만 20.6 38.1 20.0 20.0 0.0 0.6 0.6 0.0 100.0 ( 160)

  400-500만원 미만 12.3 43.5 16.7 24.6 1.4 0.7 0.7 0.0 100.0 ( 138)

  500만원 이상 18.1 34.3 18.7 24.1 1.2 2.4 0.6 0.6 100.0 ( 166)

〈표 5-1-11〉 응답자 특성별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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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성년이 
되는 

만20세
까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시
까지

집을 
마련할 
때까지

평생 
계속

형편에 
따라

계 (명)

전체 15.0 33.7 20.1 26.9 0.8 2.4 0.7 0.4 100.0 (1,000)

전혀 책임이 없다 13.4 32.1 15.3 33.0 1.9 2.9 1.0 0.5 100.0 (  209)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5.2 34.3 21.2 25.9 0.6 1.8 0.8 0.2 100.0 (  501)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4.6 35.2 21.5 24.9 0.4 2.1 0.4 0.9 100.0 (  233)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1.1 28.1 22.8 21.1 0.0 7.0 0.0 0.0 100.0 (   57)

 〈표 5-1-12〉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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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에 대한 관점

가.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령차별적인 사회일수록 노인에 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우리사회의 노인에 한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

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라는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것과 둘째 ‘노인은 집

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가족 의 세 간 통합에의 기여

와 같은 노인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한 질문을 하 다. 이에 더하여 노인은 젊은세 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고 하는 연령군간 공유에 한 질문을 하 다.

첫 번째 질문인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86.9%이며 4점 만

점에 3.1점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인 가족내 기여에 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

이 85.9%이며 평균점수 3.1점으로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과거 

경험의 공유와 관련해서는 79.0%가 노인은 젊은 세 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2.92점이다. 즉 경험의 공유에 해서는 노인의 사회

적 기여에 한 생각보다는 동의율이 낮은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 기여가능성에 해서는 도지역에 비해서는 광역시에서, 여자에 비해

서는 남자가, 연령이 낮은 군에서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이 높기는 하지만 제특성별 차이

가 그리 크지는 않다. 노인의 가족에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역, 성별 차이

는 유사하지만 연령군별 차이에서는 반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여에 

해서는 젊은층이 좀 더 긍정적이지만 가족내 역할에 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미혼보다는 기혼자에게서 긍정적인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노인과 젊은세 의 다양한 과거 경험공유에 해서는 연령과는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저소득 및 고소득층에서 동

의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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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체 1.8 11.3 62.0 24.9 13.1 86.9 100.0 (1,000) 3.10 0.65  

지역

  광역시 2.4  8.9 63.2 25.5 11.3 88.7 100.0 ( 462) 3.12 0.65  

  도 1.3 13.4 61.0 24.3 14.7 85.3 100.0 ( 538) 3.08 0.65  

성별 

  남성 2.4 10.7 57.3 29.6 13.1 86.9 100.0 ( 496) 3.14 0.69  

  여성 1.2 11.9 66.7 20.2 13.1 86.9 100.0 ( 504) 3.06 0.61  

연령

  30대 2.0  9.1 63.2 25.7 11.1 88.9 100.0 ( 253) 3.13 0.64  

  40대 1.8 10.6 62.4 25.2 12.4 87.6 100.0 ( 274) 3.11 0.65  

  50대 1.6 11.1 58.6 28.7 12.7 87.3 100.0 ( 244) 3.14 0.67  

  60대 1.5 16.2 61.0 21.3 17.6 82.4 100.0 ( 136) 3.02 0.66  

  70대 2.2 12.9 67.7 17.2 15.1 84.9 100.0 (  93) 3.00 0.63  

결혼상태

  미혼 2.0  8.7 60.7 28.7 10.7 89.3 100.0 ( 150) 3.16 0.66  

  유배우 1.8 11.3 62.4 24.6 13.0 87.0 100.0 ( 782) 3.10 0.65  

  이혼, 별거, 사별 1.5 17.6 60.3 20.6 19.1 80.9 100.0 (  68) 3.00 0.67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3 11.5 62.7 24.4 12.8 87.2 100.0 ( 671) 3.10 0.63  

  부부가구 2.7  8.1 62.9 26.2 10.9 89.1 100.0 ( 221) 3.13 0.66  

  1인가구 3.0 14.1 56.6 26.3 17.2 82.8 100.0 (  99) 3.06 0.73  

직업

  화이트칼라  2.4 10.5 60.7 26.3 12.9 87.1 100.0 ( 410) 3.11 0.67  

  자영업 1.2 12.2 57.6 29.0 13.5 86.5 100.0 ( 245) 3.14 0.67  

  기타 직업 1.3  9.0 66.7 23.1 10.3 89.7 100.0 ( 156) 3.12 0.60  

  무직 1.6 13.8 66.7 18.0 15.3 84.7 100.0 ( 189) 3.01 0.6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7 19.0 59.5 19.8 20.7 79.3 100.0 ( 121) 2.98 0.68  

  100-200만원 미만 2.3 12.7 63.6 21.4 15.0 85.0 100.0 ( 173) 3.04 0.66  

  200-300만원 미만 1.4  6.8 61.6 30.1  8.2 91.8 100.0 ( 219) 3.21 0.62  

  300-400만원 미만 1.3 15.0 66.3 17.5 16.3 83.8 100.0 ( 160) 3.00 0.61  

  400-500만원 미만 1.4  8.0 63.8 26.8  9.4 90.6 100.0 ( 138) 3.16 0.62  

  500만원 이상 2.4  8.4 57.2 31.9 10.8 89.2 100.0 ( 166) 3.19 0.68  

〈표 5-1-13〉 응답자 특성별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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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체 1.5 12.6 60.6 25.3 14.1 85.9 100.0 (1,000) 3.10 0.66  

지역

  광역시 1.1 12.3 61.5 25.1 13.4 86.6 100.0 ( 462) 3.11 0.64  

  도 1.9 12.8 59.9 25.5 14.7 85.3 100.0 ( 538) 3.09 0.67  

성별 

  남성 1.6 11.3 56.3 30.8 12.9 87.1 100.0 ( 496) 3.16 0.68  

  여성 1.4 13.9 64.9 19.8 15.3 84.7 100.0 ( 504) 3.03 0.63  

연령

  30대 0.8 13.4 62.8 22.9 14.2 85.8 100.0 ( 253) 3.08 0.62  

  40대 2.2 12.4 62.0 23.4 14.6 85.4 100.0 ( 274) 3.07 0.67  

  50대 1.6 14.3 57.0 27.0 16.0 84.0 100.0 ( 244) 3.09 0.69  

  60대 1.5 11.8 60.3 26.5 13.2 86.8 100.0 ( 136) 3.12 0.66  

  70대 1.1 7.5 60.2 31.2  8.6 91.4 100.0 (  93) 3.22 0.62  

결혼상태

  미혼 0.7 14.0 62.0 23.3 14.7 85.3 100.0 ( 150) 3.08 0.63  

  유배우 1.8 12.5 59.7 26.0 14.3 85.7 100.0 ( 782) 3.10 0.67  

  이혼, 별거, 사별 0.0 10.3 67.6 22.1 10.3 89.7 100.0 (  68) 3.12 0.56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5 12.8 61.0 24.7 14.3 85.7 100.0 ( 671) 3.09 0.65  

  부부가구 2.3 10.4 62.0 25.3 12.7 87.3 100.0 ( 221) 3.10 0.66  

  1인가구 0.0　 14.1 57.6 28.3 14.1 85.9 100.0 (  99) 3.14 0.64  

직업

  화이트칼라  1.5 12.7 62.4 23.4 14.1 85.9 100.0 ( 410) 3.08 0.64  

  자영업 2.0 12.7 58.0 27.3 14.7 85.3 100.0 ( 245) 3.11 0.69  

  기타 직업 1.9 14.1 59.0 25.0 16.0 84.0 100.0 ( 156) 3.07 0.68  

  무직 0.5 11.1 61.4 27.0 11.6 88.4 100.0 ( 189) 3.15 0.6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0.8 11.6 62.0 25.6 12.4 87.6 100.0 ( 121) 3.12 0.63  

  100-200만원 미만 1.7 13.3 61.3 23.7 15.0 85.0 100.0 ( 173) 3.07 0.66  

  200-300만원 미만 1.4 12.8 57.5 28.3 14.2 85.8 100.0 ( 219) 3.13 0.67  

  300-400만원 미만 0.6 11.9 63.1 24.4 12.5 87.5 100.0 ( 160) 3.11 0.61  

  400-500만원 미만 3.6 12.3 62.3 21.7 15.9 84.1 100.0 ( 138) 3.02 0.70  

  500만원 이상 0.6 13.3 59.6 26.5 13.9 86.1 100.0 ( 166) 3.12 0.64  

〈표 5-1-14〉 응답자 특성별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 명)



[4차 포럼]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227

구분

노인은 젊은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

3항목 
종합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
한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함

전체 2.5 18.5 63.5 15.5 21.0 79.0 100.0 (1,000) 2.92 0.66 9.12 

지역

  광역시 2.8 16.9 63.9 16.5 19.7 80.3 100.0 ( 462) 2.94 0.67 9.16 

  도 2.2 19.9 63.2 14.7 22.1 77.9 100.0 ( 538) 2.90 0.65 9.08 

성별 

  남성 2.6 18.1 60.9 18.3 20.8 79.2 100.0 ( 496) 2.95 0.68 9.25 

  여성 2.4 18.8 66.1 12.7 21.2 78.8 100.0 ( 504) 2.89 0.63 8.98 

연령

  30대 2.0 19.0 64.0 15.0 20.9 79.1 100.0 ( 253) 2.92 0.64 9.13 

  40대 2.9 20.1 60.6 16.4 23.0 77.0 100.0 ( 274) 2.91 0.69 9.08 

  50대 2.0 18.9 60.7 18.4 20.9 79.1 100.0 ( 244) 2.95 0.67 9.19 

  60대 4.4 12.5 70.6 12.5 16.9 83.1 100.0 ( 136) 2.91 0.65 9.05 

  70대 1.1 20.4 67.7 10.8 21.5 78.5 100.0 (  93) 2.88 0.59 9.10 

결혼상태

  미혼 2.7 22.7 60.0 14.7 25.3 74.7 100.0 ( 150) 2.87 0.68 9.11 

  유배우 2.0 17.8 63.9 16.2 19.8 80.2 100.0 ( 782) 2.94 0.65 9.14 

  이혼, 별거, 사별 7.4 17.6 66.2 8.8 25.0 75.0 100.0 (  68) 2.76 0.71 8.8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2.8 19.1 62.1 15.9 21.9 78.1 100.0 ( 671) 2.91 0.68 9.10 

  부부가구 0.9 15.4 67.4 16.3 16.3 83.7 100.0 ( 221) 2.99 0.60 9.22 

  1인가구 4.0 21.2 63.6 11.1 25.3 74.7 100.0 (  99) 2.82 0.68 9.02 

직업

  화이트칼라  2.4 20.7 61.0 15.9 23.2 76.8 100.0 ( 410) 2.90 0.67 9.09 

  자영업 3.3 17.6 64.5 14.7 20.8 79.2 100.0 ( 245) 2.91 0.67 9.16 

  기타 직업 1.9 15.4 67.9 14.7 17.3 82.7 100.0 ( 156) 2.96 0.62 9.14 

  무직 2.1 17.5 64.0 16.4 19.6 80.4 100.0 ( 189) 2.95 0.65 9.11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1 22.3 60.3 13.2 26.4 73.6 100.0 ( 121) 2.83 0.70 8.93 

  100-200만원 미만 1.2 18.5 65.3 15.0 19.7 80.3 100.0 ( 173) 2.94 0.62 9.05 

  200-300만원 미만 1.8 16.0 63.0 19.2 17.8 82.2 100.0 ( 219) 3.00 0.65 9.33 

  300-400만원 미만 3.1 16.9 71.3 8.8 20.0 80.0 100.0 ( 160) 2.86 0.60 8.97 

  400-500만원 미만 1.4 19.6 63.0 15.9 21.0 79.0 100.0 ( 138) 2.93 0.64 9.12 

  500만원 이상 3.6 19.9 57.2 19.3 23.5 76.5 100.0 ( 166) 2.92 0.73 9.23 

〈표 5-1-15〉 응답자 특성별 ‘노인은 젊은 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명)

주: 1) 3항목(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노인은 젊은 세 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에 한 응답결과를 상당히 동의한다를 4점 만점
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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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자에 대한 연령규범

한 사회는 특정 연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한 연령규범을 공유하게 된다. 연령분리적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년기 이전에 이루

어지는  학업 및 경제활동, 결혼과 관련된 질문과 노년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는 건강관리에 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마다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이 다를 수 있어 70 로 연령을 구체화하여 질문하 다.

  70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하여 90.4%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4점 만점에 3.23점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견해로 자리잡고 있지만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긍정적인 관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다. 

즉 노인들이 노인에 한 전통적인 연령규범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혼에 비하

여 기혼자가, 자녀비동거가구가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직

업이 화이트 칼라인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아 93.4%에 달하고 있다. 소득수준

과는 정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여 500만원 이상인 군의 경우 93.4%이다. 

한편 70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해서는 86.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3.05점으로 70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점

수가 낮다. 이는 매우 좋아보인다는 응답이 70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

하는 것은 33.0%에 달하고 있지만 70  노인이 일을 하는 것의 19.5%에 불과하기 때

문으로 학습 등 자기개발과 관련해서는 긍정의 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일의 경우는 긍

정적이기는 하지만 절 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특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뚜렸한 경향성도 보이고 있지 않다.

