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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제 1차 인구포럼(14.2.11)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태한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이태한입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출산양육 환경과 고령화시대의 노후생활을 

주제로 인구 포럼을 개최한 데 대해 매우 뜻깊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이룩한 기적적

이고도 빠른 경제적 성취의 이면에는 젊고 생산적 인구

구조와 낮은 부양부담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인구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 앞에는 높은 부양부담을 

지닌 인구구조와 생산인구의 부족이라는 이전과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장기적 비전

과 전략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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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어느 시기에도 위기가 아닌 시기는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새로운 위험

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포럼이 이러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甚深한 감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대국이라는 일본

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인구 구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서는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저출산 문제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고령화된 인구 구조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사회경제적 개혁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합니다.

이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갖는 인구정책의 의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감소한 바 

있고 금년 역시 낙관적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인세대는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높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 빈곤과 소외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령에 대한 존중과 부양이라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세대간 간극도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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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 t h  a n d  S o c i a l  A f f a i r s

한국인의 임신준비 
실태와 개선과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1



한국인의 임신준비 실태와 개선과제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

Ⅰ. 서론

계속되는 저출산의 사회문제 속에서 건강한 아이의 출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과 사회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의 제

고와 더불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 저체중아나 조산아 출산과 같은 출산결과 이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출산결과의 악화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고령산모의 증가보다는 전반

적인 생식건강의 악화에 기인한 바가 더 크고, 출산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상

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출산건강 관련 정책은 출산 이후의 사후 의료적 지원이나 주산기 관리

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출산건강 증진에서는 그 효과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신 이전 시기부터 여성들의 출산건강을 증진시키고, 이에 부

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그간 우

리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preconceptional 

care)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임신 전 관리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보건 관련 건강관리 및 건강행동, 임신 및 출산 관련 위험요인 노출, 노

동 및 보건 관련 사회 제도, 교육 및 대중 홍보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노력을 의

미한다. 이는 출산 결과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 매우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1) 이글은 ‘이상림 외(2013).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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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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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더불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 저체중아나 조산아 출산과 같은 출산결과 이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출산결과의 악화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고령산모의 증가보다는 전반

적인 생식건강의 악화에 기인한 바가 더 크고, 출산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상

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출산건강 관련 정책은 출산 이후의 사후 의료적 지원이나 주산기 관리

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출산건강 증진에서는 그 효과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신 이전 시기부터 여성들의 출산건강을 증진시키고, 이에 부

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그간 우

리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preconceptional 

care)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임신 전 관리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보건 관련 건강관리 및 건강행동, 임신 및 출산 관련 위험요인 노출, 노

동 및 보건 관련 사회 제도, 교육 및 대중 홍보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노력을 의

미한다. 이는 출산 결과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 매우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1) 이글은 ‘이상림 외(2013).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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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위험군과 위험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출산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출산결과 동향

우리나라 2011년 전체 신생아 중 저체중아는 24,647명으로 5.2%, 조산아는 

28,166명인 6.0%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상결과 출산율은 지난 11년 동안 각각 

36.8%, 39.5%가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이상 출산결과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혼인과 출산의 연기에 기인한 고령출산의 증가를 꼽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령별 출산결과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저체중출산율과 조산율의 전반적 상승 경

향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산모의 연령구성과 출생결과 이상아 출산율 분포

구분
저체중아 출산율 조산아 출산율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전체 3.80 5.23 3.78 5.98

19세 이하 4.88 7.56 4.59 7.52 
20~24세 3.51 4.97 3.29 5.27 
25~29세 3.45 4.48 3.30 5.12 
30~34세 4.06 5.14 4.28 5.85 
35~39세 5.68 6.44 5.97 7.59 
40~44세 7.26 8.24 7.08 9.72 
45세 이상 7.74 10.76 6.91 10.36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각연도)

출산연령 변화가 출산결과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

해 두 시점의 출산결과의 차이를 분해(decomposition)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지난 2000년과 2011년의 연령별 출산율을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저체중아 

출산율의 증가에서 연령구성의 차이는 25.0%, 연령별 저체중아 출산율의 변화는 

75.0%의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마찬가지로 조산아의 출산에서도 

그간 조산아 출생율 증가폭에 대해 연령구성의 차이는 21.0%, 연령별 출산율의 변

화는 79.0%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나

타난 저체중출산아 및 조산아 출산율의 증가는 고령산모의 증가보다는 각 연령에

서의 발생률의 증가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

라 여성들의 출산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표 2> 출생결과 이상아 출산율의 변화에 대한 분해결과

저체중아 출산율 
표준화(Standarization) 분해(Decomposition)

2011년 2000년 차이 영향력 비중(%)
R-표준화 출산율 4.709 4.352 0.357 25.0
A-표준화 출산율 5.067 3.994 1.072 75.0

전체 출산율 5.233 3.804 1.429 100.0
조산아 출산율

표준화(Standarization) 분해(Decomposition)
2011년 2000년 차이 영향력 비중(%)

R-표준화 출산율 5.767 4.028 1.739 21.0
A-표준화 출산율 5.129 4.666 0.463 79.0

전체 출산율 5.982 3.781 2.202 100.0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각연도)

2. 출산결과(저체중아 출산) 위험 분석

그러면 이상 출산결과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분석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1 출산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보았

다(표 3). 분석결과를 보면 산모의 연령에서 고연령뿐만 아니라 저연령 산모들도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의 연령뿐

만 아니라, 부의 연령 역시 출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연령 이외에도 비생물학적 요인들도 출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출산경험이 낮을수록 저체중아 출산

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전에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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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위험군과 위험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출산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출산결과 동향

우리나라 2011년 전체 신생아 중 저체중아는 24,647명으로 5.2%, 조산아는 

28,166명인 6.0%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상결과 출산율은 지난 11년 동안 각각 

36.8%, 39.5%가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이상 출산결과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혼인과 출산의 연기에 기인한 고령출산의 증가를 꼽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령별 출산결과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저체중출산율과 조산율의 전반적 상승 경

향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산모의 연령구성과 출생결과 이상아 출산율 분포

구분
저체중아 출산율 조산아 출산율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전체 3.80 5.23 3.78 5.98

19세 이하 4.88 7.56 4.59 7.52 
20~24세 3.51 4.97 3.29 5.27 
25~29세 3.45 4.48 3.30 5.12 
30~34세 4.06 5.14 4.28 5.85 
35~39세 5.68 6.44 5.97 7.59 
40~44세 7.26 8.24 7.08 9.72 
45세 이상 7.74 10.76 6.91 10.36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각연도)

출산연령 변화가 출산결과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

해 두 시점의 출산결과의 차이를 분해(decomposition)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지난 2000년과 2011년의 연령별 출산율을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저체중아 

출산율의 증가에서 연령구성의 차이는 25.0%, 연령별 저체중아 출산율의 변화는 

75.0%의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마찬가지로 조산아의 출산에서도 

그간 조산아 출생율 증가폭에 대해 연령구성의 차이는 21.0%, 연령별 출산율의 변

화는 79.0%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나

타난 저체중출산아 및 조산아 출산율의 증가는 고령산모의 증가보다는 각 연령에

서의 발생률의 증가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

라 여성들의 출산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표 2> 출생결과 이상아 출산율의 변화에 대한 분해결과

저체중아 출산율 
표준화(Standarization) 분해(Decomposition)

2011년 2000년 차이 영향력 비중(%)
R-표준화 출산율 4.709 4.352 0.357 25.0
A-표준화 출산율 5.067 3.994 1.072 75.0

전체 출산율 5.233 3.804 1.429 100.0
조산아 출산율

표준화(Standarization) 분해(Decomposition)
2011년 2000년 차이 영향력 비중(%)

R-표준화 출산율 5.767 4.028 1.739 21.0
A-표준화 출산율 5.129 4.666 0.463 79.0

전체 출산율 5.982 3.781 2.202 100.0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각연도)

2. 출산결과(저체중아 출산) 위험 분석

그러면 이상 출산결과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분석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1 출산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보았

다(표 3). 분석결과를 보면 산모의 연령에서 고연령뿐만 아니라 저연령 산모들도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의 연령뿐

만 아니라, 부의 연령 역시 출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연령 이외에도 비생물학적 요인들도 출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출산경험이 낮을수록 저체중아 출산

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전에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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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비해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12% 가량 증가하는 것을 드러났다. 이는 계

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음주·흡연, 과로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기도 하고, 혼인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저체중아 출산에 관한 위험분석 결과(odds ratio)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부의 연령 10대 1.75 *** 1.38 † 1.45 *

(30~34세 기준) 20~24세 1.21 ** 1.09 1.04 
25~29세 1.00 0.97 0.96 
35~39세 1.08 *** 1.07 *** 1.08 ***

40~44세 1.20 *** 1.16 *** 1.16 ***

45세 이상 1.39 *** 1.25 ** 1.24 **

성별(남아 기준) 여아 1.23 *** 1.23 *** 1.23 ***

출산경험 첫째아 1.36 *** 1.47 *** 1.46 ***

(셋째아 기준) 둘째아 1.00 1.05 † 1.06 †

모_이민(비이민기준) 이민자 1.06 0.90 * 0.91 *

모의 학력 중학이하 1.51 *** 1.52 ***

(대졸 기준) 고교 1.23 *** 1.23 ***

대학원 이상 1.00 1.00 
부의 학력 중학이하 1.21 ** 1.22 **

(대졸 기준) 고교 1.14 *** 1.13 ***

대학원 이상 0.91 ** 0.91 **

부의 직업 관리직/전문직 0.97 0.97 
(사무직 기준) 서비스/기능 0.97 0.97 

단순노무/조립/농림어
업

1.02 1.01 

학생/가사/무직 1.01 1.00 
지역 군지역 1.05 
(대도시 기준) 중소도시 1.00 
임신시기(혼후 기준) 혼전임신 1.12 ***

모의 연령 10대 1.42 ** 1.21 † 1.18 
(25~29세 기준) 20~24세 1.08 † 0.99 0.98 

30~34세 1.11 *** 1.14 *** 1.14 ***

35~39세 1.40 *** 1.42 *** 1.42 ***

40~44세 2.02 *** 2.00 *** 2.00 ***

45세 이상 2.35 *** 2.33 *** 2.26 ***

Constant 0.02 *** 0.02  *** 0.02  *** 

자료: 통계청(2011) 출생통계
† <0.10, *<0.05, **<0.01, ***<0.001

또한 같은 분석모델로 진행된 조산아 출산결과 분석에도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

타났다. 이는 이상의 분석결과가 전체적 출산결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출산결과의 위험성은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출산결과의 증진을 위해서는 고연령 여성들과 같이 특정 위험군에 한정된 접근이 

아니라,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적 접근에 기초 한 임신 전 출산건강 증

진에 대한 실증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Ⅱ. 임신 전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 출산결과 위험요인들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산모의 연령(예를 들어, 김상원 외 2010, 

이정주 2007, Coutinho et. al. 2009, Fairley 2005), 약물 및 음주·흡연 등의 

위험물질 노출(Lacroix et al. 2003, Lenz & Thalidomide 1962, 김윤하, 조혜

연 2009, 한정렬 2010, 이정재 2002) 등이 있으며, 성경험 및 임신 그리고 생식보

건 이상도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경림 외 2010). 그리고 

부정적 출산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 고혈압, 간염, 

풍진, 갑상선질환 등의 임신 위험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예방접종이 필요하다(이난

희 2008).

임신 중 체중 증가로 인한 산모의 비만은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과 거대아 출산 

등의 출산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중의 영양섭취 및 체중 관리는 주산

기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Brost et al. 1997). 더불어 임신 중뿐만 아

니라, 임신 이전의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 이는 임신 중의 식욕 및 체중증가와도 밀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Eastman, 1968). 전반적인 영양 섭취 및 체중관리뿐

만 아니라, 미량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 역시 출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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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비해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12% 가량 증가하는 것을 드러났다. 이는 계

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음주·흡연, 과로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기도 하고, 혼인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저체중아 출산에 관한 위험분석 결과(odds ratio)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부의 연령 10대 1.75 *** 1.38 † 1.45 *

(30~34세 기준) 20~24세 1.21 ** 1.09 1.04 
25~29세 1.00 0.97 0.96 
35~39세 1.08 *** 1.07 *** 1.08 ***

40~44세 1.20 *** 1.16 *** 1.16 ***

45세 이상 1.39 *** 1.25 ** 1.24 **

성별(남아 기준) 여아 1.23 *** 1.23 *** 1.23 ***

출산경험 첫째아 1.36 *** 1.47 *** 1.46 ***

(셋째아 기준) 둘째아 1.00 1.05 † 1.06 †

모_이민(비이민기준) 이민자 1.06 0.90 * 0.91 *

모의 학력 중학이하 1.51 *** 1.52 ***

(대졸 기준) 고교 1.23 *** 1.23 ***

대학원 이상 1.00 1.00 
부의 학력 중학이하 1.21 ** 1.22 **

(대졸 기준) 고교 1.14 *** 1.13 ***

대학원 이상 0.91 ** 0.91 **

부의 직업 관리직/전문직 0.97 0.97 
(사무직 기준) 서비스/기능 0.97 0.97 

단순노무/조립/농림어
업

1.02 1.01 

학생/가사/무직 1.01 1.00 
지역 군지역 1.05 
(대도시 기준) 중소도시 1.00 
임신시기(혼후 기준) 혼전임신 1.12 ***

모의 연령 10대 1.42 ** 1.21 † 1.18 
(25~29세 기준) 20~24세 1.08 † 0.99 0.98 

30~34세 1.11 *** 1.14 *** 1.14 ***

35~39세 1.40 *** 1.42 *** 1.42 ***

40~44세 2.02 *** 2.00 *** 2.00 ***

45세 이상 2.35 *** 2.33 *** 2.26 ***

Constant 0.02 *** 0.02  *** 0.02  *** 

자료: 통계청(2011) 출생통계
† <0.10, *<0.05, **<0.01, ***<0.001

또한 같은 분석모델로 진행된 조산아 출산결과 분석에도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

타났다. 이는 이상의 분석결과가 전체적 출산결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출산결과의 위험성은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출산결과의 증진을 위해서는 고연령 여성들과 같이 특정 위험군에 한정된 접근이 

아니라,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적 접근에 기초 한 임신 전 출산건강 증

진에 대한 실증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Ⅱ. 임신 전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 출산결과 위험요인들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산모의 연령(예를 들어, 김상원 외 2010, 

이정주 2007, Coutinho et. al. 2009, Fairley 2005), 약물 및 음주·흡연 등의 

위험물질 노출(Lacroix et al. 2003, Lenz & Thalidomide 1962, 김윤하, 조혜

연 2009, 한정렬 2010, 이정재 2002) 등이 있으며, 성경험 및 임신 그리고 생식보

건 이상도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경림 외 2010). 그리고 

부정적 출산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 고혈압, 간염, 

풍진, 갑상선질환 등의 임신 위험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예방접종이 필요하다(이난

희 2008).

임신 중 체중 증가로 인한 산모의 비만은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과 거대아 출산 

등의 출산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 중의 영양섭취 및 체중 관리는 주산

기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Brost et al. 1997). 더불어 임신 중뿐만 아

니라, 임신 이전의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 이는 임신 중의 식욕 및 체중증가와도 밀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Eastman, 1968). 전반적인 영양 섭취 및 체중관리뿐

만 아니라, 미량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 역시 출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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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l & Johnson 2000), 특히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손상을 2/3 가량 줄여주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bbard 1993; Scholl and Johnson 2000). 또한 엽

산의 부족은 거대적아구성 빈형, 유산, 태반박리, 구순구개열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여 영유아의 심각한 장애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Shaw 

et al. 1995). 

2. 생애적 관점의 접근(life span approach)

출산결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음주, 흡연, 약물 노출, 체중 및 영양상태 등 임신 

기간 동안의 생의학적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행동, 건강행

동 인식, 출산 및 성과 관련된 건강 지식 등 위험노출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 및 사

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preconceptional care)는 출산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Allaire & Cefalo 1998). 

이러한 출산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위험요소 노출 시

기의 문제로 확장되는데, 이에 따라 수정 및 임신기 중심의 관점에서 전생애적 범

위로 출산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져야 한다. 이는 주산기 산모에 대한 의료적 

접근에서 전생애에 걸쳐 위험요인에 노출을 예방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

선하고, 건강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

보건적 관점의 예방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Misra et al. 2003).

그리고 생애적 접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출산결과와 관련하여 하나 혹은 몇몇 소

수의 위험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결정인자들을 포괄하

려는 접근 방식(multiple determinants model)을 취한다. 이는 〔그림 1〕에서 제

시하는 것처럼 생의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과 심리적 환경까지도 출산 

건강의 증진의 영역에 포함한다. 이는 Evans와 Stoddart(1990)의 건강결정모형

의 출산건강 증진 영역으로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주산기 건강 개념도 

자료: Misra et. al. 2003, p. 68.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출산 전 주산기 관리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이미 악화된 출산 건강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자원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적 접근에 근거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는 연

구영역뿐만 아니라 정책 영역에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실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사업들은 여러 서구사회들에서 실시되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Allaire & Cefalo1998, Korenbrot et al. 2002), 출산건강 증진의 실증적인 결

과들이 제시되고 있다(Atrash et al. 2006). 

한 예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의 목적을 1) 남성

과 여성의 임신 전 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의 증진, 2) 모든 가임기 여성 대상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의 실시, 3) 출산 결과에 대한 위험요인들의 감소, 그리고 

4) 출산결과의 불평등의 완화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위험요인들을 특정하

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노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CD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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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l & Johnson 2000), 특히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손상을 2/3 가량 줄여주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bbard 1993; Scholl and Johnson 2000). 또한 엽

산의 부족은 거대적아구성 빈형, 유산, 태반박리, 구순구개열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여 영유아의 심각한 장애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Shaw 

et al. 1995). 

2. 생애적 관점의 접근(life span approach)

출산결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음주, 흡연, 약물 노출, 체중 및 영양상태 등 임신 

기간 동안의 생의학적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행동, 건강행

동 인식, 출산 및 성과 관련된 건강 지식 등 위험노출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 및 사

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preconceptional care)는 출산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Allaire & Cefalo 1998). 

이러한 출산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위험요소 노출 시

기의 문제로 확장되는데, 이에 따라 수정 및 임신기 중심의 관점에서 전생애적 범

위로 출산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져야 한다. 이는 주산기 산모에 대한 의료적 

접근에서 전생애에 걸쳐 위험요인에 노출을 예방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

선하고, 건강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

보건적 관점의 예방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Misra et al. 2003).

그리고 생애적 접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출산결과와 관련하여 하나 혹은 몇몇 소

수의 위험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결정인자들을 포괄하

려는 접근 방식(multiple determinants model)을 취한다. 이는 〔그림 1〕에서 제

시하는 것처럼 생의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과 심리적 환경까지도 출산 

건강의 증진의 영역에 포함한다. 이는 Evans와 Stoddart(1990)의 건강결정모형

의 출산건강 증진 영역으로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주산기 건강 개념도 

자료: Misra et. al. 2003, p. 68.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출산 전 주산기 관리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이미 악화된 출산 건강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자원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적 접근에 근거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는 연

구영역뿐만 아니라 정책 영역에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실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사업들은 여러 서구사회들에서 실시되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Allaire & Cefalo1998, Korenbrot et al. 2002), 출산건강 증진의 실증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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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출산결과에 대한 논의들이 생의학적 범주에 집중되면서 주

산기의 의학적 관점에 한정되어 온 경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생

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들에도 주목하는 생애적 접근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전 관리 수준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우리 사회에서 임신 전 관리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하고자 하며, 

셋째,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위험군을 파악하고,

넷째,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통해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리사회의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출산 경험이 있는 전국 1,671명의 여성들

을 2011년 출산통계의 연령 분포에 맞춰 표집 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체 조사 

사례 중 중 이상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된 20대 

초반 출산여성들과 40대 이후 출산 여성들을 제외한 1,54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항은 임신 전 지식과 임신 준비 행동

이며,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출산결과, 임신 이전의 생식건강 사항 등의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임신 전 지식은 위의 CDC에서 밝힌 임신 위험요인들과 남편의 엽산

제 복용 등 엽산 복용에 대한 지식들을 임신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다. 임

신 준비 행동은 전문의 자문을 통해 내용들을 주로 반영하여 임신 전 감염 및 풍진

에 대한 검사와 예방접종 등 임전 건강관리 행동과, 음주, 흡연, 간접 흡연, 피로 등 

임신 초기의 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수준을 회상적 질문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러

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출산결과, 임신 준비의 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심층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간 출산 경험이 있는 12명의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추가

적으로 출산경험은 없지만 유산 경험이 있는 군인, 생식보건 관련 미혼여성들의 건

강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대생, 배우자가 임신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이 각각 

1명 씩 심층면접 대상에 추가되었다. 

임신 여성과 관련된 출산보건 증진 정책, 임신 준비 관련 실태,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면접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적인 지식들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및 실무자 그룹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소 담당자, 출산 보건 관련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별

히 청소년기의 생식 건강 실태 및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고등학교 보건 및 상담 교

사들도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질적 접근은 통계분석의 결과들이 나타난 

과정과 맥락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통계분석 결과의 해

석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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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 분석결과

1. 출생결과 및 임신 전 출산 관리에 대한 다변량 분석 

출산결과에서는 기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저체중아 출산, 조산아 출산은 물론

이고, 그 외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이용, 선천성 대상 이상, 그리고 기형 및 중증질

환을 포함한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의 신생아 이상과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 산모의 출산건강 이상들까지도 이상 출산결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출산

결과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이상 경우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적 출산결과 이상

으로 규정하였다. 

<표 4> 임산모의 특징 및 출산 준비 행위에 따른 이상출산 분석 

구분 저체중아 조산아 기타 신생아 이상 종합적 출산결과
임신 연령

(30대 후반)
20대 후반 .734 .788 1.209 .333 **

30대 초반 .536 * .974 1.220 .492 *

학력수준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하 .863 .853 .995 1.273
출산 경험   

초산 1.114 .825 1.112 .333 **

둘째아 .948 .884 1.089 .452 *

임신 시 직업활동 (없음)

직업 활동 .654 † .648 * .801 2.027 **

경제적 상황
(어려움)

  

여유 있음 .386 * .383 * .700 .678
보통 .525 † .556 † .706 .869

계획임신 여부 
(계획임신)

비계획 임신 .799 1.499 † 1.341 .685
임신 중 긍정적 행동 .835 .972 .871 .958
임신 준비행동 정도 1.051 .993 .973 .976

위험노출 정도 1.436 *** 1.152 † 1.245 ** 1.078

Constant .252 * .179 ** .094 ** .260 †

-2 Log likelihood 745.664 839.915 779.070 575.667
†p<0.1, *p<0.05, **p<0.01, ***p<0.001

우선 임신 전 준비 행동과 출산결과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인과

성이 이번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임신 초기의 위험 노출은 출

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다변량 분석결과는 사전 

검진 등과 같은 출산준비 행동이 출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

였다. 그러나 이는 출산결과가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종

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한정된 사례수의 조사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출산준비 행동을 종합하면서 그 변량이 크기 않게 측정되었던 점도 

이러한 결과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노출이 출산결

과에 상당히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임신 이전부터 임신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임신 준비행동은 임신건강 관련 지식 수준과 명확한 관계성이 나타나는데, 

임신건강 및 임신 위험요인에 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 노출 회피 등의 임

신 준비 행동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표 5). 또한 출산의 시기까지 고려한 계획임

신은 임신 준비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모 및 출

산의 특성들 역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표 5> 임신 준비 지식에 따른 임신 준비행동 및 위험 노출 정도

구분
임신 준비행동 위험 노출 정도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20대 후반 -.237 .169 .025 *** .089
30대 초반 -.090 .154 -.020 .081
전문대졸 이상 -.374 ** .123 .056 .064
초산 .920 *** .215 .028 .113
둘째아 .512 * .213 -.038 .111
경제적 상황 보통 .736 ** .257 -.362 ** .134
경제적 여유있음 .361 .224 -.442 *** .117
직업 활동 -.279 * .116 .676 *** .061
계획임신 1.219 *** .121 -.185 ** .063
엽산 지식 .406 *** .033 -.048 ** .017
위험 지식 -.006 .013 -.029 *** .007
Constant 1.840 *** .342 1.535 *** .179
R2 .209 .14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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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 분석결과

1. 출생결과 및 임신 전 출산 관리에 대한 다변량 분석 

출산결과에서는 기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저체중아 출산, 조산아 출산은 물론

이고, 그 외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이용, 선천성 대상 이상, 그리고 기형 및 중증질

환을 포함한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의 신생아 이상과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 산모의 출산건강 이상들까지도 이상 출산결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출산

결과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이상 경우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적 출산결과 이상

으로 규정하였다. 

<표 4> 임산모의 특징 및 출산 준비 행위에 따른 이상출산 분석 

구분 저체중아 조산아 기타 신생아 이상 종합적 출산결과
임신 연령

(30대 후반)
20대 후반 .734 .788 1.209 .333 **

30대 초반 .536 * .974 1.220 .492 *

학력수준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하 .863 .853 .995 1.273
출산 경험   

초산 1.114 .825 1.112 .333 **

둘째아 .948 .884 1.089 .452 *

임신 시 직업활동 (없음)

직업 활동 .654 † .648 * .801 2.027 **

경제적 상황
(어려움)

  

여유 있음 .386 * .383 * .700 .678
보통 .525 † .556 † .706 .869

계획임신 여부 
(계획임신)

비계획 임신 .799 1.499 † 1.341 .685
임신 중 긍정적 행동 .835 .972 .871 .958
임신 준비행동 정도 1.051 .993 .973 .976

위험노출 정도 1.436 *** 1.152 † 1.245 ** 1.078

Constant .252 * .179 ** .094 ** .260 †

-2 Log likelihood 745.664 839.915 779.070 575.667
†p<0.1, *p<0.05, **p<0.01, ***p<0.001

우선 임신 전 준비 행동과 출산결과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인과

성이 이번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임신 초기의 위험 노출은 출

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다변량 분석결과는 사전 

검진 등과 같은 출산준비 행동이 출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

였다. 그러나 이는 출산결과가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종

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한정된 사례수의 조사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출산준비 행동을 종합하면서 그 변량이 크기 않게 측정되었던 점도 

이러한 결과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노출이 출산결

과에 상당히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임신 이전부터 임신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임신 준비행동은 임신건강 관련 지식 수준과 명확한 관계성이 나타나는데, 

임신건강 및 임신 위험요인에 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 노출 회피 등의 임

신 준비 행동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표 5). 또한 출산의 시기까지 고려한 계획임

신은 임신 준비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산모 및 출

산의 특성들 역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표 5> 임신 준비 지식에 따른 임신 준비행동 및 위험 노출 정도

구분
임신 준비행동 위험 노출 정도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20대 후반 -.237 .169 .025 *** .089
30대 초반 -.090 .154 -.020 .081
전문대졸 이상 -.374 ** .123 .056 .064
초산 .920 *** .215 .028 .113
둘째아 .512 * .213 -.038 .111
경제적 상황 보통 .736 ** .257 -.362 ** .134
경제적 여유있음 .361 .224 -.442 *** .117
직업 활동 -.279 * .116 .676 *** .061
계획임신 1.219 *** .121 -.185 ** .063
엽산 지식 .406 *** .033 -.048 ** .017
위험 지식 -.006 .013 -.029 *** .007
Constant 1.840 *** .342 1.535 *** .179
R2 .209 .14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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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신준비에 관한 지식이 실제 긍정적 임신

준비행동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 준비 및 출산 결과

에 대한 위험군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고, 경제적 자원

이 작으며, 경산인 경우 임신 준비 행동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임

신 위험요인 노출의 경우에는 임신 준비행동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20대 초

반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노출 정도를 보이고, 직업 활동의 경우에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신 전 출산 관리 관련 위험 요인들

이상의 조사자료 및 통계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신 준비 및 임신 초기 위험

노출에 관한 위험군과 부정적 행동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자료들에 대한 개별적 교차분석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질적접근들을 시도하

였다. 분석 결과들은 임신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임신건강 관련 지식 습득 경로

예비 임산부들은 임신 이전뿐만 아니라, 임신 이후에도 카페 등의 인터넷에 의

존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심층면접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서 

임신 전 임신 건강 관련 정보에 가장 많이 이용된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 의

존도가 매우 높아 44.1%로 나타났으며, 병의원 상담을 통한 경우는 17.2%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임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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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그림 

3), 우리사회의 예비 임산부나 임산부들은 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대한 신뢰수

준은 높지 않지만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병원의 상담은 가장 신뢰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는 있지

만, 정작 실제 임신 준비에 있어서는 그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는 사실도 함께 발견된다. 

병의원 정보 제공 기능의 한계

조사원: (인터넷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많이 신뢰하세요?

사례자 12: 음... 아니요. 저는 병원을 더 신뢰를 하는데 사실 소소한 정보 이러한 거는 

훨씬 많으니까요.... 

사례자 6: 그 동안 병원을 다녔었지만 병원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병원에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게다가 병원에서 산모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진료하러 가면 면담을 어쩔 때는 그냥 40초 이내로 

끝내요. 제가 시간도 재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한 임신 건강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의 이용, 개인적 

경험의 일반화, 정보의 자의적 판단, 병의원을 통한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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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신준비에 관한 지식이 실제 긍정적 임신

준비행동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 준비 및 출산 결과

에 대한 위험군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고, 경제적 자원

이 작으며, 경산인 경우 임신 준비 행동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임

신 위험요인 노출의 경우에는 임신 준비행동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20대 초

반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노출 정도를 보이고, 직업 활동의 경우에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신 전 출산 관리 관련 위험 요인들

이상의 조사자료 및 통계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신 준비 및 임신 초기 위험

노출에 관한 위험군과 부정적 행동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자료들에 대한 개별적 교차분석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질적접근들을 시도하

였다. 분석 결과들은 임신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임신건강 관련 지식 습득 경로

예비 임산부들은 임신 이전뿐만 아니라, 임신 이후에도 카페 등의 인터넷에 의

존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심층면접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서 

임신 전 임신 건강 관련 정보에 가장 많이 이용된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 의

존도가 매우 높아 44.1%로 나타났으며, 병의원 상담을 통한 경우는 17.2%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임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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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그림 

3), 우리사회의 예비 임산부나 임산부들은 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대한 신뢰수

준은 높지 않지만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병원의 상담은 가장 신뢰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는 있지

만, 정작 실제 임신 준비에 있어서는 그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는 사실도 함께 발견된다. 

병의원 정보 제공 기능의 한계

조사원: (인터넷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많이 신뢰하세요?

사례자 12: 음... 아니요. 저는 병원을 더 신뢰를 하는데 사실 소소한 정보 이러한 거는 

훨씬 많으니까요.... 

사례자 6: 그 동안 병원을 다녔었지만 병원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병원에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게다가 병원에서 산모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진료하러 가면 면담을 어쩔 때는 그냥 40초 이내로 

끝내요. 제가 시간도 재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한 임신 건강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의 이용, 개인적 

경험의 일반화, 정보의 자의적 판단, 병의원을 통한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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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로에 대한 공감의 정서가 

강하여 합리적 정보 해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보의 자의적 해석

사례자 2: 임신 8개월이 넘어가면서 체중이 너무 빨리 늘어나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OOO 카페를 보니깐, 출산을 잘 하려면 운동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막 몸을 돌렸어요.... 집안 일도 열심히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너무 그랬나봐요. 조산기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달 반 정도. 병

원에서는 너무 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의 자의적 취사선택

조사원: 어떤 사람은 바로 임신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 지장이 없다고 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례자 12: 그거는 이제 그 뭐지? 네이버에 그 카페... 엄마들 많이 들어가는 카페에 그

런 글들이 종종 올라와요.... 그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갖고 싶은데 의사는 좀 

말리고.... 다른 분들은, ‘난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바로 생겼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크게 몸이 괜찮더

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중간 휴식기간 없이 바로 임신을) 했죠.

〔그림 3〕 임신 정보 신뢰성 정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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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서적, 지인 등을 통하여 개별 임산부들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여 임신건강 관련 지식을 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계획임신과 피임

계획임신은 임신준비 행동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임신은 사전적으로 임신 이전부터 위험요소의 노출 행동을 자제시키며, 위험 환경

을 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또한 임신 여부를 더욱 빨리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 임신 초기의 위험요소 노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하게 만들어준다. 더

불어 임신 전 감염검진이나 엽산제 복용 등 모든 임신 준비행동의 근간이 된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결혼 전 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 4>를 보면 혼전 임신의 경우 위험요인 노출 수준이 일관되게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 분석에서도 혼전임신은 높은 이상출산결과 발생 

확률을 보였으며, 면접 대상자들 중에서 임신 초기에 음주와 흡연을 한 사례도 다

수 발견되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혼전 임신은 긍정적이지 못한 건강행동의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혼인통계를 살펴보

면 2011년의 혼전임신은 약 4만 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출산의 9.6%, 전체 초산 중에서는 16.9%에 이르는 수치이다. 