70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해서는 좋아보인다는 응답이 57.0%로 매우 낮은데 

이는 일이나 자기개발의 경우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한 강조와 활기찬 노년기

의 향유에 한 사회적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노년기의 재혼은 사적인 문제이

며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미시적인 향력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70  노인의 재혼에 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매우 커, 남성은 65.1%가 긍

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성은 49.0%에 불과하다. 이는 가족관계의 유지와 관리에 있

어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노년기 생활에 있어 여성의 독자성이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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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군별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30 는 75.1%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하

여 40 는 58.8%이며, 50 는 52.9%, 60 는 42.6%, 70 는 34.4%에 불과하다. 이

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은 일생에 한번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 기혼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율이 높은데 이는 이들 미혼자의 

연령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이 67.3%로 가장 높다. 무직인 경

우 34.9%에 불과한데 이는 이들의 다수가 60  이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또

한 소득별로는 ∩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70  노인의 건강관리에 해서는 거의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건

강관리를 노년기에 실행되어야 하는 활동으로 보는 연령규범이 확실히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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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0.6  9.0 57.4 33.0  9.6 90.4 100.0 (1,000) 3.23 0.63  

지역

  광역시 0.6  8.4 56.3 34.6  9.1 90.9 100.0 ( 462) 3.25 0.63  

  도 0.6  9.5 58.4 31.6 10.0 90.0 100.0 ( 538) 3.21 0.62  

성별 

  남성 1.0 11.7 51.8 35.5 12.7 87.3 100.0 ( 496) 3.22 0.68  

  여성 0.2  6.3 62.9 30.6  6.5 93.5 100.0 ( 504) 3.24 0.57  

연령

  30대 0.4  3.2 58.9 37.5  3.6 96.4 100.0 ( 253) 3.34 0.56  

  40대 1.5  6.6 56.9 35.0  8.0 92.0 100.0 ( 274) 3.26 0.64  

  50대 0.0　 11.1 54.9 34.0 11.1 88.9 100.0 ( 244) 3.23 0.63  

  60대 0.7 14.0 59.6 25.7 14.7 85.3 100.0 ( 136) 3.10 0.65  

  70대 0.0　 19.4 58.1 22.6 19.4 80.6 100.0 (  93) 3.03 0.65  

결혼상태

  미혼 0.7  3.3 58.7 37.3  4.0 96.0 100.0 ( 150) 3.33 0.57  

  유배우 0.6  9.7 56.4 33.2 10.4 89.6 100.0 ( 782) 3.22 0.64  

  이혼, 별거, 사별 0.0.　 13.2 66.2 20.6 13.2 86.8 100.0 (  68) 3.07 0.5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0.7  7.7 57.8 33.7  8.5 91.5 100.0 ( 671) 3.24 0.62  

  부부가구 0.5 12.7 53.8 33.0 13.1 86.9 100.0 ( 221) 3.19 0.66  

  1인가구 0.0　 10.1 60.6 29.3 10.1 89.9 100.0 (  99) 3.19 0.60  

직업

  화이트칼라  0.2  6.3 53.7 39.8  6.6 93.4 100.0 ( 410) 3.33 0.60  

  자영업 1.2 10.6 59.6 28.6 11.8 88.2 100.0 ( 245) 3.16 0.65  

  기타 직업 1.3 12.8 57.1 28.8 14.1 85.9 100.0 ( 156) 3.13 0.67  

  무직 0.0　  9.5 63.0 27.5  9.5 90.5 100.0 ( 189) 3.18 0.58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0.0　 17.4 62.8 19.8 17.4 82.6 100.0 ( 121) 3.02 0.61  

  100-200만원 미만 0.6  9.2 60.1 30.1  9.8 90.2 100.0 ( 173) 3.20 0.62  

  200-300만원 미만 0.9  7.3 52.5 39.3  8.2 91.8 100.0 ( 219) 3.30 0.64  

  300-400만원 미만 0.0　  9.4 60.0 30.6  9.4 90.6 100.0 ( 160) 3.21 0.60  

  400-500만원 미만 0.7  6.5 58.7 34.1  7.2 92.8 100.0 ( 138) 3.26 0.61  

  500만원 이상 1.2  5.4 55.4 38.0  6.6 93.4 100.0 ( 166) 3.30 0.63  

〈표 5-1-16>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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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1.0 12.8 66.7 19.5 13.8 86.2 100.0 (1,000) 3.05 0.60  

지역

  광역시 1.1 10.8 66.2 21.9 11.9 88.1 100.0 ( 462) 3.09 0.60  

  도 0.9 14.5 67.1 17.5 15.4 84.6 100.0 ( 538) 3.01 0.60  

성별 

  남성 1.2 12.7 62.5 23.6 13.9 86.1 100.0 ( 496) 3.08 0.64  

  여성 0.8 12.9 70.8 15.5 13.7 86.3 100.0 ( 504) 3.01 0.56  

연령

  30대 0.0　 16.6 64.8 18.6 16.6 83.4 100.0 ( 253) 3.02 0.59  

  40대 1.8 8.8 74.5 15.0 10.6 89.4 100.0 ( 274) 3.03 0.56  

  50대 0.8 12.7 64.3 22.1 13.5 86.5 100.0 ( 244) 3.08 0.61  

  60대 1.5 14.0 64.0 20.6 15.4 84.6 100.0 ( 136) 3.04 0.64  

  70대 1.1 12.9 59.1 26.9 14.0 86.0 100.0 (  93) 3.12 0.66  

결혼상태

  미혼 0.0　 17.3 64.7 18.0 17.3 82.7 100.0 ( 150) 3.01 0.60  

  유배우 1.2 12.4 67.9 18.5 13.6 86.4 100.0 ( 782) 3.04 0.60  

  이혼, 별거, 사별 1.5  7.4 57.4 33.8  8.8 91.2 100.0 (  68) 3.24 0.6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3 13.4 67.2 18.0 14.8 85.2 100.0 ( 671) 3.02 0.61  

  부부가구 0.5 12.2 64.7 22.6 12.7 87.3 100.0 ( 221) 3.10 0.60  

  1인가구 0.0　 11.1 64.6 24.2 11.1 88.9 100.0 (  99) 3.13 0.58  

직업

  화이트칼라  0.0 14.4 67.8 17.8 14.4 85.6 100.0 ( 410) 3.03 0.57  

  자영업 2.9 10.2 65.3 21.6 13.1 86.9 100.0 ( 245) 3.06 0.66  

  기타 직업 0.0　 10.9 69.9 19.2 10.9 89.1 100.0 ( 156) 3.08 0.54  

  무직 1.6 14.3 63.5 20.6 15.9 84.1 100.0 ( 189) 3.03 0.64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0.8 12.4 66.1 20.7 13.2 86.8 100.0 ( 121) 3.07 0.60  

  100-200만원 미만 1.7 13.3 65.3 19.7 15.0 85.0 100.0 ( 173) 3.03 0.63  

  200-300만원 미만 0.5 12.8 66.7 20.1 13.2 86.8 100.0 ( 219) 3.06 0.59  

  300-400만원 미만 0.6 8.8 75.0 15.6 9.4 90.6 100.0 ( 160) 3.06 0.52  

  400-500만원 미만 0.7 15.2 66.7 17.4 15.9 84.1 100.0 ( 138) 3.01 0.60  

  500만원 이상 1.2 14.5 62.7 21.7 15.7 84.3 100.0 ( 166) 3.05 0.64  

〈표 5-1-17〉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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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0대 노인이 재혼하는 것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8.9 34.1 49.7 7.3 43.0 57.0 100.0 (1,000) 2.55 0.76  

지역

  광역시  8.4 35.5 49.8 6.3 43.9 56.1 100.0 ( 462) 2.54 0.74  

  도  9.3 32.9 49.6 8.2 42.2 57.8 100.0 ( 538) 2.57 0.77  

성별 

  남성  6.7 28.2 55.8 9.3 34.9 65.1 100.0 ( 496) 2.68 0.73  

  여성 11.1 39.9 43.7 5.4 51.0 49.0 100.0 ( 504) 2.43 0.76  

연령

  30대  5.1 19.8 64.8 10.3 24.9 75.1 100.0 ( 253) 2.80 0.68  

  40대  5.8 35.4 51.5 7.3 41.2 58.8 100.0 ( 274) 2.60 0.71  

  50대 10.2 36.9 44.7 8.2 47.1 52.9 100.0 ( 244) 2.51 0.79  

  60대 16.2 41.2 39.0 3.7 57.4 42.6 100.0 ( 136) 2.30 0.78  

  70대 14.0 51.6 32.3 2.2 65.6 34.4 100.0 (  93) 2.23 0.71  

결혼상태

  미혼  6.7 19.3 66.0 8.0 26.0 74.0 100.0 ( 150) 2.75 0.69  

  유배우  9.0 36.2 47.6 7.3 45.1 54.9 100.0 ( 782) 2.53 0.76  

  이혼, 별거, 사별 13.2 42.6 38.2 5.9 55.9 44.1 100.0 (  68) 2.37 0.79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7.3 32.8 52.3 7.6 40.1 59.9 100.0 ( 671) 2.60 0.73  

  부부가구 13.1 38.5 41.2 7.2 51.6 48.4 100.0 ( 221) 2.43 0.81  

  1인가구  9.1 33.3 51.5 6.1 42.4 57.6 100.0 (  99) 2.55 0.75  

직업

  화이트칼라   5.4 27.3 58.3 9.0 32.7 67.3 100.0 ( 410) 2.71 0.70  

  자영업  9.8 34.3 47.8 8.2 44.1 55.9 100.0 ( 245) 2.54 0.78  

  기타 직업  7.1 34.6 55.1 3.2 41.7 58.3 100.0 ( 156) 2.54 0.68  

  무직 16.9 48.1 29.1 5.8 65.1 34.9 100.0 ( 189) 2.24 0.8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4.9 45.5 37.2 2.5 60.3 39.7 100.0 ( 121) 2.27 0.74  

  100-200만원 미만 12.1 28.9 51.4 7.5 41.0 59.0 100.0 ( 173) 2.54 0.80  

  200-300만원 미만  5.0 32.4 53.9 8.7 37.4 62.6 100.0 ( 219) 2.66 0.71  

  300-400만원 미만  8.1 35.6 49.4 6.9 43.8 56.3 100.0 ( 160) 2.55 0.74  

  400-500만원 미만  5.8 35.5 49.3 9.4 41.3 58.7 100.0 ( 138) 2.62 0.74  

  500만원 이상  9.0 31.3 51.8 7.8 40.4 59.6 100.0 ( 166) 2.58 0.76  

〈표 5-1-18〉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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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0대 노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노년기 
연령

규범의 
유연성

1)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0.3 1.1 47.2 51.4 1.4 98.6 100.0 (1,000) 3.50 0.54 12.33 

지역

  광역시 0.2 1.1 46.8 51.9 1.3 98.7 100.0 ( 462) 3.50 0.53 12.38 

  도 0.4 1.1 47.6 50.9 1.5 98.5 100.0 ( 538) 3.49 0.54 12.28 

성별 

  남성 0.4 1.0 43.8 54.8 1.4 98.6 100.0 ( 496) 3.53 0.54 12.51 

  여성 0.2 1.2 50.6 48.0 1.4 98.6 100.0 ( 504) 3.46 0.53 12.14 

연령

  30대 0.0　 0.0　 48.2 51.8 0.0　 100.0 100.0 ( 253) 3.52 0.50 12.68 

  40대 0.7 0.7 43.4 55.1 1.5 98.5 100.0 ( 274) 3.53 0.56 12.41 

  50대 0.0　 1.2 43.9 54.9 1.2 98.8 100.0 ( 244) 3.54 0.52 12.35 

  60대 0.0　 2.9 52.9 44.1 2.9 97.1 100.0 ( 136) 3.41 0.55 11.85 

  70대 1.1 2.2 55.9 40.9 3.2 96.8 100.0 (  93) 3.37 0.59 11.74 

결혼상태

  미혼 0.0　 0.0　 52.7 47.3 0.0　 100.0 100.0 ( 150) 3.47 0.50 12.56 

  유배우 0.4 1.2 45.3 53.2 1.5 98.5 100.0 ( 782) 3.51 0.54 12.31 

  이혼, 별거, 사별 0.0　 2.9 57.4 39.7 2.9 97.1 100.0 (  68) 3.37 0.54 12.04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0.3 0.9 45.6 53.2 1.2 98.8 100.0 ( 671) 3.52 0.53 12.38 

  부부가구 0.5 1.4 47.1 51.1 1.8 98.2 100.0 ( 221) 3.49 0.55 12.20 

  1인가구 0.0　 2.0 57.6 40.4 2.0 98.0 100.0 (  99) 3.38 0.53 12.25 

직업

  화이트칼라  0.2 0.7 45.4 53.7 1.0 99.0 100.0 ( 410) 3.52 0.53 12.60 

  자영업 0.4 1.2 44.1 54.3 1.6 98.4 100.0 ( 245) 3.52 0.55 12.28 

  기타 직업 0.6 1.9 50.6 46.8 2.6 97.4 100.0 ( 156) 3.44 0.57 12.20 

  무직 0.0　 1.1 52.4 46.6 1.1 98.9 100.0 ( 189) 3.46 0.52 11.9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0.0　 3.3 63.6 33.1 3.3 96.7 100.0 ( 121) 3.30 0.53 11.66 

  100-200만원 미만 0.6 1.2 52.0 46.2 1.7 98.3 100.0 ( 173) 3.44 0.55 12.21 

  200-300만원 미만 0.0　 1.4 41.6 57.1 1.4 98.6 100.0 ( 219) 3.56 0.52 12.58 

  300-400만원 미만 0.0　 0.0　 45.6 54.4 0.0　 100.0 100.0 ( 160) 3.54 0.50 12.36 

  400-500만원 미만 1.4 0.7 46.4 51.4 2.2 97.8 100.0 ( 138) 3.48 0.59 12.37 

  500만원 이상 0.0　 0.6 42.2 57.2 0.6 99.4 100.0 ( 166) 3.57 0.51 12.50 

〈표 5-1-19>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주: 1) 4개항목(70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재혼하는 것,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에 한 긍정적 답변을 4점 만점으로 하여 합산한 점수로 최  16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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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차별과 갈등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우하는 분위기가 있는가에 하여 28.7%가 그렇다

고 응답하고 있다. 즉 10명중 3명 정도가 우리사회에 연령차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

인에 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노인세 와 비노인

세 간에 갈등이 있는가에 한 질문에 해서는 84.8%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를 종합해보면 다수가 우리사회에 세 간의 갈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

인을 부당하게 우하는 분위기로 구현되고 있다는 느끼는 응답자는 약 30%로 갈등의 

인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세 간 갈등이 노인에 한 부당한 

우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함축한다.

노인을 부당하게 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은 지역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다. 50  이상에서는 30% 이상이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

하고 있다. 또한 미혼이나 유배우자에 비하여 이혼‧별거‧사별자의 경우, 또한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노인을 부당하게 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높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 직업군이 노인을 부당하게 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낮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거나 500만원 이상인 최고 및 최저 소득군에서 노인을 부

당하게 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인세 와 비노인세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광역시보다는 도 지역에서, 남

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세 간 갈

등을 언급한 비율이 높아 구체적인 갈등의 내용에 한 추가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하

겠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자에게서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혼자의 연령이 낮다는 

점에서 연령별 차이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업별 비교에서 무직자에

게서 낮은 경향도 무직자중 다수가 높은 연령 의 응답자라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 하

겠다. 월평균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세 간 갈등이 있다는 응답

이 가장 낮다.

 노인세 와 비노인세 간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하여 살펴보았

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61.7%이며, 다음은 자기 세

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로 20.2%이다. 비노인세 가 노인세 를 잘 몰라서가 9.8%, 반

로 노인세 가 비노인세 를 잘 몰라서가 7.2%이다. 즉 세 간의 이해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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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성별 차이는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세 가 서로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 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라는 응답이 높다. 즉 남성의 경우는 세 가 잘 모

르므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접촉의 기회를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로, 여성의 경우는 생각의 차이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상 적으로 강하다. 연령군별로는 70 의 응답자에게서 28.4%가 

비노인세 가 노인세 를 잘 모르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더불어 13.4%가 노인세

가 비노인세 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고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관점은 48.1%인데 비하여 30 에서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응답이 68.4%에 

달하고 있다.  젊은 세 가 갈등을 좀 더 근본적이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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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체 11.2 60.1 25.8 2.9 71.3 28.7 100.0 (1,000) 2.20 0.67  

지역

  광역시 11.0 59.3 27.5 2.2 70.3 29.7 100.0 ( 462) 2.21 0.66  

  도 11.3 60.8 24.3 3.5 72.1 27.9 100.0 ( 538) 2.20 0.68  

성별 

  남성 12.9 58.1 26.4 2.6 71.0 29.0 100.0 ( 496) 2.19 0.68  

  여성  9.5 62.1 25.2 3.2 71.6 28.4 100.0 ( 504) 2.22 0.65  

연령

  30대  9.1 68.8 19.4 2.8 77.9 22.1 100.0 ( 253) 2.16 0.61  

  40대 12.0 60.9 23.7 3.3 73.0 27.0 100.0 ( 274) 2.18 0.68  

  50대 13.5 56.1 27.9 2.5 69.7 30.3 100.0 ( 244) 2.19 0.69  

  60대  6.6 56.6 34.6 2.2 63.2 36.8 100.0 ( 136) 2.32 0.63  

  70대 15.1 49.5 31.2 4.3 64.5 35.5 100.0 (  93) 2.25 0.76  

결혼상태

  미혼 10.0 65.3 20.0 4.7 75.3 24.7 100.0 ( 150) 2.19 0.67  

  유배우 11.4 59.6 26.7 2.3 71.0 29.0 100.0 ( 782) 2.20 0.66  

  이혼, 별거, 사별 11.8 54.4 27.9 5.9 66.2 33.8 100.0 (  68) 2.28 0.7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9.8 61.7 26.1 2.4 71.5 28.5 100.0 ( 671) 2.21 0.64  

  부부가구 13.1 59.7 24.4 2.7 72.9 27.1 100.0 ( 221) 2.17 0.68  

  1인가구 17.2 49.5 27.3 6.1 66.7 33.3 100.0 (  99) 2.22 0.80  

직업

  화이트칼라  11.2 63.2 23.2 2.4 74.4 25.6 100.0 ( 410) 2.17 0.64  

  자영업 10.6 58.0 28.6 2.9 68.6 31.4 100.0 ( 245) 2.24 0.67  

  기타 직업 11.5 55.1 28.8 4.5 66.7 33.3 100.0 ( 156) 2.26 0.72  

  무직 11.6 60.3 25.4 2.6 72.0 28.0 100.0 ( 189) 2.19 0.67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3.2 52.1 32.2 2.5 65.3 34.7 100.0 ( 121) 2.24 0.71  

  100-200만원 미만  8.7 59.0 27.7 4.6 67.6 32.4 100.0 ( 173) 2.28 0.69  

  200-300만원 미만 12.8 62.1 21.0 4.1 74.9 25.1 100.0 ( 219) 2.16 0.69  

  300-400만원 미만 11.9 62.5 21.9 3.8 74.4 25.6 100.0 ( 160) 2.18 0.68  

  400-500만원 미만  8.7 65.2 24.6 1.4 73.9 26.1 100.0 ( 138) 2.19 0.60  

  500만원 이상 11.4 57.2 31.3 0.0　 68.7 31.3 100.0 ( 166) 2.20 0.62  

〈표 5-1-20〉 응답자 특성별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

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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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사회에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 갈등이 있다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있는 편 없는 편

전체 12.1 72.7 14.4 0.8 84.8 15.2 100.0 (1,000) 3.10 0.65  

지역

  광역시 12.7 73.8 13.5 0.0　 86.5 13.5 100.0 ( 462) 3.12 0.65  

  도 11.6 71.8 15.1 1.5 83.4 16.6 100.0 ( 538) 3.08 0.65  

성별 

  남성 11.6 70.6 16.4 1.4 82.2 17.8 100.0 ( 496) 3.14 0.69  

  여성 12.6 74.9 12.4 0.2 87.4 12.6 100.0 ( 504) 3.06 0.61  

연령

  30대 11.9 78.3 9.9 0.0　 90.1  9.9 100.0 ( 253) 3.13 0.64  

  40대 15.1 70.1 13.7 1.1 85.2 14.8 100.0 ( 274) 3.11 0.65  

  50대 13.6 74.8 11.6 0.0　 88.4 11.6 100.0 ( 244) 3.14 0.67  

  60대  6.7 69.6 21.5 2.2 76.3 23.7 100.0 ( 136) 3.02 0.66  

  70대  7.5 64.5 25.8 2.2 72.0 28.0 100.0 (  93) 3.00 0.63  

결혼상태

  미혼 13.3 80.7 6.0 0.0　 94.0  6.0 100.0 ( 150) 3.16 0.66  

  유배우 12.0 71.8 15.3 0.9 83.8 16.2 100.0 ( 782) 3.10 0.65  

  이혼, 별거, 사별 10.3 66.2 22.1 1.5 76.5 23.5 100.0 (  68) 3.00 0.67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4.3 72.2 13.1 0.5 86.5 13.5 100.0 ( 671) 3.10 0.63  

  부부가구  5.0 74.1 19.1 1.8 79.1 20.9 100.0 ( 221) 3.13 0.66  

  1인가구 14.1 70.7 14.1 1.0 84.8 15.2 100.0 (  99) 3.06 0.73  

직업

  화이트칼라  14.9 73.8 10.5 0.7 88.8 11.2 100.0 ( 410) 3.11 0.67  

  자영업 10.7 73.6 15.3 0.4 84.3 15.7 100.0 ( 245) 3.14 0.67  

  기타 직업  9.1 77.3 13.0 0.6 86.4 13.6 100.0 ( 156) 3.12 0.60  

  무직 10.1 65.6 22.8 1.6 75.7 24.3 100.0 ( 189) 3.01 0.6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9.1 66.9 22.3 1.7 76.0 24.0 100.0 ( 121) 2.98 0.68  

  100-200만원 미만  8.8 77.2 14.0 0.0　 86.0 14.0 100.0 ( 173) 3.04 0.66  

  200-300만원 미만 11.9 74.3 12.4 1.4 86.2 13.8 100.0 ( 219) 3.21 0.62  

  300-400만원 미만 12.5 74.4 12.5 0.6 86.9 13.1 100.0 ( 160) 3.00 0.61  

  400-500만원 미만 13.9 71.5 13.9 0.7 85.4 14.6 100.0 ( 138) 3.16 0.62  

  500만원 이상 15.8 70.3 13.3 0.6 86.1 13.9 100.0 ( 166) 3.19 0.68  

〈표 5-1-21〉 응답자 특성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 존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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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서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노인 세대가 
비노인 

세대를 잘 
몰라서

비노인 
세대가 노인 
세대를 잘 

몰라서

기타 계 (명)

전체 61.7 20.2  7.2  9.8 1.1 100.0 (843)

지역

  광역시 61.1 19.2  7.1 10.9 1.8 100.0 (396)

  도 62.2 21.0  7.4  8.9 0.4 100.0 (447)

성별 

  남성 57.3 21.2  7.7 12.8 1.0 100.0 (405)

  여성 65.8 19.2  6.8  7.1 1.1 100.0 (438)

연령

  30대 68.4 19.7  5.3  5.3 1.3 100.0 (228)

  40대 64.9 19.5  4.3 10.4 0.9 100.0 (231)

  50대 56.1 24.8  8.9  9.3 0.9 100.0 (214)

  60대 59.2 20.4 10.7  7.8 1.9 100.0 (103)

  70대 49.3 9.0 13.4 28.4 0.0 100.0 ( 67)

결혼상태

  미혼 68.8 17.7  5.7  5.7 2.1 100.0 (141)

  유배우 61.2 20.9  7.1  9.8 0.9 100.0 (650)

  이혼, 별거, 사별 48.1 17.3 13.5 21.2 0.0 100.0 ( 52)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3.7 20.0  6.8  8.5 1.0 100.0 (576)

  부부가구 58.6 21.3  7.5 11.5 1.1 100.0 (174)

  1인가구 54.8 17.9  9.5 16.7 1.2 100.0 ( 84)

직업

  화이트칼라  66.4 18.5  5.2  9.1 0.8 100.0 (363)

  자영업 56.9 24.5  8.8  7.4 2.5 100.0 (204)

  기타 직업 61.7 18.0  6.8 12.8 0.8 100.0 (133)

  무직 56.6 20.3 10.5 12.6 0.0 100.0 (143)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51.1 12.0 14.1 22.8 0.0 100.0 ( 92)

  100-200만원 미만 61.9 21.1 10.9  5.4 0.7 100.0 (147)

  200-300만원 미만 64.4 20.2  5.3  9.6 0.5 100.0 (188)

  300-400만원 미만 66.9 22.3  2.9  6.5 1.4 100.0 (139)

  400-500만원 미만 60.7 18.8  8.5 10.3 1.7 100.0 (117)

  500만원 이상 60.6 22.5  4.9  9.9 2.1 100.0 (142)

〈표 5-1-22〉 응답자 특성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단위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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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과의 접촉 실태 

다른 연령층과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다른 연령에 한 이해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

다는 점에서 노인을 알고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78.6%가 가족 외에 인사를 하고 지내는 노인이 있다고 응답하 고 

62.2%는 최근 1달 사이에 가족 외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

다. 이러한 두가지 응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최근 1달 

사이에 가족 외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등 가장 노인과의 접촉이 많은 경우

가 58.3%, 알고 지내는 노인은 있지만 노인과의 화는 없는 경우가 20.3%이며, 알고 

지내는 노인은 없지만 노인과의 화는 있었던 경우가 3.9%이며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화도 없는 응답자가 17.5%이다.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노

인과의 화도 있다는 응답자는 61.1%로 남성의 55.4%보다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

이 낮은 응답자에게서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화도 없다는 응답율이 높

다. 30 의 경우 10명중 3명이 가족 외의 노인과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1인가구인 경우 동 비율이 높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

에게서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화도 없다는 응답율이 23.9%에 달하고 

있다. 월평균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경우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노인과의 화도 

있다은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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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 
인사하고 
지내는 
노인이 

있는 비율

최근 1달간 
가족 외 
노인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 

비율

노인과의 접촉

계 (명)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노인과의 
대화도 
있음

알고 
지내는 
노인은 
있지만

노인과의 
대화는 
없음

알고 
지내는 
노인은 
없지만

노인과의 
대화는 
있음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대화도 
없음

전체 78.6 62.2 58.3 20.3 3.9 17.5 100.0 (1,000)

지역

  광역시 77.7 64.1 59.5 18.2 4.5 17.7 100.0 ( 462)

  도 79.4 60.6 57.2 22.1 3.3 17.3 100.0 ( 538)

성별 

  남성 76.6 60.1 55.4 21.2 4.6 18.8 100.0 ( 496)

  여성 80.6 64.3 61.1 19.4 3.2 16.3 100.0 ( 504)

연령

  30대 67.6 42.3 39.1 28.5 3.2 29.2 100.0 ( 253)

  40대 78.8 58.4 53.6 25.2 4.7 16.4 100.0 ( 274)

  50대 82.4 68.0 64.8 17.6 3.3 14.3 100.0 ( 244)

  60대 89.0 84.6 79.4 9.6 5.1 5.9 100.0 ( 136)

  70대 82.8 79.6 76.3 6.5 3.2 14.0 100.0 (  93)

결혼상태

  미혼 62.7 42.7 37.3 25.3 5.3 32.0 100.0 ( 150)

  유배우 81.6 65.7 61.8 19.8 4.0 14.5 100.0 ( 782)

  이혼, 별거, 사별 79.4 64.7 64.7 14.7 0.0 20.6 100.0 (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78.4 59.2 55.4 23.0 3.7 17.9 100.0 ( 671)

  부부가구 80.5 73.8 68.8 11.8 5.0 14.5 100.0 ( 221)

  1인가구 73.7 57.6 54.5 19.2 3.0 23.2 100.0 (  99)

직업

  화이트칼라  70.7 50.7 45.4 25.4 5.4 23.9 100.0 ( 410)

  자영업 84.1 68.2 64.9 19.2 3.3 12.7 100.0 ( 245)

  기타 직업 79.5 67.9 64.1 15.4 3.8 16.7 100.0 ( 156)

  무직 87.8 74.6 73.0 14.8 1.6 10.6 100.0 (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83.5 72.7 70.2 13.2 2.5 14.0 100.0 ( 121)

  100-200만원 미만 80.9 68.8 64.2 16.8 4.6 14.5 100.0 ( 173)

  200-300만원 미만 78.5 60.3 56.6 21.9 3.7 17.8 100.0 ( 219)

  300-400만원 미만 75.6 59.4 53.1 22.5 6.3 18.1 100.0 ( 160)

  400-500만원 미만 72.5 52.9 49.3 23.2 3.6 23.9 100.0 ( 138)

  500만원 이상 78.9 61.4 58.4 20.5 3.0 18.1 100.0 ( 166)

〈표 5-1-23> 제특성별 노인과의 접촉 실태

(단위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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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년층의 노인에 대한 행동

우리사회에서 비노인은 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

았다. 50 까지를 응답 상자로 하 는데,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

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2.1%이며, 카페, 식

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답한다는 응답이 7.0%이다. 즉 노인에 하

여 무시 또는 소극적인 배제행동이 10%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광역시에서 월등히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다. 또한 30

에서 이러한 응답이 높아 16.6%이며, 미혼인 경우 22.7%에 달하고 있고 1인가구 거

주자의 경우도 이러한 경험이 많아서 21.3%에 달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

직종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아 14.1%이며, 소득수준별로는 U자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

다. 

한편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는 

응답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높고, 미혼자에게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답한다는 응답의 경우는 30 의 경

우 9.1%, 미혼 9.3%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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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자주 
있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없는 편 있는 편

전체 55.3 32.7 11.3 0.8 87.9 12.1 100.0 (771) 1.58 0.72  

지역

  광역시 51.9 32.2 14.7 1.1 84.2 15.8 100.0 (360) 1.65 0.77  

  도 58.2 33.1  8.3 0.5 91.2  8.8 100.0 (411) 1.51 0.67  

성별 

  남성 61.1 28.1 10.0 0.8 89.3 10.7 100.0 (391) 1.50 0.70  

  여성 49.2 37.4 12.6 0.8 86.6 13.4 100.0 (380) 1.65 0.73  

연령

  30대 42.7 40.7 15.8 0.8 83.4 16.6 100.0 (253) 1.75 0.74  

  40대 60.9 31.4  7.3 0.4 92.3  7.7 100.0 (274) 1.47 0.65  

  50대 61.9 25.8 11.1 1.2 87.7 12.3 100.0 (244) 1.52 0.74  

결혼상태

  미혼 34.0 43.3 22.0 0.7 77.3 22.7 100.0 (150) 1.89 0.76  

  유배우 60.5 29.9  8.7 0.8 90.5  9.5 100.0 (608) 1.50 0.69  

  이혼, 별거, 사별 53.8 38.5  7.7 0.0　 92.3  7.7 100.0 ( 13) 1.54 0.66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55.6 33.2 10.5 0.7 88.9 11.1 100.0 (593) 1.56 0.70  

  부부가구 59.3 28.7 11.1 0.9 88.0 12.0 100.0 (108) 1.54 0.73  

  1인가구 44.3 34.4 19.7 1.6 78.7 21.3 100.0 ( 61) 1.79 0.82  

직업

  화이트칼라  49.6 36.3 13.6 0.5 85.9 14.1 100.0 (391) 1.65 0.73  

  자영업 60.9 26.2 12.4 0.5 87.1 12.9 100.0 (202) 1.52 0.73  

  기타 직업 64.2 29.4  5.5 0.9 93.6  6.4 100.0 (109) 1.43 0.64  

  무직 56.5 36.2  4.3 2.9 92.8  7.2 100.0 ( 69) 1.54 0.7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51.7 34.5 10.3 3.4 86.2 13.8 100.0 ( 29) 1.66 0.81  

  100-200만원 미만 47.4 37.1 14.7 0.9 84.5 15.5 100.0 (116) 1.69 0.75  

  200-300만원 미만 61.1 29.2  7.6 2.2 90.3  9.7 100.0 (185) 1.51 0.73  

  300-400만원 미만 56.2 34.2  9.6 0.0　 90.4  9.6 100.0 (146) 1.53 0.67  

  400-500만원 미만 57.7 32.3 10.0 0.0　 90.0 10.0 100.0 (130) 1.52 0.67  

  500만원 이상 54.1 30.8 15.1 0.0 84.9 15.1 100.0 (146) 1.61 0.74  

〈표 5-1-24>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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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자주 
있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없는 편 있는 편