〔그림 4〕 혼전 임신 여부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정도 비교(%)

주: 음주 p<0.01; 간접흡연 p<0.001; 과로 p<0.01; 높은 스트레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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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로에 대한 공감의 정서가 

강하여 합리적 정보 해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보의 자의적 해석

사례자 2: 임신 8개월이 넘어가면서 체중이 너무 빨리 늘어나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OOO 카페를 보니깐, 출산을 잘 하려면 운동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막 몸을 돌렸어요.... 집안 일도 열심히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너무 그랬나봐요. 조산기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달 반 정도. 병

원에서는 너무 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의 자의적 취사선택

조사원: 어떤 사람은 바로 임신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 지장이 없다고 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례자 12: 그거는 이제 그 뭐지? 네이버에 그 카페... 엄마들 많이 들어가는 카페에 그

런 글들이 종종 올라와요.... 그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갖고 싶은데 의사는 좀 

말리고.... 다른 분들은, ‘난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바로 생겼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크게 몸이 괜찮더

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중간 휴식기간 없이 바로 임신을) 했죠.

〔그림 3〕 임신 정보 신뢰성 정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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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나 보건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서적, 지인 등을 통하여 개별 임산부들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여 임신건강 관련 지식을 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계획임신과 피임

계획임신은 임신준비 행동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임신은 사전적으로 임신 이전부터 위험요소의 노출 행동을 자제시키며, 위험 환경

을 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또한 임신 여부를 더욱 빨리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 임신 초기의 위험요소 노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하게 만들어준다. 더

불어 임신 전 감염검진이나 엽산제 복용 등 모든 임신 준비행동의 근간이 된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결혼 전 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 4>를 보면 혼전 임신의 경우 위험요인 노출 수준이 일관되게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 분석에서도 혼전임신은 높은 이상출산결과 발생 

확률을 보였으며, 면접 대상자들 중에서 임신 초기에 음주와 흡연을 한 사례도 다

수 발견되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혼전 임신은 긍정적이지 못한 건강행동의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혼인통계를 살펴보

면 2011년의 혼전임신은 약 4만 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출산의 9.6%, 전체 초산 중에서는 16.9%에 이르는 수치이다. 

〔그림 4〕 혼전 임신 여부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정도 비교(%)

주: 음주 p<0.01; 간접흡연 p<0.001; 과로 p<0.01; 높은 스트레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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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임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피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만난 사례들 중 다수는 적절한 피임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피임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임에 

실패한 원인들은 피임 지식 부족, 피임을 위한 노력 부족,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 부족 등이 있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자 4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3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2명

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 사례자 스스로도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고 유산하고 출

산하고, 이것밖에 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계속적인 임신과 유산을 반

복하였다. 

이 사례자는 임신이 유산으로 끝난 후에도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임신으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산모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많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

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조절과 질외사정의 피임 방법만을 사

용하는 등 임신을 미루기 위한 적절한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 청소년기의 부인계 질환

청소년기의 생식보건 관리는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특히 생식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청소년기의 질병 경험이 성인기의 

출산건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문항에서는 청소년기

(고교 연령)의 부인계 질환 경험2)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24.4%(n=347)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비록 사례수는 작지만 청소년기 부인계 질환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

에 비해 이상 출산결과 발생률이 높았는데, 특히 조산과 기타 신생아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조산 대상을 초산으로 좁혔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냉이 많거나 가려움, 생리불순, 생리과다, 심한 생리통, 질출혈, 기타 부인계 질환, 성병 등이
며, 임신 의심, 임신 및 유산도 포함한다.

<표 6> 청소년기 부인계 질환 경험 사례의 이상 출산결과 발생 정도

(단위: 명(%))

구분 저체중 조산
기타

신생아 이상
산모 이상

종합적
출산결과

비경험 81(6.7) 87(7.2) 75(6.2) 55(4.6) 191(15.9)
경험 26(7.5) 36(10.4) 35(10.1) 21(6.1) 68(16.7)

 0.238 3.624
† 6.040* 1.258 2.656

†: p<0.1, *: p<0.05

한편 청소년기 부인계 질환 경험 사례들의 대처 방법에 따른 출산결과의 차이에

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이는 병의원 처치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 

질환이 매우 중증에 이르렀을 때 병의원을 방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인계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청소

년들이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두

려워하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

접에 참여한 한 대학생 사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례자 13: (부인계 질환 발병률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

을 거예요. 그래도 병원은 가지 않죠. 사람들 눈도 있고, 산부인과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거기 가면 다 결혼한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이유에요.

조사원: 건강보험 적용하면 그리 비싸지 않지 않나요?

사례자 13: 산부인과 가면 다 보험 없이 한다고 들었어요. 연말에 (건강)보험이나 세금정

산에서 병원 방문 기록 보내잖아요. 거기서 산부인과 나오면 부모님한테 맞

아죽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있는 보건실은 부인계 질환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실들이 진료와 치료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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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임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피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만난 사례들 중 다수는 적절한 피임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피임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임에 

실패한 원인들은 피임 지식 부족, 피임을 위한 노력 부족,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 부족 등이 있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자 4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3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2명

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 사례자 스스로도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고 유산하고 출

산하고, 이것밖에 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계속적인 임신과 유산을 반

복하였다. 

이 사례자는 임신이 유산으로 끝난 후에도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임신으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산모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많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

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조절과 질외사정의 피임 방법만을 사

용하는 등 임신을 미루기 위한 적절한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 청소년기의 부인계 질환

청소년기의 생식보건 관리는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특히 생식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청소년기의 질병 경험이 성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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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연령)의 부인계 질환 경험2)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24.4%(n=347)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비록 사례수는 작지만 청소년기 부인계 질환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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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이 많거나 가려움, 생리불순, 생리과다, 심한 생리통, 질출혈, 기타 부인계 질환, 성병 등이
며, 임신 의심, 임신 및 유산도 포함한다.

<표 6> 청소년기 부인계 질환 경험 사례의 이상 출산결과 발생 정도

(단위: 명(%))

구분 저체중 조산
기타

신생아 이상
산모 이상

종합적
출산결과

비경험 81(6.7) 87(7.2) 75(6.2) 55(4.6) 191(15.9)
경험 26(7.5) 36(10.4) 35(10.1) 21(6.1) 68(16.7)

 0.238 3.624
† 6.040* 1.258 2.656

†: p<0.1, *: p<0.05

한편 청소년기 부인계 질환 경험 사례들의 대처 방법에 따른 출산결과의 차이에

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이는 병의원 처치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 

질환이 매우 중증에 이르렀을 때 병의원을 방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인계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청소

년들이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두

려워하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

접에 참여한 한 대학생 사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례자 13: (부인계 질환 발병률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

을 거예요. 그래도 병원은 가지 않죠. 사람들 눈도 있고, 산부인과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거기 가면 다 결혼한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이유에요.

조사원: 건강보험 적용하면 그리 비싸지 않지 않나요?

사례자 13: 산부인과 가면 다 보험 없이 한다고 들었어요. 연말에 (건강)보험이나 세금정

산에서 병원 방문 기록 보내잖아요. 거기서 산부인과 나오면 부모님한테 맞

아죽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있는 보건실은 부인계 질환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실들이 진료와 치료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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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아이가 그런 문제로 상담을 찾아와도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병

원 가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가지 않죠. 그러니 자기들끼리 약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참거나 그래요.

조사원: 나중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떤가요?

보건교사: 저희 학교 지역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은 집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자존감도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그냥 아이 안낳고 살래요’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라. 여성의 직장 생활

여성의 직업활동은 임신 준비 및 임신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결과는 직업 활동은 임신 준비에 관한 지식과 행동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들을 보인 엽산지식수준

과 위험노출 경험에서는 직업 활동 여성들은 엽산에 대한 지식수준과 위험노출 수

준 모두가 그렇지 않았던 여성들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는 직

장활동 중에서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장생

활이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시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 임신준비 지식 및 행동평균 분포 

구분 위험요인 지식 엽산 지식 임신 준비 행동 위험 노출
전체 9.86 4.17 4.57 0.94

임신 시 직업 활동
  있음 9.72 4.06 4.44 1.32
  없음 9.99 4.27 4.70 0.58
  F 1.318 4.838* 4.553* 161.425***

†p<0.1, *p<0.05, **p<0.01, ***p<0.001

앞서 분석에서 보였듯이, 임신건강 관련 지식은 임신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인다. 특히 임신 초기에 직장생활을 하였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상관성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과로 등 위험노출 위험

성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일정 정도 여건이 갖춰진다면 임신준비의 효과가 더 나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8).

〈표 8〉 임신 지식 및 준비 행동 간 상관관계

구분 위험요인 지식 임신 준비 행동 위험 노출

전체
위험요인 지식 1 .131(**) -.161(**)

임신 준비 행동 1 -.240(**)

위험노출 1

직장생활
위험요인 지식 1 0.177(**) -0.215(**)

임신 준비 행동 1 -0.311(**)

위험노출 1

심층면접결과 직장생활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임신준비를 경험한 경우는 직장

에서 여성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경우와 여성의 직급이 높은 경우들로 나타났다. 이

는 직장의 환경이 출산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여성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부정적인 환경에 놓인 사례로는 군대가 

있을 것이다. 군대는 그 특성 상 남성중심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직급에 

따른 위계성도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만난 사례자는 다음

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사례자 12: 군대에도 임신 중 검진, 출산휴가, 유산 휴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다 있어

요. 그런데 인사담당자들은 전혀 몰라요. 써본 적도 없고, 남자다보니 관심

도 없는 거죠. 제가 다 규정집 찾았어요.

  마. 출산경험

모의 출산경험은 출산결과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자

료 분석 결과를 보면 초산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의 가능성이 출산 경험이 있는 경

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를 통제한 후에는 그 

차이가 유지되었다3). 그러나 출산경험은 임신준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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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임신 전 엽산제 복용 여부에서는 

출산경험이 많아질수록 임신 전 엽산제 복용률이 확연히 낮아진다(표 9). 그러나, 

엽산제 복용의 필요성에 관한 지식은 오히려 경산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엽산제를 

복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초산에서는 지식 부족의 원인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

났는데, 둘째 출산 이후부터는 이러한 응답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첫 임신 이후에야 엽산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9〉 임신 전 엽산제 복용여부

 (단위: 명 (%))

구분 복용 비복용 

전체 674(43.5) 875(56.5)
  초산 408(47.8) 446(52.2)

15.603***  둘째아 224(39.4) 345(60.6)
  셋째아 이상 42(33.3) 84(66.7)

*p<0.05, **p<0.01, ***p<0.001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임신 전 엽산제 복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임신 

이후에 알게 되더라도, 첫아이 출산 이후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임신 전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knowledge)과 인식(perception) 

사이에는 일정 정도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모순은 엽산의 특성 상 복용 이후에도 그 효과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상아 출산 이후에는 엽산제 효과의 체험도가 크

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둘째아 출산부터는 양육의 부담도 임신준비

를 위한 행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의 육아 등 가사 분담과 임신 준비에 관한 남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

3) 초산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것은 출산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
지만, 이전 출산경험에서 비롯된 선별효과(selected effects)라고 판단할 개연성도 매우 높다. 
첫 출산에서 출산아의 산모의 출산 건강이나 출생아의 출산결과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던 경우
에는 이후의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둘째아의 저체중아 비율이 셋째아 이상
에 비해 높게 나온 결과도 설명되어질 수 있다. 

여준다. 

엽산제 복용 이외의 다른 임신준비 행동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초산에 비해 셋째아 출산에서 그 

상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 경험에 따라 임신건강에 대한 지

식 수준은 높아지지만, 임신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와 육아의 부담은 실제 

임신준비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10〉 임신 지식 및 준비 행동 간 상관관계

구분 위험요인 지식 임신 준비 행동 위험 노출

첫째아
위험요인 지식 1 0.179(**) -0.165(**)

임신 준비 행동 1 -0.279(**)

위험노출 1

셋째아
위험요인 지식 1 0.172 -0.052
임신 준비 행동 1 -0.238(**)

위험노출 1

  바. 임신 간 관리(inter-conceptional care)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는 초산인 경우나 그 이후 경산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경

향이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 이후의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산이나 

사산은 그 자체로 임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음의 임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과 출산건강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조사자료에서 가장 최근 출산 이전의 임신을 경험한 응답자들만을 대

상으로 하여, 이전 임신의 결과에 따른 임신 전 준비 행동과 위험 노출 정도의 분포

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임신 전 준비행동에는 이전 임신 당시에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감염과 풍진에 대한 검진 및 예방접종은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전 

임신이 유산이나 사산으로 마쳐진 경우에는 더 조심스런 임신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노출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준비 행동에서는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그 사례수가 한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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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임신 전 엽산제 복용 여부에서는 

출산경험이 많아질수록 임신 전 엽산제 복용률이 확연히 낮아진다(표 9). 그러나, 

엽산제 복용의 필요성에 관한 지식은 오히려 경산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엽산제를 

복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초산에서는 지식 부족의 원인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

났는데, 둘째 출산 이후부터는 이러한 응답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첫 임신 이후에야 엽산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9〉 임신 전 엽산제 복용여부

 (단위: 명 (%))

구분 복용 비복용 

전체 674(43.5) 875(56.5)
  초산 408(47.8) 446(52.2)

15.603***  둘째아 224(39.4) 345(60.6)
  셋째아 이상 42(33.3) 84(66.7)

*p<0.05, **p<0.01, ***p<0.001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임신 전 엽산제 복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임신 

이후에 알게 되더라도, 첫아이 출산 이후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임신 전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knowledge)과 인식(perception) 

사이에는 일정 정도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모순은 엽산의 특성 상 복용 이후에도 그 효과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상아 출산 이후에는 엽산제 효과의 체험도가 크

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둘째아 출산부터는 양육의 부담도 임신준비

를 위한 행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의 육아 등 가사 분담과 임신 준비에 관한 남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

3) 초산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것은 출산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
지만, 이전 출산경험에서 비롯된 선별효과(selected effects)라고 판단할 개연성도 매우 높다. 
첫 출산에서 출산아의 산모의 출산 건강이나 출생아의 출산결과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던 경우
에는 이후의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둘째아의 저체중아 비율이 셋째아 이상
에 비해 높게 나온 결과도 설명되어질 수 있다. 

여준다. 

엽산제 복용 이외의 다른 임신준비 행동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초산에 비해 셋째아 출산에서 그 

상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 경험에 따라 임신건강에 대한 지

식 수준은 높아지지만, 임신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와 육아의 부담은 실제 

임신준비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10〉 임신 지식 및 준비 행동 간 상관관계

구분 위험요인 지식 임신 준비 행동 위험 노출

첫째아
위험요인 지식 1 0.179(**) -0.165(**)

임신 준비 행동 1 -0.279(**)

위험노출 1

셋째아
위험요인 지식 1 0.172 -0.052
임신 준비 행동 1 -0.238(**)

위험노출 1

  바. 임신 간 관리(inter-conceptional care)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는 초산인 경우나 그 이후 경산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경

향이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 이후의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산이나 

사산은 그 자체로 임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음의 임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과 출산건강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조사자료에서 가장 최근 출산 이전의 임신을 경험한 응답자들만을 대

상으로 하여, 이전 임신의 결과에 따른 임신 전 준비 행동과 위험 노출 정도의 분포

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임신 전 준비행동에는 이전 임신 당시에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감염과 풍진에 대한 검진 및 예방접종은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전 

임신이 유산이나 사산으로 마쳐진 경우에는 더 조심스런 임신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노출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준비 행동에서는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그 사례수가 한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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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전 임신 결과와 임신 전 준비

구분 n(%) 임신 준비 행동 위험 노출
전체 751 (100.0) 3.505 0.784
출산 663 (88.3) 3.498 0.736
유산, 사산 88 (11.7) 3.557 1.148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임신 준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층인터뷰의 사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이전 유산 이후 특별한 임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

며, 유산 이후 관리로는 한약을 먹거나 쉬었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병원 상담 등과 

같은 적극적인 유산 후의 임신건강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서에

서 유산에 대한 책임을 산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도 임신 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심층면접 사례자들 중에서 

유산을 경험한 이들은 대부분 유산의 이유를 ‘원래 자신의 몸이 약해서’라고 응답

하였다. 

조사원: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그... 아이를 갖기 힘들게 됐던 원인이 어떤 거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보시기에? 

사례자 5: 저는 이제 제 체력이 원래 이제 약한 편이어서 예... 그렇게 처음부터 임신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은 

해요. 

그리고 임신 간 관리와 관련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

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난임을 경험한 사례들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

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사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난임시술 사례들을 이야

기해주었는데, 거의 모든 사례들에서 임신 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

였다. 이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임신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작 임신 전 준

비에는 소홀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신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임신의 준비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고령의 출산결과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신 전 출산건강 

준비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난임시술 과정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임신 이

후의 대처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시술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여, 이 때 여성은 물론이고 남편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소원해지는 관계로 인하여 막상 임신이 되었을 때는 남

편으로부터 충분한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난임시술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유산의 경험은 매우 부정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유산과는 달리 난임시술 과정 중의 유산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난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유산 이후의 관리는 더욱 소홀해지는데, 시술 스트레스로 나타난 남편과

의 갈등 등은 유산 이후 절적한 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 임신 이전이나 임신 중 약물 복용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임신결과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산모들의 92.1%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으로 ‘매우 확

신’하거나(28.1%), ‘대체로 확신하였다’(64.0%)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출생아에 출산이상이 있을 것으로 걱정한 경우도 36.7%에 이르렀으며, 출산 이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 경우도 5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불안수준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

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형아 출산과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임신 중 약물 복용 실태에 관

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적극적 행동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중 약 

7.6%가 임신 이전 3개월 동안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었는데, 이중 32.3%는 이의 

임신 안정성에 대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65.0%는 복용하던 약품의 안정성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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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전 임신 결과와 임신 전 준비

구분 n(%) 임신 준비 행동 위험 노출
전체 751 (100.0) 3.505 0.784
출산 663 (88.3) 3.498 0.736
유산, 사산 88 (11.7) 3.557 1.148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임신 준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층인터뷰의 사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이전 유산 이후 특별한 임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

며, 유산 이후 관리로는 한약을 먹거나 쉬었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병원 상담 등과 

같은 적극적인 유산 후의 임신건강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서에

서 유산에 대한 책임을 산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도 임신 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심층면접 사례자들 중에서 

유산을 경험한 이들은 대부분 유산의 이유를 ‘원래 자신의 몸이 약해서’라고 응답

하였다. 

조사원: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그... 아이를 갖기 힘들게 됐던 원인이 어떤 거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보시기에? 

사례자 5: 저는 이제 제 체력이 원래 이제 약한 편이어서 예... 그렇게 처음부터 임신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은 

해요. 

그리고 임신 간 관리와 관련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

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난임을 경험한 사례들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

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사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난임시술 사례들을 이야

기해주었는데, 거의 모든 사례들에서 임신 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

였다. 이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임신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작 임신 전 준

비에는 소홀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신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임신의 준비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고령의 출산결과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신 전 출산건강 

준비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난임시술 과정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임신 이

후의 대처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시술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여, 이 때 여성은 물론이고 남편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소원해지는 관계로 인하여 막상 임신이 되었을 때는 남

편으로부터 충분한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난임시술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유산의 경험은 매우 부정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유산과는 달리 난임시술 과정 중의 유산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난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유산 이후의 관리는 더욱 소홀해지는데, 시술 스트레스로 나타난 남편과

의 갈등 등은 유산 이후 절적한 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 임신 이전이나 임신 중 약물 복용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임신결과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산모들의 92.1%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으로 ‘매우 확

신’하거나(28.1%), ‘대체로 확신하였다’(64.0%)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출생아에 출산이상이 있을 것으로 걱정한 경우도 36.7%에 이르렀으며, 출산 이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 경우도 5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불안수준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

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형아 출산과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임신 중 약물 복용 실태에 관

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적극적 행동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중 약 

7.6%가 임신 이전 3개월 동안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었는데, 이중 32.3%는 이의 

임신 안정성에 대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65.0%는 복용하던 약품의 안정성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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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임신관련 약물 위험성에 노출된 이들이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로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임신결과 이상에 대한 고위험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임산부들의 약물 이용에 대한 전문의 상담 실태

임신 전 3개월 동안에 
복용하던 약품이 있음

복용하던 약품의 임신 안정성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 복용하던 약품의 임신 

안정성을 알고 있었음

예: 124명(7.6%) ⇨ 예: 84명(67.7%)

아니오: 40명(32.3%) ⇨ 예: 14명(35.0%)

아니오: 26명(65.0%)

임산부들이 약물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약물 이용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임

신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약물 이용에 관한 두려움은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

으며, 또한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약품과 적절한 용량의 복용을 처방받

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 요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으며, 또한 간

단한 상담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

은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전문가 의견을 손쉽게 얻고, 약물 복용을 상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마더 세이프’와 같은 프

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임산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전문의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임신 전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지금까지 이 연구는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preconceptional care)의 관점에

서 계획임신 및 임신 전 엽산제 복용을 포함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에 관한 지식

과, 실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행동 및 임신 위험 요인 노출의 실태들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는 출산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 전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은 연령, 학력수준, 출산경험, 임신 시 직업 

활동, 임신 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고 있

었다. 이러한 차별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들의 졸업, 직업 활동, 결혼, 출산 등의 생애과정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신 전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의 차이는 임신 

전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임신 전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임신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임신 

전 관리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신 지식수준이 바

로 임신 준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임신 지식의 행동화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임신 전 관리

에 대한 지식은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식 

수준이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임신 전 임신건강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임신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수용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임신준비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림 6〕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증진을 위한 정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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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임신관련 약물 위험성에 노출된 이들이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로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임신결과 이상에 대한 고위험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임산부들의 약물 이용에 대한 전문의 상담 실태

임신 전 3개월 동안에 
복용하던 약품이 있음

복용하던 약품의 임신 안정성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 복용하던 약품의 임신 

안정성을 알고 있었음

예: 124명(7.6%) ⇨ 예: 84명(67.7%)

아니오: 40명(32.3%) ⇨ 예: 14명(35.0%)

아니오: 26명(65.0%)

임산부들이 약물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약물 이용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임

신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약물 이용에 관한 두려움은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

으며, 또한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약품과 적절한 용량의 복용을 처방받

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 요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으며, 또한 간

단한 상담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

은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전문가 의견을 손쉽게 얻고, 약물 복용을 상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마더 세이프’와 같은 프

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임산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전문의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임신 전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지금까지 이 연구는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preconceptional care)의 관점에

서 계획임신 및 임신 전 엽산제 복용을 포함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에 관한 지식

과, 실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행동 및 임신 위험 요인 노출의 실태들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는 출산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 전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은 연령, 학력수준, 출산경험, 임신 시 직업 

활동, 임신 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고 있

었다. 이러한 차별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들의 졸업, 직업 활동, 결혼, 출산 등의 생애과정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신 전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의 차이는 임신 

전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임신 전 임신 지식과 임신준비 

행동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임신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임신 

전 관리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신 지식수준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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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은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식 

수준이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임신 전 임신건강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임신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수용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임신준비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림 6〕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증진을 위한 정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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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양한 정책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성을 갖는다. 하나는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과 홍보 정책이다. 특히 여기서는 학교 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는데, 출산 건강의 일상적 내재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병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임신 전 출산 건강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이 구체적 건강행동으로 반영되

기 위해서는 건강행동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건강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환경조성 정책과 자원 지원이 이뤄

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에는 출산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의료 서비스 영역

에 대한 고려가 강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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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 (제안)

직장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생식보건 항목 포함

우리사회에서 미혼여성 혹은 기혼여성들은 부인계 질환이 없는 경우 산부인과

를 방문하는 것을 매우 기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임신 이전 산부인과 

검진을 권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부인계 검진

을 건강보험 기본 검진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건강보험을 통해 검진 비용을 일부 지

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제공하

는 건강검진 항목들에서 부인계 검진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신 전(pre) 및 임신 간(inter) 진료 항목 건강보험 조정

임신 이전이거나, 부인계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부인과에서 출산 

건강 관련 의료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임신 여성들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건강에 관 한 상담 서비스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더욱 많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 

지역 산부인과 상담기능 강화 방안

앞서 언급한 임신 및 출산 건강 관련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산부인

과 의원들의 임신 전 관리 관련 상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져야 한다. 이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 위험요인 노출이나 임신준비 관련 문제점들

은 단순히 의료적 임상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영역

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상담 산부인과’ 제도 마련

우리의 현실에서 부인계 건강검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비임신 여성 대상 진

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상담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포함,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

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사항들은 모든 병의원에 대해 시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의원의 의사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우리 동네 

상담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이상의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다. 

생식건강 교육 실시

청소년기에 생식건강에 대한 기초적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건강행

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임신 전 임신건강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생

식보건에 관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도록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생식보건에 관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청소년 대상 산부인과 이용 바우처 제공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인계 질환이 있거나 임신이 아닌 상황에서 산부인

과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부인

과를 이용하여 산부인과 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많은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시기(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의 겨울 방학

이나, 만 15세 생일 등)에 학교를 통해 산부인과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여 산부인과 

병의원 방문을 권고한다면, 학생들이 갖는 산부인과 병의원 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한층 낮춰질 수 있다.

보건교사(양호교사) - 상담교사 연계성 강화

청소년의 성 관련 행동은 이성교제, 가족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일반적 생활

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과 상담의 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게 적절한 생식보건 관련 지식과 상담을 제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상담교사들로 하여금 기초적 성 및 보건관련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보건교사

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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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권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부인계 검진

을 건강보험 기본 검진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건강보험을 통해 검진 비용을 일부 지

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제공하

는 건강검진 항목들에서 부인계 검진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신 전(pre) 및 임신 간(inter) 진료 항목 건강보험 조정

임신 이전이거나, 부인계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부인과에서 출산 

건강 관련 의료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임신 여성들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건강에 관 한 상담 서비스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더욱 많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 

지역 산부인과 상담기능 강화 방안

앞서 언급한 임신 및 출산 건강 관련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산부인

과 의원들의 임신 전 관리 관련 상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져야 한다. 이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 위험요인 노출이나 임신준비 관련 문제점들

은 단순히 의료적 임상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영역

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상담 산부인과’ 제도 마련

우리의 현실에서 부인계 건강검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비임신 여성 대상 진

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상담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포함,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

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사항들은 모든 병의원에 대해 시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지역의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의원의 의사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우리 동네 

상담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이상의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다. 

생식건강 교육 실시

청소년기에 생식건강에 대한 기초적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건강행

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임신 전 임신건강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생

식보건에 관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도록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생식보건에 관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청소년 대상 산부인과 이용 바우처 제공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인계 질환이 있거나 임신이 아닌 상황에서 산부인

과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부인

과를 이용하여 산부인과 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많은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시기(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의 겨울 방학

이나, 만 15세 생일 등)에 학교를 통해 산부인과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여 산부인과 

병의원 방문을 권고한다면, 학생들이 갖는 산부인과 병의원 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한층 낮춰질 수 있다.

보건교사(양호교사) - 상담교사 연계성 강화

청소년의 성 관련 행동은 이성교제, 가족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일반적 생활

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과 상담의 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게 적절한 생식보건 관련 지식과 상담을 제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상담교사들로 하여금 기초적 성 및 보건관련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보건교사

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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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임신건강 정보 제공 및 인터넷 환경 개선

인터넷 정보의 과도한 의존은 잘못된 정보 이용, 정보의 자의적 해석 등의 문제

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문 보건 기관을 통한 정보 습득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현재 실행 중에 있는 ‘마더 세이프’ 등의 인터넷 정보 제공 프로

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의 참

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및 사이

트에 정부 인증 의학전문상담 사이트들에 대한 소개 공지와 이들 사이트의 링크 배

너 마련을 권고하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이용도를 높

이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 

가임기 여성 맞춤형 정보 제공

일반적으로 다량을 구매하는 생리대 팩 등에 엽산제 임신전 복용, 사전 검진 항

목 등 임신 건강 관리에 관한 정보 안내물 포함 제공하고, 혼인신고나 출생 신고 시

에도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공할 수 있다. 

모성보호제도 의무 고지

여성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시 이용 가능 모성보호제도를 

근무 시작부터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부인과 진료 시 건강기록 익명성 보장 방안

다양한 고위험군 확대 지정 및 건강보험 지원

난임 부부 지원에서 심리적 지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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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

로 하락하다가 2001년 1.3명이 되면서 초저출산 사회5)로 진입하게 되고 아직까

지 초저출산 사회로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출산력의 저하는 노동 가능한 연령의 감소를 일

으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노인부양부담 가중, 경제 

성장 속도의 위축, 사회보장제도 및 인프라 확장에 따르는 공공재원의 조달 문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경하 등, 

2009).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사상 최저 출산율을 보였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1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여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

과와 한계를 인식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사회 각 부분으로 확산하고 결혼과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수립하게 되었고 2015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4) 이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자질 향상방안:고령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과제’의 연구결과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5)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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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까지 출생아 수가 2005년 이후 가

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합계 출산율이 1.1명으로 예측되어,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

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다 효

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출산율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의 자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 임산부와 그들의 출산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는 고령 산모의 출산결과(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가 비고령 산모와 비교하여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산모의 고령이라는 연령은 다른 여러 요인들 통제했을 때

에도 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인지, 그리고 다른 여러 요

인을 통제했을 때에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령 임산부의 출산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임산

부의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임신 및 출산 결과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

으로 이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다.

II. 고령임산부의 정의 

고령임산부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산모의 연령이 만35세 혹은 40세 이상 등으

로 경우에 따라서 연령의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1958년 미국의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 Obstetrics의 기

준에 따라서 만35세 이상의 산모를 고령 산모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만

35세 이상의 초산모만을 고령 산모라고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다. 1985년 세계보

건기구(WHO)와 국제 산부인과연맹에서도 만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임신을 한 경

우를 고령 초산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초산모 혹은 경산모의 구별 

없이 만35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국내외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박문일, 2005). 

국내의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최수란 외(2003)의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만3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산모를 출산 횟수

에 관계없이 만35세 이상의 산모로 정의한다.

고령의 임산부는 임신 중의 고혈압 질환이나 당뇨,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등

의 모성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임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조산, 사산, 

영아 사망 및 뇌신경학적인 장애 및 선천성 기형과 같은 출산 결과와도 관련이 있

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박문일, 2005; 서경, 2005; 

Jahan 등, 2009). 더욱이 고령 초산인 경우는 난산이나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

가 높아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 만 만35세가 넘은 산모에게 병원에서 산모의 안

전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령의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선 자궁근종과 같은 부

인병이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고혈압의 경우는 고령 임신부가 젊은 연령의 임신부에 비해 약 2-4

배 증가하며(Marai & Lakew, 2002)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도 만35세 이상의 고

령 임신부에서 증가하여 거대아 출산과 그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태

은 외,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임산부는 현재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고 있다. 

III. 고령임산부의 추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전체 여성 인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비해 2012년에는 약 141만 명가량 늘어났으나 

만15세부터 만49세까지의 가임여성은 점차 줄어 2002년에 비해 2012년 약 63만 

명가량 감소하였다. 전체 여성인구 대비 가임여성 인구 비율로 보면 2002년에는 

57.3%였다가 2012년에는 51.7%로 약 5.6%p 감소하였다. 반대로 만35세 이상

부터 만49세까지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임여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2002년 약 600만 명가량이었던 만35세 이상 가임여성은 2012년 약 635만 

명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임여성 대비 만35세 이상 가임여성 비율도 

2002년 43.1%에서 2012년 48.3%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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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령 임산부의 출산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임산

부의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임신 및 출산 결과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

으로 이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다.

II. 고령임산부의 정의 

고령임산부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산모의 연령이 만35세 혹은 40세 이상 등으

로 경우에 따라서 연령의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1958년 미국의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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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서 만35세 이상의 산모를 고령 산모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만

35세 이상의 초산모만을 고령 산모라고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다. 1985년 세계보

건기구(WHO)와 국제 산부인과연맹에서도 만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임신을 한 경

우를 고령 초산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초산모 혹은 경산모의 구별 

없이 만35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국내외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박문일, 2005). 

국내의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최수란 외(2003)의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만3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산모를 출산 횟수

에 관계없이 만35세 이상의 산모로 정의한다.

고령의 임산부는 임신 중의 고혈압 질환이나 당뇨,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등

의 모성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임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조산, 사산, 

영아 사망 및 뇌신경학적인 장애 및 선천성 기형과 같은 출산 결과와도 관련이 있

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박문일, 2005; 서경, 2005; 

Jahan 등, 2009). 더욱이 고령 초산인 경우는 난산이나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

가 높아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 만 만35세가 넘은 산모에게 병원에서 산모의 안

전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령의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선 자궁근종과 같은 부

인병이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고혈압의 경우는 고령 임신부가 젊은 연령의 임신부에 비해 약 2-4

배 증가하며(Marai & Lakew, 2002)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도 만35세 이상의 고

령 임신부에서 증가하여 거대아 출산과 그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태

은 외,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임산부는 현재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고 있다. 