전체 66.1 27.5 5.7 0.6 93.6 6.4 100.0 (771) 1.41 0.63  

지역

  광역시 64.4 28.9 5.8 0.8 93.3 6.7 100.0 (360) 1.43 0.64  

  도 67.6 26.3 5.6 0.5 93.9 6.1 100.0 (411) 1.39 0.62  

성별 

  남성 67.8 26.6 4.9 0.8 94.4 5.6 100.0 (391) 1.39 0.62  

  여성 64.5 28.4 6.6 0.5 92.9 7.1 100.0 (380) 1.43 0.64  

연령

  30대 64.4 28.9 5.5 1.2 93.3 6.7 100.0 (253) 1.43 0.66  

  40대 68.6 25.5 5.8 0.0　 94.2 5.8 100.0 (274) 1.37 0.59  

  50대 65.2 28.3 5.7 0.8 93.4 6.6 100.0 (244) 1.42 0.64  

결혼상태

  미혼 60.7 31.3 7.3 0.7 92.0 8.0 100.0 (150) 1.48 0.66  

  유배우 67.4 26.6 5.3 0.7 94.1 5.9 100.0 (608) 1.39 0.62  

  이혼, 별거, 사별 69.2 23.1 7.7 0.0　 92.3 7.7 100.0 ( 13) 1.38 0.6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7.8 26.0 5.6 0.7 93.8 6.2 100.0 (593) 1.39 0.62  

  부부가구 64.8 28.7 5.6 0.9 93.5 6.5 100.0 (108) 1.43 0.64  

  1인가구 54.1 39.3 6.6 0.0　 93.4 6.6 100.0 ( 61) 1.52 0.62  

직업

  화이트칼라  65.5 28.1 5.6 0.8 93.6 6.4 100.0 (391) 1.42 0.63  

  자영업 67.3 26.7 5.4 0.5 94.1 5.9 100.0 (202) 1.39 0.62  

  기타 직업 64.2 29.4 6.4 0.0　 93.6 6.4 100.0 (109) 1.42 0.61  

  무직 69.6 23.2 5.8 1.4 92.8 7.2 100.0 ( 69) 1.39 0.67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51.7 41.4 3.4 3.4 93.1 6.9 100.0 ( 29) 1.59 0.73  

  100-200만원 미만 65.5 26.7 7.8 0.0　 92.2 7.8 100.0 (116) 1.42 0.63  

  200-300만원 미만 66.5 26.5 5.4 1.6 93.0 7.0 100.0 (185) 1.42 0.67  

  300-400만원 미만 69.2 24.0 6.2 0.7 93.2 6.8 100.0 (146) 1.38 0.64  

  400-500만원 미만 63.1 30.0 6.9 0.0　 93.1 6.9 100.0 (130) 1.44 0.62  

  500만원 이상 69.2 28.1 2.7 0.0　 97.3 2.7 100.0 (146) 1.34 0.53  

〈표 5-1-25>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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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자주 
있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없는 편 있는 편

전체 63.9 29.1 6.4 0.6  93.0 7.0 100.0 (771) 1.44 0.64  

지역

  광역시 61.9 31.1 6.1 0.8  93.1 6.9 100.0 (360) 1.46 0.65  

  도 65.7 27.3 6.6 0.5  92.9 7.1 100.0 (411) 1.42 0.64  

성별 

  남성 64.2 29.7 5.4 0.8  93.9 6.1 100.0 (391) 1.43 0.63  

  여성 63.7 28.4 7.4 0.5  92.1 7.9 100.0 (380) 1.45 0.65  

연령  

  30대 56.1 34.8 8.3 0.8  90.9 9.1 100.0 (253) 1.54 0.68  

  40대 65.3 29.9 4.4 0.4  95.3 4.7 100.0 (274) 1.40 0.59  

  50대 70.5 22.1 6.6 0.8  92.6 7.4 100.0 (244) 1.38 0.65  

결혼상태

  미혼 52.7 38.0 8.7 0.7  90.7 9.3 100.0 (150) 1.57 0.68  

  유배우 66.4 27.0 5.9 0.7  93.4 6.6 100.0 (608) 1.41 0.63  

  이혼, 별거, 사별 76.9 23.1 0.0　 0.0　 100.0 0.0　 100.0 ( 13) 1.23 0.44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4.6 28.3 6.4 0.7  92.9 7.1 100.0 (593) 1.43 0.64  

  부부가구 66.7 26.9 5.6 0.9  93.5 6.5 100.0 (108) 1.41 0.64  

  1인가구 54.1 39.3 6.6 　  93.4 6.6 100.0 ( 61) 1.52 0.62  

직업

  화이트칼라  61.9 30.7 6.6 0.8  92.6 7.4 100.0 (391) 1.46 0.65  

  자영업 66.3 25.7 7.9 　  92.1 7.9 100.0 (202) 1.42 0.64  

  기타 직업 65.1 30.3 3.7 0.9  95.4 4.6 100.0 (109) 1.40 0.61  

  무직 66.7 27.5 4.3 1.4  94.2 5.8 100.0 ( 69) 1.41 0.65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55.2 37.9 3.4 3.4  93.1 6.9 100.0 ( 29) 1.55 0.74  

  100-200만원 미만 60.3 30.2 8.6 0.9  90.5 9.5 100.0 (116) 1.50 0.69  

  200-300만원 미만 67.0 24.9 6.5 1.6  91.9 8.1 100.0 (185) 1.43 0.69  

  300-400만원 미만 69.2 24.7 6.2 0.0　  93.8 6.2 100.0 (146) 1.37 0.60  

  400-500만원 미만 58.5 37.7 3.8 0.0　  96.2 3.8 100.0 (130) 1.45 0.57  

  500만원 이상 65.8 26.7 7.5 0.0　  92.5 7.5 100.0 (146) 1.42 0.63  

〈표 5-1-26>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  

(단위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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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령친화적 정책의 우선순위

우리사회가 노년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적 노력으

로는 노인이 좋아할만한 내용의 화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와 같은 컨텐츠 개발이 

63.4%이며, 다음이 화관, 헬스클럽 등을 노인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다와 같은 고

령친화적 물리적 기반마련이 27.9%, 노인만을 위한 화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가 

4.4%이다. 즉 콘텐츠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 한 것으로 개발하되, 이러한 컨텐츠

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노인만을 위한 분리된 공간 보다는 일반적인 인프라의 고령친

화성을 제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시에 비하여 도지역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노인이 좋아할만한 내용의 

화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응답율이 조금 높다. 남성의 경우 노인만을 위한 화

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는 응답이 5.1%로 여성의 3.8%에 비하여 높다. 연령이나 소

득수준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없으며 직업의 경우 화이트 칼라의 경우 노인만을 위

한 화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는 응답이 좀 높은 편이다.

한편 노년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으로는 

43.0%가 모든 연령 가 생활하기 편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

며, 다음은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같은 주거 지역을 조성한다로 29.2%, 노인이 편하

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가 25.5%이다. 이러한 응답은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가 노인만을 위한 주거지역 조성보다 선호도

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교통환경에 비하여 주거환경에 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같은 주거 지역

조성을 선호하는 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조성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혼‧별거‧사별자는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에 한 선호도가 

낮다. 반면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응답자의 경우  노인을 위한 실버타

운 조성에 한 선호도가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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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만을 위한 

영화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

영화관, 
헬스클럽등을 

노인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다

노인이 좋아할만한 
내용의 영화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기타 계 (명)1)

전체 4.4 27.9 63.4 4.2 100.0 (990)

지역

  광역시 4.1 30.1 61.4 4.4 100.0 (459)

  도 4.7 26.0 65.2 4.1 100.0 (531)

성별 

  남성 5.1 28.0 61.8 5.1 100.0 (490)

  여성 3.8 27.8 65.0 3.4 100.0 (500)

연령

  30대 5.9 28.9 62.8 2.4 100.0 (253)

  40대 2.6 29.4 64.0 4.0 100.0 (272)

  50대 4.1 29.8 61.6 4.5 100.0 (242)

  60대 6.8 27.1 57.9 8.3 100.0 (133)

  70대 3.3 16.7 76.7 3.3 100.0 ( 90)

결혼상태

  미혼 4.0 31.3 61.3 3.3 100.0 (150)

  유배우 4.6 27.1 64.1 4.1 100.0 (775)

  이혼, 별거, 사별 3.1 29.2 60.0 7.7 100.0 ( 6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4.4 28.1 63.4 4.2 100.0 (666)

  부부가구 4.6 27.1 64.2 4.1 100.0 (218)

  1인가구 4.1 28.9 61.9 5.2 100.0 ( 97)

직업

  화이트칼라  5.6 28.4 63.3 2.7 100.0 (409)

  자영업 3.7 27.8 61.4 7.1 100.0 (241)

  기타 직업 1.9 29.2 64.3 4.5 100.0 (154)

  무직 4.8 25.8 65.6 3.8 100.0 (186)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2 26.3 64.4 5.1 100.0 (118)

  100-200만원 미만 3.5 32.7 60.8 2.9 100.0 (171)

  200-300만원 미만 7.8 24.2 65.3 2.7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2.5 34.2 58.9 4.4 100.0 (158)

  400-500만원 미만 2.9 30.9 61.8 4.4 100.0 (136)

  500만원 이상 4.2 22.9 66.9 6.0 100.0 (166)

〈표 5-1-27〉 노년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  

(단위 :%, 명)

주: 1) 무응답은 제외하 음.



[4차 포럼]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247

구분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같은 주거 

지역을 
조성한다

모든 연령대가 
생활하기 편한 

주택을 
건축한다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1) 계 (명)

전체 29.2 43.0 25.5 2.3 100.0 (1,000)

지역

  광역시 30.5 42.0 25.3 2.2 100.0 ( 462)

  도 28.1 43.9 25.7 2.4 100.0 ( 538)

성별 

  남성 26.4 45.2 25.4 3.0 100.0 ( 496)

  여성 31.9 40.9 25.6 1.6 100.0 ( 504)

연령

  30대 22.9 47.4 27.7 2.0 100.0 ( 253)

  40대 33.6 43.1 20.4 2.9 100.0 ( 274)

  50대 32.8 44.7 20.5 2.0 100.0 ( 244)

  60대 31.6 36.8 30.9 0.7 100.0 ( 136)

  70대 20.4 35.5 39.8 4.3 100.0 (  93)

결혼상태

  미혼 22.7 50.0 25.3 2.0 100.0 ( 150)

  유배우 31.6 41.9 24.3 2.2 100.0 ( 782)

  이혼, 별거, 사별 16.2 39.7 39.7 4.4 100.0 (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28.9 46.2 22.5 2.4 100.0 ( 671)

  부부가구 33.5 35.3 29.9 1.4 100.0 ( 221)

  1인가구 21.2 40.4 35.4 3.0 100.0 (  99)

직업

  화이트칼라  29.0 45.1 23.9 2.0 100.0 ( 410)

  자영업 30.6 46.5 19.6 3.3 100.0 ( 245)

  기타 직업 26.3 42.3 30.1 1.3 100.0 ( 156)

  무직 30.2 34.4 32.8 2.6 100.0 (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4.8 35.5 38.0 1.7 100.0 ( 121)

  100-200만원 미만 23.7 48.0 26.0 2.3 100.0 ( 173)

  200-300만원 미만 30.1 39.3 28.8 1.8 100.0 ( 219)

  300-400만원 미만 33.1 39.4 23.8 3.8 100.0 ( 160)

  400-500만원 미만 32.6 44.9 21.0 1.4 100.0 ( 138)

  500만원 이상 30.7 51.8 16.3 1.2 100.0 ( 166)

〈표 5-1-28〉 노년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  

(단위 : %, 명)

주: 1) 기타는 모름, 없음, 개인적 노력이라는 응답을 포함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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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종합

본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60세나 65세

를 노년기에 진입하는 연령으로 보던 사회적 분위기에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70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0%이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존재

하고 있다. 한편, 은퇴 연령은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과 같거나 낮다. 즉 이는 70세까

지는 일을 하고 70  이후 퇴직한 상태로 ‘노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연령규범이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다수가 부모와 자녀에 한 강한 부

양의식을 갖고 있다. 적어도 자녀가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하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자녀에 한 부양 책임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성년이 아

니라 학업, 결혼 또는 취업할 때 까지는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부

양에 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기여나 가족내 기여에 하여 인지하고 있어 의존적인 존재로

서의 노인에 한 스트레오 타입은 많이 없어졌음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기여 등 노인

이 자기개발을 계속하거나 일을 하는 것에 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적 노화의 강조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사회적 당위성 때

문인지 아니면 기존의 노인에 한 편견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에 한  좀 더 심층적

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실제 노인에 한 부당한 우가 있다는 응답에 비하여 노인세 와 비노인세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비노

인세 에 비하여 사회적 향력이 적은 노인에 한 부당한 우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응답자가 세 간 갈등을 언급하

고 있으며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응답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

이 높은 경우는 세 간 갈등이 다른 세 를 잘 모르는 것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조되는 현상이다.

다섯째, 고령친화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 한 컨텐츠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도 노인을 분리한 분리적 

접근보다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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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갖는 정책적인 함의를 정리해보면 첫째, 건강한 노년기의 증 로 인

하여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기준도 높아지고 은퇴를 늦게 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사회구성원의 생각과 노년기 연령규범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일 또

는 자원봉사 활동, 자기 개발 등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에 한 좀 더 적

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노후, 노부모에 한 부양, 자녀에 한 부양 등 많은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이 합리적이고도 균형잡힌 맞춤형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 분위기 조성 및 노후설계관련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과 비노인 세 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

구된다. 과거와는 달리 향후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세 간의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세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세 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에 한 부당한 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시 각 세 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도의 장기적인 목표와 지향성에 한 사회적 

공감  형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각 세 가 다른 세 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하 세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령통합적인 문화적‧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적 컨텐츠 개발에 있

어는 비노인 세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물리적 환경은 노인만을 위한 분리된 환경이 아닌 연령통합적인 방

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항목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현황 파악에는 제한이 있었다. 향후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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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 

김주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제1절 서론

인간역사에서 성, 인종, 계급 등 소수 집단에 한 차별의 변화가 인간생활 변화를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에 따라 이루어 졌던 사회적 차별은 sexism에 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지위의 변화가 가능했다. 인종에 따라 

이루어 졌던 사회적 차별 또한 racism에 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 다. 그렇다면 한 사회의 

연령주의의 양상은 그 사회 노인 생활을 변한다고 하겠다. 그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노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며 또 위협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가 노인들

에 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사회의 중심부에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

가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노인문제

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김주현, 2009).

한국 사회의 노인들에 한 국제적 시각은 매우 이중적이다. 한국의 노년은 지금까

지 경로효친이라는 전통적이고 견고한 사회적 가치에 둘러싸여 구성되어 왔다. 가부장

제의 중요한 사회통제원리로서 작용해 온 유교적 효와 경로사상은 노인에 한 사회적 

공경과 부양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노인을 연장자

로서 존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시켰다. 이러한 향으로 노인에 한 정서적, 가족적 

차원에서 한국은 외부로부터 노년의 사회적 상황이 긍정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그와 같은 전통적 가치체계에 공감하지 않은 지 오

래되었으며, 현실적으로도 경로효친 사상으로 한국 노인들의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1위라는 사실이나, OECD국가 중 

상 적 노인 빈곤율이 45%로 1위이며, 한국 노인이 매우 고령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발표32)는 한국 노년의 사회적 상황에 한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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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경향은 노인집단에 

한 사회적 인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고령화가 사회

적 생산성의 감소(경제 위기), 복지, 의료비의 부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및 정당성의 

위기) 등을 초래한다고 하는 고령화 위기론에 근거한다(김미숙, 2003). 고령화 위기론

에 의하면, 노인인구집단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이전급여를 수급 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부양비를 올리고, 공적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적 부담

을 발생시키는 존재이다. 고령화위기론은 이미 고령화로 인한 실제적인 경제적 파장을 

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 받고 있으나(Jackson, 1998; 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 2006)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노년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노인에 한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 기존의 노년을 바라보는 윤리적이고 당위적 

가치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을 이해하기위해 어떤 분석틀을 주

목해 볼 수 있을까. 근 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복지국가와 은퇴 제도의 

등장에 따른 노년기의 사회적 재구성, 그리고 생애발달단계의 변화에 따른 노인역할과 

연 기적 연령의 괴리 등에 한 노년기 논의들을 통해 연령주의가 등장하고 사회적으

로 구조화된 관계로 형성되는 배경이 나타난다(김주현, 2009). 노년기 변화에 한 이 

핵심 논의들은 서구의 논의들이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고령사회

를 조명하는 관점으로서 연령주의의 한국 상황에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사회 노인에 한 많은 연구에서 노인집단에 한 부정적 인

식 및 태도, 사회적 지위 하락, 차별을 지적하여 왔다(김주현, 2007; 이윤경, 2007; 노

공균․조소 ․신동숙․이태훈, 1991). 노동시장에서는 임금과 노동지위에서 연령차별이 

나타나며, 노인에 한 부양부담과 의존성, 부정적 감정들이 노인과의 갈등으로 나타

나고(정기원, 2001), 학 상황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불안한 가족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최해경, 2004).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에 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현실 

등을 연령주의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 듦(연령)을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사

32)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령노동인구 보고서(ageing synthesis)’에 따르면 1999년부

터 2004년까지 각 회원국 40세 이상 국민의 실제 은퇴연령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70세로, 75세에 

육박하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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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차별인 연령주의(Ageism)는 노년의 사회적 이해 방식으로서, 노인에 한 편견

과 부정적 관념들이 노인에 한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져서 구조적 관계로 굳어지고

(김주현, 2009), 한국사회에서 연령주의가 노년기의 일과 가족 그리고 사회․문화 속 에

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정경희, 2004; 박경숙, 2004). 

본 발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연령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

보고, 이러한 연령주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등장하고 전개되는 맥락을 미국, 일본의 사

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한 함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 논의를 진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3국의 주요한 노년담론과 연령주의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

는 한국 사회의 노년기에 연령주의가 구조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로서, 연령주의 실태를 양적 자료

로서 측정하고 나아가 국가비교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고령사회문제를 진단하는 관점

으로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 연령주의(Ageism) 

연령주의(Ageism)란 용어는 1969년 무렵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  소장이

었던 로버트 버틀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어진 이후,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논의되었

다. 버틀러는 나이든 사람들에 해서 체계적으로 정형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을 연령주

의라 하 으며(Butler, 1987), 연령주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 던 Palmore(1999)는 

노인집단에 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편견이나 차별을 일컫는 것이라 하 다. 

Bodily(1991)는 연령주의가 연 순에 따른 연령개념화에 의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 또는 특성, 능력, 한계의 속성이라고 정의하 고, Bytheway(1995)는 

연령주의에 노인은 추하고 고집 세고 비생산적이라는 것과 같은 편견과 젊음이 늙음보

다 낫다는 등의 태도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령주의는 연 기적 연령을 바탕으

로 사회가 특정의 연령집단으로 부터 그 사회의 기회와 자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버리는 장치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고 주장하 다. 

연령, 성 그리고 인종은 “자연적 범주(natural category)”라고 불려진다. 그러나 이

러한 자연적 범주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된다. 19세기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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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켰던 인종차별과 20세기 중반부터 수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성차

별에 이어 제3의 ‘ism'으로 주목 받고 있다(Butler, 1987; 原田謙, 2011). 특히 전자의 

차별현상들은 특정집단에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연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령주의는 누구나 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한편, 연령주의를 직접적 차별 태도나 편견 행위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관계로 접근

하려는 연구들이 있은데, Glanda Law(1995)는 권력관계에서 연령주의를 파악한다.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연령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편견과 억압의 유형으로 구조

화하는 것이라고 연령주의를 파악하 다. 연령주의가 편견의 한 형태이고, 그것을 통

해 노인들을 억압의 상으로 만들며 그들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연령차별적 의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현재 노인들에 한 차별은 여성들이 겪었던 차별처럼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연령차별이란 어떤 연령집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도 우월하다거나 

혹은 열등하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

되어진다. 따라서 연령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자들에 의해서 제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권력집단이 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인들

을 노동시장에서 어 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노인들은 그 사

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나아가 연령주의는 단순히 억압의 상이 되는 노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 연령 인식을 주조하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현재 노년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은퇴, 수입보장, 의료보호에 한 사회

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응하는 제도적, 정책적 비에 있어서 그 사회의 연령

주의가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령주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노인들의 자존감의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 등으로 개인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에 의해 노인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것 등의 경제적 

비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지혜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무시하는 것 등의 사회․문화적 비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에 한 

이해와 실증을 위해서 연령주의에 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노

년기에 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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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령주의 논의의 사회적 등장과 전개 : 미국, 일본 , 한국33)

(1) 미국의 연령주의(Ageism)의 등장과 전개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1950년 에 미국 사회에서는 civil right movement가 일

어났고, 나이로 인한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이 인종 그리고 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다. 더욱이 젊음(youth) 중심의 문화의 발달과 함께 노인에 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만연하게 된 것에 한 비판 또한 생겨났다. 즉 연령주의

(Ageism)의 개념은 인권평등과 사회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공민권(公民權)운동이 융성

하는 가운데 나타나, 정책과 실천에 향을 미쳤다. 인종차별, 성차별을 비판하는 운동

이 고양되고 이에 한 일련의 달성을 이룬 서구에서 공민권운동 하에서 더욱 더 해소

되어야 하는 새로운 역으로 연령 또는 노화가 이의신청의 상으로서 문제화되어 그

것을 해소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Nelson, 2009). 

연령주의에 한 저항은 세 가지 역에서 전개되었다. 1) 정치, 경제적 측면 : 고령

자의 고용문제가 차별의 쟁점이 되었다(1967년 연령차별금지법). 2) 의료, 개호의 측

면(복지) : 노인에 한 우, 처우에 중점을 두고 의료, 개호문제에 있어서 노인에의 

관점으로 다루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늙음의 추함 또는 움직임

의 둔함을 노인이 가진 특징으로 강조하는 노인의 표상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결국 연

령주의는 서구자본주의 사회가 업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강요해 온 것

에 한 비판이고, 노인이 스스로가 노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은폐하도록 하는 사회

적 기 가 형성되어 온 것에 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령주의에 한 비판은 두 가지 축으로 전개 되었다. 하나는 반연령주의를 

표방한 고령자운동이다. 미국에서는 연령주의에 한 사회적 응으로 적극적인 고령

자 운동을 통해 연령주의 비판활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 에 다양한 마이너리티 그

룹들을 향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노인에 

해 다양성을 무시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해서도 비판과 사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표적으로 Gray panthers 와 AARP 가 주축이 되어 고용시장에서의 노인

33) 이 장은 본 연구자의 논문 “The Comparison of Strategies Combating Ageism among Korea, 

Japan, and US”(2012,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3) : 93-113)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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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상으로 하는 차별, 강제 퇴직 제도, 그리고 노인에 한 부정적인 편견들에 

해 비판하 다. 미국의 노인 단체들은 정책 형성 발전에 있어서 노인들의 이익을 옹호

하고자 하 고, 이미 형성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 다. 1958년 

Ethel Percy Andrus는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를 설립했고, 급속한 성장을 보인 AARP는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반 하기 위한 정책의 설립을 도왔다 (Macnicol, 2006). 차별에 한 비

판을 축으로 하는 노인운동에서 80년  이후 정보나 케어의 서비스제공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The Leadership Council of Aging Organization (LCAO) 는 미국 내에

서 전국 규모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non-profit 조직들을 표하는 연립 

(coalition) 조직이다. 현재 총 66개의 다양한 조직들이 LCAO에 가입되어 있고, 노인

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LCAO, 2010). 표적인 조직인 AARP는 

66개의 조직들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정책 활동에서도 가장 큰 향력을 미쳐 왔다. 

AARP의 향력은 다른 조직들의 향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평가되어 왔

다. LCAO의 임무는 미국의 노인들의 안녕을 추구하고, 정책 형성에 있어서 노인들의 

이익을 변하는 것인데, 특히, 연령주의와 관련하여서도 임무강령(mission state-

ment)을 명시했다(“working to ensure that no older person is a victim of dis-

crimination based on age, gender, race, or ethnic origin”).

그 외에 Gray Panthers는 1970년에 Maggie Kuhn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모

든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연령주의와 관련해서는 

AARP와 다르게 노인들에 한 차별 혹은 편견 뿐 만 아니라, 어느 연령 에 속해 있든

지, 나이 때문에 겪는 차별과 편견으로 연령주의를 정의하 다. Gray Panthers에 따

르면, 연령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부정적인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처해야 하는데, 나이로 인한 차별의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1997년부터 2007년 사

이에 ADEA를 바탕으로 보고된 불만 신고가 21%나 증가하 다고 밝혔다. Gray 

Panthers는 연령주의로 인해 노화에 한 잘못된 인식들이 유지되고, 중매체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논

의하며, 연령주의를 없애기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노화에 한 잘못된 인식들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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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세 간의 교류를 통해 다른 연령그룹에 한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을 목표로 활

동하는 조직이다 (Gray Panthers, 2009). Gray Panthers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

회 경제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United Nations (UN)에 속한 NGO기관으로서 UN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ageism, sexism, and racism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노인에 

한 사회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UN이 여성노인의 권리에 한 일반권고안

(General Recommendation)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해왔다(Gray Panthers, 2009).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조직은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ILC)는 

1990년에 Robert Butler에 의해서 설립된 비 리, 비정치 단체이다(ILC, 2009). 특

히, ILC는 “combat ageism”을 주요 목표들 중 하나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

령주의 다양한 형태들을 조사해 알림으로써, 공공 기관 뿐 만 아니라 사적 기관들이 노

인들에 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차별적인 서비스와 정책들을 고쳐나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적으로 2006년도에 “Ageism in America”을 제목으로 한, 미국의 연

령주의 실태와 연령주의에 맞서기 위한 여러 책들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 다 

(ILC). 

또 다른 축으로 미국 정부의 연령주의 책으로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

다. 정부의 제도적 변화에는 특히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복지정책

에 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러한 취약한 집단으로서의 노인들에 한 이

미지는 노인들이 과거에는 사회에 기여를 했다는 인정과 함께 노인들이 복지정책의 

상으로서 마땅하다(‘deserving’)는 담론을 만들어 냈다(Torres-Gil & Putnam, 

2004). 결국, 노인들은 젊었을 때 사회에 기여를 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되어 졌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의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사회보장제도를 합법화 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

라, 이후 1970년 까지의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의 구축을 부추겼다

(Binstock, 2005).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

는데 기여하 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하나같이 정부의 보조

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취약한 그룹으로서 더욱 여겨지는 결과를 나았다(Binstock, 

2005)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집단과 그렇지 못한 연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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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구분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년기'가 공식적으로 구분

되는 생애단계가 되었다. 또한 자연스런 과정으로서의 노화가 20세기에 들어와 쇠퇴, 

허약함, 퇴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단계로의 구분은 노령보험 등의 사회보장

의 도입이라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이에 해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분

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연령주의가 강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Hummert et 

al. 1994; Law, 1995). 근로능력이라는 기준을 통해 노년의 사회적 無用을 강조하여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도록 하 으며 연령주의는 노년기의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Haraven, 1995). 

고용시장에서의 나이로 인한 차별과 노인학  문제는, 미국에서 연령주의의 표적

인 형태로, 노인들에게 부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문제들로서 지적되어 왔고, 정부에

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먼저 고용시

장에서의 나이로 인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 (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의 제정과 변화를 통해, 노인학 의 문

제와 관련해서는 the Elder Justice Act 2010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센서스 데이타를 살펴봤을 때, 65세 이상의 남자들의 고용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 1890부터 1970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

다. 1890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68.3%가 고용되어 있었지만, 1970년도

에는 24.8% 만이 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고용율이 줄어든 것에 

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경제의 구

조적 변화와 그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생겨난 젊은 노동력에 한 선호도가 노인 인구

의 고용율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측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노후의 레저활동을 위해 퇴직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1935년도의 Social Security Act의 성립 또한 노인들의 퇴직 결정

을 향을 끼친다고 논의되어 왔다 (Macnicol, 2006). 그러나 점차 퇴직이 단순히 노

인의 개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한계성과 강제퇴직 정책으로 인한 것

이라는 주장이 강해졌다. 결국, 이러한 공민권 운동하의 노인에 한 정의와 퇴직에 

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한 고려가 1967년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도왔다. ADEA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34) 

1978년, ADEA는 보호 상을 70세까지 확 하 고, 1986년에는 40세 이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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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노동자에 한 연령차별을 금지하 고 부분의 직장에서의 강제퇴직제 또한 금지

하 다. 노동부 (the Department of Labor)가 ADEA를 enforcing 하고 monitor-

ing 했었지만, 1979년부터는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the federal government agency)가 신에 역할을 하기 시작하 다. 

EEOC는 노동시장에서 나이로 인해 차별을 겪은 피해자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이 차별을 인식하고 챌린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다. 2005년에 Smith V. City of Jackson, Mississippi 케이스에 한 판결로 법원

은 직장 내의 처우나 정책들이 표면적으로는 차별로 보이지 않더라도, 고령노동자들에

게는 부정적인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

다(Dale, 2005). 

한편 노인학 에 한 문제제기는 고용에서의 노인 차별 이슈만큼 활발하지 못하

다. 1979년 노인학  문제가 처음으로 국회에 보고되었고, 그 이후 노인 학  이슈에 

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노인학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노인학  예방과 노인학 의 피해자들에 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

은 2000년 에 들어서이다. Senators John Breaux and Orrin Hatch 는 2003년

에The Elder Justice Act (S. 333)를 제안하 고, 같은 해에 The Elder Justice Act

를 옹호하기 위해 창립된The Elder Justice Coalition (EJC)의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마침내 2010년 연방 정부 법으로 제정되었다. The Elder Justice Act 2010은 노인학

를 막기 위한 최초의 연방정부 선상의 정책이고, 이는 4년 동안 $777 million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 다(EJC, 2011).

(2) 일본의 연령주의(Ageism)의 수용과 전개 

전후 근 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은 다양한 사회변화가 전개되었다. 전후 헌법과 민법

의 개정으로 부녀자의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며, 일본 고유의 <가족제>에서 벗어나 여성

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역에서 남녀평등이 

34) (1)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older employers; (2) to prohibit ‘arbitrary’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3) to help employers and workers find ways of solving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act of age on employment (Macnico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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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는 시민권의 확 가 논의 되었는

데, 고령자의 문제는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그 후 

1963년 노인복지법이 성립 시행되고, 1964년 <경로의 날>이 제정되면서, 고령자의 

문제가 사회적 테마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Komatsu Hideo, 2002).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방식은 급속한 일본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한 고령

자의 이미지에 의해서 미국에서와 같은 연령주의에서 보여지는 고령자 차별로서의 문

제제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근 사회의 업적주의나 효율주의의 경향에 따라 고

령자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나타나기는 하 다. 다시 말해, 근 사회의 경제윤리로서 

인구구성변화(노인인구의 증가)의 시점으로부터 고령자의 문제를 위치 지움으로써  미

국의 연령주의와 유사한 형태로서 노인문제를 조명하는 시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

불어 일본도 사회발전 과정에서 가족기능 중 약자에 한 돌봄이나 보호의 기능이 감

퇴하면서 노인 부양이나 개호의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윤리적인 문제로서 고령자의 문

제가 논의되었다(森幹郞,1978). 