III. 고령임산부의 추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전체 여성 인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비해 2012년에는 약 141만 명가량 늘어났으나 

만15세부터 만49세까지의 가임여성은 점차 줄어 2002년에 비해 2012년 약 63만 

명가량 감소하였다. 전체 여성인구 대비 가임여성 인구 비율로 보면 2002년에는 

57.3%였다가 2012년에는 51.7%로 약 5.6%p 감소하였다. 반대로 만35세 이상

부터 만49세까지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임여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2002년 약 600만 명가량이었던 만35세 이상 가임여성은 2012년 약 635만 

명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임여성 대비 만35세 이상 가임여성 비율도 

2002년 43.1%에서 2012년 48.3%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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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 안에서도 고령의 가임여성이 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만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과 만

35~49세 가임여성의 추이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전체 가임여성

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35세 이상 가임여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만35세 이상 가임여성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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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이러한 고령의 가임 여성이 출산으로 이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년간

의 고령 임산부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령 임산부가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이므로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을 함께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평균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슷한 기울기로 평균 초산 연령

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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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출생통계(해당 연도)

다음 그림은 전체 산모 대비 만35세 미만 산모와 만35세 이상 산모의 비율의 변

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만35세 미만 산모는 2002년 전체 산모의 92.0%를 차지

했으나 2012년에는 81.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반면 만35세 이상 산모는 2003

년에 전체 산모의 8.0%로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18.7%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만35세 이상 산모 비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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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원자료(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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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 안에서도 고령의 가임여성이 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만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과 만

35~49세 가임여성의 추이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전체 가임여성

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35세 이상 가임여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만35세 이상 가임여성 비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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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이러한 고령의 가임 여성이 출산으로 이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년간

의 고령 임산부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령 임산부가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이므로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을 함께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평균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슷한 기울기로 평균 초산 연령

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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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출생통계(해당 연도)

다음 그림은 전체 산모 대비 만35세 미만 산모와 만35세 이상 산모의 비율의 변

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만35세 미만 산모는 2002년 전체 산모의 92.0%를 차지

했으나 2012년에는 81.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반면 만35세 이상 산모는 2003

년에 전체 산모의 8.0%로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18.7%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만35세 이상 산모 비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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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원자료(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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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볼 때 만혼의 현상과 이로 인한 고령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러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하는 정책보다는 

증가하는 고령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IV. 선행연구 고찰

고령 임산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들이 의학적으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서 고위험임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모든 고령 임신이 고위험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실제로 많은 수의 

고령 임산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선행

연구들도 있는데 우선 고령 산모는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회경제

적인 위치가 높다는 이점이 생물학적 약점을 보상한다는 주장이다(Hammarberg 

& Clarke, 2005; Joseph 등, 2005: Mirowsky, 2005). 즉 고령이라는 산모의 

연령보다 산모가 가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출산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표 1>은 조산과 저체중 출산아 출생이라는 출산 결과에 있어서 선행연구들

이 어떤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령 임산

부의 조산 비율이나 조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양영균 외

(1998)와 장은철 외(2002)는 고령 임산부의 조산 비율이 오히려 낮다고 보고하였

다. 최수란 외(2003)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임산부를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임산부와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조산에 관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대부분의 국

외의 연구에서도 고령 임산부에게서 조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관계가 

없다고 밝히는 연구도 일부 있어서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령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출생

아 출산 비율이 높거나 출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산

모의 고령이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 인자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고령 임산부의 

저체중출생아 출산이 다른 임산부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홍성훈 외, 

2002; 최수란 외, 2003; 김태은 외, 2009). 예외적으로 국외의 한 연구에서는 40

세 이상의 산모가 20-29세 산모에 비해 저체중출생아 위험이 적다고 보고되었다

(Yorger 외, 2010).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 모(母)나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임신 및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정한 외 (2004)는 모성

의 연령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간의 관련성에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산모의 학력 및 직업, 혼인상태 등을 들어, 사회경제적 요인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태은 외(2009)는 국내·외의 연구를 소개하며 교육 

정도, 결혼 상태, 학력, 경제력, 부모의 직업 등을 보정하였을 때 위험도가 감소함

을 예로 들어,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고령의 초산모에서도 저체중출생아

의 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정주(2007) 역시 산모가 낮은 사회경

제적 계급에 속할수록 신생아의 출생 체중은 작다고 보고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소수 인종이라는 인종적 요인이 

고령 산모의 저제충 출생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며(Khoshnood 외, 2005) 저학력

의 고령 산모에게 조산아 출산의 위험이 높음을 입증하였다(Astolfi 외, 2005). 결

론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령이라는 인자가 조산 및 저체중 출생이라는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산모의 고령과 출산결과와의 관계6)

구분 저자 분석자료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

조산 저체중

국내 
연구

양영균 외(1998) 종합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
박상화 외(1999) 1996년 출생통계자료 +
장은철 외(2002) 종합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
홍성훈 외(2002) 종합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x
최수란 외(2003) 대학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x x
박정한 외(2004) 포항시·천안시 20세 이상 초산모 +(*) +
허혁 외(2004) 대학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
박상화 외(2005) 2003년 출생통계자료 +(*)
구윤희 외(2006) 1995-2003년 출생통계자료 +(*)
김태은 외(2009) 대학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x x

6) 고령임산부와 출산결과(조산, 저체중 출생아 출산)와의 관계: 정의관계(+), 부의 관계(-), 관계
없음(x).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의 경우‘(*)’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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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볼 때 만혼의 현상과 이로 인한 고령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러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하는 정책보다는 

증가하는 고령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IV. 선행연구 고찰

고령 임산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들이 의학적으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서 고위험임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모든 고령 임신이 고위험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실제로 많은 수의 

고령 임산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선행

연구들도 있는데 우선 고령 산모는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회경제

적인 위치가 높다는 이점이 생물학적 약점을 보상한다는 주장이다(Hammarberg 

& Clarke, 2005; Joseph 등, 2005: Mirowsky, 2005). 즉 고령이라는 산모의 

연령보다 산모가 가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출산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표 1>은 조산과 저체중 출산아 출생이라는 출산 결과에 있어서 선행연구들

이 어떤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령 임산

부의 조산 비율이나 조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양영균 외

(1998)와 장은철 외(2002)는 고령 임산부의 조산 비율이 오히려 낮다고 보고하였

다. 최수란 외(2003)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임산부를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임산부와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조산에 관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대부분의 국

외의 연구에서도 고령 임산부에게서 조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관계가 

없다고 밝히는 연구도 일부 있어서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령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출생

아 출산 비율이 높거나 출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산

모의 고령이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 인자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고령 임산부의 

저체중출생아 출산이 다른 임산부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홍성훈 외, 

2002; 최수란 외, 2003; 김태은 외, 2009). 예외적으로 국외의 한 연구에서는 40

세 이상의 산모가 20-29세 산모에 비해 저체중출생아 위험이 적다고 보고되었다

(Yorger 외, 2010).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 모(母)나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임신 및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정한 외 (2004)는 모성

의 연령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간의 관련성에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산모의 학력 및 직업, 혼인상태 등을 들어, 사회경제적 요인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태은 외(2009)는 국내·외의 연구를 소개하며 교육 

정도, 결혼 상태, 학력, 경제력, 부모의 직업 등을 보정하였을 때 위험도가 감소함

을 예로 들어,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고령의 초산모에서도 저체중출생아

의 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정주(2007) 역시 산모가 낮은 사회경

제적 계급에 속할수록 신생아의 출생 체중은 작다고 보고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소수 인종이라는 인종적 요인이 

고령 산모의 저제충 출생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며(Khoshnood 외, 2005) 저학력

의 고령 산모에게 조산아 출산의 위험이 높음을 입증하였다(Astolfi 외, 2005). 결

론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령이라는 인자가 조산 및 저체중 출생이라는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산모의 고령과 출산결과와의 관계6)

구분 저자 분석자료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

조산 저체중

국내 
연구

양영균 외(1998) 종합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
박상화 외(1999) 1996년 출생통계자료 +
장은철 외(2002) 종합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
홍성훈 외(2002) 종합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x
최수란 외(2003) 대학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x x
박정한 외(2004) 포항시·천안시 20세 이상 초산모 +(*) +
허혁 외(2004) 대학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 +
박상화 외(2005) 2003년 출생통계자료 +(*)
구윤희 외(2006) 1995-2003년 출생통계자료 +(*)
김태은 외(2009) 대학병원산부인과 분만 자료 x x

6) 고령임산부와 출산결과(조산, 저체중 출생아 출산)와의 관계: 정의관계(+), 부의 관계(-), 관계
없음(x).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의 경우‘(*)’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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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저자 분석자료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

조산 저체중

국내 
연구

김상원 외(2010) 1995-2007년 출생통계 자료 +
문주영 외(2011) 95,00,05,08년 출생통계 자료 +
이경석 외(2011) 95-10년 출생통계 자료 +
황라일 외(2011) 01-08년 건강보험 급여자료 +
조영태 외(2011) 1995,2005년 출생통계자료 +(*)
구유진 외(2012) 2005-2008년 대학병원자료 +(*) +(*)

국외 
연구

Mercer 외(1996) 1992-1994년 10개 병원 분만 자료 x(*)
Astolfi 외(1999) 1990-1994년 이태리 출생통계자료 +

Jolly 외(2000)
1988-1997년 영국 St. Mary Maternity Information 
System 자료

+

Rich-Edwards 외(2003) 1994-1996년 미국 시카고 출생신고자료 +
Beydoun 외(2004) 레바논 9개 병원 산모 조사 x(*) +(*)
Astolfi 외(2005) 1990-1996년 이태리 출생통계자료 +
Cleary-Goldman 외 
(2005)

1999-2002년 병원 분만 자료 + +

Joseph 외(2005)
1988-2002년 캐나다 Nova Scotia Altee 주산기 통계 
자료

+ +

Khoshnood외(2005) 1991년 미국 영아출생/사망통계 자료 +
Gage 외(2008) 1985-1988년 미국 뉴욕주 출생통계자료 +(*)
Verma(2009) 병원분만 산모의 출산 결과 x x
Hsieh 외(2010) 1990-2003년 타이완 산모 설문조사 + +(*)
Yogev 외(2010) 2000-2008년 산부인과 기록 + -
Glasser 외(2011) 2004-2008년 이스라엘 병원 분만 자료 + +
Valadan 외(2011) 2004,2005년 4개 병원 분만 자료 +
Wang 외(2011) 2004-2007년 노르웨이 대학병원 분만 자료 x(*) x(*)
Yaniv 외(2011) 1995-2005년 대학병원 분만 자료 +

V.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15~59세의 기혼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 2006,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하여 연구 대상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년도 2년 전 1월 1일부터 

조사 시점까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출생 체중과 재태 주수(gestational age)

에 대해 결측치가 없고 주요 독립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 대상은 

총 2,768명이며 이중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고령 임산부는 311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본을 가지고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저체중 출생아 출산과 조산이다. 

저체중 출생아 출산이란 출생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

며 조산은 재태주수 37주 미만의 출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모

의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모의 취업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

들과 출산력(parity), 정상 출산 경험여부, 출생아의 성별, 산전 진찰 초진 시기, 산

전 진찰 횟수, 산전 관리의 적합도(adequacy of prenatal care)등 산과 관련 변

수이다.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사용되었는데 산모의 연

령은 만 35세 이상의 고령인지의 여부, 혼인 상태는 현재 유배우인지의 여부, 모의 

취업 여부는 현재 취업중인지의 여부, 교육 수준의 경우는 각각의 교과 과정에 따

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한 후 

빈도수가 현저하게 작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을 합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학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소득의 경

우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는데 다른 변수들의 값과의 크기를 고려하여 자

연로그값을 취하여 활용하였다. 산모의 산과적인 요인으로 산전 진찰 시기와 횟수, 

적합도, 출산력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출산력의 경우는 ‘Kleinman-Kessel 

Index of Parity7)’를 활용하여 초산, 저출산력(low parity)과 고출산력(high 

parity)으로 구분하였다. 정상 출산 경험 횟수는 이전의 출산에서 정상 출산을 한 

횟수를 의미하며, 산전 진찰의 초진 시기는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구분하

7) Kleinman J. and Kessel, S. (1987). Racial difference in low birth weight.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7(12), pp. 74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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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저자 분석자료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

조산 저체중

국내 
연구

김상원 외(2010) 1995-2007년 출생통계 자료 +
문주영 외(2011) 95,00,05,08년 출생통계 자료 +
이경석 외(2011) 95-10년 출생통계 자료 +
황라일 외(2011) 01-08년 건강보험 급여자료 +
조영태 외(2011) 1995,2005년 출생통계자료 +(*)
구유진 외(2012) 2005-2008년 대학병원자료 +(*) +(*)

국외 
연구

Mercer 외(1996) 1992-1994년 10개 병원 분만 자료 x(*)
Astolfi 외(1999) 1990-1994년 이태리 출생통계자료 +

Jolly 외(2000)
1988-1997년 영국 St. Mary Maternity Information 
System 자료

+

Rich-Edwards 외(2003) 1994-1996년 미국 시카고 출생신고자료 +
Beydoun 외(2004) 레바논 9개 병원 산모 조사 x(*) +(*)
Astolfi 외(2005) 1990-1996년 이태리 출생통계자료 +
Cleary-Goldman 외 
(2005)

1999-2002년 병원 분만 자료 + +

Joseph 외(2005)
1988-2002년 캐나다 Nova Scotia Altee 주산기 통계 
자료

+ +

Khoshnood외(2005) 1991년 미국 영아출생/사망통계 자료 +
Gage 외(2008) 1985-1988년 미국 뉴욕주 출생통계자료 +(*)
Verma(2009) 병원분만 산모의 출산 결과 x x
Hsieh 외(2010) 1990-2003년 타이완 산모 설문조사 + +(*)
Yogev 외(2010) 2000-2008년 산부인과 기록 + -
Glasser 외(2011) 2004-2008년 이스라엘 병원 분만 자료 + +
Valadan 외(2011) 2004,2005년 4개 병원 분만 자료 +
Wang 외(2011) 2004-2007년 노르웨이 대학병원 분만 자료 x(*) x(*)
Yaniv 외(2011) 1995-2005년 대학병원 분만 자료 +

V.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15~59세의 기혼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 2006,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하여 연구 대상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년도 2년 전 1월 1일부터 

조사 시점까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출생 체중과 재태 주수(gestational age)

에 대해 결측치가 없고 주요 독립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 대상은 

총 2,768명이며 이중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고령 임산부는 311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본을 가지고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저체중 출생아 출산과 조산이다. 

저체중 출생아 출산이란 출생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

며 조산은 재태주수 37주 미만의 출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모

의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모의 취업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

들과 출산력(parity), 정상 출산 경험여부, 출생아의 성별, 산전 진찰 초진 시기, 산

전 진찰 횟수, 산전 관리의 적합도(adequacy of prenatal care)등 산과 관련 변

수이다.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사용되었는데 산모의 연

령은 만 35세 이상의 고령인지의 여부, 혼인 상태는 현재 유배우인지의 여부, 모의 

취업 여부는 현재 취업중인지의 여부, 교육 수준의 경우는 각각의 교과 과정에 따

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한 후 

빈도수가 현저하게 작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을 합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학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소득의 경

우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는데 다른 변수들의 값과의 크기를 고려하여 자

연로그값을 취하여 활용하였다. 산모의 산과적인 요인으로 산전 진찰 시기와 횟수, 

적합도, 출산력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출산력의 경우는 ‘Kleinman-Kessel 

Index of Parity7)’를 활용하여 초산, 저출산력(low parity)과 고출산력(high 

parity)으로 구분하였다. 정상 출산 경험 횟수는 이전의 출산에서 정상 출산을 한 

횟수를 의미하며, 산전 진찰의 초진 시기는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구분하

7) Kleinman J. and Kessel, S. (1987). Racial difference in low birth weight.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7(12), pp. 74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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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산전 관리의 적합도의 경우는 초진 시기와 산전 진찰 횟수와 재태주수를 고려

하여 만든 ‘산전 관리 적합도 지표(Kessner Index of Adequacy of Prenatal 

Care)8)’를 활용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적합(Adequate)’과 빈도수가 극히 낮은 

‘부적합(Inadequate)’과 ‘보통(Intermediate),’ ‘무진료(No care)’를 합하여 ‘기

타’로 분류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귀모형에는 초진 시기와 산전 진찰 횟수

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3.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는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

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식은 저체중

출생아 출산(식1)과 조산(식2)을 각 식의 종속변수로 하고 모의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등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력, 

정상 출산 경험 횟수, 출생아 성별, 초진 시기, 산전 진찰 횟수, 산전 진찰 적합도 

등 산과적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로 가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출산 결과에 있어 고령의 임산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와 

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모의 연령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변수와 모의 연령 

변수(비고령 산모=0, 고령 산모=1)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하

였다. 

각각의 식은 상수항과 모의 연령만을 포함하는 단순 식(restricted model: 식

1-1)과 식2-1))과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식(full model, unrestricted mod-

el: 식1-2)와 식2-2))과 비교하여 임산부의 고령이라는 것이 출산 결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표 2>와 같다. 

8) Institute of Medicin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fant Deaths, An Analysis 
by Maternal Risk and Health Care. In: Contrasts in Health Status, Vol. I, 1973. 
Based on: 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Standards 
for Obstetric-Gynecologic Services. Chicago, 1974. 

<표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정식9)

식1-1)
식1-2)

log (P/(1-P)) = β0 + β1×MA 

log (P/(1-P)) = β0 + β1×MA + β2×χ+ β3×χ×MA

P = 저체중출생아의 출산 확률
1-P = 저체중출생아를 출산하지 않을 확률

식2-1)
식2-2)

log (P/(1-P)) = β0 + β1×MA (식2-1)

log (P/(1-P)) = β0 + β1×MA + β2×χ + β3×χ×MA

P = 조산(재태주수 37주 미만의 출산) 확률
1-P = 조산하지 않을 확률 

V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다음은 전체 산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사항들을 고령 임산부와 비고령 임산

부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한 결과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카이제곱 검증과 F 검증을 

활용하였다. 전체 산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유배우(99.3%)였고, 이

혼이나 사별, 별거 등의 기타 혼인상태는 0.7%에 불과했다.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

모는 혼인상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고령 산

모 중 기타 혼인상태는 1.6%로, 비고령 산모(0.6%)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비율

이었다.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간의 교육 수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령 산모가 비고령 산모에 비해 고졸 이하 학력의 비율(53.7%)과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비율(33.8%)이 높았다. 취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고령 산모(25.1%)에 비해 고령 산모(28.9%)가 현재 취업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은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고령 산모의 소득수

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MA는 모의 연령 더미변수, χ는 모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 χ×MA는 각각의 독립변
수에 모의 연령(고령)이라는 변수를 곱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고령의 산모와 비고령의 산모에
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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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산전 관리의 적합도의 경우는 초진 시기와 산전 진찰 횟수와 재태주수를 고려

하여 만든 ‘산전 관리 적합도 지표(Kessner Index of Adequacy of Prenatal 

Care)8)’를 활용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적합(Adequate)’과 빈도수가 극히 낮은 

‘부적합(Inadequate)’과 ‘보통(Intermediate),’ ‘무진료(No care)’를 합하여 ‘기

타’로 분류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귀모형에는 초진 시기와 산전 진찰 횟수

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3.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는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

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식은 저체중

출생아 출산(식1)과 조산(식2)을 각 식의 종속변수로 하고 모의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등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력, 

정상 출산 경험 횟수, 출생아 성별, 초진 시기, 산전 진찰 횟수, 산전 진찰 적합도 

등 산과적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로 가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출산 결과에 있어 고령의 임산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와 

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모의 연령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변수와 모의 연령 

변수(비고령 산모=0, 고령 산모=1)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하

였다. 

각각의 식은 상수항과 모의 연령만을 포함하는 단순 식(restricted model: 식

1-1)과 식2-1))과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식(full model, unrestricted mod-

el: 식1-2)와 식2-2))과 비교하여 임산부의 고령이라는 것이 출산 결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표 2>와 같다. 

8) Institute of Medicin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fant Deaths, An Analysis 
by Maternal Risk and Health Care. In: Contrasts in Health Status, Vol. I, 1973. 
Based on: 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Standards 
for Obstetric-Gynecologic Services. Chicago, 1974. 

<표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정식9)

식1-1)
식1-2)

log (P/(1-P)) = β0 + β1×MA 

log (P/(1-P)) = β0 + β1×MA + β2×χ+ β3×χ×MA

P = 저체중출생아의 출산 확률
1-P = 저체중출생아를 출산하지 않을 확률

식2-1)
식2-2)

log (P/(1-P)) = β0 + β1×MA (식2-1)

log (P/(1-P)) = β0 + β1×MA + β2×χ + β3×χ×MA

P = 조산(재태주수 37주 미만의 출산) 확률
1-P = 조산하지 않을 확률 

V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다음은 전체 산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사항들을 고령 임산부와 비고령 임산

부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한 결과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카이제곱 검증과 F 검증을 

활용하였다. 전체 산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유배우(99.3%)였고, 이

혼이나 사별, 별거 등의 기타 혼인상태는 0.7%에 불과했다.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

모는 혼인상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고령 산

모 중 기타 혼인상태는 1.6%로, 비고령 산모(0.6%)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비율

이었다.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간의 교육 수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령 산모가 비고령 산모에 비해 고졸 이하 학력의 비율(53.7%)과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비율(33.8%)이 높았다. 취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고령 산모(25.1%)에 비해 고령 산모(28.9%)가 현재 취업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은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고령 산모의 소득수

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MA는 모의 연령 더미변수, χ는 모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 χ×MA는 각각의 독립변
수에 모의 연령(고령)이라는 변수를 곱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고령의 산모와 비고령의 산모에
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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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의 일반 사항(단위: 명, %, 만원)

구분 계 고령 산모 비고령 산모 χ2/ F
전체 2,782 (100.0) 311 (100.0) 2,471 (100.0) -
혼인 상태
  유배우 2,763 (99.3) 306 (98.4) 2,457 (99.4) 4.414*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04 (46.9) 167 (53.7) 1,137 (46.0)

17.451***  전문대학 602 (21.6) 39 (12.5) 563 (22.8)
  대학교재학이상 876 (31.5) 105 (33.8) 771 (31.2)
취업 여부
  취업 710 (25.5) 90 (28.9) 620 (25.1) 2.152
소득 수준
  평균(표준편차) 285.1(154.3) 302.0(169.3) 283.0(152.2) 4.413*

*** p<.001, ** p<.01, * p<.05.

주: 소득수준은 F값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변수는 χ2값을 사용함. 

산과적 특성에 대한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를 살펴보면 출산력, 정상 출산 경험 횟수, 산전 관리 적합도에 있어서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초산의 경우, 고령 산모

(22.2%)에 비해 비고령 산모(50.1%)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고령 산

모의 경우 초산보다 경산인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정상 

출산 경험 횟수 평균은 0.7회였는데 고령 산모는 1.2회로 평균에 비해 높았다. 이

러한 결과 역시 고령 산모의 경우는 경산이 많으며 이들의 초산 결과는 대부분 정

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전 관리 적합도가 적합으로 나타난 비고령 산모

(90.0%)가 고령 산모(83.9%)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초진 시기와 

산전 진찰 횟수의 경우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고령 산모는 평균 

12.9회, 비고령 산모는 평균 13.0회 산전 진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초산인 경우가 많은 비고령 산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산

전 관리를 적절하게 잘 받았음을 시사한다.

<표 4>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의 산과적 특성 차이

(단위: 명, %, 회)

구분 계 고령 산모 비고령 산모 χ2/ F
출산력
  첫째아 출산 1,308 (47.0) 69 (22.2) 1,239 (50.1)

106.752***  저출산력 1,446 (52.0) 230 (74.0) 1,216 (49.2)
  고출산력 28 (1.0) 12 (3.9) 16 (0.6)
정상 출산 경험 횟수
  평균(표준편차) 0.7(0.7) 1.2(0.8) 0.6(0.7) 185.091***

출생아 성별
  남아 1,451 (52.2) 168 (54.0) 1,283 (51.9) 0.487
초진 시기
  임신초기 2,620 (94.6) 292 (94.5) 2,328 (94.6)

0.071  임신중기 142 (5.1) 16 (5.2) 126 (5.1)
  임신말기 7 (0.3) 1 (0.3) 6 (0.2)
산전 진찰 횟수
  평균(표준편차) 13.0(4.7) 12.9(7.9) 13.0(4.2) 2.229
적합도
  적합 2,485 (89.3) 261 (83.9) 2,224 (90.0) 10.712***

*** p<.001, ** p<.01, * p<.05.

주: 정상 출산 경험횟수와 산전 진찰횟수는 F값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변수는 χ2값을 사용함. 

출산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례수 2,782명 중 101명(3.6%)이 저체중출생아를 

출산하였고, 2,778명 중 159명(5.7%)이 조산하였다. 

〔그림 4〕 고령산모와 비고령산모의 조산과 저체중 출생아 출산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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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의 일반 사항(단위: 명, %, 만원)

구분 계 고령 산모 비고령 산모 χ2/ F
전체 2,782 (100.0) 311 (100.0) 2,471 (100.0) -
혼인 상태
  유배우 2,763 (99.3) 306 (98.4) 2,457 (99.4) 4.414*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04 (46.9) 167 (53.7) 1,137 (46.0)

17.451***  전문대학 602 (21.6) 39 (12.5) 563 (22.8)
  대학교재학이상 876 (31.5) 105 (33.8) 771 (31.2)
취업 여부
  취업 710 (25.5) 90 (28.9) 620 (25.1) 2.152
소득 수준
  평균(표준편차) 285.1(154.3) 302.0(169.3) 283.0(152.2) 4.413*

*** p<.001, ** p<.01, * p<.05.

주: 소득수준은 F값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변수는 χ2값을 사용함. 

산과적 특성에 대한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를 살펴보면 출산력, 정상 출산 경험 횟수, 산전 관리 적합도에 있어서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초산의 경우, 고령 산모

(22.2%)에 비해 비고령 산모(50.1%)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고령 산

모의 경우 초산보다 경산인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정상 

출산 경험 횟수 평균은 0.7회였는데 고령 산모는 1.2회로 평균에 비해 높았다. 이

러한 결과 역시 고령 산모의 경우는 경산이 많으며 이들의 초산 결과는 대부분 정

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전 관리 적합도가 적합으로 나타난 비고령 산모

(90.0%)가 고령 산모(83.9%)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초진 시기와 

산전 진찰 횟수의 경우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고령 산모는 평균 

12.9회, 비고령 산모는 평균 13.0회 산전 진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초산인 경우가 많은 비고령 산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산

전 관리를 적절하게 잘 받았음을 시사한다.

<표 4> 고령 산모와 비고령 산모의 산과적 특성 차이

(단위: 명, %, 회)

구분 계 고령 산모 비고령 산모 χ2/ F
출산력
  첫째아 출산 1,308 (47.0) 69 (22.2) 1,239 (50.1)

106.752***  저출산력 1,446 (52.0) 230 (74.0) 1,216 (49.2)
  고출산력 28 (1.0) 12 (3.9) 16 (0.6)
정상 출산 경험 횟수
  평균(표준편차) 0.7(0.7) 1.2(0.8) 0.6(0.7) 185.091***

출생아 성별
  남아 1,451 (52.2) 168 (54.0) 1,283 (51.9) 0.487
초진 시기
  임신초기 2,620 (94.6) 292 (94.5) 2,328 (94.6)

0.071  임신중기 142 (5.1) 16 (5.2) 126 (5.1)
  임신말기 7 (0.3) 1 (0.3) 6 (0.2)
산전 진찰 횟수
  평균(표준편차) 13.0(4.7) 12.9(7.9) 13.0(4.2) 2.229
적합도
  적합 2,485 (89.3) 261 (83.9) 2,224 (90.0) 10.712***

*** p<.001, ** p<.01, * p<.05.

주: 정상 출산 경험횟수와 산전 진찰횟수는 F값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변수는 χ2값을 사용함. 

출산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례수 2,782명 중 101명(3.6%)이 저체중출생아를 

출산하였고, 2,778명 중 159명(5.7%)이 조산하였다. 

〔그림 4〕 고령산모와 비고령산모의 조산과 저체중 출생아 출산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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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의 경우 311명 중 21명(6.8%)이, 비고령 산모는 2,471명 중 80명

(3.2%)이 저체중출생아를 출산하였고, 조산의 경우는 고령 산모 311명 중 35명

(11.3%), 비고령 산모는 2,467명 중 124명(5.0%)으로 나타났다. 즉, 저체중출생

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 고령의 산모의 경우에서 비고령 산모보다 약 2배의 발생률

이 있었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이 출산결과(저체중출생아 출산, 조산)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와 고령 임산부의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들은 

비고령 임산부의 출산결과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5>에서 회귀계수와 교차비(Odds Ratio: OR)로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모형계수 전체테스트(omnibus test of 

model coefficients)결과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모두 상수항만 

포함한 모형(null model)에 비해 유의미했으며 유의 확률은 각각 p=0.004 (모형

1-1), p=0.002(모형1-2), p=0.000(모형2-1), p=0.003(모형2-2)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체중 출생아 출산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

를 살펴보면 모형1-1에서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은 저제충 출생아 출산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위험 요인(risk factor)이었으나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통

제된 모형1-2에서는 더 이상 저체중출생아 출산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위험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 자체보다는 고령과 

상관 관계가 있는 여러 요인들이 저체중출생아 출산에 있어서 고령의 영향을 상쇄

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들은 이전 

정상출산 횟수, 저출산력(low parity), 고출산력(high parity), 임신말기 산전 진

찰 초진으로 밝혀졌고, 더 나아가 이전 정상출산 횟수와 낮은 출산력이라는 요인은 

고령과 비고령 산모에게 각각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은 정상 출산 경험 횟

수였는데 고령의 산모의 경우보다 비고령의 산모에게 이전의 정상 출산 경험이 더 

큰 보호 요인이 되었다10).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산보다 저출산력일 때 비고령의 산모의 경우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

(odds)는 초산할 경우의 오즈(odds)의 9.58배 증가하나 고령의 산모의 경우는 저

출산력일 때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odds)는 초산일 경우의 오즈(odds)보

다 1.35배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력 역시 고령의 산모보다는 비고령의 산모에게 

더 큰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전 진찰 초진의 경우도 임신 말기에 초진을 

하는 것은 모든 산모에게서 유의미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임신 말기에 초진

을 하게 되는 것은 임신 초기에 하는 것 보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odds)

가 38.08배 증가하게 된다.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이 조산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고령 임산부의 조

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들은 비고령 임산부의 조산과 비교

해서 어떻게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실행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비록 회귀모형 2-1에서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은 조산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의

미한 위험 요인이었으나 모형 2-2를 통해 도출된 조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모의 고령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자체보다는 고령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이 조산에 있

어서 모의 고령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도출된 조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출생아의 

성별과 이전 정상출산 횟수, 저출산력, 산전 진찰의 적합도로 나타났는데 이들 요

인들은 고령과 비고령의 산모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산전 진찰 초진 시기가 임신 중기인 경우 임신 초기인 경우와 비교해서 유의미한 

위험 요인은 아니었으나 비고령의 임산부와 비교했을 때 고령 임산부에게 보다 큰 

위험 요인이 되었다. 