그러다가 1970년  들어와 일본의 고도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고령화는 급

속히 진행되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게 되었다. 고령인구에 한 사

회적 위기의식·문제화와 함께, <시 에 뒤떨어진> 또는 <낡아버린 소모품>으로서 고

령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비노인층인 청장년층에게 노

인인구의 증가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Komatsu 

Hideo, 2002). ‘효행’에서 ‘의무’로 나아가 ‘부담’으로 고령자를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는 것이다. 경제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들은 부담을 증가시키는 존재이며 개

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 한 경원, 기피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부

정적 연령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杉井潤子、2007). 이후 이러한 일본 사회의 경

향에 해서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 다. 노인에 한 경시의식, 무관심을 

지적하고, 고령자를 배제의 상으로서 보는 시각을 지적하기 시작하 다(副田義也, 

1997).

일본의 연령주의 논의는 서구에 비해서 조금 늦어서 1980년  미국의 선행 연구를 

도입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 문제로서 사회적 향을 미친 것

은 “르뽀노인병동‘으로 표되는 언론의 보고 다(大熊 一夫 1988). 그런데 이것은 노

인 차별의 문제로서보다 노인 관련 시설 또는 제도의 문제로 이해되었다(辻正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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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따라서 연령주의에 한 비판으로서 본격적인 차별논의는 거의 없었다(副田義

也 1997). 1990년 까지 연령주의를 전면적으로 문제화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杉井潤子, 2007). 물론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문제화하는 시선을 통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시선은 약하고 고령자에의 시

선도 신체의 노화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정책적으로 연령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노

인생활에 관련된 ’보장‘의 문제로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고령자의 생활보장에 한 사

회적 강조는 질병이나 장애, 치매 등에 한 사회적 관용과 공동체의 책임이 나타난다

는 점에서 서구와 다른 차별성이 나타난다. 

일본은 노인에 한 부정적 시각(Ageism)의 사회적 등장과 확산은 전후 고도경제성

장의 시기를 거치며 전개된 사회의 변화와 맞물린다.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고령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이 산업의 역군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

적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생산성의 관점에서 불리한 고령자는 사회적 구성원의 역할

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담의 존재가 되었다. 더구나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고령자에 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사회적으로 확 되

었다. 그런데 일본은 고령자에 한 부정적 시각을 해결하는 과정에 고령자의 권리측

면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남성집단에 

한 여성의 권리 확 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고령자 집단이 권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를 보호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윤리의 문제로 진행되

었다는 것이 일본의 연령주의 논의의 핵심이다. 즉, 고도성장 이후 일본 경제성장의 위

기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령화의 문제가 인식되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

한 존재로서 고령자, 사회적 부양 부담을 지우는 존재로서의 고령자의 인식이 사회적

으로 퍼졌으며, 이 문제에 한 사회적 응이 고령자에 한 사회적 부정적 시각을 문

제 삼는 고령자 권리의 차원에서 제기 되었다기 보다는, 그러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화된 고령자들에 해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느냐하는 

처적 입장이 우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서구와 달리,  경로와 효가 중요한 사회

적 윤리 던 일본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즉 고령자에 한 부정적 시각, 

연령주의의 등장이 전통사회의 윤리로부터의 변화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으로 고령자에 한 사회적 보장으로서 고령자 보호와 보장이 우선됨에 따라 연령주

의의 문제가 고령자의 권리로서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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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단체 활동은 미국의 노인운동단체와 달리 당사자단체 활동은 매우 적다. 

일본의 가장 큰 노인운동단체로 전국노인그룹연맹회(全老連)이 있는데 주로 여가적 활

동을 주로 하며, 구체적인 생활을 위한 정치적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

는 ‘보장’에 있다. 실제 노인그룹연맹회로부터는 각종 고령자정책, 사회보장관련심의

회에 표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노인그룹연맹은 일정한 조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구동

시키는 기제는 ‘건강’ 또는 ‘사는 보람, 삶의 목표’에 있다고 하겠다. 전노련은 지역의 

고령자가 사는 보람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료 노인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즐

거운 클럽을 만들고 사회공헌을 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 노인 클럽 

자체가 노인복지법이나 신골드플랜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 참여, 삶의 목표 책의 

추진조직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에 항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삶의 보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외 일본의 고령자 관련 사회단체인 Japan NGO Council on Ageing 

(JANCA)는 주요한 활동 목표는 “시니어 집단의 사회활동 촉진”에 있다. 전노련과 달

리 정치적 활동도 하는데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하여 정치적 제언을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제안하는 고령자 헌장에는 존엄, 사회참가, 사회공헌, 건강

과 주거 환경 조성, 사회보장제도, 생애학습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다

른 일본 고령자 관련 단체인 일본고령퇴직자단체연합도 주요한 사업 내용이 노인복지

법에 기초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에 있다. 이렇듯 일본의 노인단체 활동(노인운동)은 

노년의 사회적 차별에 한 문제 해결이나 권리 찾기라기보다는, 노년기에 필요한 사

회적 환경을 보장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헌을 하고 역할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 정부의 고령자 책의 방향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활력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고령자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

로서 능력과 경험을 살리고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장래의 일본 사회에 응한 바람직한 고령자의 모습과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고령자 관련 정책 기조는 일본의

「고령사회 책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0년 일본

노인백서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인의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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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노동/소득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취

업과 소득에 관해 실시한 정책과 제도의 내용은 노동을 둘러싼 고령자에 한 연령차

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보다는 노동능력 발휘를 위한 정책과 自助努力에 의한 노년

기 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두번째 건강과 복지의 문제의 해결을 주요한 사업

으로 책정해 두고 있는데,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호보험과 고령자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것이다. 세번째는 학습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가를 촉진 시키는 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 다만 네번째 노인의 주거환경에

서 나타나는 장애(Barrier)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고안에서 연령주의와 관련된 정

부의 책 중 하나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환경을 젊은 세  위주가 아니라 보

편적인(Universal)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고령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정책제안들이

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관련사업에 사용한 예산 변화를 보

면, 일본 정부가 고령자들의 생활 어느 부분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고령자들의 취업과 소득, 건강과 복지 문제의 해결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고령자의 학습, 사회참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크게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

다(内閣府. 2009). 

또한 내각부가 고령화 관련하여 발표한 <”현역건강사회” Healthy active society

실현을 위한 처> 방안이나 고령자 책을 위한 기본적 방안으로 < 연령으로부터 자유

로운 사회를 목표로>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일본사회에서 바라는 고령자의 모습

은 생애를 걸쳐 사회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취업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内閣府. 2008)

(3) 한국의 연령주의(ageism) 논의의 진행

한국은 아직 연령주의에 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고령화에 

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노인에 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는 많이 늘어났으나 

상 적으로 연령주의에 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우선, 지금까지의 연령주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주의를 설명하고 관련 이론을 설명하는 논의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 연

령주의를 한국의 노인문제에 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정도의 연구들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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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실정이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연령주의에 의한 한국 고령화의 구체적 분석은 아

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산업화는 연령차별적인 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보이면서 

진행되어왔으며(정경희, 2004) 이러한 경향은 노인을 사회의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하

게 하는 연령차별적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통해 노인 차별을 논하면

서 연령주의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노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급격히 고령화 사

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지위가 우려될 만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노인에 한 전통적, 유교적 덕목의 퇴색,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경로효

친 가치관의 변화와 이러한 노인 지위의 하락을 둘러싸고 노동에서의 연령차별,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과 학 , 복지 및 제도적 소외 및 낙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

정적 인식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러한 노년 담론과 연령주의의 사회적 전개 양상을 보면, 앞에

서 본 미국과 일본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국사회에서처럼 연령주의에 

한 비판이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았으며, 일본사회처럼 노년기 생활 

보장의 문제로 제기된 것도 아니다. 다만 노인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부와 관료들을 중

심으로 제안되어지고 만들어졌으며 노인들이 주체가 된 노인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책과 한

국의 노인 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는 노인차별에 한 문제제기 보다는 사회

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과 노인들로 인한 사회문제의 방지와 해결의 차원에

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결성된 노인운동단체인 전국노인단체연합회(1968)는 노인의 

권익을 위한 활동보다는 애국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개편된 

한노인회의 창립취지문에 보면 ‘ 우리는 선조로부터 이어 받은 미풍 양속을 후손에

게 계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자신의 안일함의 추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명랑한 

사회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 노인집단의 권리 추구나 연령으로 

인한 차별에 한 문제해결에 한 것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후 한노인회는 

1980년 통과된 <노인복지법>의 초안을 청원하고, 이후 노인복지법에 경로수당 지급조

항을 삽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참여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활동도 연령차별에 

한 문제인식에서라기 보다는 노인생활에 한 보장의 차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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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국노인활동으로는 1994년에 창립된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 있는데 이 단체

는 집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단체와 차별화되었으나 활

동 내용은 “노년에게 연금을 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제를 포

함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여타 노인단체 활동과 비슷하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을 보면 1) 노인 일자리, 소득보

장, 건강, 사회참여 등에 한 노인지원, 2) 베이비부머 세  지원, 3)주거 교통환경과 

노인권익에 한 사회환경조성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연령주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이들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요인들(생산

성(일자리), 건강, 그리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을 증진시키는데 정책의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사회환경조성 부분에서 노인의 주거안정성을 추구하는 내용과 노인권

익에서 학  방지 및 예방에 한 내용을 노인차별과 연결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연령주의에 한 비판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전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

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통해 향 후 한국의 인구 구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주의(Ageism)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생산

성/능력 우선주의 가치와 결합되어 연령차별이 고착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국 노인의 사회적 상황을 제 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4) 노년 담론의 현재와 연령주의(Ageism)적 주목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안티에이징 운동을 연령주의 논의와 연결시

켜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안티에이징 시장은 2008년에 $162.2 billion의 규모

고, 2013년에는 $274.5 billion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BCC 

Research, 2009). 미국에서 안티에이징 운동은 Baby boom 세 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미국에서도 2009년까지 

$72 billion규모의 안티에이징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된 바 있었다 

(Business Communications Company, Inc., 2005).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이러한 안티에이징 운동의 기원에 해 논의해왔는데, 

Binstock & Fishman (2010)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젊음이 중심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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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의 발달; 3) 베이비 붐 세 와 관련한 부정적인 경제적 향에 한 염려  4) 쇠

퇴에 한 두려움 5) 노화 과정의 의료화 (biomedicalization of aging) 6) 의료전문

가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역의 필요성. 안티 에이징 운동의 기원에 한 논의

들에서 연령주의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안티에이징 

운동이 역으로 연령주의에는 어떤 향을 미칠까? 안티에이징 운동은 노인 집단에 낙

인 (stigma)을 주고, 특정 노인 집단을 주변화 시킬 수 있다 (Binstock, Fishman, & 

Johnson, 2006). Holstein (2001-2002) 은 안티에이징 운동이 경제적으로 안티에

이징 관련 소비를 하기 힘든 사회적 계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

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의 연령주의 비판 논의는 건강하고 삶의 목표가 있는 노년이 권

리로서 보장받아야 함이 요구되기도 하고, 역으로 자기책임의 문제로서 정책의 테두리 

밖으로 내버려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한 보상의 문제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사회운동적 배경이 없는 

가운데 노년기에 한 자기책임 의식이라고 하는 립적 견해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

다. 후자의 노년기에 한 자기 책임의식은 성공적 노화 논의와 연결된다. 최근에 일본

의 성공적 노화에 한 연구는 고령자의 행동능력과 관련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틀에 있어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柴田 博,1996). 하지만 성공적 노화의 개념

과 관련된 논의에 미치는 정도이고, 보다 나아가 생산적 개념을 통해 고령자 생활세계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긴장에 주목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성공적 노화 논의를 연령주의의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살펴보면, 

산업 사회의 생산성 논리가 사회체제 속에 구축되면서 노인의 지위를 보다 긍정적으로 

하는 용어로서 확 된 것이 성공적 노화의 잣 가 되는 ‘노년기의 삶의 목표, 사는 보

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에게 있어 사회와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노년

의 ‘삶의 목표, 사는 보람’이라고 하는 통치의 기제가 심화되었으며 동시에 그러한 사

회공헌이 불가능한 노인은 무시되고 은폐되며 배제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

한 문제에 해서 저항하기 위한 연 적 기반을 일본 고령자 운동은 가지지 못하고 있

으며 현재는 개인의 문제로서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비판을 해볼 수 있

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전개를 한국적 

상황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점에서 향 후 통합적 연령주의의 함의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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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에 한 연령주의적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최근 들어 연령분리적 사회구성원리로는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

는 인식이 일어났고, 문제 해결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으로 ‘성

공적 노화’의 개념이다. 2000년  이후 수명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의 세계적 추세 속

에서 한국에도 서구의 성공적 노화 모델이 소개되었으며, 매스컴을 통해 건강하고 활

기찬 노인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노인집단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적

인 사회구성원화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 담론은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로서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지지만, 이것이 제기된 것이 노인으로부터의 욕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필요성 때문에 제시된 변화라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근로자의 역할에서 찾는 생산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교육-노

동-은퇴 라는 생애단계에서 노동의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이를 생애단계에서 확장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리게 된다. 현재 사회적 생산성에 한 정책 방향, 마케팅 

의제, 안티에이징 담론을 통해, 신체적 기능이나 활동 능력 등을 강조하는 성공적 노화

의 담론은 노년에 한 사회적 평가로서 강력한 문화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 모델이라고 하는 특정 노인의 상태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기준에 미달되는 노인들은 주변화되고 이들에 한 부정적 시각은 강화된다. 특

히 신체적 건강, 기능적 능력, 독립성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긍정적 기준에서 벗어난 

특별 집단으로서 사회복지의 지원 상으로 차별화된다. 

또한 노인의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공적 노화 모델은 생애과정의 맥락

에서의 노인 집단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나이와 일에 기초한 불평등을 결합

시켜서 노년기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낫고 있다(Moody, 2001). 노년기의 

사회적 평가에 한 성공적 담론은 인간발달의 필연적 과정인 퇴화, 의존, 죽음 등에 

한 성찰을 어렵게 하고, 독립성에 한 지나친 강조는 노년기 의존에 한 사회적 이

해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노인에 한 부정적 인식인 연령주의를 더

욱 강화시킨다. 

더 나아가 성공적 노화모델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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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비판점이 된다. 노인의 삶과 사회구조는 상호작용하며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은 구조적인 상황에 크게 향을 받는다. 노인의 차별적 상황이 개별적

이고 계층화된 측면으로 해석될 때 연령주의가 사회적 차별의 해결논의로 발전되지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화가 개인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은 노년의 불평등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는데 제약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노화의 특성이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통해 연령주

의의 내용이 되는 것에서 나아가, 성공적 노화 논의는 특정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에 

한 사회적 부정적 평가와 연결되어 성공적 노화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라는 보다 표

적화된 상에 한 또 다른 연령차별적 기제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제4절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년의 제측면

(1) 한국 Ageism의 측정과 구조35)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노인집단에 한 포괄적인 이해와 인식을 측정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노인에 한 태도, 인식 그리고 차별에 한 연구에서 사용된 측

정도구들이 기존 연구들의 것들을 그 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어 왔다. 특히 

Palmore(2001)가 개발한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원

희, 2005; 김욱, 2003).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연령주의에 한 연구와 측정에 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Palmore의 논의와 Fraboni의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原田 

謙 등(2004, 2008)은 Fraboni의 척도를 일본어판으로 재구성하면서 문항을 최종적으

로 14항목으로 줄여서 활용하 다( Fraboni 척도를 활용하여 3개 하위 요인들에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비방, 차별, 회피를 하위 요인으로 하는 14개의 단축판을 

결정하 다). 이후 杉井潤子(2007a, 2007b)의 연구에서도 Fraboni의 척도가 기본적

으로 활용되었다. 앞의 原田 謙 등이 Fraboni 척도 중 최종 단축판을 만드는 중간단계

에서 사용하 던 19개 문항을 기초로 활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 역을 5개로 

35) 이 장은 본 연구자의 논문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2012, 한국인구학 35(1): 54~75)와 

발표문 “ 한국 Ageism의 측정과 구조”(2012년 인구학회  정기학술회의)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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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변인 하위집단 인원(%)

성별
남 688(44.8%)

여 847(55.2%)

연령

20대 251(16.4%)

30대 336(21.9%)

40대 366(23.8%)

50대 249(16.2%)

60대 164(10.7%)

70대 이상 169(11.0%)

결혼여부*

기혼 1029(67.0%)

미혼 301(19.6%)

비혼 205(13.4%)

학력**

무학 76( 5.0%)

초등(국민)학교 126( 8.2%)

중학교 116( 7.6%)

고등학교 455(29.6%)

전문대학 197(12.8%)

대학교 464(30.2%)

대학원(석사 이상) 95( 6.2%)

* 기혼에 별거 10명을 포함함. 비혼은 사별, 이혼, 동거를 합친 숫자임
**서당(한학)은 제외

<표 5-2-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추출하 는데 기피/거절, 멸시, 성가심, 무시, 타인감(他人事) 등으로 나누었다. 

이에 한국에서의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

상 성인 남녀 1,535명(회수율 61.4%)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한

국종합사회조사(KGSS)의 특별주제모듈 조사로 진행되었고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지

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 다. 전체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5-2-1>과 같다.

노인에 한 인식 및 태도 등에 한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연령주의는 노화에 

한 생각, 노인집단에 한 고정관념 그리고 노인에 한 차별적 행동 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기존 척도 문항들을 검토한 후, 

Lasher 등(1993)의 노화불안척도(AAS) 20개, Cherry와 Palmore(2008)의 ‘고령자

에 한 평가척도’(ROPE) 20개, Fraboni 등(1993)의 FSA문항 29개를 기초로 한국

판 연령주의(Ageism) 척도를 개발하 다. 

1차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그리고 노년학 전문가들에게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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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받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

거나 번역(역번역)을 통해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문항 제거 과정을 통해 44문항의 예

비문항으로 정리하 다. 그리고 44개의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18세 이상-50세까지의 

성인 177명을 상으로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 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내적신뢰도

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문항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문항을 삭제

하면 신뢰도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와 요인분석 결과 적재값이 떨어지는 문항을 정리하

다. 이 과정을 거쳐 31개의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에서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 되었다. 이후 2차로 31개 문항에 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령주의 척도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고 문항을 보다 축약하기 위해 내적신뢰도

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과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주의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36)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낮은 8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화에 한 

문항 중 하나인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노인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등이 있다. 또한 노인에 한 차별 경험의 문항 중 기존 

연구(Cherry & Palmore, 2008)에서는 긍정적 연령주의 문항으로 구분되었으나 이

에 한 긍정과 부정의 의미에 한 혼란이 제기되었던 문항 등이 내적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긍정적 연령주의로 구분되었던 문

항들로 서구의 문화적 맥락과는 다른 한국 사회에서는 공경(恭敬)의 문화적 전통이 남

아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23

36)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미리 설정된 요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즉 요인 모형을 경험자료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이다(김계수, 2010).

37) Cherry와 Palmore(2008)의 연구에서는 분명하게 긍정적 연령주의로 구분되었던 문항에 “고령을 

이유로 차도를 건너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원척도에서는 문을 열어 잡아준적이 있다), 노인의 나

이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즐긴 적이 있다, 노인에게 그들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등 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문항에 대해서 Cherry와 Palmore도 앞의 긍정적 연령주

의로 응답된 문항들이 실제 노인집단에 대한 긍정성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으나 연령주의의 차원

이 아니라 정중하고 배려있는 행동으로 인식되어서 나온 행동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는 이

들 응답자들이 노인(modal older adult)에 대한 매우 고정적인 인식(노인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말

하기를 좋아하고, 노화의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을 발현한 것이며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연령주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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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1 2 3 4 5 6 7

노화
불안

편견
기피/
회피

외모
변화

차별
행동

노화
긍정

분리

a2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대부분의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10 -.03 .11 .08 .07 .85 -.02

a3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

.06 .02 .14 .25 .07 .82 .04

a4
나는 거울에서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05 .02 .04 .83 -.02 .28 .01

a5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늙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14 .07 .04 .87 -.04 .12 .10

a6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

.34 -.10 .27 .47 .24 -.32 -.01

a7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

.73 -.07 -.03 .08 .11 -.10 .06

a8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진다 .62 .20 -.13 .00 .00 .00 -.11

a9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75 .01 .05 -.02 -.05 -.01 .05

a10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이다

.77 .09 .12 .12 -.01 .12 .11

a11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70 .11 .07 .14 .04 .24 .06

a16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00 .01 .11 -.02 .71 .07 .07

a17 노인에게 나이에 관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08 .08 -.02 .02 .80 .02 .00

a18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01 .33 -.10 -.00 .65 .03 .10

a21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06 .68 .10 .07 .20 -.07 .01

a22 노인은 대부분 과거 속에 살고 있다 .12 .69 -.08 -.02 .14 .07 .12

<표 5-2-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의 문항에 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 다. 동일표본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 샘플

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이순묵, 2000; Raykov and Widaman, 

1995). A 집단(n=767)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집단 B(n= 768)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두 집단은 성별, 연령별로 편향성 없이 분리되었음을 동

질성 평가를 통해 검증되었다(성별: χ²=4.53, p>.05, 연령 :χ²=1.72, p>.05 ).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7개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

의 부하량이 0.4이상이었으며, 표본적절성에 한 검증으로 KMO값을 살펴보았는데 

0.76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Chi-square=4215.12, 

df= 253, p<0.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5-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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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081 .76 .26 -.03 .04 .02 .03

a24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021 .76 .15 .04 -.01 -.02 .03

a25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06 .28 .66 -.00 -.03 .04 .01

a26
나는 노인과 만나면, 때때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01 .01 .83 .07 .08 .09 .06

a27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02 .03 .82 .06 .02 .11 .12

a28
노인들은 따로(별도로 구분되는) 지역 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07 .03 .11 .03 .11 -.02 .85

a29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따로(별도로 구분되어) 
마련되는 것이 좋다

.06 .11 .14 .05 .07 .04 .85

a30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02 .37 .52 .07 -.09 .01 .35

요인고유근 2.76 2.49 2.38 1.79 1.75 1.72 1.67 

설명변량 12.01 10.82 10.33 7.79 7.59 7.47 7.26 

Crombach's α .78 .74 .72 .49 .65 .78 .75

이어서, 집단A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제시된 23개 문항으로 구성

된 7개 요인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을 하 다. 이를 위하여 집단 B를 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이는 연령주의 척도의 요인구성과 패턴을 검증하고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23

개 문항으로 실시한 1차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변수 a6(“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과 a8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해 걱정이 커

진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적재치가 .48과 .25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몇 가지 적합도 지수가 기준보다 좋지 않았다.38) 2개 문항에 해서 통계적 

수치에 의한 판단 이외에, 외모 변화에 한 유보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건강

에 한 불안이 모든 연령 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에서 노화에 한 불안 요인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 다. 최종적으로 두 변수를 제외하고 21개 문항으로 다시 

모형을 설정하고 2차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수용할 만하며, 요인계수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2-3>와 같다. 

38) /df=3.04,, IFI=0.90, CFI=0.89, RMSEA=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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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df IFI CFI RMSEA

수용수준 3.0 이하 ≥ .90 ≥ .90 <.08

측정모델 460.13 168 2.74 .93 .93 .05
판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표 5-2-3> 연령주의(Ageism)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앞에서 개발된 21개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연령주의(Ageism)이 생성되는 요인을 

탐색하 다. 성, 연령, 가족관계, 학력, 경제활동, 건강, 지역 등의 속성과 연령규범 및 

고령자와의 접촉, 행복도 등의 요인이 연령주의(Ageism)에 미치는 향을 보면, 노년

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황금기연령(best age) 인식

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감을 더 느낄수록, 고령자와의 접촉이 많을수

록 연령주의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연령주의(Ageism) 회귀분석 결과 

　 ß (S.E)

연령 (60세 이상) 　 　

   18세 - 39세 -.143* 0.053

   40세 - 59세 -.149** 0.048

성별(남성) .064* 0.027

취업(미취업) -0.002 0.029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 　 　

   고등학교졸업 0.05 0.045

   초대졸이상 -0.003 0.045

거주지 (대도시) 　 　

   대도시 주변 및중 소도시 -0.037 0.027

   시골 및 외딴지역 -0.019 0.05

배우자(있음) 0.049 0.03

고령자접촉 (없음) 　 　

   가끔 교류 -.119*** 0.032

  직장/학교에서 교류 -.087** 0.044

  정기적 교류 및  동거 -.141*** 0.035

황금기연령인식 -.056* 0.01

건강상태 -.147*** 0.014

행복도 -.197*** 0.013

Adjusted R2 0.103 　

N(df=15) 1297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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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Ageism)의 구조와 향요인의 비교39)

서구의 기원을 가지는, 고령자를 이해하는 사회적 관점의 하나인 연령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고령자에 한 편견과 부정적인 관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차별이나 억압이 얼마나 구조적인 관계로서 고정화되고 있을까를 살펴보

았다. 각 사회의 연령주의 양상은 그 사회의 고령자의 생활을 변한다고 말할 수 있

다. 고령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있

어 고령자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에 한 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연령주의 양상의 

차이와 향 요인을 검증하 다. 

 일본의 데이터는, 2004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일본 학술 진흥회 과학 연구비 보조

금을 받아 실시한 「현  사회에 있어서의 연령 차별(Ageism)의 실태 해명과 고령화 교

육의 추진」에 의한 연구 성과40)를 활용했다. 분석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의 <표 5>와 같이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분석 상자의 

연령(40세)과 지역을 중심으로 변수를 조정하 고 통제 변수로 사용하는 공통 변수를 

선정해 데이터 세트를 구성했다. 덧붙여 40세 이상으로 조사 상자를 설정한 의도는, 

나이듦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세 로 생각한 것에 의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 직업의 유무, 교육 연수, 거주지 규모, 혼인 상황, 건강 상

태, 주관적 경제 상태, 행복감/생활 만족도에 의해서 속성을 파악한 것 외, 고령자와의 

교류 경험의 정도에 한 것이다. 그리고 Fraboni 연령주의 척도 11개 항목(5점 

scale)을 양국에서 공통으로 활용하여 연령주의가 강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지표

화 하 다(설문문항 11번 역전).  

39) 이 장은 본 연구자의 논문 “韓国と日本のエイジズム(Ageism)の構造と影響要因の比較 ”(2013, 日本

硏究 56 : 7-24) 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40) ２００４－２００６年 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現代社会における年齢差別（エイジズム）

の実態解明と高齢化教育の推進」<課題番号165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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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성별 남성 410(47%) 514(49%)

　 여성 456(53%) 590(51%)

연령 평균값 54.14 59.82

직업 유 559(65%) 463(43%)

　 무 307(35%) 623(57%)

교육연수 평균값 12.15 12.73

거주지 도시 261(30%) 324(30%)

　 지방 소도시 503(58%) 677(61%)

　 농 100(12%) 101(9%)

혼인상태 배우자 유 713(82%) 922(84%)

　 배우자 무 153(18%) 177(16%)

가족원수 평균값 2.93 3.25

건강상태1） 평균값 3.33 2.97

주관적 경제상태2) 평균값 2.85 2.45

행복감/생활만족감3) 평균값 4.78 2.92

고령자와의 교류경험

거의교류없음 185(21.4%) 59(5.6%)

지역에서 인사 정도함 271(31.3%) 92(8.7%)

자원 사나모임등에서만

남 
108(12.5%) 194(18.3%)

직장에서 교류 83(9.6%) 131(12.3%)

일상  동거 219(25.3%) 586(55.2%)

N 　 866 1104

注１：건강상태(일본:4점scale,한국:5점scale),2:주관적경제상태(일본:4점scale,한국:5점scale),3:행복감/생활
만족감(일본:4점scale,한국:7점scale).직접적으로 평균치의 비교는 할 수 없다.

<표 5-2-5> 분석대상자의 특성 (N(%))

Fraboni의 연령주의 문항의 집계 결과 및 양국의 비교를 t검정으로 나타내 보인 것

이 <그림 1>이다. 검증 결과, 11개 항목 중 7항목에 해 유의 수준 5% 이하의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 양상이 유사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 일본은 고령자에 

해서, 인색하고 돈을 모으고 있고, 고령자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고, 가능한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장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의식이 한국보다 보다 강하다. 한편,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자는 과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을 건네는 것을 싫어하며, 

지역의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며, 정치적 발언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고령자와의 접촉이나 장시간의 공유, 동거 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개인생활 속에서 배제하는 의식이 강하고, 한국에서는 과거의 존재

로서 간주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를 사회생활 속에서 배제하고 싶다고 하는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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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고령자를 개인으로 이해하는지, 집단으로서 이해하

고 있는지의 차이로부터 연유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림 5-2-1]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Ageism) 11문항 평균비교(t-test)

한국과 일본을 각각 연령주의 문항 합계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설정하여 연령주의의 생성과 관계되는 향 요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검토한다. 

한국의 연령주의 합계값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27.90, SD6. 28), 

일본(27.92, SD5. 64), 가 되고 있다. α계수는, 한국은 0. 737(n=864), 일본은 0. 

761(n=1066)이다. t(1753)=. 092, n.s.). 연령주의의 실태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검증과 논의를 실시했다. 

한국의 결과를 보면, 연령, 행복도, 고령자와의 교류(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 직장

에서의 교제, 일상적 동거) 등에서 의미 있는 향이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연령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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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β) 일본(β)

성별 -.707(-.056) 1.695(.150)***
연령 .288(.099)* .052(.109)** 
직업더미 .254(.019) -.583(-.051)
교육년수 .005(.003) .145(.060)+
거주지 중소도시 -.318(-.025) -.451(-.039)
　 농촌 -.115(-.006) -1.760(-.087)*
혼인상태더미 -.055(-.003) -.163(-.011)
가족원수 .185(.037) .116(.031)
건강상태 -.328(-.055) -.772(-.089)*
주관적 경제상태 .196(.036) .685(.082)*
행복감/생활만족감 -.492(-.084)* -1.234(-.149)***

고령자와의 
교류경험

지역에서 인사 정도함 -1.113(-.084) -1.209(-.059)

　
자원봉사나모임등에서
만남 

-2.334(-.123)* -3.104(-.213)***

　 직장에서 교류 -1.665(-.078)* -2.538(-.144)**
　 일상적 동거 -2.719(-.188)*** -2.497(-.219)**
(定数) 31.095 29.135
R2乗 0.043 0.09
調整済みR2乗 0.026 0.075

p<.001***p<.01**p<.05* 

강하고, 행복도가 낮을수록 연령주의가 강하다. 고령자와의 교류에서는 정기적으로 고

령자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 비해 전혀 접촉이 없는 경우에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

났다.

일본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별과 연령, 교육 연수, 거주지,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 생활만족감, 고령자와의 교류 등에서 의미 있는 향이 나타났다. 