조산의 확률을 낮추는 유의미한 보호 요인은 이전 정상출산 횟수와 여아출산이

10) 정상 출산 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비고령의 산모가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odds)는 
0.87배감소하나 고령의 산모의 경우는 이전 정상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저체중출생아 출산
을 할 오즈(odds)가 0.13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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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의 경우 311명 중 21명(6.8%)이, 비고령 산모는 2,471명 중 80명

(3.2%)이 저체중출생아를 출산하였고, 조산의 경우는 고령 산모 311명 중 35명

(11.3%), 비고령 산모는 2,467명 중 124명(5.0%)으로 나타났다. 즉, 저체중출생

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 고령의 산모의 경우에서 비고령 산모보다 약 2배의 발생률

이 있었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이 출산결과(저체중출생아 출산, 조산)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와 고령 임산부의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들은 

비고령 임산부의 출산결과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5>에서 회귀계수와 교차비(Odds Ratio: OR)로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모형계수 전체테스트(omnibus test of 

model coefficients)결과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모두 상수항만 

포함한 모형(null model)에 비해 유의미했으며 유의 확률은 각각 p=0.004 (모형

1-1), p=0.002(모형1-2), p=0.000(모형2-1), p=0.003(모형2-2)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체중 출생아 출산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

를 살펴보면 모형1-1에서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은 저제충 출생아 출산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위험 요인(risk factor)이었으나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통

제된 모형1-2에서는 더 이상 저체중출생아 출산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위험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 자체보다는 고령과 

상관 관계가 있는 여러 요인들이 저체중출생아 출산에 있어서 고령의 영향을 상쇄

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들은 이전 

정상출산 횟수, 저출산력(low parity), 고출산력(high parity), 임신말기 산전 진

찰 초진으로 밝혀졌고, 더 나아가 이전 정상출산 횟수와 낮은 출산력이라는 요인은 

고령과 비고령 산모에게 각각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은 정상 출산 경험 횟

수였는데 고령의 산모의 경우보다 비고령의 산모에게 이전의 정상 출산 경험이 더 

큰 보호 요인이 되었다10).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산보다 저출산력일 때 비고령의 산모의 경우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

(odds)는 초산할 경우의 오즈(odds)의 9.58배 증가하나 고령의 산모의 경우는 저

출산력일 때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odds)는 초산일 경우의 오즈(odds)보

다 1.35배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력 역시 고령의 산모보다는 비고령의 산모에게 

더 큰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전 진찰 초진의 경우도 임신 말기에 초진을 

하는 것은 모든 산모에게서 유의미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임신 말기에 초진

을 하게 되는 것은 임신 초기에 하는 것 보다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odds)

가 38.08배 증가하게 된다.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이 조산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고령 임산부의 조

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며 이들은 비고령 임산부의 조산과 비교

해서 어떻게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실행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비록 회귀모형 2-1에서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은 조산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의

미한 위험 요인이었으나 모형 2-2를 통해 도출된 조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모의 고령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고령이라는 모의 연령자체보다는 고령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이 조산에 있

어서 모의 고령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도출된 조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출생아의 

성별과 이전 정상출산 횟수, 저출산력, 산전 진찰의 적합도로 나타났는데 이들 요

인들은 고령과 비고령의 산모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산전 진찰 초진 시기가 임신 중기인 경우 임신 초기인 경우와 비교해서 유의미한 

위험 요인은 아니었으나 비고령의 임산부와 비교했을 때 고령 임산부에게 보다 큰 

위험 요인이 되었다. 

조산의 확률을 낮추는 유의미한 보호 요인은 이전 정상출산 횟수와 여아출산이

10) 정상 출산 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비고령의 산모가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할 오즈(odds)는 
0.87배감소하나 고령의 산모의 경우는 이전 정상출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저체중출생아 출산
을 할 오즈(odds)가 0.13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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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조산의 확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은 초산에 비해 저출산력인 경우, 그리고 

산전 관리의 적합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 기타 적합도에 해

당하는 것으로 위의 모든 요인들은 고령과 비고령의 산모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전 관리 적합도에 있어서 적합한 경우보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조산을 할 오즈는 2.20배 증가하며 저출산력일 경우 초산인 경우에 

비해 조산을 할 오즈가 2.52배 증가하고 고출산력일 경우는 5.79배 증가한다. 또

한 이전 정상출산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산을 할 오즈는 약 0.47배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저체중출생아 출산, 조산)

모형 구분

저체중아 출산 조산
모형1-1 모형1-2 모형2-1 모형2-2

OR OR 회귀계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

OR OR 회귀계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

모 연령
  고령 2.2*** 0.81 -0.21 해당없음 2.4

*** 0.90 -0.10 해당없음

혼인상태
  기타 0.00 -17.86 19.72 1.40 0.13 1.06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1.09
0.86

0.09
-0.15

0.20
0.10

1.09
0.67

0.09
-0.41

-0.09
-0.50

소득
  ln소득 0.89 -0.12 0.21 0.89 -0.12 0.37
취업상태
  비취업 0.98 -0.02 0.29 0.91 -0.90 0.16
출생아성별
  여아 1.02 0.03 -0.26 0.61 ** -0.49 ** 0.43
정상출산횟수

0.13 *** -2.04 *** 1.67 * 0.47 *
 

-0.76 * 0.34
출산력
  저출산력
  고출산력

9.58
19.69

***

*
2.26
2.98

***

*
-1.96
2.02

* 2.52
5.79

* 0.92
1.76

* -0.94
-1.36

산전진찰초진시기
  중기
  말기

1.09
38.08 ***

0.08
3.64 ***

1.16
-21.72

0.73
 2.22

-0.31
0.80

1.53
-18.48

*

산전진찰횟수 1.03 0.03 -0.01 1.02 0.02 -0.06
산전진찰적합도
  기타 적합도 1.21 0.19 -0.45 2.20 * 0.79 * -1.18

*** p<.001, ** p<.01, * p<.05.
주: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고령의 산모와 비고령의 산모에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모의 연령(고령)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에 모의 연령(고령)이라는 변수를 곱하여 만든 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의 경우는 회귀계수만 제시함.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기술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고령의 산모가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 유배우 상태

가 아닌 경우(1% 차이), 고졸이하의 교육 수준인 경우(5.1% 차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인 경우(2.6% 차이)가 더 높았고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고령 산모와 비고

령 산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산과적 특성에 있어서는 출산력, 정

상 출산 경험 횟수, 산전 관리 적합도에 있어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는데 비고령 산모는 고령 산모에 비해 초산인 경우가 더 많았고 고령산

모는 산전 관리에 있어서 ‘적합’의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산모의 경우 

대부분 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전 관리가 비고령 산모보다 소홀했음을 시사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가장 중요한 점은 산모의 고령 자체는 

다른 요인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출산 결과(adverse birth outcome)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의 통제를 받았을 때는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출산 결과를 낳는 유의미

한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고령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고령과 함께 연

관된 다른 요인들이 출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

조건 고령이라는 이유로 고위험으로 간주되어 관리되기 보다는 모든 고령 임신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관리를 잘 받게 되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도 필요하다. 동시에 고령산모의 출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

전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의 가임기 여성들이 제대로 

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고령 임신은 무조건 위험한 임신이라는 인

식을 탈피하여 본인의 출산 관련 건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리부터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체계적인 산전 관리는 고령의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도 산전 진찰을 늦게 받기 시

작하는 것은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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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조산의 확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은 초산에 비해 저출산력인 경우, 그리고 

산전 관리의 적합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 기타 적합도에 해

당하는 것으로 위의 모든 요인들은 고령과 비고령의 산모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전 관리 적합도에 있어서 적합한 경우보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조산을 할 오즈는 2.20배 증가하며 저출산력일 경우 초산인 경우에 

비해 조산을 할 오즈가 2.52배 증가하고 고출산력일 경우는 5.79배 증가한다. 또

한 이전 정상출산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산을 할 오즈는 약 0.47배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저체중출생아 출산, 조산)

모형 구분

저체중아 출산 조산
모형1-1 모형1-2 모형2-1 모형2-2

OR OR 회귀계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

OR OR 회귀계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

모 연령
  고령 2.2*** 0.81 -0.21 해당없음 2.4

*** 0.90 -0.10 해당없음

혼인상태
  기타 0.00 -17.86 19.72 1.40 0.13 1.06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1.09
0.86

0.09
-0.15

0.20
0.10

1.09
0.67

0.09
-0.41

-0.09
-0.50

소득
  ln소득 0.89 -0.12 0.21 0.89 -0.12 0.37
취업상태
  비취업 0.98 -0.02 0.29 0.91 -0.90 0.16
출생아성별
  여아 1.02 0.03 -0.26 0.61 ** -0.49 ** 0.43
정상출산횟수

0.13 *** -2.04 *** 1.67 * 0.47 *
 

-0.76 * 0.34
출산력
  저출산력
  고출산력

9.58
19.69

***

*
2.26
2.98

***

*
-1.96
2.02

* 2.52
5.79

* 0.92
1.76

* -0.94
-1.36

산전진찰초진시기
  중기
  말기

1.09
38.08 ***

0.08
3.64 ***

1.16
-21.72

0.73
 2.22

-0.31
0.80

1.53
-18.48

*

산전진찰횟수 1.03 0.03 -0.01 1.02 0.02 -0.06
산전진찰적합도
  기타 적합도 1.21 0.19 -0.45 2.20 * 0.79 * -1.18

*** p<.001, ** p<.01, * p<.05.
주: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고령의 산모와 비고령의 산모에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모의 연령(고령)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에 모의 연령(고령)이라는 변수를 곱하여 만든 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의 경우는 회귀계수만 제시함.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기술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고령의 산모가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 유배우 상태

가 아닌 경우(1% 차이), 고졸이하의 교육 수준인 경우(5.1% 차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인 경우(2.6% 차이)가 더 높았고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고령 산모와 비고

령 산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산과적 특성에 있어서는 출산력, 정

상 출산 경험 횟수, 산전 관리 적합도에 있어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는데 비고령 산모는 고령 산모에 비해 초산인 경우가 더 많았고 고령산

모는 산전 관리에 있어서 ‘적합’의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산모의 경우 

대부분 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전 관리가 비고령 산모보다 소홀했음을 시사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가장 중요한 점은 산모의 고령 자체는 

다른 요인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출산 결과(adverse birth outcome)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의 통제를 받았을 때는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출산 결과를 낳는 유의미

한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고령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고령과 함께 연

관된 다른 요인들이 출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

조건 고령이라는 이유로 고위험으로 간주되어 관리되기 보다는 모든 고령 임신이 

위험한 것은 아니며 관리를 잘 받게 되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도 필요하다. 동시에 고령산모의 출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

전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의 가임기 여성들이 제대로 

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고령 임신은 무조건 위험한 임신이라는 인

식을 탈피하여 본인의 출산 관련 건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미리부터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체계적인 산전 관리는 고령의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도 산전 진찰을 늦게 받기 시

작하는 것은 저체중출생아 출산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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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산전 관리를 받는 것과 고령의 산모의 경우 비고령 

산모에 비해 임신 중기에 산전 초진을 받는 것은 임신 초기에 산전 진찰을 받기 시

작하는 것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다. 비록 한국의 경우 산전 

진찰 수진율은 다른 나라와 대조적으로 거의 100%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적

합한 정도로 산전 진찰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

의 경우는 국가보건의료체계(NHS)에서 지침서를 만들고 이에 따른 적합한 산전 

관리의 시기와 각 시기에 따른 검진과 교육내용을 표준화시켜서 산전 관리에 있어

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실정에 맞는 산전 진찰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연령에 따라 

고령의 임산부라는 이유로 다양한 검사를 권유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게 질

환력이나 초산여부, 임신 중독증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의 정도를 심도 있게 파악하

여 각각의 고령 임산부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

침서(manual)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의 

확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은 초산인 경우와 비교해서 저출산력과 고출산력인 경우, 

산전 관리의 적합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였다. 반대로 정상 출산한 경험이 

많을수록 저체중출생아 출산과 조산의 확률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고령

의 산모 중에서도 초산인 경우, 경산이지만 이전 출산이 정상 출산이 아닌 경우에

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임신 전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까지 생애 주기별로 고령임산부를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증가하는 고

령임산부의 출산 결과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출생아의 건강이 증진되어 인구의 질

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정책 지원 방안의 틀(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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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화 현상으로 인한 초산의 만산 현상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위한 지원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난 20년간 산전 관리(prenatal care)가 임

신 및 출산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임신 

전 관리(preconception care)가 임신 및 출산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Lu, 2007). 구체적으로 2006년에는 질병관

리본부(CDC)와 유독성물질질병등록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에서 임신 전 관리를 위한 권고안(Recommendations 

to Improve Preconception Health and Health Care)11)을 발표하였다. 한국

에서도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임신 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를 받

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임신 전에 다음 단계와의 연계가 용이하도

록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여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과 같은 제도로서, 생

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로의 일환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임신에 관한 상

담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치하여 임신 전부터 개인 맞춤형으

11) 전문은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rr5506a1.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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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 

시에 무료 상담안내책자와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즉, 임신 전

에 상담과 함께 실질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둔 실제적인 생체학적 

나이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임신 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 전 검사로 개인에 따라 난자의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것에 점을 염두에 

둔 난소노화검사12) 같은 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난소노화검사 등을 임신 전에 받음으로써 잠재적 고위험 임신, 불임, 조기폐경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임신 전부터 필요한 건강 관리법과 적절한 영양 섭취에 관한 홍

보 및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엽산(folic acid)나 엽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

(multivitamin with folic acid)등을 임신 전부터 임신을 계획한 고령의 가임기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수

적인 효과로 임신 전부터 섭취하게 될 경우 임신 중에 섭취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잘 깨닫고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이고 적합한 산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또한 임신하면서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으

로 관리해 주는 준전문직(para-professional)의 조산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비슷한 제도는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비슷한 직종으로 ‘산파, 조산사’를 뜻하는 

‘midwife,’ ‘doula,’ ‘hebamme(독일)’가 있고, ‘방문 간호사(community nurse)’

를 뜻하는 영국의 ‘health visitor‘가 있다. 우선 midwife는 비교적 세계적으로 

12) 피검사를 통해 난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검사인데 대표적으로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혈액검
사로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AMH(항뮬러리안호르몬: 난소 안에서 배란이 되는 어린 난포들에
서 분비되는 호르몬), 생리 2~4일 사이에 혈액검사로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FSH(난포자극호
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르몬)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초음파로는 생리 
초기에 난포의 수를 체크해서 난소의 노화 검사 AFC(기저동난포수: 초음파로 측정한 성숙 
난포로 진행할 가능성을 가진 난포의 개수, 불임치료시 난소 반응을 예측하는 인자)를 한다.

흔한 직종으로 한국에서는 조산원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의학적

인 문제가 있는 산모 외에는 많은 경우에 산파(간호사)가 출산과 출산 이후를 방문 

간호 형식으로 돌보고 있다. Doula13)의 사전적 의미는 ‘임산부에게 조언을 해 주

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이다. 이들은 산모에게 출산전, 출산 도중, 출산 이후에 

조언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적·육체적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Hodnett 

et al., 2011). Doula로 부터 분만 중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경우 산모아 출생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Paul 2008). Health visitor14)는 

전 연령층에 있어서 상담 등을 포함하여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산모

의 경우 midwife로부터 역할을 인수받아 산후관리에 관한 지원, 수유에 관한 교

육, 산후 우울증을 포함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지지체계의 역할을 담당한

다. 위에 언급된 모든 직종은 산전과 출산 도중, 그리고 출산 후의 전 과정에 연관

되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도 보다 체계적으로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상

담하고 교육하며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료 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 임

산부의 출산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고위험 출산

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분만과 분만 후 집중 관리를 위한 개인병의원-전문병원

-대학병원 간 ‘응급의료망(emergency medical network, EMNet)’의 구축이 필

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별 의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개인병의원-전문병원-대학

병원 산전 관리 체계 및 의료서비스망 구축에 대한 의료망도 필요하다. 이러한 체

계는 지역의 1차 병원에서는 고령임산부 중에서 고위험 환자를 스크린하고, 2차병

원에서는 단순 분만을 담당하고, 마지막 지역 거점병원인 3차 병원에서는 1, 2차

병원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혹은 응급 전원된 환자에 대한 합병증 관리(생존, 

치료 및 회복)를 맡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별 비용효과성도 추구될 수 있다. 

출산 후 신체의 회복이 더디고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하는 고령 산모를 

13) Doula에 관한 내용은 Wikipedia 온라인 백과사전을 참조함.
14) 영국의 health visitor에 관한 내용은 ‘NHS Careers‘ 웹페이지를 참조함. 
http://www.nhscareers.nhs.uk/explore-by-career/nursing/careers-in-nursing/health-vi

siting/what-do-health-visitor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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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 

시에 무료 상담안내책자와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즉, 임신 전

에 상담과 함께 실질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둔 실제적인 생체학적 

나이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임신 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 전 검사로 개인에 따라 난자의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것에 점을 염두에 

둔 난소노화검사12) 같은 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난소노화검사 등을 임신 전에 받음으로써 잠재적 고위험 임신, 불임, 조기폐경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임신 전부터 필요한 건강 관리법과 적절한 영양 섭취에 관한 홍

보 및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엽산(folic acid)나 엽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

(multivitamin with folic acid)등을 임신 전부터 임신을 계획한 고령의 가임기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수

적인 효과로 임신 전부터 섭취하게 될 경우 임신 중에 섭취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잘 깨닫고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이고 적합한 산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또한 임신하면서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으

로 관리해 주는 준전문직(para-professional)의 조산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비슷한 제도는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비슷한 직종으로 ‘산파, 조산사’를 뜻하는 

‘midwife,’ ‘doula,’ ‘hebamme(독일)’가 있고, ‘방문 간호사(community nurse)’

를 뜻하는 영국의 ‘health visitor‘가 있다. 우선 midwife는 비교적 세계적으로 

12) 피검사를 통해 난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검사인데 대표적으로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혈액검
사로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AMH(항뮬러리안호르몬: 난소 안에서 배란이 되는 어린 난포들에
서 분비되는 호르몬), 생리 2~4일 사이에 혈액검사로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FSH(난포자극호
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르몬)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초음파로는 생리 
초기에 난포의 수를 체크해서 난소의 노화 검사 AFC(기저동난포수: 초음파로 측정한 성숙 
난포로 진행할 가능성을 가진 난포의 개수, 불임치료시 난소 반응을 예측하는 인자)를 한다.

흔한 직종으로 한국에서는 조산원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의학적

인 문제가 있는 산모 외에는 많은 경우에 산파(간호사)가 출산과 출산 이후를 방문 

간호 형식으로 돌보고 있다. Doula13)의 사전적 의미는 ‘임산부에게 조언을 해 주

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이다. 이들은 산모에게 출산전, 출산 도중, 출산 이후에 

조언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적·육체적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Hodnett 

et al., 2011). Doula로 부터 분만 중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경우 산모아 출생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Paul 2008). Health visitor14)는 

전 연령층에 있어서 상담 등을 포함하여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산모

의 경우 midwife로부터 역할을 인수받아 산후관리에 관한 지원, 수유에 관한 교

육, 산후 우울증을 포함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지지체계의 역할을 담당한

다. 위에 언급된 모든 직종은 산전과 출산 도중, 그리고 출산 후의 전 과정에 연관

되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도 보다 체계적으로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상

담하고 교육하며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료 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 임

산부의 출산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고위험 출산

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분만과 분만 후 집중 관리를 위한 개인병의원-전문병원

-대학병원 간 ‘응급의료망(emergency medical network, EMNet)’의 구축이 필

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별 의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개인병의원-전문병원-대학

병원 산전 관리 체계 및 의료서비스망 구축에 대한 의료망도 필요하다. 이러한 체

계는 지역의 1차 병원에서는 고령임산부 중에서 고위험 환자를 스크린하고, 2차병

원에서는 단순 분만을 담당하고, 마지막 지역 거점병원인 3차 병원에서는 1, 2차

병원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혹은 응급 전원된 환자에 대한 합병증 관리(생존, 

치료 및 회복)를 맡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별 비용효과성도 추구될 수 있다. 

출산 후 신체의 회복이 더디고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하는 고령 산모를 

13) Doula에 관한 내용은 Wikipedia 온라인 백과사전을 참조함.
14) 영국의 health visitor에 관한 내용은 ‘NHS Careers‘ 웹페이지를 참조함. 
http://www.nhscareers.nhs.uk/explore-by-career/nursing/careers-in-nursing/health-vi

siting/what-do-health-visitor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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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출산 후에도 산후 검진을 보다 정밀하게 하여 관절통, 산후 우울증 등 고령 산

모에게 수반되기 쉬운 신체적·정신적인 증세 및 질환에 대해 검진 및 이상시 치료

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비고령 산모에 

비해 고령 산모가 취업 중인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역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만

혼이 되고 고령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 산모

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 육아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정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

도 고령 임산부와 함께 고령화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러한 모든 여건 속에서 더더욱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출산과 육아를 하는 것에 대

한 고령 임산부의 신체적 부담감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그렇지 않은 산

모와 비교하여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따라서 고령 임산부가 출산 

후 겪는 우울증의 강도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 산모는 비고령의 산모보

다 산후 관리 도우미의 도움의 필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고령 산모의 경우 소

득 제한을 완화하거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하되 모든 고령 산모

를 그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지원 기간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표 6>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6〉 정책적 지원 방안

영역 정책 지원 법적 근거

교육과 
홍보

-국가적 신뢰할 만한 자료(database) 구축
-많은 연구들의 활성화
-인식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둔
(evidence-based) 교육과 홍보 

-모자보건법 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9조 2항, 3항

생애 
주기별 
지원

임
신 
전

-상담과 검진의 의무화
 (난임 지원 연계)
-건강관리법, 영양 섭취에 관한 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건강가정기본법 21조
-모자보건법 3조

임
신 
중

-적합한 산전 관리 체계 
구축(표준화된 지침서)

-진료비 차등 지원 산전
·

산후
 

도우미

-모자보건법 1조, 3조
-건강가정기본법 15조, 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출
산

-의료 체계(system) 
 구축 및 확충

-건강가정기본법 8조, 21조
-모자보건법 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출
산 
후

-고령 출산에 맞는 정밀한 
산후 검사와 진료비 지원

-산후 도우미 확대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8조, 15조, 21조
-모자보건법 3조, 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회귀분석 결과 초산보다 경산인 경우가 저체중 출생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서 위

험요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초산인 경우에 비해 경산의 경우 산전 진찰도 늦게 받

기를 시작하고 적합도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째아 출산 후 둘째아를 계획하는 산모에게 산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미리 교육하

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II. 한계 및 시사점

기존의 고령의 임산부를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다수는 일

부 병원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에 관련되거나 진료 실적에 관

한 의학적인 연구로 적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이용

하여 제한된 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출산 결과를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
2003, 2006,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의 자료를 가지

고 보다 많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회귀 분석 결과에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

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표본의 수가 비교적 작다는 

점과 사회경제적인 여러 요인들에 추가적으로 의학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

사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표본을 가지고 사회경제적인 요인들과 의학적 요인이 포

함된 전국적 데이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을 넘어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났

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건강보험

공단의 ‘고운맘 카드’에 기록된 출산 예정일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 2013년의 합

계출산율은 1.1로 나타나 한국은 다시 초저출산 국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아직도 우리가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출

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이다. 법률혼 내에서 발

생하는 출산만을 자녀로 인정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결혼과 함께 가족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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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출산 후에도 산후 검진을 보다 정밀하게 하여 관절통, 산후 우울증 등 고령 산

모에게 수반되기 쉬운 신체적·정신적인 증세 및 질환에 대해 검진 및 이상시 치료

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비고령 산모에 

비해 고령 산모가 취업 중인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역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만

혼이 되고 고령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 산모

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 육아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정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

도 고령 임산부와 함께 고령화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러한 모든 여건 속에서 더더욱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출산과 육아를 하는 것에 대

한 고령 임산부의 신체적 부담감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그렇지 않은 산

모와 비교하여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따라서 고령 임산부가 출산 

후 겪는 우울증의 강도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 산모는 비고령의 산모보

다 산후 관리 도우미의 도움의 필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고령 산모의 경우 소

득 제한을 완화하거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하되 모든 고령 산모

를 그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지원 기간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표 6>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6〉 정책적 지원 방안

영역 정책 지원 법적 근거

교육과 
홍보

-국가적 신뢰할 만한 자료(database) 구축
-많은 연구들의 활성화
-인식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둔
(evidence-based) 교육과 홍보 

-모자보건법 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9조 2항, 3항

생애 
주기별 
지원

임
신 
전

-상담과 검진의 의무화
 (난임 지원 연계)
-건강관리법, 영양 섭취에 관한 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건강가정기본법 21조
-모자보건법 3조

임
신 
중

-적합한 산전 관리 체계 
구축(표준화된 지침서)

-진료비 차등 지원 산전
·

산후
 

도우미

-모자보건법 1조, 3조
-건강가정기본법 15조, 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출
산

-의료 체계(system) 
 구축 및 확충

-건강가정기본법 8조, 21조
-모자보건법 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출
산 
후

-고령 출산에 맞는 정밀한 
산후 검사와 진료비 지원

-산후 도우미 확대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8조, 15조, 21조
-모자보건법 3조, 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회귀분석 결과 초산보다 경산인 경우가 저체중 출생아 출산과 조산에 있어서 위

험요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초산인 경우에 비해 경산의 경우 산전 진찰도 늦게 받

기를 시작하고 적합도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째아 출산 후 둘째아를 계획하는 산모에게 산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미리 교육하

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II. 한계 및 시사점

기존의 고령의 임산부를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다수는 일

부 병원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에 관련되거나 진료 실적에 관

한 의학적인 연구로 적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이용

하여 제한된 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출산 결과를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
2003, 2006,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의 자료를 가지

고 보다 많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회귀 분석 결과에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

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표본의 수가 비교적 작다는 

점과 사회경제적인 여러 요인들에 추가적으로 의학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

사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표본을 가지고 사회경제적인 요인들과 의학적 요인이 포

함된 전국적 데이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을 넘어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났

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건강보험

공단의 ‘고운맘 카드’에 기록된 출산 예정일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 2013년의 합

계출산율은 1.1로 나타나 한국은 다시 초저출산 국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아직도 우리가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출

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이다. 법률혼 내에서 발

생하는 출산만을 자녀로 인정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결혼과 함께 가족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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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다. 현

재 실시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임신 중 진

료비를 지원(고운맘카드)등의 일부 지원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이 출산 후의 

지원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김동식 외 2011).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비고령 산모에 비해 저체중아 출생아 출산과 조산의 발생률이 2배에 

달하는 취약계층인 고령 임산부를 임신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까지 지원하는 체계

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초혼이 늦어진 만큼 임신을 시도하는 모의 연령도 높아졌다. 모의 연령을 억지

로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증가하는 고령의 가임기 여성이 고령의 임신에 대해 가

진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며 난임과 불임이 되었을 때 쉽게 치료하고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출산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게 하고, 출산이

후 아이양육에 있어서 산모와 출생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정책

이 인구의 질의 향상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고령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다. 이는 모든 고령 임신이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령과 

결부된 많은 요인들로 인해 고위험 임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관찰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고령 임산부의 임신 중의 적절한 산전

관리가 중요하며 더 나아가 임신을 계획하는 고령의 가임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 전

의 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고령 임신에 관한 올바른 시각과 정

보를 제공해주고 고령 임신을 인정하고 지지·지원해주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

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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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다. 현

재 실시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임신 중 진

료비를 지원(고운맘카드)등의 일부 지원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이 출산 후의 

지원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김동식 외 2011).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비고령 산모에 비해 저체중아 출생아 출산과 조산의 발생률이 2배에 

달하는 취약계층인 고령 임산부를 임신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까지 지원하는 체계

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초혼이 늦어진 만큼 임신을 시도하는 모의 연령도 높아졌다. 모의 연령을 억지

로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증가하는 고령의 가임기 여성이 고령의 임신에 대해 가

진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며 난임과 불임이 되었을 때 쉽게 치료하고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출산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게 하고, 출산이

후 아이양육에 있어서 산모와 출생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정책

이 인구의 질의 향상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고령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다. 이는 모든 고령 임신이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령과 

결부된 많은 요인들로 인해 고위험 임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관찰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고령 임산부의 임신 중의 적절한 산전

관리가 중요하며 더 나아가 임신을 계획하는 고령의 가임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 전

의 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고령 임신에 관한 올바른 시각과 정

보를 제공해주고 고령 임신을 인정하고 지지·지원해주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

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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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진단과 과제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Ⅰ. 서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의 보육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도 

미취학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지원재정은 획기적으로 늘어난 상

황이다.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국가의 재정기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현

행 국내의 보육시장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공급을 조절하

고 보육수요에 따른 적절한 공급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설공급의 양적증가를 주도해 왔으며, 평가인

증 등의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민간중심의 보육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대상아동의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보육시설은 공급자 측면에

서도 이용자 측면에서도 엄청난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시설이 공급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영·유아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의 수급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

인다. 그러나 저출산 속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보육료 지원정책의 강화로 보육

시설 이용아동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만 3세-5세 대상의 누리과정의 도입으

로 영유아 취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보육서비스 시장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용할만한 시

15) 본 연구는 ‘김은정 외(2013).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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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진단과 과제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Ⅰ. 서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의 보육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도 

미취학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지원재정은 획기적으로 늘어난 상

황이다.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국가의 재정기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현

행 국내의 보육시장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공급을 조절하

고 보육수요에 따른 적절한 공급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설공급의 양적증가를 주도해 왔으며, 평가인

증 등의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민간중심의 보육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대상아동의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보육시설은 공급자 측면에

서도 이용자 측면에서도 엄청난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시설이 공급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영·유아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의 수급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

인다. 그러나 저출산 속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보육료 지원정책의 강화로 보육

시설 이용아동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만 3세-5세 대상의 누리과정의 도입으

로 영유아 취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보육서비스 시장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용할만한 시

15) 본 연구는 ‘김은정 외(2013).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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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부족한 동시에 기존 보육시설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경우가 동시에 존

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양적 공급의 문제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거나 현행 보육시설의 공급체계 하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보육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보육료 비용지원보다는 보육시설 접근성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듯이 보육의 접근성(비용적, 시간적, 지리적)은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공급을 총량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보육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설유형에 따른 공급 현황과 수요현황을 분석하고, 보육서비스공급

의 양적측면에서 지역적 충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보육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1990년대 말까

지 계속되었다. 1990년대 보육수요를 추계하여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제언한 표갑

수(1995)의 연구를 보면, 1993년 말 어린이집수는 5,490개소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추계한 필요 어린이집수 24,085개의 1/4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필요 보육대상 아동수의 15% 정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보육서비스 공급이 민간 어린이집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

중이 너무 낮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도 표준보육단가 등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

정되어 있으며, 저소득·농어촌 취약지역의 어린이집 공급은 더 열악하다는 문제점

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백선희(1997)도 민간부분 비중이 늘어 공공성이 약

화되었으며 지역별 접근도의 심각한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형평성도 매우 낮

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보육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변용찬, 

2002; 주재선, 2006; 김현철, 2009). 변용찬(2002)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획

기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 질 등의 이유

로 수요는 있지만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영아보육시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주재선(2006), 김현철(2009)의 연구에서 추계된 이용아동 수와 실제 이용

아동 수를 비교해 보면 다소 과다 추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2세 아동이 큰 

증가를 보이고 5세 아동의 이용률 증가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했다.

이후의 연구는 보육시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역적 분석이 시도되

었다. 송건섭 외(2009)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육현황과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 서비스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성 평가의 투입지표로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의 각 시도 보육예산과 지자체별 영유아 1인당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를 활용

하였으며 산출지표로 지역 아동 100명당 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

여 기관 이용아동수를 이용하였다. 해당연구에서 효율성의 지표로 투입예산, 담당 

공무원 수 등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아동 1인당 지자체 투입예산이 낮을수록, 담당

공무원 수가 낮을수록 효율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김영숙 외(2011)의 연

구에서도 DEA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광역시와 도 단위 별로 보육시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평가 하였다. 2002년에서 2008년간 공급된 보육시설수를 

투입변수로 ,보육아동 수를 산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도 단위보다 광역시

의 효율성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의 분석기법에서는 보

육아동수 대비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하락하고, 보육시설 수 대비 보육아

동이 많을수록 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도시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

미는 대도시가 아동 수 대비 공급시설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세한 민간

보육시설의 증가와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육서비스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순히 보육시설 수와 이용아동 및 예측된 수요

아동 수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서는 시설 수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정원 및 현원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3년까지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육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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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부족한 동시에 기존 보육시설에서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경우가 동시에 존

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양적 공급의 문제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거나 현행 보육시설의 공급체계 하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보육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보육료 비용지원보다는 보육시설 접근성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듯이 보육의 접근성(비용적, 시간적, 지리적)은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공급을 총량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보육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설유형에 따른 공급 현황과 수요현황을 분석하고, 보육서비스공급

의 양적측면에서 지역적 충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보육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1990년대 말까

지 계속되었다. 1990년대 보육수요를 추계하여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제언한 표갑

수(1995)의 연구를 보면, 1993년 말 어린이집수는 5,490개소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추계한 필요 어린이집수 24,085개의 1/4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필요 보육대상 아동수의 15% 정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보육서비스 공급이 민간 어린이집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

중이 너무 낮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도 표준보육단가 등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

정되어 있으며, 저소득·농어촌 취약지역의 어린이집 공급은 더 열악하다는 문제점

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백선희(1997)도 민간부분 비중이 늘어 공공성이 약

화되었으며 지역별 접근도의 심각한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형평성도 매우 낮

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보육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변용찬, 

2002; 주재선, 2006; 김현철, 2009). 변용찬(2002)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획

기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 질 등의 이유

로 수요는 있지만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영아보육시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주재선(2006), 김현철(2009)의 연구에서 추계된 이용아동 수와 실제 이용

아동 수를 비교해 보면 다소 과다 추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2세 아동이 큰 

증가를 보이고 5세 아동의 이용률 증가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했다.

이후의 연구는 보육시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역적 분석이 시도되

었다. 송건섭 외(2009)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육현황과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 서비스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성 평가의 투입지표로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의 각 시도 보육예산과 지자체별 영유아 1인당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를 활용

하였으며 산출지표로 지역 아동 100명당 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

여 기관 이용아동수를 이용하였다. 해당연구에서 효율성의 지표로 투입예산, 담당 

공무원 수 등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아동 1인당 지자체 투입예산이 낮을수록, 담당

공무원 수가 낮을수록 효율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김영숙 외(2011)의 연

구에서도 DEA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광역시와 도 단위 별로 보육시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평가 하였다. 2002년에서 2008년간 공급된 보육시설수를 

투입변수로 ,보육아동 수를 산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도 단위보다 광역시

의 효율성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의 분석기법에서는 보

육아동수 대비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하락하고, 보육시설 수 대비 보육아

동이 많을수록 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도시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

미는 대도시가 아동 수 대비 공급시설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세한 민간

보육시설의 증가와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육서비스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순히 보육시설 수와 이용아동 및 예측된 수요

아동 수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서는 시설 수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정원 및 현원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3년까지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육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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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요도 급격하게 변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추세

에 관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 공급 분석의 대

부분은 보육서비스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고 어린이집만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거나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의 일부분만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자 범위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

시켰다. 2012년부터 만 3-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표준

화시킨 누리과정이 실시되고 있고, 수요자인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와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정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에 대하여 보육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보육

서비스 공급 추세를 검토하고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 자료를 활용

하여 시·도 단위의 어린이집 유형별 공급현황과, 유치원 유형별 공급현황을 제시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

고 있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공급량, 이용량 등을 연도별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현황

을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였다. 미설치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화지역 지도파일을 이용하고 있

다. 

양적 수급 분석을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수요아동을 예측하고 예측된 아동 대

비 시설공급율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만 0-5세 인구수는 통계청 5세

별 주민등록인구(2011)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다만 해당 자료는 시군구 단위의 경

우 각 연령별 인구수 대신 만 0-4세, 만 5-9세 인구수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지역의 만 0-4세 인구수를 바탕으로 만 5세 인구수를 예측16)하여 만 0-5세 

인구를 추정하였다. 서비스 공급량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정원, 

현원을 활용하였으며, 앞서 추정된 아동수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서비스 공급률

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시설공급·이용 변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2년  42,527  2,203   2,313  14,440  22,935   636 

2011년  39,842  2,116   2,332  14,134  20,722   538 

2010년  38,021  2,034   2,356  13,789  19,367   475 

2009년  35,550  1,917   2,405  13,433  17,359   436 

2008년  33,499  1,826   2,427  13,306  15,525   415 

2007년  30,856  1,748   2,462  13,081  13,184   381 

2006년  29,233  1,643   2,541  12,864  11,828   357 

2005년  28,367  1,473   2,474  12,769  11,346   305 

2004년  26,903  1,349   2,503  12,225  10,583   243 

2003년  24,142  1,329   2,419  11,225   8,933   236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2003년 24,142개소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2년 42,527개소로 1.8배나 늘

어났다. 어린이집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가정어린이집으로 2003년 8,933

개소에서 2012년 22,935개소로 2.5배나 늘어났다. 가정어린이집만큼은 아니지

16) 만0-4세 인구수/5를 만 5세 인구수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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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요도 급격하게 변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추세

에 관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 공급 분석의 대

부분은 보육서비스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고 어린이집만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거나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의 일부분만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자 범위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

시켰다. 2012년부터 만 3-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표준

화시킨 누리과정이 실시되고 있고, 수요자인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와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정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에 대하여 보육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보육

서비스 공급 추세를 검토하고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 자료를 활용

하여 시·도 단위의 어린이집 유형별 공급현황과, 유치원 유형별 공급현황을 제시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

고 있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공급량, 이용량 등을 연도별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현황

을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였다. 미설치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화지역 지도파일을 이용하고 있

다. 

양적 수급 분석을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수요아동을 예측하고 예측된 아동 대

비 시설공급율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만 0-5세 인구수는 통계청 5세

별 주민등록인구(2011)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다만 해당 자료는 시군구 단위의 경

우 각 연령별 인구수 대신 만 0-4세, 만 5-9세 인구수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지역의 만 0-4세 인구수를 바탕으로 만 5세 인구수를 예측16)하여 만 0-5세 

인구를 추정하였다. 서비스 공급량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정원, 

현원을 활용하였으며, 앞서 추정된 아동수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서비스 공급률

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시설공급·이용 변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2년  42,527  2,203   2,313  14,440  22,935   636 

2011년  39,842  2,116   2,332  14,134  20,722   538 

2010년  38,021  2,034   2,356  13,789  19,367   475 

2009년  35,550  1,917   2,405  13,433  17,359   436 

2008년  33,499  1,826   2,427  13,306  15,525   415 

2007년  30,856  1,748   2,462  13,081  13,184   381 

2006년  29,233  1,643   2,541  12,864  11,828   357 

2005년  28,367  1,473   2,474  12,769  11,346   305 

2004년  26,903  1,349   2,503  12,225  10,583   243 

2003년  24,142  1,329   2,419  11,225   8,933   236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2003년 24,142개소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2년 42,527개소로 1.8배나 늘

어났다. 어린이집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가정어린이집으로 2003년 8,933

개소에서 2012년 22,935개소로 2.5배나 늘어났다. 가정어린이집만큼은 아니지

16) 만0-4세 인구수/5를 만 5세 인구수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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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민간어린이집도 약 3,000개소가 증가하였다. 2003년 전체 보육시설 24,142개

소 중에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20,158개소로 83%를 차지하였는데, 

2012년에는 그 비중이 88%로 높아졌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어린

이집에서 차지하는 국공립 비중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5%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에 이어서 이번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유치원 설치운영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유치원 설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계 (%) 국·공립 (%) 사립 (%)

2012년     8,538 (100.0)     4,525 (53.0)     4,013 (47.0)

2011년     8,424 (100.0)     4,502 (53.4)     3,922 (46.6)

2010년     8,388 (100.0)     4,501 (53.7)     3,887 (46.3)

2009년     8,373 (100.0)     4,493 (53.7)     3,880 (46.3)

2008년     8,344 (100.0)     4,483 (53.7)     3,861 (46.3)

2007년     8,294 (100.0)     4,448 (53.6)     3,846 (46.4)

2006년     8,290 (100.0)     4,460 (53.8)     3,830 (46.2)

2005년     8,275 (100.0)     4,412 (53.3)     3,863 (46.7)

2004년     8,246 (100.0)     4,328 (52.5)     3,918 (47.5)

2003년     8,292 (100.0)     4,284 (51.7)     4,008 (48.3)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각 년도.

2003년 8,292개소에서 2012년 8,538개소로 늘어나긴 하였으나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미약한 수준이다.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살펴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보다 줄곧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국공립이라 운

영주체 측면에서 봤을 때 총량적 측면에서 유치원은 공공성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아동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어린이집 유치원
2012     2,101,110     1,487,361      613,749
2011     1,913,563     1,348,729      564,834
2010     1,818,497     1,279,910      538,587
2009     1,712,410     1,175,049      537,361
2008     1,673,324     1,135,502      537,822
2007     1,641,483     1,099,933      541,550
2006     1,586,173     1,040,361      545,812
2005     1,530,993      989,390      541,603
2004     1,471,965      930,252      541,713
2003     1,404,876      858,345      546,53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각 년도.

시설변화 추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3년 858,345명에서 2012

년 1,487,361로 63만 명이나 늘어났고, 유치원의 이용아동수는 2003년 546,531

명에서 약 7만 명 정도 늘어난 613,749명이었다. 유치원 시설 공급 변화가 미미한 

만큼 이용아동수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에 비해 증가 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만 

다닐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아동을 해당 연령 인구수 대비 비율로 살펴보

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이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

연도 만0-5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2년   53.1  39.0  66.7  83.7  57.4  40.0  32.7
2011년   48.3  30.3  56.0  75.9  56.0  40.0  31.6
2010년   46.2  27.9  50.6  68.2  53.1  41.5  33.7
2009년   41.6  23.6  40.8  58.5  52.3  43.5  31.9
2008년   39.4  20.3  34.9  55.6  51.4  40.4  36.4
2007년   36.7  14.9  28.1  49.6  49.8  42.8  34.5
2006년   33.3  10.5  22.8  42.1  45.3  41.9  33.6
2005년   29.7   7.4  18.7  36.4  42.2  37.2  31.4
2004년   26.7   4.5  14.9  31.6  38.9  34.4  29.6
2003년   23.7   3.0  12.6  27.0  34.5  32.3  26.8

   주: 이용률=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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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민간어린이집도 약 3,000개소가 증가하였다. 2003년 전체 보육시설 24,142개

소 중에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20,158개소로 83%를 차지하였는데, 

2012년에는 그 비중이 88%로 높아졌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어린

이집에서 차지하는 국공립 비중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5%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에 이어서 이번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유치원 설치운영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유치원 설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계 (%) 국·공립 (%) 사립 (%)

2012년     8,538 (100.0)     4,525 (53.0)     4,013 (47.0)

2011년     8,424 (100.0)     4,502 (53.4)     3,922 (46.6)

2010년     8,388 (100.0)     4,501 (53.7)     3,887 (46.3)

2009년     8,373 (100.0)     4,493 (53.7)     3,880 (46.3)

2008년     8,344 (100.0)     4,483 (53.7)     3,861 (46.3)

2007년     8,294 (100.0)     4,448 (53.6)     3,846 (46.4)

2006년     8,290 (100.0)     4,460 (53.8)     3,830 (46.2)

2005년     8,275 (100.0)     4,412 (53.3)     3,863 (46.7)

2004년     8,246 (100.0)     4,328 (52.5)     3,918 (47.5)

2003년     8,292 (100.0)     4,284 (51.7)     4,008 (48.3)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각 년도.

2003년 8,292개소에서 2012년 8,538개소로 늘어나긴 하였으나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미약한 수준이다.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살펴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보다 줄곧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국공립이라 운

영주체 측면에서 봤을 때 총량적 측면에서 유치원은 공공성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아동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어린이집 유치원
2012     2,101,110     1,487,361      613,749
2011     1,913,563     1,348,729      564,834
2010     1,818,497     1,279,910      538,587
2009     1,712,410     1,175,049      537,361
2008     1,673,324     1,135,502      537,822
2007     1,641,483     1,099,933      541,550
2006     1,586,173     1,040,361      545,812
2005     1,530,993      989,390      541,603
2004     1,471,965      930,252      541,713
2003     1,404,876      858,345      546,53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각 년도.

시설변화 추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3년 858,345명에서 2012

년 1,487,361로 63만 명이나 늘어났고, 유치원의 이용아동수는 2003년 546,531

명에서 약 7만 명 정도 늘어난 613,749명이었다. 유치원 시설 공급 변화가 미미한 

만큼 이용아동수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에 비해 증가 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만 

다닐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아동을 해당 연령 인구수 대비 비율로 살펴보

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이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

연도 만0-5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2년   53.1  39.0  66.7  83.7  57.4  40.0  32.7
2011년   48.3  30.3  56.0  75.9  56.0  40.0  31.6
2010년   46.2  27.9  50.6  68.2  53.1  41.5  33.7
2009년   41.6  23.6  40.8  58.5  52.3  43.5  31.9
2008년   39.4  20.3  34.9  55.6  51.4  40.4  36.4
2007년   36.7  14.9  28.1  49.6  49.8  42.8  34.5
2006년   33.3  10.5  22.8  42.1  45.3  41.9  33.6
2005년   29.7   7.4  18.7  36.4  42.2  37.2  31.4
2004년   26.7   4.5  14.9  31.6  38.9  34.4  29.6
2003년   23.7   3.0  12.6  27.0  34.5  32.3  26.8

   주: 이용률=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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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의 경우 2003년 어린이집 이용률이 3%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

여 2012년에는 0세 유아의 3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1세도 2003년 

12%에서 2012년 67%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보육

료 지원 계층이 확대된 시기와 맞물려 이용률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

다. 2세도 2003년 27%에서 2012년 83%까지 이용률이 급격히 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2세가 가장 높고, 3세, 4세, 5세로 연령이 높아질수

록 이용률은 낮아진다. 이는 해당연령 아동의 유치원 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이 가능한 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만3-5세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단위: %)

연도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어린이집 유치원 계 어린이집 유치원 계 어린이집 유치원
`12 86.4 57.4 29.0 87.4 40.0 47.3 87.9 32.7 55.1
`11 83.5 56.0 27.6 83.0 40.0 43.0 85.3 31.6 53.7
`10 77.5 53.1 24.3 83.1 41.5 41.7 88.8 33.7 55.2
`09 75.4 52.3 23.0 85.1 43.5 41.6 84.6 31.9 52.6
`08 73.7 51.4 22.3 79.0 40.4 38.6 87.7 36.4 51.3
`07 69.3 49.8 19.5 78.0 42.8 35.2 86.6 34.5 52.1
`06 61.2 45.3 15.9 74.4 41.9 32.5 83.2 33.6 49.6
`05 56.4 42.2 14.1 67.1 37.2 29.9 77.6 31.4 46.2
`04 51.9 38.9 13.0 61.6 34.4 27.2 77.3 29.6 47.7
`03 46.6 34.5 12.2 59.8 32.3 27.5 73.6 26.8 46.8

   주: 이용률=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각 년도.

각 연령별로 보면, 3세의 경우 2003년 유치원 이용률이 12%였으나 2012년 

29%까지 늘었다. 2012년에는 4세와 5세의 경우 해당 연령아동의 절반가량이 유

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앞서 분석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을 연령별로 함께 살펴보면 다음의 <표 6>

과 같다. 

<표 6> 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단위: %)

연도 만0-5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2년 75.2 39.0 66.7 83.7 86.4 87.4 87.9
2011년 68.7 30.3 56.0 75.9 83.5 83.0 85.3
2010년 65.9 27.9 50.6 68.2 77.5 83.1 88.8
2009년 61.1 23.6 40.8 58.5 75.4 85.1 84.6
2008년 58.4 20.3 34.9 55.6 73.7 79.0 87.7
2007년 55.6 14.9 28.1 49.6 69.3 78.0 86.6
2006년 51.5 10.5 22.8 42.1 61.2 74.4 83.2
2005년 46.7  7.4 18.7 36.4 56.4 67.1 77.6
2004년 42.9  4.5 14.9 31.6 51.9 61.6 77.3
2003년 39.3  3.0 12.6 27.0 46.6 59.8 73.6

   주: 이용률=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연령별로 보면 만 0-2세의 영아의 경우 만3-5세 유아 보다 더 급격하게 이용률

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만 2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84~88% 수준으로 비슷하다. 즉, 만 2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

원이든 거의 대부분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기

준 OECD국가들 보육시설 이용률이 만0-2세 영아 32.6%, 만3-5세 유아 76.9%라

는 점과 비교하면(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

ily/database), 우리나라의 영아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OECD국가들의 보육시설 이용률(0-2세)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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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의 경우 2003년 어린이집 이용률이 3%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

여 2012년에는 0세 유아의 3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1세도 2003년 

12%에서 2012년 67%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보육

료 지원 계층이 확대된 시기와 맞물려 이용률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

다. 2세도 2003년 27%에서 2012년 83%까지 이용률이 급격히 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2세가 가장 높고, 3세, 4세, 5세로 연령이 높아질수

록 이용률은 낮아진다. 이는 해당연령 아동의 유치원 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이 가능한 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만3-5세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단위: %)

연도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어린이집 유치원 계 어린이집 유치원 계 어린이집 유치원
`12 86.4 57.4 29.0 87.4 40.0 47.3 87.9 32.7 55.1
`11 83.5 56.0 27.6 83.0 40.0 43.0 85.3 31.6 53.7
`10 77.5 53.1 24.3 83.1 41.5 41.7 88.8 33.7 55.2
`09 75.4 52.3 23.0 85.1 43.5 41.6 84.6 31.9 52.6
`08 73.7 51.4 22.3 79.0 40.4 38.6 87.7 36.4 51.3
`07 69.3 49.8 19.5 78.0 42.8 35.2 86.6 34.5 52.1
`06 61.2 45.3 15.9 74.4 41.9 32.5 83.2 33.6 49.6
`05 56.4 42.2 14.1 67.1 37.2 29.9 77.6 31.4 46.2
`04 51.9 38.9 13.0 61.6 34.4 27.2 77.3 29.6 47.7
`03 46.6 34.5 12.2 59.8 32.3 27.5 73.6 26.8 46.8

   주: 이용률=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각 년도.

각 연령별로 보면, 3세의 경우 2003년 유치원 이용률이 12%였으나 2012년 

29%까지 늘었다. 2012년에는 4세와 5세의 경우 해당 연령아동의 절반가량이 유

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앞서 분석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을 연령별로 함께 살펴보면 다음의 <표 6>

과 같다. 

<표 6> 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단위: %)

연도 만0-5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2년 75.2 39.0 66.7 83.7 86.4 87.4 87.9
2011년 68.7 30.3 56.0 75.9 83.5 83.0 85.3
2010년 65.9 27.9 50.6 68.2 77.5 83.1 88.8
2009년 61.1 23.6 40.8 58.5 75.4 85.1 84.6
2008년 58.4 20.3 34.9 55.6 73.7 79.0 87.7
2007년 55.6 14.9 28.1 49.6 69.3 78.0 86.6
2006년 51.5 10.5 22.8 42.1 61.2 74.4 83.2
2005년 46.7  7.4 18.7 36.4 56.4 67.1 77.6
2004년 42.9  4.5 14.9 31.6 51.9 61.6 77.3
2003년 39.3  3.0 12.6 27.0 46.6 59.8 73.6

   주: 이용률=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연령별로 보면 만 0-2세의 영아의 경우 만3-5세 유아 보다 더 급격하게 이용률

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만 2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84~88% 수준으로 비슷하다. 즉, 만 2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

원이든 거의 대부분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기

준 OECD국가들 보육시설 이용률이 만0-2세 영아 32.6%, 만3-5세 유아 76.9%라

는 점과 비교하면(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

ily/database), 우리나라의 영아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OECD국가들의 보육시설 이용률(0-2세)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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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시설공급 현황

2013년 현재 어린이집의 지역별 분포는 <표7>과 같다.

<표 7> 어린이집 유형별 공급 현황 (시·도)

(단위: 개소, %)

시·도 전체 (%) 국공립 (%) 민간 (%) 가정 (%) 기타 (%) 
서울 6,538 (100) 690 (10.6) 2,341(35.8) 3,119(47.7) 388  (5.9)
부산 1,830 (100) 148  (8.1)   810(44.3)   725(39.6) 147  (8.0)
대구 1,580 (100)  39  (2.5)   722(45.7)   643(40.7) 176 (11.1)
인천 2,181 (100) 106  (4.9)   784(35.9) 1,218(55.8)  73  (3.3)
광주 1,239 (100)  30  (2.4)   394(31.8)   659(53.2) 156 (12.6)
대전 1,659 (100)  28  (1.7)   438(26.4) 1,107(66.7)  86  (5.2)
울산  893  (100)  31  (3.5)   442(49.5)   387(43.4)  33  (3.7)
경기 12,869 (100) 521  (4.0) 3,881(30.2) 8,091(62.9) 376  (2.9)
강원 1,244 (100)  83  (6.7)   415(33.4)   565(45.4) 181 (14.5)
충북 1,179 (100)  52  (4.4)   416(35.3)   542(46.0) 169 (14.3)
충남 1,991 (100)  62  (3.1)   619(31.1) 1,098(55.1) 212 (10.6)
전북 1,620 (100)  53  (3.3)   484(29.9)   834(51.5) 249 (15.4)
전남 1,188 (100)  76  (6.4)   380(32.0)   488(41.1) 244 (20.5)
경북 2,264 (100) 126  (5.6)   911(40.2) 1,081(47.7) 146  (6.4)
경남 3,562 (100) 132  (3.7) 1,100(30.9) 2,155(60.5) 175  (4.9)
제주  584  (100)  21  (3.6)   272(46.6)   167(28.6) 124 (21.2)

  

 주: 기타에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설치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서

울, 부산, 강원, 전남지역을 제외한 시도지역은 국공립 시설 비율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의 경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로 설치유무를 분석

할 경우 16개 광역시·도 모두 미설치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8>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시·도 시군구 (미설치 지역 읍면동 수) 읍면동
서울 송파구(1) 1개구 1개동
부산 중구(3), 동구(1), 영도구(1),금정구(1), 강서구(1) 5개구 7개동
대구 달서구(1) 1개구 1개면
인천 강화군(6), 옹진군(3) 2개군 9개면
광주 북구(1), 광산구(2) 2개구 3개면
대전 동구(1), 중구(1) 2개구 2개동

울산 북구(1), 울주군(3)
1개구 1개동,
1개군 3개면

경기
수원시(1), 성남시(1), 평택시(1), 고양시(2), 시흥시(1),
파주시(4), 안성시(1), 김포시(1), 광주시(1), 연천군(4),

6개동, 11개면

강원
춘천시(2), 강릉시(1), 삼척시(3), 홍천군(4), 횡성군(1), 영월군
(5), 철원군(6), 고성군(1), 양양군(2)

1개읍, 24개면

충북
충주시(2), 제천시(2), 보은군(7), 옥천군(6), 영동군(4), 괴산군
(5), 단양군(3)

28개면

충남
천안시(2), 보령시(3), 논산시(1), 계룡시(1), 금산군(2), 부여군
(6), 서천군(6), 청양군(4), 홍성군(3), 예산군(4), 태안군(3), 당
진군(2)

39개면

전북
군산시(2), 익산시(5), 정읍시(7), 남원시(6), 김제시(8), 완주군
(2), 진안군(7), 무주군(1), 장수군(4), 임실군(9), 순창군(3), 고
창군(5), 부안군(6)

2개동, 63개면

전남

목포시(1), 여수시(1), 순천시(2), 나주시(1), 광양시(3), 담양군
(8), 곡성군(7), 구례군(5), 고흥군(4), 보성군(6), 화순군(10), 장
흥군(3), 강진군(5), 해남군(4), 영암군(2), 무안군(1), 영광군(5), 
장성군(6), 완도군(2), 진도군(1), 신안군(2)

3개동, 75개면

경북

포항시(6), 경주시(1), 김천시(7), 안동시(4), 구미시(3), 영주시
(5), 영천시(3), 상주시(9), 문경시(4), 경산시(2), 군위군(6), 의
성군(11), 청송군(2), 영양군(2), 영덕군(5), 청도군(4), 고령군
(3), 성주군(2), 칠곡군(1), 예천군(5), 봉화군(4), 울진군(2), 울
릉군(2)

3개동, 87개면

경남
진주시(2), 통영시(5), 사천시(2), 밀양시(2), 거제시(3), 양산시
(1), 의령군(11), 함안군(3), 창녕군(7), 고성군(8), 남해군(4), 하
동군(5), 산청군(5), 함양군(6), 거창군(8), 합천군(10)

1개동, 81개면

제주 제주시(1) 1개면

서울지역도 잠실7동이 미설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 잠실7동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조성된 순 주거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전

무하고 일부 유치원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동의 주민들은 인접동의 어

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해당지역에 국공립 설치계획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민간시설이 운영되기에도 여러 가지 운영비용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수

반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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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시설공급 현황

2013년 현재 어린이집의 지역별 분포는 <표7>과 같다.

<표 7> 어린이집 유형별 공급 현황 (시·도)

(단위: 개소, %)

시·도 전체 (%) 국공립 (%) 민간 (%) 가정 (%) 기타 (%) 
서울 6,538 (100) 690 (10.6) 2,341(35.8) 3,119(47.7) 388  (5.9)
부산 1,830 (100) 148  (8.1)   810(44.3)   725(39.6) 147  (8.0)
대구 1,580 (100)  39  (2.5)   722(45.7)   643(40.7) 176 (11.1)
인천 2,181 (100) 106  (4.9)   784(35.9) 1,218(55.8)  73  (3.3)
광주 1,239 (100)  30  (2.4)   394(31.8)   659(53.2) 156 (12.6)
대전 1,659 (100)  28  (1.7)   438(26.4) 1,107(66.7)  86  (5.2)
울산  893  (100)  31  (3.5)   442(49.5)   387(43.4)  33  (3.7)
경기 12,869 (100) 521  (4.0) 3,881(30.2) 8,091(62.9) 376  (2.9)
강원 1,244 (100)  83  (6.7)   415(33.4)   565(45.4) 181 (14.5)
충북 1,179 (100)  52  (4.4)   416(35.3)   542(46.0) 169 (14.3)
충남 1,991 (100)  62  (3.1)   619(31.1) 1,098(55.1) 212 (10.6)
전북 1,620 (100)  53  (3.3)   484(29.9)   834(51.5) 249 (15.4)
전남 1,188 (100)  76  (6.4)   380(32.0)   488(41.1) 244 (20.5)
경북 2,264 (100) 126  (5.6)   911(40.2) 1,081(47.7) 146  (6.4)
경남 3,562 (100) 132  (3.7) 1,100(30.9) 2,155(60.5) 175  (4.9)
제주  584  (100)  21  (3.6)   272(46.6)   167(28.6) 124 (21.2)

  

 주: 기타에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설치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서

울, 부산, 강원, 전남지역을 제외한 시도지역은 국공립 시설 비율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의 경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로 설치유무를 분석

할 경우 16개 광역시·도 모두 미설치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8>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시·도 시군구 (미설치 지역 읍면동 수) 읍면동
서울 송파구(1) 1개구 1개동
부산 중구(3), 동구(1), 영도구(1),금정구(1), 강서구(1) 5개구 7개동
대구 달서구(1) 1개구 1개면
인천 강화군(6), 옹진군(3) 2개군 9개면
광주 북구(1), 광산구(2) 2개구 3개면
대전 동구(1), 중구(1) 2개구 2개동

울산 북구(1), 울주군(3)
1개구 1개동,
1개군 3개면

경기
수원시(1), 성남시(1), 평택시(1), 고양시(2), 시흥시(1),
파주시(4), 안성시(1), 김포시(1), 광주시(1), 연천군(4),

6개동, 11개면

강원
춘천시(2), 강릉시(1), 삼척시(3), 홍천군(4), 횡성군(1), 영월군
(5), 철원군(6), 고성군(1), 양양군(2)

1개읍, 24개면

충북
충주시(2), 제천시(2), 보은군(7), 옥천군(6), 영동군(4), 괴산군
(5), 단양군(3)

28개면

충남
천안시(2), 보령시(3), 논산시(1), 계룡시(1), 금산군(2), 부여군
(6), 서천군(6), 청양군(4), 홍성군(3), 예산군(4), 태안군(3), 당
진군(2)

39개면

전북
군산시(2), 익산시(5), 정읍시(7), 남원시(6), 김제시(8), 완주군
(2), 진안군(7), 무주군(1), 장수군(4), 임실군(9), 순창군(3), 고
창군(5), 부안군(6)

2개동, 63개면

전남

목포시(1), 여수시(1), 순천시(2), 나주시(1), 광양시(3), 담양군
(8), 곡성군(7), 구례군(5), 고흥군(4), 보성군(6), 화순군(10), 장
흥군(3), 강진군(5), 해남군(4), 영암군(2), 무안군(1), 영광군(5), 
장성군(6), 완도군(2), 진도군(1), 신안군(2)

3개동, 75개면

경북

포항시(6), 경주시(1), 김천시(7), 안동시(4), 구미시(3), 영주시
(5), 영천시(3), 상주시(9), 문경시(4), 경산시(2), 군위군(6), 의
성군(11), 청송군(2), 영양군(2), 영덕군(5), 청도군(4), 고령군
(3), 성주군(2), 칠곡군(1), 예천군(5), 봉화군(4), 울진군(2), 울
릉군(2)

3개동, 87개면

경남
진주시(2), 통영시(5), 사천시(2), 밀양시(2), 거제시(3), 양산시
(1), 의령군(11), 함안군(3), 창녕군(7), 고성군(8), 남해군(4), 하
동군(5), 산청군(5), 함양군(6), 거창군(8), 합천군(10)

1개동, 81개면

제주 제주시(1) 1개면

서울지역도 잠실7동이 미설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 잠실7동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조성된 순 주거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전

무하고 일부 유치원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동의 주민들은 인접동의 어

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해당지역에 국공립 설치계획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민간시설이 운영되기에도 여러 가지 운영비용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수

반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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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 다른 도에 비해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면은 11개로 적으나 

어린이집 미설치 동은 6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 동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고양시 덕양구 원신

동,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시흥시 흥과림동, 김포시 장기동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미설치 지역이 분포된 가운데, 이들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

는지 도시화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의 유입인구가 거의 없

고 이에 따라 보육수요도가 매우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충분히 미설치 지역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집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화 지역은 상주인구 5만 명 이상인 중심도시의 동(洞), 중심도시와 인접한 통

근 및 역통근 구역으로 정의되고,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kostat.go.kr/) 

에서 이 도시화지역 지도파일(shp)을 제공한다. 도시화 지역과 미설치 지역을 비

교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부산 중구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등은 대도시임

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공

통적으로 비싼 지대(地代)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차원의 어린이집 공급이 수

월치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잠실 7동처럼 주거단지 이면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

으나, 상업지구에 해당하여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민간시설이 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역이 미설치 지역으로 타당한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미설치 지역은 농어촌에 분포하고 있다. 2012년 연말 기준으

로 우리나라에는 5만개소가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보육

서비스가 거의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아직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전국적으

로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의 약 30%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

다. 읍·면 지역의 경우 거주 인구가 적지만 동에 비해 면적이 넓어 보육서비스 접

근성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는 보육서비스가 사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공적 유형의 어린이집 공급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 <표 9>는 광역시도 단위의 유치원 공급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

원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부산의 경우 민간(사립 유치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는 반면 전남, 제주는 2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총량적으로 분석할 경우 전체의 50%가 국공립 유치원으로 유치원의 공

공성이 매우 잘 확보되어 있는 듯 보이나 분석단위를 달리 할 경우 지역편차가 현

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표 9> 유치원 지역별 분포(광역시·도)

 (단위: 개소, %)

시·도 전체 (%) 국공립 (%) 민간 (%) 
서울    866 (100.0)    155 (17.9)     711 (82.1)
부산    369 (100.0)     64 (17.3)     305 (82.7)
대구    343 (100.0)    125 (36.4)     218 (63.6)
인천    389 (100.0)    137 (35.2)     252 (64.8)
광주    278 (100.0)    119 (42.8)     159 (57.2)
대전    252 (100.0)     89 (35.3)     163 (64.7)
울산    186 (100.0)     76 (40.9)     110 (59.1)
경기  2,034 (100.0)  1,046 (51.4)     988 (48.6)
강원    379 (100.0)    278 (73.4)     101 (26.6)
충북    344 (100.0)    256 (74.4)      88 (25.6)
충남    534 (100.0)    395 (74.0)     139 (26.0)
전북    523 (100.0)    360 (68.8)     163 (31.2)
전남    551 (100.0)    441 (80.0)     110 (20.0)
경북    701 (100.0)    471 (67.2)     230 (32.8)
경남    679 (100.0)    425 (62.6)     254 (37.4)
제주    110 (100.0)     88 (80.0)      22 (2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

3. 지역별 수급 분석

단순히 지역별로 공급된 시설 수에 대한 비교로는 적절한 수급분석을 실시 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수요아동 대비 얼마나 충분한 시설이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0-5세 인구수는 그 지역의 보육서비스 수요척도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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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우 다른 도에 비해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면은 11개로 적으나 

어린이집 미설치 동은 6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 동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고양시 덕양구 원신

동,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시흥시 흥과림동, 김포시 장기동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미설치 지역이 분포된 가운데, 이들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

는지 도시화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의 유입인구가 거의 없

고 이에 따라 보육수요도가 매우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충분히 미설치 지역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집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화 지역은 상주인구 5만 명 이상인 중심도시의 동(洞), 중심도시와 인접한 통

근 및 역통근 구역으로 정의되고,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kostat.go.kr/) 

에서 이 도시화지역 지도파일(shp)을 제공한다. 도시화 지역과 미설치 지역을 비

교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부산 중구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등은 대도시임

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공

통적으로 비싼 지대(地代)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차원의 어린이집 공급이 수

월치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잠실 7동처럼 주거단지 이면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

으나, 상업지구에 해당하여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민간시설이 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역이 미설치 지역으로 타당한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미설치 지역은 농어촌에 분포하고 있다. 2012년 연말 기준으

로 우리나라에는 5만개소가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보육

서비스가 거의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아직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전국적으

로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의 약 30%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

다. 읍·면 지역의 경우 거주 인구가 적지만 동에 비해 면적이 넓어 보육서비스 접

근성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는 보육서비스가 사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공적 유형의 어린이집 공급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 <표 9>는 광역시도 단위의 유치원 공급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

원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부산의 경우 민간(사립 유치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는 반면 전남, 제주는 2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총량적으로 분석할 경우 전체의 50%가 국공립 유치원으로 유치원의 공

공성이 매우 잘 확보되어 있는 듯 보이나 분석단위를 달리 할 경우 지역편차가 현

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편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표 9> 유치원 지역별 분포(광역시·도)

 (단위: 개소, %)

시·도 전체 (%) 국공립 (%) 민간 (%) 
서울    866 (100.0)    155 (17.9)     711 (82.1)
부산    369 (100.0)     64 (17.3)     305 (82.7)
대구    343 (100.0)    125 (36.4)     218 (63.6)
인천    389 (100.0)    137 (35.2)     252 (64.8)
광주    278 (100.0)    119 (42.8)     159 (57.2)
대전    252 (100.0)     89 (35.3)     163 (64.7)
울산    186 (100.0)     76 (40.9)     110 (59.1)
경기  2,034 (100.0)  1,046 (51.4)     988 (48.6)
강원    379 (100.0)    278 (73.4)     101 (26.6)
충북    344 (100.0)    256 (74.4)      88 (25.6)
충남    534 (100.0)    395 (74.0)     139 (26.0)
전북    523 (100.0)    360 (68.8)     163 (31.2)
전남    551 (100.0)    441 (80.0)     110 (20.0)
경북    701 (100.0)    471 (67.2)     230 (32.8)
경남    679 (100.0)    425 (62.6)     254 (37.4)
제주    110 (100.0)     88 (80.0)      22 (2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

3. 지역별 수급 분석

단순히 지역별로 공급된 시설 수에 대한 비교로는 적절한 수급분석을 실시 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수요아동 대비 얼마나 충분한 시설이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0-5세 인구수는 그 지역의 보육서비스 수요척도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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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수급분석의 경우 지역별 인구 규모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 만0-5세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의 보육서비스 정원과 현원의 수준을 살펴봄

으로써 지역별 보육서비스 수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0>은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비율이 낮은 하위 10개 시

군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하위 10개 시군구

(단위: %)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하위 10개 시군구 
지역 정원 현원

서울 서초구 48.5 45.5
전북 진안군 49.7 41.9
서울 강남구 51.5 47.5
인천 옹진군 52.9 49.9
전남 보성군 56.7 48.3
서울 마포구 58.6 54.4
서울 송파구 58.8 56.3
서울 용산구 60.3 57.0
전남 강진군 60.8 49.7
경남 의령군 60.8 55.2

주1: 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은 모두 재학생수를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은 48.5%이고, 만0-5세 

인구수 대비 현원은 45.5%이며 정원 대비 현원 비중을 계산하면 93.8%가 된다. 