남성이, 고령일수록, 고학력의 경우에, 도시와 시골 거주가 아닌 경우에 연령주의가 강

하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 만족감이 낮은 경우

에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와의 교류에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고령자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 비해 전혀 접촉이 없는 경우에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

타났다. 이것은 고령자와의 교류가 없으면 고령자에게의 차별 의식이나 편견이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5-2-6> 韓国と日本のエイジズムの要因分析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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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에는 문화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반 하느냐가 큰 과제이므로 이번 분석

에서는 양국의 데이터를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같은 분석을 실시

함으로써 차이를 드러내려고 시도했다. 연령주의의 양상은 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연령주의가 생성되는 향요인의 차이를 드러냄

으로써 연령주의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번 기초 작업을 통해 

양적 자료를 통해 전체 경향을 파악해 비교 검토했지만, 향후에는 각 사회의 연령주의

의 구체적 맥락과 개별의 사례 등 질적 연구로 심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절 결론
   

노인 자신의 개인적인 노화과정과는 별도로, 누가 노인이며, 아울러 그들의 노화

(aging)와 관련된 지위와 역할이 그 사회에 의해 재규정 될 때, 노인문제는 사회문제

(social problem)로 등장하게 된다(Matcha, 1997). 노인집단에 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변화는 노인집단의 생활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사회 

성원과의 관계에, 노인 스스로의 의식과 삶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의 여러 

역에서 노인이 소외되고 부당하게 우 받는 차별의 경험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노

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세  통합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주의를 통해 노년을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노년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 즉 

생활세계의 각 측면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퇴직, 

수입보장, 의료보호에 한 관심을 가져오고 정부의 예산부족에 따라 노인에 한 제

도들이 연령주의에 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연령주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노인들의 자존감의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 등 개인적 비용, 강제퇴직제

도로 인한 수많은 노인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것 등의 경제적 비용, 노인들

의 지혜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무시하는 것 등의 사회·문화적 비용 등

을 연령주의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현재 노년기에 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김

주현, 2009).

앞에서 소개된 일련의 연구들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가족 체계가 강하 고, 산업화

와 근 화의 향을 질풍처럼 경험하 던 한국 사회에서 고령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연

령주의의 논의를 주목한 시도와 결과물이다. 한국사회 노인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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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해 노동하고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한 세 이다. 그러나 일생 동안 이루

어진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미래 세 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함으

로써 그들이 기 했던 안락하고 존경받는 노년기는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 노

년의 이러한 기 와 현실의 차이는 연령주의가 드러나는 지점일 수 있다.

연령주의는 고령자의 생활 세계의 다양한 측면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세

와의 관계는, 고령자 스스로의 의식과 생에 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회가 많은 역에서 고령자가 소외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는 차별

은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세  통합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각 사회의 연령주의의 양상을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더 활발하게 되리라 예측

된다.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관점으로서 연령주의에 한 조명은 사회구성원으로

서 고령자 집단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고령자 정책을 보다 확고한 것

으로 검토해 가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고령자 지원과 관계되는 실천 현장에서 고

령자에 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해서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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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1

성균관대학교 김상욱 교수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연령통합 및 고령친화성에 한 실증분석을 적극 시도함으로

써 그 동안 다분히 담론적 수준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던 이 분야 관련 연구 및 분석의 

새로운 차원 및 지평을 마련하 다는 점에서 나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한편 

(토론자의 입장이 늘 그러하듯이 글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찬사보다는 개선점 

착안에 우선하여야 하기에) 가일층 차원 높은 글 및 분석을 가능케 하기 위한 건설적⋅
발전적 제언을 몇 가지 두서없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심용어의 개념정의 및 조작화(측정): ‘연령통합’ 및 ‘고령친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변인 혹은 용어에 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제시될 수 있었으면 한다.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연후에 조작화 및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 

혹은 근거는 또한 어떤 것(들)인지에 해서도 부가적 설명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한다.

2) 표준화 및 국제화된 측정: WHO가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는 포괄적이며 접근 가

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8개 역의 84개 항목”은 금번 전화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듯한데, 추후 본격적인 측정 및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두 가지 결정적 장

점―(1) 정교한 측정속성(psychometric properties)의 평가 및 표준화된 측정

방식 구축; 국제비교분석(cross-national comparision) 추동―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국내에 기축적된 국제비교 조사자료들(예, ISSP, EASS 등의 

‘family and/or gender’ module surveys)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국제비교의 

견지에서 바라다 본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가늠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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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다.

3)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름 로의 현실적 여

건(시간, 비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 궁금증이 남는다. 첫째, 지역별 age-sex ratio을 감안해서 표본수를 할당하는 

quota sampling 기법이 사용된 듯한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quota sampling 

기법은 sampling의 final phase에서 상당한 정도의 sampling substitution이 

행해지기 때문에 prob. sampling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initial samples과 substitution samples을 “구분해서 사용하 고, 원표본 조

사 실패 사례 발생시 조사시간 를 달리해서 최소 2회 이상 추가컨택을  시도하

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표본 체율(substitution rates)이 과연 어떻고, 

유효응답율(valid response rates)은 어떠한지의 문제는 단히 중요하고 첨예

한 해석이 달리될 수 있는 중차 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관련 정보의 

입수 및 보고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RDD 방식의 조사는 기존의 조사

방식보다는 나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는 궁금점 가운데 하나는 “무선전화

(cellular, instead of landline, phones)는 이번 조사에서 배제되었는가?” 여

부이다.

4) 조사 문항(지표): (1) 부양의식의 측정에 있어서 3  차원(financial, in-

strumental, psychological) 가운데 경제적 차원만 포함된 듯하며; (2) 연령규

범, 부양의식, 연령규범, 노인과의 접촉 경험 등의 측정에 있어서 normative 

responses의 가능성이 적잖게 엿보이며, 그 결과 data의 validity 또한 일부 저

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5) 분석방법: 정책적 연구의 성격상 bivarate analysis가 부분인데, (1) 현 상태의 

이원분석에서도 significance tests(예, Ch—sq., t-, F-tests) 결과가 부가적으

로 제시될 수 있었으면 하며; (2) 더 바라기로는 노인에 한 이미지, 연령규범, 

연령차별과 세 갈등, 노인과의 접촉 경험 등 각각을 dependent variable로 삼

고 여러 predictor variables을 도입하는 방식의 causal and explan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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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ariate analyses가 시도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상 평자의 comments and/or suggestions이 이 글의 완성도를 가일층 높이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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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

무엇보다도 최근의 세 문제, 고령화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루

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고령친화성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

술논문을 염두에 둔다면 연령통합성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체로 논의가 진행되

었으나, 고령친화성으로 논의의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

의의 시작 자체가 상 적으로 한국사회의 고령친화성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연령통합성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고령

친화성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연령에 한 고령친화성이 갖

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중요한 자료이니 만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하거나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 5-1-7>은 각 사회경제적 범주별 노인 기준연령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면, 보다 명쾌하고 단순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로 확

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합니다. 하나의 방식으로 일종의 가중평균값

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표 5-1-9>이 보여주고 있는 노인기준연령과 은퇴연령 사이의 분할표도 보다 다



[4차 포럼] 토론문  289

양한 방식으로 재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식은 세 별로 이 표

를 나누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 별 인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체로 비 칭성을 보여주고 있는 인식의 특징을 응답

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5. 직접적인 질문도 가능하지만, 보다 간접적이고 단순한 척도를 이용하여 노인세

에 한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 보다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확 해

서 실시하는 방안과 다른 국제비교를 위해 비교가능 문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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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에 대한 
토론문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

1. 이 글의 목적은 1) 고령사회의 사회문화적 차별의 한 양상으로서 연령주의의 특

성을 파악하고, 2) 미국, 일본과 구분되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첫 번째 목적은 충분히 부각되었으며 우리사회에 고령화

담론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 가설, 어느 사회이든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모

두 고령사회에 도달한다고 보는 고령사회의 동질화가설에 해서 문제제기 하고 각 사

회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고령사회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점을 부

각하 다는 피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2. 생산적인 노년기에 한 최근의 논의들이 퇴화, 의존, 죽음에 한 성찰을 어렵게 

하고 독립성에 한 강조는 노년기의 불가피한 의존성에 한 사회적 이해를 부족하게 

만든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에 공감한다. 

3. 노화는 생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인위적인 노력

으로 피할 수 있다거나 가능하면 늦추어야되는 부정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인식은 기존

의 고령사회에 한 시각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4.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집단의 권리를 보호하

고 단체중심으로 고용과 차별이슈를 중심으로 연령주의가 사회적 담론으로 구성된 미

국과 일본, 한국과의 차이점을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많은 공통점에 

해서는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동아시아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은 연장자 

한 존중(장유유서), 가족간의 유 와 결속, 자녀를 위한 희생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자녀에 한 지원의 밑거름이 되는 유교적 가족주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해서 이후의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좋을 것이다. 차이점은 1970년  이후 고령화가 이미 진척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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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와 2000년  이후 한국사회의 노인세 는 연령별로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비하는 베이비부머

세 와 산업화되기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성장해서 교육수준이 낮고 노후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80  이후의 노년세 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다. 한국사회의 노인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인집단내에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근 화의 압축적 과정

이 그 로 투 되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베이비부머가 노인집단의 다

수가 될 20년후에 한국사회는 일본과 보다 많은 특성을 공유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서구나 일본사회에 다른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고 보여진다.

5. 연령주의에 한 필자의 주장은 부분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연령

주의는 서구사회와 달리 관계의 부재와 관계로부터의 소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끈

끈하게 착된 가족주의에서 비롯된 세 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부모봉양의 의무는 약화되고 있으나 자녀에 한 지원과 후원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예(기러기아빠)에서 볼 수 있듯이 돌봄의 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노부모를 제외신키고 부부와 자녀중심으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가족주의의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노년연구의 연구지평을 확 하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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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에 대한 
토론문 2  

퓨처모자이크연구소 한주형 소장

최근 40 와 50 가 책임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현장을 다녀왔다. 가정

과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며, 사회전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본인 당사자들의 미래 노년의 역할과 위상을 막연하게 나마 고

민하고 있었다.  

교육을 통해 만난 3천여 명에게 각자가 느끼는 노인에 한 이해와 인식에 해 질

문을 해보면 부분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의 선배들로부

터 본 노년의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낀 세 로서 노부모의 부양책임

과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 한 양육부담 속에서 가족을 넘어 세 간의 이해나 소통에 

해 어떤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직장 내에서나 사회에서 연령차이의 큰 벽을 뛰어 

넘기에는 너무 버겁게 느끼는 듯 하며 무관심한 것 같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속에서 나이 들면서 정보나 참여, 소통의 기

회가 점점 줄고 Old Person(노인)에 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확산되어가는 것 

같다. 노인도 우리와 같은 자존감과 독립심을 목숨만큼 큰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 일 뿐이며, 건강처럼 퇴화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 지식, 자유의지, 성 등 더욱 풍

부해지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다. 좀 더 연령층이 낮아져 50+들도 포함

하여 시니어에 한 문제, 사회적 인식, 본인 스스로 믿고 있는 생각들에 한 새로운 

성찰과 발견 등 Ageing Society (고령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에 한 이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수 경제(Longevity Economy), 인구 배당(Demographic Dividend), 인구, 평균 

수명, 장수 노년 생활 방식 등에 한 새로운 정의를 함께 만들어 가야, 미래의 사회가 보

다 살기 좋고 더불어 살아가며 더욱 행복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 연령층에 걸쳐 생애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젊은 층으로부터 노년의 삶

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미래 설계를 차분히 시작 할 때 비로소 연령주의에 한 근본 

책의 첫 걸음을 디딜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들어도 계속 의미 있게 일을 하길 원하는 



[4차 포럼] 토론문  293

노년과 시니어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회와 고용시장의 과제인 것이다. 

각자 권리주장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가치 있는 주체로서의 노년의 삶의 

모델을 만들어갈 때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고 의미 있게 인생을 관찰해가는 한국의 

표문화인 孝(효) 문화의 재창출을 위해서도 전 국민이 누가 노인이고 어떻게 긍정적이

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에 한 길잡이 교육을 통해 나의 나이와 상 의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령주의의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때 이러한 연구는 매우 유익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제6장 종합

제1절  주요 논의 내용

제2절  향후 과제





제1절 주요 논의 내용

4회에 걸쳐 개최된 포럼을 통하여 8개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그에 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8개의 논문을 관통한 이론적 틀은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이다. 연령

통합은 제1장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연령이 얼마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와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인데 현

재의 논의의 수준은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는 못

한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연령통합 개념과 기본방향을 공유하면서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고령친화성의 개념이 좀 더 경험적 근거 마련에 가까이 가 있다. 이는 WHO에

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라인41)을 발표하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WHO의 가이드 

라인은 고령친화성 점검항목으로 3개의 관심분야에 8 역, 8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택의 3개 역의 36개를 제

시하고 있다42).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하는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기

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령통합적 사회 구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를 고령친화적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논의 되었

다. 서울시의 고령친화성 평가 결과 일자리 환경과 여가 및 사회활동 환경이 가장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령자의 교통이용 현황 분석결과 고령자의 이용 현황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이동 수단에 초점을 둔 접근보다는 노인의 생활환경

(동행자 여부 등)과 이동거리와 목적지에 향을 미치는 활동유형과의 연계 속에서 정

책 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시되었다. 즉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구축은 다른 역에

41)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42) 정경희(2010).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2010. 10. pp. 

202~212. 

종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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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삶의 양상에 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림 6-1-1] 고령친화도시의 관심영역

         

자료: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다음으로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시간이전계정 추계

를 통하여 가계생산을 통하여 노인이 상당한 규모의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경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노인에 한 부정적 인식 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량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 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경우 세 내 재분배는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간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평균적으로는 현세  부담에 그치고 있으므로 후세  부담과는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후세  부담이 

크다는 논점 외에, 국민연금급여액이 노후소득으로 충분하지 않고 제도 역사가 짧다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또한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연령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노인에 한 호칭, 미디어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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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수행 등에 

한 경험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 안에서의 세 간 가족유  및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성 제고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연령적 분절적 현상을 극복하고 연령통합적 속

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4차 포럼에서는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

령친화성 정도에 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를 

발표하 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의 정도가 서구보다 

낮고, 유사하게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는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기고 하고 있음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2절 향후 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향후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과 고령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경주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적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통합성과 고령친화성의 개념43)을 조

작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사회의 연령분절/통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비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국

제비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령통합성과 고령친화성의 개념의 조작화

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조사가 실시된다면 구체적인 수준과 그러한 

수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을 위

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WHO가 고령친화 ‘도시’를 출발점으

로 삼은 것도 한 국가의 고령친화성 제고에 있어 지방정부의 지역 착형의 접근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나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

로 연령통합적이고 고령친화적인 관점을 형성해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43) 연령통합에 비하여 고령친화성의 개념을 조작화하려는 시도는 한발 앞서 진행되고 있다. 정경희‧이윤경‧
오 희‧김상철‧노명우‧박신 ‧설재훈‧방효정,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6. 정경희‧이윤경‧이소정‧유삼현,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등이 표적인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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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을 연령통합적‧ 고령

친화적으로 구축해가기 위해서도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접근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접근

(bottom-up approach)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경우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노

인의 참여를 시도하 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에 한 국제

적 응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는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에

서도 모든 변화의 노력과정에서의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44).

다섯째, 연령통합성을 둘러싼 현실적인 논의는 이해관계의 차이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사회문제화 되는가 여부는 우리사회의 문화적인 

연령통합성에 의하여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사회의 낮은 수준의 문화

적인 연령통합은 노인세 와 후세 는 그들이 경험해온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

적 발전으로 인한, 즉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과정을 거친 문화적 이질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의 연령통합성 수준이 향후 정보매체의 접근성이나 정보의 질의 

향상에 따라 노인 세 와 비노인세 간의 문화적 차이가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화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이 노인 세 와 비노인세

간의 문화적 차이에 미치는 향에 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44) 정경희‧정은지‧남현주‧최혜지(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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