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 정원은 만0-5세 인구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원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소할 보육서비스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

한 문제는 대도시인 서초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인 경상남도 의령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과 현원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서초

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의 서울 대도시와 진안군, 웅진군, 보성군, 강진

군, 의령군의 농어촌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보육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공급과잉이라 

여겨지는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지역의 0-5세 아동 인구수 대비 보육서비

스 시설의 현원, 정원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상위 20개 시군구 
지역 정원 현원

전북 정읍시 121.2 96.2
충북 단양군 117.9 86.2
경남 밀양시 117.5 94.0
전북 남원시 113.2 90.8
제주 서귀포시 112.8 90.7
경기 포천시 112.0 91.5
경북 포항시 111.6 90.0
충남 서천군 110.7 80.9
전남 나주시 110.1 85.5
대구 서구 110.0 91.4

주1: 세종시 어린이집 106개소 지도에서 제외

주2: 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은 모두 재학생수를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은 무려 121.2%나 되고, 현

원비율은 만0-5세 아동 인구의 96.2%나 된다. 이는 해당지역의 만0-5세 아동의 

96.2%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보육수요 대

상자 대비 현원 비율이 90%이상인 지역의 보육환경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

토가 요구된다. 시설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적인 측면으로 과도하게 시설이용을 

유인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정부가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상황 하에서 시설과잉 공급이 가수요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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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수급분석의 경우 지역별 인구 규모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 만0-5세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의 보육서비스 정원과 현원의 수준을 살펴봄

으로써 지역별 보육서비스 수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0>은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비율이 낮은 하위 10개 시

군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하위 10개 시군구

(단위: %)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하위 10개 시군구 
지역 정원 현원

서울 서초구 48.5 45.5
전북 진안군 49.7 41.9
서울 강남구 51.5 47.5
인천 옹진군 52.9 49.9
전남 보성군 56.7 48.3
서울 마포구 58.6 54.4
서울 송파구 58.8 56.3
서울 용산구 60.3 57.0
전남 강진군 60.8 49.7
경남 의령군 60.8 55.2

주1: 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은 모두 재학생수를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만 0-5세 인구수 대비 정원은 48.5%이고, 만0-5세 

인구수 대비 현원은 45.5%이며 정원 대비 현원 비중을 계산하면 93.8%가 된다. 

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 정원은 만0-5세 인구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원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소할 보육서비스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

한 문제는 대도시인 서초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인 경상남도 의령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과 현원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서초

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의 서울 대도시와 진안군, 웅진군, 보성군, 강진

군, 의령군의 농어촌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보육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공급과잉이라 

여겨지는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지역의 0-5세 아동 인구수 대비 보육서비

스 시설의 현원, 정원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현원 상위 20개 시군구 
지역 정원 현원

전북 정읍시 121.2 96.2
충북 단양군 117.9 86.2
경남 밀양시 117.5 94.0
전북 남원시 113.2 90.8
제주 서귀포시 112.8 90.7
경기 포천시 112.0 91.5
경북 포항시 111.6 90.0
충남 서천군 110.7 80.9
전남 나주시 110.1 85.5
대구 서구 110.0 91.4

주1: 세종시 어린이집 106개소 지도에서 제외

주2: 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치원은 모두 재학생수를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2012.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만0-5세 인구수 대비 정원은 무려 121.2%나 되고, 현

원비율은 만0-5세 아동 인구의 96.2%나 된다. 이는 해당지역의 만0-5세 아동의 

96.2%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보육수요 대

상자 대비 현원 비율이 90%이상인 지역의 보육환경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

토가 요구된다. 시설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적인 측면으로 과도하게 시설이용을 

유인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정부가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상황 하에서 시설과잉 공급이 가수요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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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정읍시의 

경우 정원과 현원 차이를 보면, 25.5%p나 차이가 난다. 이 말은 정읍시에 있는 어

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현원이 정원의 3/4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어린이집과 유치

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실태와 그에 따른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2012년 현재 전국적인 보육서비스 시설 공급 현황을 읍, 면, 동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의 이용률도 그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만 3-5세 유아

에 비해 만0-2세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

육서비스 지원정책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 주된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용률 증가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보육서비스 시설 이용률이 증가한 데에는 보육료 지원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사

료된다. 2013년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을 점진적

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육서비스 시설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총량적으로 국내 보육시설 공급현황을 바라볼 때,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역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었으며 미설치 지역은 아니더라도 공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시설 현원이 해당지역의 

17)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이며 이는 2006년 50.3%와 비교하면 오히려 낮
아진 수치이며 2009년 49.2%이후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에 불과함

만0-5세 인구의 50% 내외로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 시설이용률 73%와 비교

해 볼 때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해당지역 영

유아수 대비 시설 정원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보육·교육서비스 시설(놀이학

교,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

라도 시설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지역의 경우 운영에 따른 고

비용이 민간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공급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

요하다. 

지역별 국공립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평균이 5%인 반면 서

울이 1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이 1.7%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국공립 비율

을 늘리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국공립 시설 확충의 제안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상황 등

의 이유로 국공립이 설치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시장의 반발

을 우려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

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정책의지가 확실하다면 지자체

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 들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시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민간시설이 이미 너무 많이 공급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시설확충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육서비스는 시장의 특

성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 맡겨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3

년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상당부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보육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국적으로 시설이 과잉공급 되고 있는 지역과 함께 민간시설 마저도 공급이 원

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 특성상 고정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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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정읍시의 

경우 정원과 현원 차이를 보면, 25.5%p나 차이가 난다. 이 말은 정읍시에 있는 어

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현원이 정원의 3/4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어린이집과 유치

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실태와 그에 따른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2012년 현재 전국적인 보육서비스 시설 공급 현황을 읍, 면, 동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의 이용률도 그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만 3-5세 유아

에 비해 만0-2세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

육서비스 지원정책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 주된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용률 증가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보육서비스 시설 이용률이 증가한 데에는 보육료 지원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사

료된다. 2013년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을 점진적

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육서비스 시설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총량적으로 국내 보육시설 공급현황을 바라볼 때,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역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었으며 미설치 지역은 아니더라도 공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시설 현원이 해당지역의 

17)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이며 이는 2006년 50.3%와 비교하면 오히려 낮
아진 수치이며 2009년 49.2%이후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에 불과함

만0-5세 인구의 50% 내외로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 시설이용률 73%와 비교

해 볼 때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해당지역 영

유아수 대비 시설 정원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보육·교육서비스 시설(놀이학

교,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

라도 시설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지역의 경우 운영에 따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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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공급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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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공립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평균이 5%인 반면 서

울이 1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이 1.7%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국공립 비율

을 늘리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국공립 시설 확충의 제안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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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 들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시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민간시설이 이미 너무 많이 공급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시설확충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육서비스는 시장의 특

성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 맡겨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3

년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상당부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보육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국적으로 시설이 과잉공급 되고 있는 지역과 함께 민간시설 마저도 공급이 원

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 특성상 고정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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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야이며 충분한 원아수급이 필수 전재조건이며 시설운영에 따른 적절한 수

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민간시장의 경우 충분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수

익에 비해서 고정비용 등의 운영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진입이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에도 고

정비용 등의 이유로 민간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면밀한 보육수요와 시설부족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국공립 비율은 약 50%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공공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또한 전국적 편차가 매우 심해 서

울의 경우 국공립 비율은 17.9%에 그치며 제주지역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지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의 편차는 매우 컸으며 어린이집

의 국공립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

려 그 반대의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

원의 설치주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동안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양적팽창을 이룬 반면 유치

원 수는 증가폭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유치원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

진 계획’에서도 도시지역에는 저렴한 공립·직장부설유치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

고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가 쉽지 않다고 논의하

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민간시장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국공립 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확대의 경우 또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

하다. 또한 유치원 이용의 경우에도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상

황으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유치원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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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

Ⅰ. 서론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을 추진한 2005년 이후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2013년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고 3~5세에

게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체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영유아에게는 가정 양육 수당을 연령

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취업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인 1.3명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다.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결혼 및 출산연령대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M-curve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 혹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지금까지 확대되어 오고 있는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

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보편적인 확대는 긍정적으

18) 본 원고는 201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신
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201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의 주요 결과
이다. 보고서 원본 파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html/j
sp/publication/research/list.jsp?division=연구보고서&page=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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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

Ⅰ. 서론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을 추진한 2005년 이후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2013년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고 3~5세에

게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체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영유아에게는 가정 양육 수당을 연령

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취업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인 1.3명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다.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결혼 및 출산연령대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M-curve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 혹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지금까지 확대되어 오고 있는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

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보편적인 확대는 긍정적으

18) 본 원고는 201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신
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201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의 주요 결과
이다. 보고서 원본 파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html/j
sp/publication/research/list.jsp?division=연구보고서&page=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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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만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

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선진 유럽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에게 상대적으

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높은 

“투자”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보육교육비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해도 부모들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욕구에 편승하여 민간 보육교육 시장이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하도

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 지원, 보

육교육 서비스 지원, 모성 휴가 지원 세 분야에 걸쳐 평가하였다. 그리고 부담 감면 

정도를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를 파

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Ⅱ.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 지표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분

석 지표는 <표 1>과 같다. 현금 지원 정책,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모성 휴가 

지원 정책 각 영역에 대해 선정한 평가 지표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가구의 소

득과 지출 측면에서 얼마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감면해 주고 있

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석 자료로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의 2007, 2009, 2011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지표

정책 구분 지표명

현금 지원
지표 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

지표 2: 현금 지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지표 3: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

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성 휴가 지원

지표 5: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 총 육아휴직기간 
   •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휴직기간 
   •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직 기간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지표 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지표 7: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순 동등화 소득

출처: 신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201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지표는 0~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 (지표 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와 이

러한 현금 지원금이 가구동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지표 2: 현금 지원이 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에 현금으로 받는 지원 액

수 뿐만 아니라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도 포함시켰다. 조세 절감액은 세전 소득

에서 0~5세 자녀와 관련한 소득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세후 소득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후 소득의 증가분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받게 되는 

조세 감면상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0~5세 자녀 양육에 따른 조세 감면 액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에 기초하여 추계 하였다. 조세 감면 액수는 자녀 부양에 대한 인

적 공제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특별 공제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을 자녀에 대한 조세 절감액으로 간주하여 현

금 수당 지원액과 함께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액으로 정의하였

다. 영유아 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현금 수당은 한국복지패널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

국복지패널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한 “기타 정부 보조금” 항목 중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당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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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만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

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선진 유럽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에게 상대적으

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높은 

“투자”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보육교육비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해도 부모들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욕구에 편승하여 민간 보육교육 시장이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하도

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 지원, 보

육교육 서비스 지원, 모성 휴가 지원 세 분야에 걸쳐 평가하였다. 그리고 부담 감면 

정도를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를 파

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Ⅱ.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 지표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분

석 지표는 <표 1>과 같다. 현금 지원 정책,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모성 휴가 

지원 정책 각 영역에 대해 선정한 평가 지표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가구의 소

득과 지출 측면에서 얼마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감면해 주고 있

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석 자료로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의 2007, 2009, 2011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지표

정책 구분 지표명

현금 지원
지표 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

지표 2: 현금 지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지표 3: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

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성 휴가 지원

지표 5: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 총 육아휴직기간 
   •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휴직기간 
   •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직 기간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지표 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지표 7: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순 동등화 소득

출처: 신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201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지표는 0~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 (지표 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와 이

러한 현금 지원금이 가구동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지표 2: 현금 지원이 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에 현금으로 받는 지원 액

수 뿐만 아니라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도 포함시켰다. 조세 절감액은 세전 소득

에서 0~5세 자녀와 관련한 소득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세후 소득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후 소득의 증가분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받게 되는 

조세 감면상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0~5세 자녀 양육에 따른 조세 감면 액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에 기초하여 추계 하였다. 조세 감면 액수는 자녀 부양에 대한 인

적 공제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특별 공제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을 자녀에 대한 조세 절감액으로 간주하여 현

금 수당 지원액과 함께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액으로 정의하였

다. 영유아 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현금 수당은 한국복지패널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

국복지패널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한 “기타 정부 보조금” 항목 중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당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였다19).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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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지표는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지표 3)과 이러한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지표 4)이다. 동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가정이 0~5세 자녀의 보

육과 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액, 가

구가 지출한 보육교육비에 대해 특별공제로서 환급받은 조세 감면액을 산출하였

다. 실제 지출 비용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육교육료 지원액을 제외하고 가구가 

0~5세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총액이다20). 정부 보

육교육비 지원액은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료 지원액과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구가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을 위해서 실

제로 지출한 비용과 정부의 보육교육료 지원액을 합한 것을 영유아 1명당 보육교

육에 총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총 보육교육 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

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절감액까지 제외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 부담하는 “순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보았다21). 본 연구에서

는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따른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 감면 정

도를 파악하였다(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성 휴가 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활용한 지표들은 OECD Family data-

base의 육아 휴직 관련 지표 중에서 주요 내용을 선정하였다. “지표 5: 육아휴직관

련 기본 지표”에는 총 육아휴직기간,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

정할 때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

19) 자녀 양육과 관련한 수당으로서 2007년도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부․모자가정
수당, 가정 위탁금, 학비 지원이 포함되었다. 2009년도에는 이러한 수당 지원에 바우처 지
원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추가되었다. 2011년도에는 양육수당과 급식비 지원이 추가되었다. 

20) 실제 지출 비용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기준에 따라 0~5세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및 유치
원, 민간 학원 및 사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친인척, 이웃, 민간 베이비시터 
등 개인 양육 등에 지불하는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출 비용에는 정
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가 시설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본인 부담금과 함께 교재비, 도구 
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된다(한국복지패널 조사지침서, 각연도).

21) 즉,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비용이라
고도 볼 수 있다. 

체율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표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자녀 출생 이전의 소득과 비교하여 자녀 출생 6개월 이

후 시점에서의 소득대체율을 평균 소득의 50%, 100%, 150%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지표7: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의 동등화 소득"에서 동등화 소득이란 육

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를 지불하고 난 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다. 자녀 출생 6개월 후, 자녀 출생 1년 

후, 자녀 출생 2년 후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전 소득과 비교하여 출산 후의 

동등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소득 수준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평균 

소득의 50%, 100%, 150% 소득 집단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수준이나 0~5세 영유아 자녀수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

는 분석 대상 가구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각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

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 동등화 소득으로 환산하였다. 0~5세 영유아를 양육하

는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현금 수당 액수는 0~5세 영유아 자녀수로 나누어 

영유아 자녀 1인당 액수로 환산하였다. 연도별로 동일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소득

을 비롯한 모든 금액은 201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과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따른 부담 감면 정도를 계층별로 분

석하기 위하여 각 지표들은 소득수준 및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소득 집단별 분석을 위하여 가구 동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각 분위별로 동

일한 가구 수가 차지하도록 5분위 집단을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다. 각 가정이 양

육하는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

는 가정과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Ⅲ. 분석 표본의 특성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 샘플의 규모와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분석 대상 가구는 0~5세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서 경상소득이 0

원 이상인 가구이다22). 0~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7년 90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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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지표는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지표 3)과 이러한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지표 4)이다. 동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가정이 0~5세 자녀의 보

육과 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액, 가

구가 지출한 보육교육비에 대해 특별공제로서 환급받은 조세 감면액을 산출하였

다. 실제 지출 비용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육교육료 지원액을 제외하고 가구가 

0~5세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총액이다20). 정부 보

육교육비 지원액은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료 지원액과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구가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을 위해서 실

제로 지출한 비용과 정부의 보육교육료 지원액을 합한 것을 영유아 1명당 보육교

육에 총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총 보육교육 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

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절감액까지 제외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 부담하는 “순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보았다21). 본 연구에서

는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따른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 감면 정

도를 파악하였다(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성 휴가 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활용한 지표들은 OECD Family data-

base의 육아 휴직 관련 지표 중에서 주요 내용을 선정하였다. “지표 5: 육아휴직관

련 기본 지표”에는 총 육아휴직기간,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

정할 때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

19) 자녀 양육과 관련한 수당으로서 2007년도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부․모자가정
수당, 가정 위탁금, 학비 지원이 포함되었다. 2009년도에는 이러한 수당 지원에 바우처 지
원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추가되었다. 2011년도에는 양육수당과 급식비 지원이 추가되었다. 

20) 실제 지출 비용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기준에 따라 0~5세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및 유치
원, 민간 학원 및 사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친인척, 이웃, 민간 베이비시터 
등 개인 양육 등에 지불하는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출 비용에는 정
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가 시설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본인 부담금과 함께 교재비, 도구 
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된다(한국복지패널 조사지침서, 각연도).

21) 즉,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비용이라
고도 볼 수 있다. 

체율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표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자녀 출생 이전의 소득과 비교하여 자녀 출생 6개월 이

후 시점에서의 소득대체율을 평균 소득의 50%, 100%, 150%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지표7: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의 동등화 소득"에서 동등화 소득이란 육

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를 지불하고 난 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다. 자녀 출생 6개월 후, 자녀 출생 1년 

후, 자녀 출생 2년 후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전 소득과 비교하여 출산 후의 

동등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소득 수준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평균 

소득의 50%, 100%, 150% 소득 집단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수준이나 0~5세 영유아 자녀수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

는 분석 대상 가구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각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

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 동등화 소득으로 환산하였다. 0~5세 영유아를 양육하

는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현금 수당 액수는 0~5세 영유아 자녀수로 나누어 

영유아 자녀 1인당 액수로 환산하였다. 연도별로 동일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소득

을 비롯한 모든 금액은 201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과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따른 부담 감면 정도를 계층별로 분

석하기 위하여 각 지표들은 소득수준 및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소득 집단별 분석을 위하여 가구 동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각 분위별로 동

일한 가구 수가 차지하도록 5분위 집단을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다. 각 가정이 양

육하는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

는 가정과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Ⅲ. 분석 표본의 특성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 샘플의 규모와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분석 대상 가구는 0~5세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서 경상소득이 0

원 이상인 가구이다22). 0~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7년 90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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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25가구, 2011년 706 가구이다(<표 2>). 동 가구 중에서 현금 수당을 수

급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7년 241가구(전체의 26.7%), 2009년 257가구(전체의 

31.2%), 2011년 279가구(전체의 39.5%)로 연도별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07년 338가구(전체의 37.5%), 

2009년 420가구(전체의 50.9%), 2011년 390가구(전체의 55.2%)로 역시 수급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표 2>). 소득 수준과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보

육교육료 및 현금 수당 수급자 가구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

적으로 보았을 때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었던 저소득층 보다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2~5분위 계층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 비중 증가가 

더 크게 이루어 졌다. 이는 정부가 2005년 이후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

준을 확대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표 3>). 

<표 2> 본 분석에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의 샘플 특성

(단위: 가구수, %)

구분
2007 2009 2011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0~5세 영유아 자녀 가구수 902 100.0 825 100.0 706 100.0 

0~5세 자녀 1명 660 73.2 615 74.5 541 76.6 
0~5세 자녀 2명 234 25.9 199 24.1 154 21.8 
0~5세 자녀 3명 8 0.9 10 1.2 10 1.4 

보육교육비 수급 가구 수 338 37.5 420 50.9 390 55.2 
수당 수급 가구 수 241 26.7 257 31.2 279 39.5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8 0.9 9 1.1 6 0.8 
한부모가족지원 3 0.3 3 0.4 5 0.7 
가정위탁금/소년소녀가장보호비 2 0.2 2 0.2 2 0.3 
양육수당 - - - - 49 6.9 
학비지원 13 1.4 11 1.3 25 3.5 
기타 바우처 지원금 - - 133 16.1 120 17.0 
근로장려세제 - - 26 3.2 25 3.5 
급식비 지원 - - - - 33 4.7 
에너지 감면/보조 - - - - 112 15.9 
통신 감면/보조 - - - - 59 8.4 
기타 보조금 239 26.5 146 17.7 104 14.7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22) 경상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2007년도 샘플 중에서 2가구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분석 대
상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표 3> 소득 및 자녀수별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보육 
교육비 
지원

전체 338 (37.5) 420 (51.0) 390 (55.2)

소득
수준

1분위 118 (65.6) 110 (66.7) 103 (72.5)
2분위  85 (47.2) 113 (68.5)  99 (70.7)
3분위  75 (41.7) 96 (57.8)  90 (64.3)
4분위  42 (23.2)  64 (38.8)  67 (46.5)
5분위  18 (10.0)  38 (23.0)  31 (22.0)

영유아 
자녀수

1자녀 212 (32.1) 285 (46.3) 279 (51.6)
2자녀 이상 126 (52.1) 136 (64.8) 111 (67.3)

현금 수당

전체 242 (26.8) 257 (31.1) 279 (39.5)

소득
수준

1분위  93 (51.7)  75 (45.5)  84 (59.6)
2분위  60 (33.1)  57 (34.5)  74 (52.9)
3분위  49 (27.2)  64 (38.8)  47 (33.8)
4분위  24 (13.3)  31 (18.8)  39 (27.1)
5분위  16 ( 8.9)  30 (18.1)  35 (24.8)

영유아 
자녀수

1자녀 162 (24.5) 185 (30.1) 213 (39.4)
2자녀 이상  80 (33.1)  72 (34.3)  66 (40.0)

주: 1) 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07년 현재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수는 338가

구이며 전체 샘플에서 37.5%를 차지한다. 소득 1분위 중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수는 

118가구이며 소득 1분위 가구에서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비중은 65.6%이다. 

     2) 현금 수당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하였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분석 대상 가구가 지원받은 보육교육비 액수와 수당 액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금액은 2010년 실질 가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

다. 보육교육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각 가정이 지원 받는 액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은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연간 금액은 

2007년 237만원, 2009년 273만원, 2011년 30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간 

지원 받은 평균 현금 수당 액수도 2007년 89만원, 2009년 82만원, 2011년 132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도에 가구가 지원 받은 평균 현금 수당 액수가 증가

한 이유는 과거 연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육 수당이 추가되었고 다른 항목의 급여 

액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4>)23).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23) 현금 수당 액수를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4분위와 5분위 집단에서는 수
급자 비중이 2007년 약 10% 내외, 2009, 2011년에 약 20%내외로 낮다. 이러한 적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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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25가구, 2011년 706 가구이다(<표 2>). 동 가구 중에서 현금 수당을 수

급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7년 241가구(전체의 26.7%), 2009년 257가구(전체의 

31.2%), 2011년 279가구(전체의 39.5%)로 연도별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07년 338가구(전체의 37.5%), 

2009년 420가구(전체의 50.9%), 2011년 390가구(전체의 55.2%)로 역시 수급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표 2>). 소득 수준과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보

육교육료 및 현금 수당 수급자 가구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

적으로 보았을 때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었던 저소득층 보다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2~5분위 계층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 비중 증가가 

더 크게 이루어 졌다. 이는 정부가 2005년 이후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

준을 확대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표 3>). 

<표 2> 본 분석에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의 샘플 특성

(단위: 가구수, %)

구분
2007 2009 2011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0~5세 영유아 자녀 가구수 902 100.0 825 100.0 706 100.0 

0~5세 자녀 1명 660 73.2 615 74.5 541 76.6 
0~5세 자녀 2명 234 25.9 199 24.1 154 21.8 
0~5세 자녀 3명 8 0.9 10 1.2 10 1.4 

보육교육비 수급 가구 수 338 37.5 420 50.9 390 55.2 
수당 수급 가구 수 241 26.7 257 31.2 279 39.5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8 0.9 9 1.1 6 0.8 
한부모가족지원 3 0.3 3 0.4 5 0.7 
가정위탁금/소년소녀가장보호비 2 0.2 2 0.2 2 0.3 
양육수당 - - - - 49 6.9 
학비지원 13 1.4 11 1.3 25 3.5 
기타 바우처 지원금 - - 133 16.1 120 17.0 
근로장려세제 - - 26 3.2 25 3.5 
급식비 지원 - - - - 33 4.7 
에너지 감면/보조 - - - - 112 15.9 
통신 감면/보조 - - - - 59 8.4 
기타 보조금 239 26.5 146 17.7 104 14.7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22) 경상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2007년도 샘플 중에서 2가구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분석 대
상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표 3> 소득 및 자녀수별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보육 
교육비 
지원

전체 338 (37.5) 420 (51.0) 390 (55.2)

소득
수준

1분위 118 (65.6) 110 (66.7) 103 (72.5)
2분위  85 (47.2) 113 (68.5)  99 (70.7)
3분위  75 (41.7) 96 (57.8)  90 (64.3)
4분위  42 (23.2)  64 (38.8)  67 (46.5)
5분위  18 (10.0)  38 (23.0)  31 (22.0)

영유아 
자녀수

1자녀 212 (32.1) 285 (46.3) 279 (51.6)
2자녀 이상 126 (52.1) 136 (64.8) 111 (67.3)

현금 수당

전체 242 (26.8) 257 (31.1) 279 (39.5)

소득
수준

1분위  93 (51.7)  75 (45.5)  84 (59.6)
2분위  60 (33.1)  57 (34.5)  74 (52.9)
3분위  49 (27.2)  64 (38.8)  47 (33.8)
4분위  24 (13.3)  31 (18.8)  39 (27.1)
5분위  16 ( 8.9)  30 (18.1)  35 (24.8)

영유아 
자녀수

1자녀 162 (24.5) 185 (30.1) 213 (39.4)
2자녀 이상  80 (33.1)  72 (34.3)  66 (40.0)

주: 1) 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07년 현재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수는 338가

구이며 전체 샘플에서 37.5%를 차지한다. 소득 1분위 중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수는 

118가구이며 소득 1분위 가구에서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비중은 65.6%이다. 

     2) 현금 수당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하였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분석 대상 가구가 지원받은 보육교육비 액수와 수당 액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금액은 2010년 실질 가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

다. 보육교육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각 가정이 지원 받는 액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은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연간 금액은 

2007년 237만원, 2009년 273만원, 2011년 30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간 

지원 받은 평균 현금 수당 액수도 2007년 89만원, 2009년 82만원, 2011년 132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도에 가구가 지원 받은 평균 현금 수당 액수가 증가

한 이유는 과거 연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육 수당이 추가되었고 다른 항목의 급여 

액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4>)23).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23) 현금 수당 액수를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4분위와 5분위 집단에서는 수
급자 비중이 2007년 약 10% 내외, 2009, 2011년에 약 20%내외로 낮다. 이러한 적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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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층에서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연간 보육교육비 액수도 연도별로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4>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료 지원액과 현금 지원액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7 2009 2011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보육료지원액수 236.88 9.97 1,209.28 273.46 10.30 971.90 304.32 37.50 886.54
수당지원액수 88.80 4.43 931.32 82.18 1.03 998.67 132.31 2.88 1,334.6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144.35 29.90 425.24 173.59 37.06 395.35 123.76 34.62 208.65

한부모가족지원 65.42 39.87 91.91 89.67 46.33 135.90 133.72 57.69 173.08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43.19 43.19 43.19 111.19 111.19 111.19 115.38 115.38 115.38

양육수당 - - 154.21 19.23 534.62
학비지원 292.12 19.93 620.14 89.90 18.53 370.64 156.26 6.73 644.23
기타 바우처 지원금 - 43.33 2.06 728.93 69.89 3.85 869.23
근로장려세제 - 82.88 9.27 123.55 100.19 19.23 115.38
급식비 지원 - - 74.24 19.23 253.85
에너지감면/보조 - - 12.83 2.88 44.23
통신 감면/보조 - - 27.99 0.96 110.58
기타 보조금 68.14 2.21 522.69 70.36 1.03 590.97 73.36 0.96 329.81

주: 1) 보육료 및 수당 지원 액수는 지원을 받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구함

     2) 201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연간 총액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표 5> 소득 및 자녀 수별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액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보육 
교육비 
지원

전체 178.47 213.67 245.14

소득
수준

1분위 177.67 218.19 215.14
2분위 174.24 209.47 263.13
3분위 163.75 225.15 265.64
4분위 226.20 222.99 222.30
5분위 153.82 168.68 276.56

영유아 
자녀수

1자녀 195.52 232.71 262.66
2자녀 이상 149.93 173.65 200.98

의 수급자로 인하여 지원받고 있는 현금 수당 액수의 평균 금액도 연도별로 안정적이지 못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 <표 5> 참조). 

<표 5> 계속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현금 수당

전체  73.55  74.24 116.64

소득
수준

1분위  90.18  98.84 144.83
2분위  48.83  55.92 149.52
3분위  43.46  54.39  93.21
4분위 153.94 125.73  37.80
5분위  41.18  37.17 100.13

영유아 
자녀수

1자녀  88.83  92.08 134.70
2자녀 이상  42.58  28.05  58.01

주: 1. 수급 가구의 영유아 자녀 1인당 받는 연간 총액으로서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현금 수당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Ⅳ. 주요 분석 결과

1. 현금 지원 정책

① 지표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총 현금 지원 액수는 2007년 56만원, 2009년 

54만원, 2011년 79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현금 지원 액수는 2007~2009년도 사

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양육 수당이 도입된 이후인 2011년에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 액수 중 조세 감면으로 인해 받는 금액과 현금 수당으

로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07년 조세 감면 혜택으로 받는 금액이 36만원으로 

현금 수당 액수 20만원 보다 약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 현재 영유아 자녀 1인당 연평균 현금 수당액은 46만원으로 

영유아 자녀 1인당 연평균 조세 감면액 33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 액수와 현금 수당 액수 각각에 대한 2007~2011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변화

를 보면 0~5세 영유아 1인당 조세 감면액수는 2007년 36만원, 2009년 31만원, 

2011년 33만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반면, 현금 수당 지

24) 조세 감면 액수가 약간 감소한 이유는 소득액의 변화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소득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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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층에서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연간 보육교육비 액수도 연도별로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4>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료 지원액과 현금 지원액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7 2009 2011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보육료지원액수 236.88 9.97 1,209.28 273.46 10.30 971.90 304.32 37.50 886.54
수당지원액수 88.80 4.43 931.32 82.18 1.03 998.67 132.31 2.88 1,334.6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144.35 29.90 425.24 173.59 37.06 395.35 123.76 34.62 208.65

한부모가족지원 65.42 39.87 91.91 89.67 46.33 135.90 133.72 57.69 173.08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43.19 43.19 43.19 111.19 111.19 111.19 115.38 115.38 115.38

양육수당 - - 154.21 19.23 534.62
학비지원 292.12 19.93 620.14 89.90 18.53 370.64 156.26 6.73 644.23
기타 바우처 지원금 - 43.33 2.06 728.93 69.89 3.85 869.23
근로장려세제 - 82.88 9.27 123.55 100.19 19.23 115.38
급식비 지원 - - 74.24 19.23 253.85
에너지감면/보조 - - 12.83 2.88 44.23
통신 감면/보조 - - 27.99 0.96 110.58
기타 보조금 68.14 2.21 522.69 70.36 1.03 590.97 73.36 0.96 329.81

주: 1) 보육료 및 수당 지원 액수는 지원을 받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구함

     2) 201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연간 총액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표 5> 소득 및 자녀 수별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액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보육 
교육비 
지원

전체 178.47 213.67 245.14

소득
수준

1분위 177.67 218.19 215.14
2분위 174.24 209.47 263.13
3분위 163.75 225.15 265.64
4분위 226.20 222.99 222.30
5분위 153.82 168.68 276.56

영유아 
자녀수

1자녀 195.52 232.71 262.66
2자녀 이상 149.93 173.65 200.98

의 수급자로 인하여 지원받고 있는 현금 수당 액수의 평균 금액도 연도별로 안정적이지 못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 <표 5> 참조). 

<표 5> 계속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현금 수당

전체  73.55  74.24 116.64

소득
수준

1분위  90.18  98.84 144.83
2분위  48.83  55.92 149.52
3분위  43.46  54.39  93.21
4분위 153.94 125.73  37.80
5분위  41.18  37.17 100.13

영유아 
자녀수

1자녀  88.83  92.08 134.70
2자녀 이상  42.58  28.05  58.01

주: 1. 수급 가구의 영유아 자녀 1인당 받는 연간 총액으로서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현금 수당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Ⅳ. 주요 분석 결과

1. 현금 지원 정책

① 지표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총 현금 지원 액수는 2007년 56만원, 2009년 

54만원, 2011년 79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현금 지원 액수는 2007~2009년도 사

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양육 수당이 도입된 이후인 2011년에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 액수 중 조세 감면으로 인해 받는 금액과 현금 수당으

로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07년 조세 감면 혜택으로 받는 금액이 36만원으로 

현금 수당 액수 20만원 보다 약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 현재 영유아 자녀 1인당 연평균 현금 수당액은 46만원으로 

영유아 자녀 1인당 연평균 조세 감면액 33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 액수와 현금 수당 액수 각각에 대한 2007~2011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변화

를 보면 0~5세 영유아 1인당 조세 감면액수는 2007년 36만원, 2009년 31만원, 

2011년 33만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반면, 현금 수당 지

24) 조세 감면 액수가 약간 감소한 이유는 소득액의 변화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소득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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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액수는 2007과 2009년 약 20만원 수준에서 양육수당을 도입한 2011년에 46

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

〔그림 1〕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전체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총 현금지원액수를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 감면

액수는 2007, 2009, 2011년 모든 기간 동안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 감면 혜택이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수당 지

원 액수는 양육 수당이 포함되기 이전인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소득 1분위 계

층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가 가장 낮은 지원

을 받고 있었다. 이후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하여 수당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저

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원받는 수당 액수가 증가하였다. 양육 

수당이 도입된 이후인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는 

연평균 각각 86만원과 79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

다. 소득 3분위 집단의 경우에도 현금 수당 액수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난다. 2011년 현재 조세 감면액과 수당 지원액을 모두 합한 현금 지원액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소득 집단은 2분위, 1분위, 5분위, 3분위, 4분위 순서로 나타났다. 

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득 4분위 집단이 가장 낮은 현금 지원액을 받는 이유는 소득 5분위와 비교하여 

조세 감면으로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고, 1~3분위 집단과 비교하여 현금 수당 

지원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소득 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현금 지원 액수를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과 2명 이상인 가정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자녀 1인당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이 영유아 2

명 이상인 가정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보다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2007년에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 보다 영유아 자녀 1인당 10만원을 더 지원받고 있었

다. 2009년도에는 16만원, 2011년도에는 33만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동 분석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축하금 

지원이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 자녀 이상에게 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으며 세 자녀 가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합한

다 하더라도 자녀 2명 이상 가정이 지원 받는 현금 수당 액수는 그다지 많이 높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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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액수는 2007과 2009년 약 20만원 수준에서 양육수당을 도입한 2011년에 46

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

〔그림 1〕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전체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총 현금지원액수를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 감면

액수는 2007, 2009, 2011년 모든 기간 동안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 감면 혜택이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수당 지

원 액수는 양육 수당이 포함되기 이전인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소득 1분위 계

층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가 가장 낮은 지원

을 받고 있었다. 이후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하여 수당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저

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원받는 수당 액수가 증가하였다. 양육 

수당이 도입된 이후인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는 

연평균 각각 86만원과 79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

다. 소득 3분위 집단의 경우에도 현금 수당 액수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난다. 2011년 현재 조세 감면액과 수당 지원액을 모두 합한 현금 지원액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소득 집단은 2분위, 1분위, 5분위, 3분위, 4분위 순서로 나타났다. 

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득 4분위 집단이 가장 낮은 현금 지원액을 받는 이유는 소득 5분위와 비교하여 

조세 감면으로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고, 1~3분위 집단과 비교하여 현금 수당 

지원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소득 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현금 지원 액수를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과 2명 이상인 가정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자녀 1인당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이 영유아 2

명 이상인 가정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보다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2007년에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 보다 영유아 자녀 1인당 10만원을 더 지원받고 있었

다. 2009년도에는 16만원, 2011년도에는 33만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동 분석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축하금 

지원이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 자녀 이상에게 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으며 세 자녀 가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합한

다 하더라도 자녀 2명 이상 가정이 지원 받는 현금 수당 액수는 그다지 많이 높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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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② 지표2: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액수가 가구균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7년 2.25%, 2009년 2.19%, 2011년 3.05%로서 약 2~3% 내외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07년~2009년 기

간 동안에는 거의 모든 소득 집단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높은 현금 수당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집단이다. 2분위, 3분위, 4분위의 경우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2009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비

중과 유사한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수당이 지급되

고 난 이후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와 2분위에서 급격하

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도에 대부분 양육수당 혜택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았던 소득 3,4,5 분위 집단에서는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07년도와 유사하게 약 1~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받는 현금지원액수가 가구균등화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자녀수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현재 두 집단에서 모두 

약 2%로서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과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에

서 2.31%로 영유아 자녀 1명 가정의 3.27% 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

〔그림 4〕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그림 5〕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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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② 지표2: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액수가 가구균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7년 2.25%, 2009년 2.19%, 2011년 3.05%로서 약 2~3% 내외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07년~2009년 기

간 동안에는 거의 모든 소득 집단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높은 현금 수당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집단이다. 2분위, 3분위, 4분위의 경우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2009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비

중과 유사한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수당이 지급되

고 난 이후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와 2분위에서 급격하

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도에 대부분 양육수당 혜택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았던 소득 3,4,5 분위 집단에서는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07년도와 유사하게 약 1~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받는 현금지원액수가 가구균등화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자녀수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현재 두 집단에서 모두 

약 2%로서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과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에

서 2.31%로 영유아 자녀 1명 가정의 3.27% 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

〔그림 4〕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그림 5〕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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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① 지표 3: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가 지원하

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시설 비용 지원과 특별 공제 액수를 합하여 2007년 73만

원에서 2009년 116만원, 2011년 143만원으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시설 

비용 지원을 제외하고 가정이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2007년 206만원에서 2009년 215만원, 2011년 208만원으로 별다른 감소를 보

이지 않았다.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는 교육교육비에서 특별 공제 액수까지 제외한 

“순 보육교육비용”도 2007년 200만원, 2009년 208만원, 2011년 200만원으로 

역시 별다른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 지원 금액과 가정의 실제 지출을 합한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에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은 2007년 273만원, 2009

년 324만원, 2011년 34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구분
실제 

지출비용
①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
총 

보육교육비용
④=①+②

순
보육교육비용

⑤=①-③

시설 이용 
비용 지원 

②

특별공제

③

계

②+③

2007년

전체 206 67 6 73 273 200
  소득분위1 85 116 0 116 201 85
  소득분위2 102 82 3 85 184 99
  소득분위3 175 68 5 73 243 170
  소득분위4 256 53 8 61 309 248
  소득분위5 411 16 14 30 427 397

2009년

전체 215 109 7 116 324 208
  소득분위1 115 145 0 145 260 115
  소득분위2 151 144 2 146 295 149
  소득분위3 149 130 6 136 279 143
  소득분위4 254 87 8 95 341 246
  소득분위5 405 39 17 56 444 388

<표 6> 계속

구분
실제 

지출비용
①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
총 

보육교육비용
④=①+②

순
보육교육비용

⑤=①-③

시설 이용 
비용 지원 

②

특별공제

③

계

②+③

2011년

전체 208 135 8 143 343 200
  소득분위1 93 156 1 157 249 92
  소득분위2 123 187 3 190 310 120
  소득분위3 199 171 6 177 370 193
  소득분위4 281 103 11 114 384 270
  소득분위5 341 61 18 79 402 323

주: 1)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실제 지출비용과 시설 이용 비용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결과이며, 특별공제는 한국복지

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그림 6〕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전체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2007~ 

2011년 기간 동안 모든 소득분위에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각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는 보육교육비 액수는 최고소득

층인 5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하였다.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액

과 가구의 실제 지출 비용을 합한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2011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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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① 지표 3: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가 지원하

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시설 비용 지원과 특별 공제 액수를 합하여 2007년 73만

원에서 2009년 116만원, 2011년 143만원으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시설 

비용 지원을 제외하고 가정이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2007년 206만원에서 2009년 215만원, 2011년 208만원으로 별다른 감소를 보

이지 않았다.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는 교육교육비에서 특별 공제 액수까지 제외한 

“순 보육교육비용”도 2007년 200만원, 2009년 208만원, 2011년 200만원으로 

역시 별다른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 지원 금액과 가정의 실제 지출을 합한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에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은 2007년 273만원, 2009

년 324만원, 2011년 34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구분
실제 

지출비용
①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
총 

보육교육비용
④=①+②

순
보육교육비용

⑤=①-③

시설 이용 
비용 지원 

②

특별공제

③

계

②+③

2007년

전체 206 67 6 73 273 200
  소득분위1 85 116 0 116 201 85
  소득분위2 102 82 3 85 184 99
  소득분위3 175 68 5 73 243 170
  소득분위4 256 53 8 61 309 248
  소득분위5 411 16 14 30 427 397

2009년

전체 215 109 7 116 324 208
  소득분위1 115 145 0 145 260 115
  소득분위2 151 144 2 146 295 149
  소득분위3 149 130 6 136 279 143
  소득분위4 254 87 8 95 341 246
  소득분위5 405 39 17 56 444 388

<표 6> 계속

구분
실제 

지출비용
①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
총 

보육교육비용
④=①+②

순
보육교육비용

⑤=①-③

시설 이용 
비용 지원 

②

특별공제

③

계

②+③

2011년

전체 208 135 8 143 343 200
  소득분위1 93 156 1 157 249 92
  소득분위2 123 187 3 190 310 120
  소득분위3 199 171 6 177 370 193
  소득분위4 281 103 11 114 384 270
  소득분위5 341 61 18 79 402 323

주: 1)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실제 지출비용과 시설 이용 비용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결과이며, 특별공제는 한국복지

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그림 6〕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전체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2007~ 

2011년 기간 동안 모든 소득분위에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각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는 보육교육비 액수는 최고소득

층인 5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하였다.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액

과 가구의 실제 지출 비용을 합한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2011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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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분위 집단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는 2007~2009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세 집단 간에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에서 큰 격차를 보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1인당 총 투자되는 보육교육 비용의 소

득 간 격차가 최근 들어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감소한 것은 정부 지원금의 증가와 함께 특히 중산층인 3~4분위의 경우 

가구의 순 지출 액수가 증가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0~5세 영유아 1인당 총 투자되는 보육교육비의 소득 간 격차는 감소되었지만 

개별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림 7〕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소득수준별(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을 0~5세 자녀 1명 가구와 2명 이상인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0~5세 자녀 1명당 연간 실제로 지출하

는 보육교육비용은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191만원으로서 0~5

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출하는 213만원보다 적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자녀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영유아 자녀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녀수

별 지출 비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자

녀 1명당 실제로 지출하는 연간 보육교육 비용은 2007년 165만원, 2009년 207

만원, 2012년 191만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연간 보육교육 비용이 2007년 221만원, 

2009년 218만원, 2011년 213만원으로 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사실과 대조되는 현

상이다. 

〔그림 8〕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② 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합

한 금액은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투자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볼 수 있

다. “순 보육교육비용”은 총 보육교육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

액과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절감액을 제외한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 보육교

육비용을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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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분위 집단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는 2007~2009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세 집단 간에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에서 큰 격차를 보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1인당 총 투자되는 보육교육 비용의 소

득 간 격차가 최근 들어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감소한 것은 정부 지원금의 증가와 함께 특히 중산층인 3~4분위의 경우 

가구의 순 지출 액수가 증가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0~5세 영유아 1인당 총 투자되는 보육교육비의 소득 간 격차는 감소되었지만 

개별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림 7〕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소득수준별(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을 0~5세 자녀 1명 가구와 2명 이상인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0~5세 자녀 1명당 연간 실제로 지출하

는 보육교육비용은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191만원으로서 0~5

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출하는 213만원보다 적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자녀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영유아 자녀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녀수

별 지출 비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자

녀 1명당 실제로 지출하는 연간 보육교육 비용은 2007년 165만원, 2009년 207

만원, 2012년 191만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연간 보육교육 비용이 2007년 221만원, 

2009년 218만원, 2011년 213만원으로 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사실과 대조되는 현

상이다. 

〔그림 8〕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② 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합

한 금액은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투자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볼 수 있

다. “순 보육교육비용”은 총 보육교육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

액과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절감액을 제외한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 보육교

육비용을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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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할 수 있다. 총 보육교육비용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 차이는 2007년도 2.9%p, 2009년 4.7%p, 2011년 5.5%p로 나타나 정

부 지원으로 인해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 가구의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07년 8.0%, 2009년 8.4%, 2011년 7.7%로 큰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 간 차이를 소득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 집단에

서 두 비중 간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소득 집단에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인하여 부담 수준이 감소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소득 4

분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보육교육

비 지출 부담은 중산층인 4분위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0]).

〔그림 9〕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그림 10〕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수준별(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을 양육하는 가정 간에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모두에서 비중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영유

아 자녀수와 무관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유아 1인당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7년과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 2명 이상

을 양육하는 가정이 각각 7.2%와 8.1%로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8.3%와 

8.6%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영유아 1인당 순 보육교육비용

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유아 1명 가정이 7.7%, 영유아 2명 이상의 가정이 

7.9%로서 두 집단 간에 유사하거나 자녀 2명 이상 가정에서 약간 더 높은 비중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가구가 느끼는 보육교육비 부담 감면 정도가 영

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1명 가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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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할 수 있다. 총 보육교육비용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 차이는 2007년도 2.9%p, 2009년 4.7%p, 2011년 5.5%p로 나타나 정

부 지원으로 인해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 가구의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07년 8.0%, 2009년 8.4%, 2011년 7.7%로 큰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 간 차이를 소득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 집단에

서 두 비중 간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소득 집단에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인하여 부담 수준이 감소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소득 4

분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보육교육

비 지출 부담은 중산층인 4분위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0]).

〔그림 9〕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그림 10〕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수준별(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을 양육하는 가정 간에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모두에서 비중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영유

아 자녀수와 무관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유아 1인당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7년과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 2명 이상

을 양육하는 가정이 각각 7.2%와 8.1%로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8.3%와 

8.6%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영유아 1인당 순 보육교육비용

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유아 1명 가정이 7.7%, 영유아 2명 이상의 가정이 

7.9%로서 두 집단 간에 유사하거나 자녀 2명 이상 가정에서 약간 더 높은 비중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가구가 느끼는 보육교육비 부담 감면 정도가 영

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1명 가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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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녀수별(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3. 모성 휴가 지원 정책

① 지표 5: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2006년 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총 1년 혹은 52주로서 총 휴직 기간은 변함이 없

다. 그러나 육아 휴직 급여가 2006년 월 40만원에서 2009년 월 50만원으로 상승

하고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가 급여로 지급됨에 따라 임금의 100%가 지원

된다고 가정할 때의 육아 휴직기간은 증가하였고 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

기간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월소득 수준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역시 상승하였다(<표 7>).

<표 7> 지표 8: 육아 휴직 관련 기본 지표

구분 2006 2009 2011
육이휴직기간 (주) 52 52 52

임금 100% 휴직 급여 지원 가정 시 육아휴직기간 8.8 10.4
①20.8
②18.2

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 기간 43.2 41.6 ①31.2
②33.8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17 20 ①40
②35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② 지표 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육아휴직급여액의 변화는 2006-2011년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

득수준에 상관없이 급여액을 400,000원에서 500,000으로 인상한 결과, 소득대

체율이 가장 높아진 집단은 부부가 각각 평균 임금의 50%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

구이다. 그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계층은 평균 임금의 150% 소득 수준인 

맞벌이 가구이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가장 큰 소득대체율의 

증가를 보인 집단은 중산층인 평균 소득의 100% 수준의 맞벌이 가구이다. 그 다음

이 상류층인 150%, 그리고 평균 소득의 50% 수준의 맞벌이 가구는 73.81%에서 

75.00%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 소득 이상을 버는 맞

벌이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여 놓았다. 

〔그림 12〕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 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소득수준별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③ 지표 7: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기간의 순 동등화 소득

순 동등화 소득으로 산출한 출산 전 대비 출산 후 6개월 시점에서의 소득대체율

은 앞의 지표 6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휴직 급여의 정액 인상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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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녀수별(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3. 모성 휴가 지원 정책

① 지표 5: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2006년 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총 1년 혹은 52주로서 총 휴직 기간은 변함이 없

다. 그러나 육아 휴직 급여가 2006년 월 40만원에서 2009년 월 50만원으로 상승

하고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가 급여로 지급됨에 따라 임금의 100%가 지원

된다고 가정할 때의 육아 휴직기간은 증가하였고 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

기간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월소득 수준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역시 상승하였다(<표 7>).

<표 7> 지표 8: 육아 휴직 관련 기본 지표

구분 2006 2009 2011
육이휴직기간 (주) 52 52 52

임금 100% 휴직 급여 지원 가정 시 육아휴직기간 8.8 10.4
①20.8
②18.2

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 기간 43.2 41.6 ①31.2
②33.8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17 20 ①40
②35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② 지표 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육아휴직급여액의 변화는 2006-2011년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

득수준에 상관없이 급여액을 400,000원에서 500,000으로 인상한 결과, 소득대

체율이 가장 높아진 집단은 부부가 각각 평균 임금의 50%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

구이다. 그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계층은 평균 임금의 150% 소득 수준인 

맞벌이 가구이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가장 큰 소득대체율의 

증가를 보인 집단은 중산층인 평균 소득의 100% 수준의 맞벌이 가구이다. 그 다음

이 상류층인 150%, 그리고 평균 소득의 50% 수준의 맞벌이 가구는 73.81%에서 

75.00%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 소득 이상을 버는 맞

벌이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여 놓았다. 

〔그림 12〕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 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소득수준별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③ 지표 7: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기간의 순 동등화 소득

순 동등화 소득으로 산출한 출산 전 대비 출산 후 6개월 시점에서의 소득대체율

은 앞의 지표 6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휴직 급여의 정액 인상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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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소득 

100% 수준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그 다음이 150% 수

준, 가장 적은 변화는 50% 수준의 가구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급

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중산층 이상의 수혜를 높이려는 정책 의도를 그대로 반영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3〕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

하는 가정이 실제로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

원액의 증가는 조세 감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아닌 최근에 도입한 양육 수당 

및 다양한 바우처 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자녀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은 소득 공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구의 연간 소득 및 이에 따라 

지불하는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 감면받게 되는 세액 공제 액수에 차이가 났다. 

2013년 세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 방식으

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

정이 받게 되는 조세 감면 혜택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세법 개정

안을 통해 자녀 양육 가정이 기존의 소득 공제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혜

택을 갖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금 지원 현황을 소득 계층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공제 정책의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현금 수당으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이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전체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

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소득 4분위가 받는 현금 수당 수급 액수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

나 많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는 것을 선택하여 양육 수당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금 지원 현황을 0~5세 영유아 자녀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영유아 1인당 지원

받는 현금 지원액은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자녀 우대 

지원 정책은 세제지원,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디트,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25). 대부분의 현금 지원은 아동 1인당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에게 더 많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등 자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양육수당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을 뿐 역시 자녀수에 대

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지원 정책들이 자녀수를 고려하여 추진되

25)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 지원에는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 장학금 우선 지원, 주택 특별 공급 및 주택 자금 대출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이 포함된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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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소득 

100% 수준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그 다음이 150% 수

준, 가장 적은 변화는 50% 수준의 가구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급

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중산층 이상의 수혜를 높이려는 정책 의도를 그대로 반영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3〕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

하는 가정이 실제로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

원액의 증가는 조세 감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아닌 최근에 도입한 양육 수당 

및 다양한 바우처 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자녀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은 소득 공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구의 연간 소득 및 이에 따라 

지불하는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 감면받게 되는 세액 공제 액수에 차이가 났다. 

2013년 세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 방식으

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

정이 받게 되는 조세 감면 혜택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세법 개정

안을 통해 자녀 양육 가정이 기존의 소득 공제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혜

택을 갖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금 지원 현황을 소득 계층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공제 정책의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현금 수당으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이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전체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

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소득 4분위가 받는 현금 수당 수급 액수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

나 많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는 것을 선택하여 양육 수당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금 지원 현황을 0~5세 영유아 자녀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영유아 1인당 지원

받는 현금 지원액은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자녀 우대 

지원 정책은 세제지원,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디트,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25). 대부분의 현금 지원은 아동 1인당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에게 더 많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등 자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양육수당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을 뿐 역시 자녀수에 대

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지원 정책들이 자녀수를 고려하여 추진되

25)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 지원에는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 장학금 우선 지원, 주택 특별 공급 및 주택 자금 대출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이 포함된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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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0~5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실제로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가 시설 이용 비

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가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스스

로 절감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갖는 보육교육비에 대

한 부담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높

은 투자 욕구가 국내 부모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는 이상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감면해 주

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정액제 인상 및 정률제 변화로 인해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살펴

보면 정액제 하에서의 급여의 증가는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고,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를 가져와 제도로부

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고,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절대적 수가 적다는 점,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여전히 미비하다

는 점,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육아휴직제도는 정규직-대

규모 사업장-여성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성별 간 수급 불균형, 산업, 직업, 소득수준 등 개별 근로자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지원 수준, 육아휴직 사

용에 따르는 고용상의 불이익 및 차별, 원직장 복귀 부담 대비 낮은 법적 보장성 등

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2. 향후 과제

최근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들은 보편성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 이상에게까

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러한 보편 지향적인 

정책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 욕구로 인하여 보육교육에 대한 비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보다 일정 소득 수

준 이상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보육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고도로 상업화된 사

회가 존재하는 한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은 그 효과성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영유아 보육교육 산업의 상

업적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현금 혹은 서비스 지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 혹은 맞벌이 부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해 중

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더불어 전체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평균 수준 이상의 보육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보다는 중산층의 보육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

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정이 체감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차원

에서의 사회적 지원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육 수당이나 장애 아동 수당 같이 아동을 대상으

로 지원하는 현금 수당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타 현금 지원 정책 역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 보험 체계 하에서의 급여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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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0~5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실제로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가 시설 이용 비

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가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스스

로 절감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갖는 보육교육비에 대

한 부담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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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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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존재하는 한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은 그 효과성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영유아 보육교육 산업의 상

업적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현금 혹은 서비스 지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 혹은 맞벌이 부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해 중

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더불어 전체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평균 수준 이상의 보육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보다는 중산층의 보육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

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정이 체감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차원

에서의 사회적 지원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육 수당이나 장애 아동 수당 같이 아동을 대상으

로 지원하는 현금 수당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타 현금 지원 정책 역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 보험 체계 하에서의 급여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 

-126-

로 지급하는 방안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적 연금, 육아 휴직 급여 및 

실업 급여 등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의 급여액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적 지원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도록 체계를 개편

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제도가 실제적으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역할

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정

규직의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더라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과 활용은 정규직에 비해 극

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

을 체결하는 한시적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180일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피보험가입 기간을 합산하거나 부

부 중 1인만 180일 이상 기여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6~2011년 기간에 걸쳐 분석을 수행하였는바, 

2013년도에 와서 보육교육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양육 수당 역시 전체 0~5

세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2013년도 복지패널 자료가 축적되는 대

로 분석을 업데이트하여 최근의 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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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초반기 인구는 계속해서 예측 불

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총 인구는 1950년 25억 명, 2011년 70억 명으로 계속해

서 증가하였으나 증가 추세가 침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적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서

는 인구가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郭志剛, 2012). 여기에 더해 

20세기 후반기 무렵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하강함과 동시에 

출산율 또한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이 가지고 온 새로운 동향은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거대한 도전과 기

회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0%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인구로 구성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인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한·중·일 3국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인구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

ulation)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라는 인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화와 그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6)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杜鹏 ․ 陆杰华․奥山正司 ․高橋泉(2013).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보
고서 일부를 요약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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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초반기 인구는 계속해서 예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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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또한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이 가지고 온 새로운 동향은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거대한 도전과 기

회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0%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인구로 구성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인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한·중·일 3국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인구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

ulation)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라는 인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화와 그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6) 이삼식 ․김익기 ․최효진․杜鹏 ․ 陆杰华․奥山正司 ․高橋泉(2013).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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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고에서는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추이와 미래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향후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변천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는 한·중·일 3국

의 인구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3국의 인구와 경제ㆍ사

회ㆍ문화 간의 연관성 규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인구관련 국가 간 역학관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에 따른 관

련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Ⅱ. 한·중·일 인구동향 

1. 인구동태 변화 

한·중·일 3국의 인구동태율 즉,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 변화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1947

년 4.5에서 급락한 후 1957년(2.04)에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

까지 10년이 소요되었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에서 급락하여 1983년

에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까지 13년이 소요되었다. 일본과 한

국의 경우 시기는 거의 20년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수준(4.5)에서 유사한 기

간(10여년)에 걸쳐 출산율 급락을 경험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제

1차 출산율 급락’ 이후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경험하였다. 일본은 1958~1973년 약 

15년 동안 2.1 내외에서 그리고 한국은 1984~1996년 약 12년 동안 1.7 내외에서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거쳤다. 안정화 시기도 일본이 한국보다 약 20년 앞서 경험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한국 두 국가 모두 안정화시기를 거친 

후 ‘제2차 출산율 감소’ 시기를 겪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

율 변천을 약 20년 뒤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년간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한국보다 더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출산율도 보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림 1〕 한·중·일 합계출산율 변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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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출생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10년도 중국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추정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사망률을 결정하는 요인들 즉, 경제 발전, 보건위생수준 개선, 의료기술 발달, 

영양상태 향상, 생활습관 개선 등은 근대화 요인으로 불릴 수 있다. 즉, 국가의 근

대화 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입각하면, 일본, 한국 및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였으나 급격하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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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시기는 거의 20년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수준(4.5)에서 유사한 기

간(10여년)에 걸쳐 출산율 급락을 경험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제

1차 출산율 급락’ 이후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경험하였다. 일본은 1958~1973년 약 

15년 동안 2.1 내외에서 그리고 한국은 1984~1996년 약 12년 동안 1.7 내외에서 

안정적인 변화 시기를 거쳤다. 안정화 시기도 일본이 한국보다 약 20년 앞서 경험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한국 두 국가 모두 안정화시기를 거친 

후 ‘제2차 출산율 감소’ 시기를 겪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

율 변천을 약 20년 뒤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92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근에는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년간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한국보다 더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출산율도 보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림 1〕 한·중·일 합계출산율 변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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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을 결정하는 요인들 즉, 경제 발전, 보건위생수준 개선, 의료기술 발달, 

영양상태 향상, 생활습관 개선 등은 근대화 요인으로 불릴 수 있다. 즉, 국가의 근

대화 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입각하면, 일본, 한국 및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였으나 급격하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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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어 2011년에는 1.79세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09세에서 

2011년 1.45세로 줄어들었다. 일본과 중국의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90

년 9.1세에서 2010년 7.2세로, 여성의 경우에는 동 기간 11.4세에서 8.9세로 감

소하였다. 요컨대, 후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선발 근대화된 국가의 

평균수명을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결국, 3국이 어느 정도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평균수명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

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2〕 한·중·일 남녀 평균수명(0세 기준)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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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출생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한·중·일 3국의 출산과 사망 간의 역학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인구변천이 먼저 

진행된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의 기간 중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으

나, 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출생율이 갑자기 상승하였다. 사망률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해 왔다. 즉,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4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은 인구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출생률과 사망률은 195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

였는데, 조출생률과 조사망률간의 차이는 20세기 중반까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

나, 20세기 후반기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 21세기 초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급기야 2007년부터는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인구의 자연증

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 

한국의 조출생률은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1971년 31.2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사망률은 그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조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조사망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

의 차이는 더욱 좁혀졌다. 2012년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의 차이는 4.3에 불과하

며, 이러한 추이가 계속될 경우 2028년에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기 시작

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1)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초기부터 계속 높은 출생률을 유지한 반면, 사망률은 현저

히 감소해서 장기간에 걸쳐 급격한 인구 증가가 계속되었다. 사망률의 감소 속도가 

출생률의 감소 속도보다 더 빨랐던 것이다. 중국의 조출생률은 1963년 43을 정점

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해 1979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자녀정

책'이라는 중국식가족계획으로 짧은 시간에 출산율을 통제하게 되었다. 보통 선진

국에서 출생률이 반으로 떨어지는데 50~100년이 걸렸던 것이 중국에서는 10년 

내에 이루어졌다(Hong, 1996). 결과적으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의 차이는 

1963년 33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약 5로 줄어들었다. 중국 

역시 가까운 미래에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상회하여 자연적 인구증가가 마이너스

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한국과 중국도 일본의 패턴을 쫒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국보다는 중국이 인구변천의 후발국가로 더 빠르게 쫒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모두 한국의 그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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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중·일 인구변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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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UN(2013).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일본 후생노동성. 

2. 인구정태 변화 

통상 인구는 3단계의 변천 시기를 겪게 된다. 인구변천 전기에는 출산율 상승과 

사망률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어 인구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인구변천 중기에

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규모

의 증가세가 둔화된다. 인구변천의 후기에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결국 인

구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중·일의 인구 변동 패턴은 그 시기와 속도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변천 전기는 1955년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1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현재 후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변천 전기는 1972년

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30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후기는 2031년부터 진

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변천은 전기의 경우 196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

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후기는 2026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중기 변천은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그 기간 역시 44년간으로 가장 짧

다. 한국의 중기 변천은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나 57년간 진행될 전망

이다. 중국의 중기 변천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었으나 기간은 60년 

간으로 한국에 비해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표 1> 한·중·일 인구변천 시기와 기간

일본 한국 중국

전기
~1955 ~1972 ~1964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중기
1956~2010(44년간 지속) 1973~2030(57년간 지속) 1965~2025(60년간 지속)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56)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996)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73)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2017)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65)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2011)

후기
2011~ 2031~ 2026~

총인구 감소 시작 총인구 감소 시작 총인구감소 시작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 모두 인구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인구변천의 후

기로 진입하면서 인구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은 1980년대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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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중·일 인구변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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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태. 장기인구추계. 

        중국 UN(2013).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일본 후생노동성. 

2. 인구정태 변화 

통상 인구는 3단계의 변천 시기를 겪게 된다. 인구변천 전기에는 출산율 상승과 

사망률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어 인구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인구변천 중기에

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규모

의 증가세가 둔화된다. 인구변천의 후기에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결국 인

구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중·일의 인구 변동 패턴은 그 시기와 속도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변천 전기는 1955년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1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현재 후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변천 전기는 1972년

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는 2030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후기는 2031년부터 진

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변천은 전기의 경우 196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중기

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후기는 2026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중기 변천은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그 기간 역시 44년간으로 가장 짧

다. 한국의 중기 변천은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나 57년간 진행될 전망

이다. 중국의 중기 변천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었으나 기간은 60년 

간으로 한국에 비해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표 1> 한·중·일 인구변천 시기와 기간

일본 한국 중국

전기
~1955 ~1972 ~1964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유소년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

중기
1956~2010(44년간 지속) 1973~2030(57년간 지속) 1965~2025(60년간 지속)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56)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996)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73)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2017)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1965)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2011)

후기
2011~ 2031~ 2026~

총인구 감소 시작 총인구 감소 시작 총인구감소 시작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 모두 인구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인구변천의 후

기로 진입하면서 인구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은 1980년대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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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세계인구의 약 1/4을 보유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에는 1/5, 2100년에는 약 1/10(11.2%)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한·중·일은 세계

적인 ‘인구 중심’ 지역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위치가 약화될 전망이다. 

〔그림 4〕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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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100년까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자료를 활용함. 

<표 2>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명, %)

규모 구성비
전세계 한·중·일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1950  2,526   645 25.5 0.8 21.5 3.3 
2000  6,128 1,452 23.7 0.8 20.9 2.1 
2050  9,551 1,544 16.2 0.5 14.5 1.1 
2100 10,854 1,211 11.2 0.4 10.0 0.8 

자료: 2100년까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자료를 활용함. 

게다가 한·중·일 인구 모두 급격하게 고령화될 전망이다. 일본 인구가 먼저 고령

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뒤늦게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초저출산 수준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다

소 초월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아, 인구고령화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나, 인구고령화 수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표 3> 한·중·일 인구고령화 수준 및 속도

고령화 수준(노인인구 비율) 고령화 속도(도달기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30% 40% 7%→20%

(7→14%, 14→20%)

한국 2000년 2018년 2026년
2037년
(30.1%)

2060년
(40.1%)

26년
(18년, 8년)

중국 2000년 2025년 2035년
2060년
(29.5%)

na
35년

(25년, 10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2024년
(30.1%)

2060년
(39.9%)

36년
(24년, 12년)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중국은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

年1月推計).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빠른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나

이든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

은 9.6%로 전 세계에 비해서는 높으나, 206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고

령화 수준은 29.0%로 높아져, 전 세계,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에 비해서도 높을 

전망이다. 

〔그림 5〕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 비교(노인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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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

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그 외 자료는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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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세계인구의 약 1/4을 보유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에는 1/5, 2100년에는 약 1/10(11.2%)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한·중·일은 세계

적인 ‘인구 중심’ 지역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위치가 약화될 전망이다. 

〔그림 4〕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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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100년까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자료를 활용함. 

<표 2> 한·중·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명, %)

규모 구성비
전세계 한·중·일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1950  2,526   645 25.5 0.8 21.5 3.3 
2000  6,128 1,452 23.7 0.8 20.9 2.1 
2050  9,551 1,544 16.2 0.5 14.5 1.1 
2100 10,854 1,211 11.2 0.4 10.0 0.8 

자료: 2100년까지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자료를 활용함. 

게다가 한·중·일 인구 모두 급격하게 고령화될 전망이다. 일본 인구가 먼저 고령

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뒤늦게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초저출산 수준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다

소 초월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아, 인구고령화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나, 인구고령화 수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표 3> 한·중·일 인구고령화 수준 및 속도

고령화 수준(노인인구 비율) 고령화 속도(도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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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중국은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

年1月推計).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빠른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나

이든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

은 9.6%로 전 세계에 비해서는 높으나, 206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고

령화 수준은 29.0%로 높아져, 전 세계,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에 비해서도 높을 

전망이다. 

〔그림 5〕 한·중·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 비교(노인인구 비율)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1 9 6 0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2 0 2 5 2 0 3 0 2 0 3 5 2 0 4 0 2 0 4 5 2 0 5 0 2 0 5 5 2 0 6 0

(% )
전 세 계

아 프 리 카

아 시 아

유 럽

중 남 미

북 미

한 중 일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

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그 외 자료는 UN(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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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중·일 인구변동의 영향과 함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동은 각 국가

가 지닌 고유의 모습에 더해져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변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일본의 경우,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이미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다.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인구고

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지 오래이다. 경기 불

황과 더불어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노무비용 절감, 고용시장 유연성 증대 희망 등이 

맞물려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비정규직 문제(프리터

족 혹은 니트족)가 심화되고 있으며(이의규 외, 2008), 이는 젊은층의 결혼 혹은 

가족을 꾸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기를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Aoki, 2013). 

한편,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1990년대 이미 사회보장지출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

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220%까지 증가하였다(이상우, 2012). 이로 인해 젊

은층의 부양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국중호, 2012). 

한국의 경우에는 저출산현상이 여타 어느 국가에 비해서 아주 급격한 속도로 진

행되었는데 그간의 인구변동에 따른 효과가 가까운 미래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

망이다. 특히 거대한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2020년경부터 그와 같은 

변화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17년부터 발생할 전망

이며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맞물려 고령근로자 활용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급격하

게 증가하여 젊은층의 부양부담 증가 및 장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장기화 되었던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통폐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단 교육부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향후 인구 변

동에 따른 사회구조의 재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간 생산성이 풍부하였던 인구구조로 인하여 눈부신 경제성

장을 경험하여 왔으나, 점차 효과가 약해지고 있으며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27)을 맞이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에는 처음으로 신규 진입 노동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노동력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노인인구는 계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중국인 인구고령화는 개인이 자산을 충분히 축

적하지 못하였고 가속화되는 도시화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그

간 인구제한정책이 강력하게 시행한 것과 달리 사회보장정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

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는 가속화됨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력하게 추진된 한자녀정책으로 출생성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혼인문제(혼인적령기 남녀의 불균형)를 야기하고, 남성 노동

력이 넘쳐나 일자리의 성별 불균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도시화와 유동인구28)의 폭발적 증가가 동시에 심화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유동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29), 다른 한편으로

는 유동인구 증가로 소수민족의 문화 소멸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지속적

인 개혁개방과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의 사회계층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현대적인 사회계층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중간계층이 넓어지고 사회적 

이동 체계가 개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안정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수직적 이동통로가 위로 갈수록 좁아져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의 상승이 어려

운 실정이다. 

종합하면 한·중·일 3국은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그 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거나 혹은 고유하게 나타나는 

27) 개발도상국에서 농촌의 저렴한 인력으로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노동력이 고갈되는 시점에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

28) 최근 유동인구의 도시 진출 욕망은 1세대 농민들에 비해 더 크고, 생활행태와 욕구가 ‘일하
며 농사도 짓는’ 것에서 ‘일을 하되 농사를 짓지 않는’ 형태로, 도시와 농촌 간 ‘쌍방향 유
동’에서 ‘도시 정착’ 형태로 그리고 ‘생존 모색’에서 ‘평등 추구’로 변화하고 있다. 

29) 중국은 호적제로 인해 도시 호적을 가진 주민과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호적을 갖지 못한 유
동인구 간 사회복지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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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지 오래이다. 경기 불

황과 더불어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노무비용 절감, 고용시장 유연성 증대 희망 등이 

맞물려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비정규직 문제(프리터

족 혹은 니트족)가 심화되고 있으며(이의규 외, 2008), 이는 젊은층의 결혼 혹은 

가족을 꾸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기를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Aoki, 2013). 

한편,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1990년대 이미 사회보장지출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

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220%까지 증가하였다(이상우, 2012). 이로 인해 젊

은층의 부양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국중호, 2012). 

한국의 경우에는 저출산현상이 여타 어느 국가에 비해서 아주 급격한 속도로 진

행되었는데 그간의 인구변동에 따른 효과가 가까운 미래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

망이다. 특히 거대한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2020년경부터 그와 같은 

변화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17년부터 발생할 전망

이며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맞물려 고령근로자 활용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급격하

게 증가하여 젊은층의 부양부담 증가 및 장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장기화 되었던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통폐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 통폐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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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구변동, 사회경제적 발전, 인구정책 

간 부조화로 현재 인구규모의 급격한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성비불균형 심

화, 유동인구 급증 및 도시화 심화 등의 일차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경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중·일 3국은 시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유사한 인구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간 공유될 수 있는 인구의 장점(예로 풍부한 노동력 등)이 사라지

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각국은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

는 극동아시아의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중

국 및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동은 각국의 자체적인 인구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접한 3국 간에 인구문제에 의한 국력 쇠퇴는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

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작금의 인구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각국의 인구전략과 지역공동의 인

구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Ⅳ. 한·중·일 인구정책

1. 한국의 인구정책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 이래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인구

증가억제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정책기(2004~현재)이다. 1955~1960년 동안 높은 인구증가율은 당

시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잠식하여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제1

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에 가족계획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면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해 

출생아수는 1백만 명 수준으로 높았고, 이에 한국정부는 가족계획의 목표를 1960

년대 후반 ‘세 자녀 낳기’에서 1970년대에 ‘두 자녀 낳기’로 조정하였다. 두 자녀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공표하였으며, 불임시술

과 피임기구를 활용한 피임법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출산억제를 위한 인센티

브도 도입하였으며,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가족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은 노력으로 198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54%까지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

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정부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82~1986)의 

일환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한 인구증가억제정책(49시책)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강

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율 감소 목표의 조기 달성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출생성비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한번 감소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좀처럼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그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1995년 학자들을 중심으

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 규

모 및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

석․평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현상의 지속이 가져올 각종 파급효과들을 고려

하였을 때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는 결과가 나왔다. 1996년 출산율이 이미 1.57명이라는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

에서야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것이다(이삼식 외, 2005). 인구증가억제정책

의 폐지로 1997년부터는 그간 출산율 저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2자녀

까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였다. 1999년에는 인구정책의 방향성 전환에 따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었다(이삼식 외, 2005).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출산율 감소는 지속되었다. 과거 30여년 이상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 가임기인구의 소자녀관이 고착화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여성의 교

육수준 상승 및 사회진출 증가로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이 낮은 수준의 ‘1.08

쇼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초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현상에 대응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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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구변동, 사회경제적 발전, 인구정책 

간 부조화로 현재 인구규모의 급격한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성비불균형 심

화, 유동인구 급증 및 도시화 심화 등의 일차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경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중·일 3국은 시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유사한 인구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간 공유될 수 있는 인구의 장점(예로 풍부한 노동력 등)이 사라지

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각국은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

는 극동아시아의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중

국 및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동은 각국의 자체적인 인구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접한 3국 간에 인구문제에 의한 국력 쇠퇴는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

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작금의 인구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각국의 인구전략과 지역공동의 인

구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Ⅳ. 한·중·일 인구정책

1. 한국의 인구정책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 이래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인구

증가억제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정책기(2004~현재)이다. 1955~1960년 동안 높은 인구증가율은 당

시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잠식하여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제1

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에 가족계획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면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해 

출생아수는 1백만 명 수준으로 높았고, 이에 한국정부는 가족계획의 목표를 1960

년대 후반 ‘세 자녀 낳기’에서 1970년대에 ‘두 자녀 낳기’로 조정하였다. 두 자녀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공표하였으며, 불임시술

과 피임기구를 활용한 피임법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출산억제를 위한 인센티

브도 도입하였으며,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가족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은 노력으로 198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54%까지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

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정부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82~1986)의 

일환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한 인구증가억제정책(49시책)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강

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율 감소 목표의 조기 달성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출생성비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한번 감소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좀처럼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그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1995년 학자들을 중심으

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 규

모 및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

석․평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현상의 지속이 가져올 각종 파급효과들을 고려

하였을 때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는 결과가 나왔다. 1996년 출산율이 이미 1.57명이라는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

에서야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것이다(이삼식 외, 2005). 인구증가억제정책

의 폐지로 1997년부터는 그간 출산율 저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2자녀

까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였다. 1999년에는 인구정책의 방향성 전환에 따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었다(이삼식 외, 2005).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출산율 감소는 지속되었다. 과거 30여년 이상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 가임기인구의 소자녀관이 고착화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여성의 교

육수준 상승 및 사회진출 증가로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이 낮은 수준의 ‘1.08

쇼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초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현상에 대응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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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에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9월 1일 시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2020년

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

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국가 책무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하여 2006~2010년에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011~2015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 중국의 인구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인구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1949~1970년대 초반으로 인구 증가 억제에 대한 초기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이며, 2단계는 1970~1990년대 초반으로 계획생육(计划生育)정책

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시기이고, 3단계는 199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으로 계

획생육(计划生育)정책이 안정된 시기이다. 최근에는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단독

이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

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고 분위기였으며, 이로 인해 인구증가 억제

에 대한 논의는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1958~1960년의 대약진운동과 1959~1960

년의 자연재해로 일시적으로 사망률이 급증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후 베이비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 

산아제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1962년 말 정부 문서에 등

정한 ‘계획생육(计划生育)’의 목표는 출산 및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억제하는 것이

며, 이는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이 주된 대상이었다(伊藤正一, 2013). 

인구억제정책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시기에

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구정책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인구정책은 “晩ㆍ稀ㆍ少30)”로 요약되며, 1979년부터 한자녀정책이 공

식적으로 추진되었다. 한자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아가 가족의 중요

한 자산이 되는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규칙을 적용하여 

한자녀정책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로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말 2.3수준(도시 1.4, 농촌 2.8)으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인구대체수준(2.1) 이하로 감소하였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사회

로 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54%정도는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한자녀정책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

제성장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실제 부모들이 희망자녀수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정책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한자녀정책”에서 1995

년을 전후로 “훌륭한 아이를 적게 낳자”라는 인구자질 측면의 정책도 추가된 것이

다. 2002년에 실시한 「중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

法)」을 근간으로 각 시(市), 성(省), 자치구(自治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아제

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측면도 고려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한자녀정책의 조정 및 “단

독이태(單獨二胎)31)”의 두자녀정책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과 제18차 전당대회의 보고서 내에서도 한자

녀정책에 대한 수정이 언급되었다. 2013년에는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国家

卫生计生委)에서 한자녀정책에 대한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요컨대 최근 중국의 

출산정책은 한자녀정책에서 “단독이태(單獨二胎)”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015년 

이후에는 “이태(二胎)정책” 즉,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30)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 간 터울을 길게 하고 출산을 적게 하자는 운동
31) 부부 중 한명이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자녀를 1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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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에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9월 1일 시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2020년

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

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국가 책무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하여 2006~2010년에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011~2015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 중국의 인구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인구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1949~1970년대 초반으로 인구 증가 억제에 대한 초기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이며, 2단계는 1970~1990년대 초반으로 계획생육(计划生育)정책

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시기이고, 3단계는 199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으로 계

획생육(计划生育)정책이 안정된 시기이다. 최근에는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단독

이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

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고 분위기였으며, 이로 인해 인구증가 억제

에 대한 논의는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1958~1960년의 대약진운동과 1959~1960

년의 자연재해로 일시적으로 사망률이 급증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후 베이비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 

산아제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1962년 말 정부 문서에 등

정한 ‘계획생육(计划生育)’의 목표는 출산 및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억제하는 것이

며, 이는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이 주된 대상이었다(伊藤正一, 2013). 

인구억제정책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시기에

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구정책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인구정책은 “晩ㆍ稀ㆍ少30)”로 요약되며, 1979년부터 한자녀정책이 공

식적으로 추진되었다. 한자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아가 가족의 중요

한 자산이 되는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규칙을 적용하여 

한자녀정책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로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말 2.3수준(도시 1.4, 농촌 2.8)으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인구대체수준(2.1) 이하로 감소하였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사회

로 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54%정도는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한자녀정책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

제성장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실제 부모들이 희망자녀수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정책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한자녀정책”에서 1995

년을 전후로 “훌륭한 아이를 적게 낳자”라는 인구자질 측면의 정책도 추가된 것이

다. 2002년에 실시한 「중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

法)」을 근간으로 각 시(市), 성(省), 자치구(自治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아제

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측면도 고려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한자녀정책의 조정 및 “단

독이태(單獨二胎)31)”의 두자녀정책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과 제18차 전당대회의 보고서 내에서도 한자

녀정책에 대한 수정이 언급되었다. 2013년에는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国家

卫生计生委)에서 한자녀정책에 대한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요컨대 최근 중국의 

출산정책은 한자녀정책에서 “단독이태(單獨二胎)”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015년 

이후에는 “이태(二胎)정책” 즉,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30)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 간 터울을 길게 하고 출산을 적게 하자는 운동
31) 부부 중 한명이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자녀를 1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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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인구정책 

일본의 인구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인구

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가족계획정책 및 인구자질향상

정책(1950년대 중반~1980년대),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반~최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였다. 전쟁 후 국외로부

터의 귀환자, 복귀병사, 전후 결혼 붐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베이비

붐32)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망률까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인구는 급증하였다. 전후 사회시스템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폭

발적인 증가는 경기침체, 주택난, 식량부족, 전염병 만연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

다. 이에 연합군최고사령부(Allied Forces General Headquarters, GHQ)에서

는 일본의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荻野

美穂, 2008).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인구 규모가 국가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피임방법 보급으로 인한 성적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여 산아제한

정책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한편, 전후 식량난이나 생활난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공임신중절로부터 모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출

산율 및 사망력의 감소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전쟁 전보다 높고 이로 인해 인구증

가 및 노동력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이에 1951년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

었다. 

1954년 7월 인구문제연구소 내 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가족계획의 보급을 종합

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가족계획을 단순히 모성보호차원을 넘어서 종합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생성은 동 결의를 바탕으로 3년 후 인구 증가를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荻野美穂, 2008). 

32) 오늘날의 단카이세대로 1947~1949년 3년에 걸쳐 약 80만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 

한편, 일부 기업(철강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계획을 이미 시도하고 있었

고, 이러한 사례가 홍보되어 기업의 신생활운동이 확장되게 되었다33). 당시 정책

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산아제한을 국가적 이익 등과 연결하는 추상적 이념

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荻野美穂, 

2008). 1962년에는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이 경시되어있다는 논리가 있어 

인구정책이 기존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다(김범송, 

2010).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으나,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출산율도 감소하였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온 출산율은 1989년 1.57명까지 감소(‘1.57쇼크’)하였고, 

이로 인해 소자화(少子化)경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소자화 극복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저

출산 “문제”라 칭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출산현상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또한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간접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김범송, 2010). 소자화에 대응한 첫 

번째 정책은 1994년 12월 수립된 엔젤플랜(1995~1999)이다. 엔젤플랜의 시행에

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

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고용

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혼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삼식 외, 2009b). 이에 일본정부는 신엔젤플랜(1999~2004), ‘저

출산대책 플러스원’,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정, ‘아동육아응원계획(2005~ 

2009)’, ‘어린이․자녀양육비젼(2010~2014)’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4. 한·중·일 인구정책 비교 

한·중·일 3국의 현대사에서 전개되어 온 인구정책의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몇몇

33) 근로자에 대한 신생활운동은 초반에는 기업차원에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품질개선, 복리후생비 감소 등을 통해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이 경영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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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인구정책 

일본의 인구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인구

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가족계획정책 및 인구자질향상

정책(1950년대 중반~1980년대),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반~최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였다. 전쟁 후 국외로부

터의 귀환자, 복귀병사, 전후 결혼 붐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베이비

붐32)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망률까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인구는 급증하였다. 전후 사회시스템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폭

발적인 증가는 경기침체, 주택난, 식량부족, 전염병 만연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

다. 이에 연합군최고사령부(Allied Forces General Headquarters, GHQ)에서

는 일본의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荻野

美穂, 2008).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인구 규모가 국가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피임방법 보급으로 인한 성적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여 산아제한

정책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한편, 전후 식량난이나 생활난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공임신중절로부터 모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출

산율 및 사망력의 감소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전쟁 전보다 높고 이로 인해 인구증

가 및 노동력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이에 1951년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

었다. 

1954년 7월 인구문제연구소 내 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가족계획의 보급을 종합

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가족계획을 단순히 모성보호차원을 넘어서 종합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생성은 동 결의를 바탕으로 3년 후 인구 증가를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荻野美穂, 2008). 

32) 오늘날의 단카이세대로 1947~1949년 3년에 걸쳐 약 80만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 

한편, 일부 기업(철강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계획을 이미 시도하고 있었

고, 이러한 사례가 홍보되어 기업의 신생활운동이 확장되게 되었다33). 당시 정책

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산아제한을 국가적 이익 등과 연결하는 추상적 이념

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荻野美穂, 

2008). 1962년에는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이 경시되어있다는 논리가 있어 

인구정책이 기존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다(김범송, 

2010).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으나,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출산율도 감소하였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온 출산율은 1989년 1.57명까지 감소(‘1.57쇼크’)하였고, 

이로 인해 소자화(少子化)경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소자화 극복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저

출산 “문제”라 칭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출산현상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또한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간접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김범송, 2010). 소자화에 대응한 첫 

번째 정책은 1994년 12월 수립된 엔젤플랜(1995~1999)이다. 엔젤플랜의 시행에

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

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고용

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혼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삼식 외, 2009b). 이에 일본정부는 신엔젤플랜(1999~2004), ‘저

출산대책 플러스원’,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정, ‘아동육아응원계획(2005~ 

2009)’, ‘어린이․자녀양육비젼(2010~2014)’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4. 한·중·일 인구정책 비교 

한·중·일 3국의 현대사에서 전개되어 온 인구정책의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몇몇

33) 근로자에 대한 신생활운동은 초반에는 기업차원에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품질개선, 복리후생비 감소 등을 통해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이 경영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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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의 변천은 대체적

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이후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저출산대응의 순으로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다산소사에서 소산소사로 이어지는 제1차 인구전

환(demographic transition)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요컨대, 시차는 존재하나 많

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천에 대응하여 인구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전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국

인구억제정책
인구자질향상

저출산대응정책

중국

인구억제정책 등장
인구억제정책 본격 추진

인구자질향상, 한자녀정책 안정기
단독이태 

논의(‘13)

일본

인구억제소극
가족계획적극적 추진, 인구자질향상

저출산대응정책

두 번째,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시작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 출발점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중국은 건국 시기인 

1949년, 한국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이다. 그러나 논의 내

지 논쟁을 거친 후 실제 강력한 수단을 통해 출산을 억제하기 시작한 시기는 다르

다. 일본은 1946년 이래 미군정 시대에 인구증가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거

친 후 1951년에 이르러서야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수단을 가동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1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듬해인 1962년에 바로 가족계획사

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건국 이후 인구 증가에 대한 찬양사상

과 반대사상을 차례대로 거친 후인 1979년에 이르러서야 한자녀정책을 공식적으

로 채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요컨대, 출산억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

하기 이전의 논쟁 기간은 한국에서 1년으로 아주 짧고, 일본은 5년 그리고 중국은 

무려 30여년에 이른다. 물론, 3국 모두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한 주된 이유로는 인

구 성장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중·일 3국 모두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

는 시기에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물

론, 인구자질향상으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이미 낮아진 출산

율을 그 수준에서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가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로 많은 인구자질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요

컨대, 인구에 대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간의 조화 없이 출산율 억제만을 위한 일

방향만으로의 정책이 인구 자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네 번째, 한·중·일 3국의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 혹은 출산억제완화정

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가족계획사

업 도입 이래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엔젤플랜을 도입한 1994년까지 43년

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까지 총 44년이 소요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기에 기존의 한자녀정책이 다소 완화되어 단독이태(單獨二胎)34) 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1980년 한자녀정책이 본격화된 이래 약 35여년 만에 다소 완화되어 추

진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1인당 

GDP 등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이전에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고, 조만간 급속

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빠르

게 고도성장과 선진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저출산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34) 부부 중 한명이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자녀를 1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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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의 변천은 대체적

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이후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저출산대응의 순으로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다산소사에서 소산소사로 이어지는 제1차 인구전

환(demographic transition)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요컨대, 시차는 존재하나 많

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천에 대응하여 인구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전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국

인구억제정책
인구자질향상

저출산대응정책

중국

인구억제정책 등장
인구억제정책 본격 추진

인구자질향상, 한자녀정책 안정기
단독이태 

논의(‘13)

일본

인구억제소극
가족계획적극적 추진, 인구자질향상

저출산대응정책

두 번째,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 시작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 출발점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중국은 건국 시기인 

1949년, 한국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이다. 그러나 논의 내

지 논쟁을 거친 후 실제 강력한 수단을 통해 출산을 억제하기 시작한 시기는 다르

다. 일본은 1946년 이래 미군정 시대에 인구증가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거

친 후 1951년에 이르러서야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수단을 가동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1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듬해인 1962년에 바로 가족계획사

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건국 이후 인구 증가에 대한 찬양사상

과 반대사상을 차례대로 거친 후인 1979년에 이르러서야 한자녀정책을 공식적으

로 채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요컨대, 출산억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

하기 이전의 논쟁 기간은 한국에서 1년으로 아주 짧고, 일본은 5년 그리고 중국은 

무려 30여년에 이른다. 물론, 3국 모두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한 주된 이유로는 인

구 성장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중·일 3국 모두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

는 시기에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물

론, 인구자질향상으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이미 낮아진 출산

율을 그 수준에서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가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로 많은 인구자질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요

컨대, 인구에 대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간의 조화 없이 출산율 억제만을 위한 일

방향만으로의 정책이 인구 자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네 번째, 한·중·일 3국의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 혹은 출산억제완화정

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가족계획사

업 도입 이래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엔젤플랜을 도입한 1994년까지 43년

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까지 총 44년이 소요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기에 기존의 한자녀정책이 다소 완화되어 단독이태(單獨二胎)34) 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1980년 한자녀정책이 본격화된 이래 약 35여년 만에 다소 완화되어 추

진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1인당 

GDP 등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이전에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고, 조만간 급속

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빠르

게 고도성장과 선진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저출산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34) 부부 중 한명이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인 경우, 자녀를 1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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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변동, 인구정책, 경제성장 간 연관성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인구정책을 비교분석

하였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산업화, 현대화 및 도

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인구변천과 사회경제적 발전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인구통제와 경제발전이 함께 맞물

리면서 진행되어 왔다(Sodei, 1996). 즉,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통제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서구의 경험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

어 왔다. 서구에서는 산업화가 도시화와 핵가족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이어서 경제발전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다주었고 이로 인해 영양의 증진, 

공중위생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좀 더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구통제를 하

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보다도 늦게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중·일 3국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인구 및 산아조절을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

편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952년에 ‘공

공위생 및 우생보호법(Public health and eugenic protection law)’의 실시로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후 계

속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에 전국적인 가족

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던 가족계획은 급속

한 인구변천을 주도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중국에서

는 1979년에 개혁개방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한자녀정책을 공포하면서 

강력하고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중·일 3국에서 

실시한 가족계획은 그 실시시기는 각각 달랐지만 강력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에 관한 통계를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경제적

으로 가장 먼저 선진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의 규모도 2005년까지

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의 규모에 있어서

는 2010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일본이 여전히 다른 두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보다 매우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으나 한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연평균 10%의 높은 경제성장

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중·일 3국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세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경제성장의 과정을 시작

했고 아직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고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돌입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늦게 가속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서 인구고령화의 과정도 일본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며 노인인구의 비율도 일본보다

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3나라 가운데에서 경제성장의 과정도 가장 

늦게 시작하였고 인구고령화의 진행정도도 가장 늦게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비율도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의 비율이 7%에서 14% 사이에 해당하는 고령화사회의 단계에 있으나 한국의 노

인인구의 비율이 중국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특징을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

면,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평균 기

대수명이 가장 높은 고령의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어서 노동가능연령층 인구비율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일본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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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인구정책을 비교분석

하였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산업화, 현대화 및 도

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인구변천과 사회경제적 발전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인구통제와 경제발전이 함께 맞물

리면서 진행되어 왔다(Sodei, 1996). 즉,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통제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서구의 경험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

어 왔다. 서구에서는 산업화가 도시화와 핵가족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이어서 경제발전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다주었고 이로 인해 영양의 증진, 

공중위생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좀 더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구통제를 하

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보다도 늦게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중·일 3국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인구 및 산아조절을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

편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952년에 ‘공

공위생 및 우생보호법(Public health and eugenic protection law)’의 실시로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후 계

속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에 전국적인 가족

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던 가족계획은 급속

한 인구변천을 주도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중국에서

는 1979년에 개혁개방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한자녀정책을 공포하면서 

강력하고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중·일 3국에서 

실시한 가족계획은 그 실시시기는 각각 달랐지만 강력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에 관한 통계를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경제적

으로 가장 먼저 선진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의 규모도 2005년까지

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의 규모에 있어서

는 2010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일본이 여전히 다른 두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보다 매우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으나 한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연평균 10%의 높은 경제성장

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중·일 3국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세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경제성장의 과정을 시작

했고 아직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고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돌입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늦게 가속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서 인구고령화의 과정도 일본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며 노인인구의 비율도 일본보다

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3나라 가운데에서 경제성장의 과정도 가장 

늦게 시작하였고 인구고령화의 진행정도도 가장 늦게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비율도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의 비율이 7%에서 14% 사이에 해당하는 고령화사회의 단계에 있으나 한국의 노

인인구의 비율이 중국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특징을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

면,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평균 기

대수명이 가장 높은 고령의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어서 노동가능연령층 인구비율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일본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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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구 감소가 가시

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침

체는 세수 감소를 불러와 복지정책의 폐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여기에

다가 노동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의료비용의 부담을 비롯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국가적인 경제적 부담

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저개발상태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라

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인구고령화는 대체적

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된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서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에 체

계를 세우면서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에서는 총량

적인 경제성장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 세계 2위의 막강한 경제적인 위세를 보

이고 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다.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Hong, 1996). 중국 인구고령

화의 또 다른 특징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이미 1억명을 넘어 섰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의 

절대인구는 일본의 전체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며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는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인구고령화가 앞으로 어떤 문제

를 야기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 주는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인구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래의 인구전략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인구변천이론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명료하게 변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인구정책은 그러한 변화에 사전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초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필연

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진입한 후에서야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구정책의 미래대응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정책의 비효율

성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가시적인 미래의 인구변동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구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두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은 속도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지언정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변화해 왔다. 무엇보다도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출

산장려 또는 출산억제완화로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고령화대응정책을 시작함으로

써 21세기에 들어 한·중·일 3국 간 인구정책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중·일 3국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실로 본 연구의 목표는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추이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그간 인구정책 추진내용을 토대로 미래의 인구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다. 한·중·일 3국의 미래 인구 변동은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압축된다. 그로 인

하여 한·중·일 3국에서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지출 

부담,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의 수급 불균형 등이 야기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과 이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과연 어떠한 인구전략을 통해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연관하여 한·

중·일 3국 간 공동의 미래 인구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을 논의하고, 이어서 한·중·일 3국의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는 적어도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의 인구문제를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 국제이동에 의존하여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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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구 감소가 가시

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침

체는 세수 감소를 불러와 복지정책의 폐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여기에

다가 노동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노인과 병약한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의료비용의 부담을 비롯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국가적인 경제적 부담

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저개발상태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라

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인구고령화는 대체적

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된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서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에 체

계를 세우면서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에서는 총량

적인 경제성장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 세계 2위의 막강한 경제적인 위세를 보

이고 있으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다. 한국의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Hong, 1996). 중국 인구고령

화의 또 다른 특징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이미 1억명을 넘어 섰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의 

절대인구는 일본의 전체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며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는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인구고령화가 앞으로 어떤 문제

를 야기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 주는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인구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미래의 인구전략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인구변천이론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명료하게 변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인구정책은 그러한 변화에 사전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초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필연

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진입한 후에서야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구정책의 미래대응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정책의 비효율

성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가시적인 미래의 인구변동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구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두 번째 시사점이다. 한·중·일 3국의 인구정책은 속도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지언정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변화해 왔다. 무엇보다도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출

산장려 또는 출산억제완화로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고령화대응정책을 시작함으로

써 21세기에 들어 한·중·일 3국 간 인구정책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중·일 3국 간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실로 본 연구의 목표는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 추이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그간 인구정책 추진내용을 토대로 미래의 인구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다. 한·중·일 3국의 미래 인구 변동은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압축된다. 그로 인

하여 한·중·일 3국에서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지출 

부담,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의 수급 불균형 등이 야기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과 이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과연 어떠한 인구전략을 통해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연관하여 한·

중·일 3국 간 공동의 미래 인구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을 논의하고, 이어서 한·중·일 3국의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는 적어도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의 인구문제를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 국제이동에 의존하여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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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고 하면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region)의 국가들의 인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론상 문화권이 다른 국가의 인구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적 인구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중·일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관계가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해외인적자원의 유치에 보다 큰 고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자국 스스로의 인구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

며, 가장 주된 전략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국내 인적자원의 질 향상과 활용

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세계 GDP에 대한 기여도 2.2% 수

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성장과 복지 간 균형을 유

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인구로 간주할 경우,35) 2020년 4,960만 

명, 2040년 5,031만 명, 2060년 4,747만 명, 2080년 4,299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인구동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2040년 5,109만 명, 2060년 

4,396만 명으로 변화할 전망이다(통계청, 2011). 즉, 현 추세대로 인구가 변화한

다면, 2045년경부터 적정인구보다 적어지고 그 차이(gap)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적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30년 3,210만 명, 2040년 2,870만 

명, 2050년 2,627만 명, 2060년 2,423만 명, 2080년 2,28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삼식 외, 2011). 최근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196만 명, 

2040년 2,805만 명, 2050년 2,460만 명, 2060년 2,140만 명이다. 즉, 2025년

경부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적정인구 미만으로 감소하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

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35) 기존의 적정인구론은 주로 인구학적, 경제학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다(이삼식 외, 
2011).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화하는 인구로 논의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현재와 장
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로 논의된다. 환경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
구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여 후세대의 복지가 지속될 수 있는 인구로 논의된다.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을 진단한 결과, 2010년대~2020년대에

는 408천 명의 노동력 과잉이 발생하나, 2030년대에는 15천 명 그리고 2040년대

에는 약 1백만 명(954천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다(이삼식 외, 2011). 

적정인구와 최근 추세 지속 시 인구를 대비하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

력을 비교하였는데, 총인구 부족은 내수시장, 사회보장, 경제성장 등과 관련이 있

으며,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부담 등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2045년경부터 시작되는 총인구 부족(총인구 감소

는 2031년부터), 2025년경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생산가능인구 감소

는 2017년부터), 2030년대부터 시작되는 노동력 부족은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수

립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시사해준다. 즉, 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력(국제적 

위상)이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

가 상생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총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미만으로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미만으로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래 인구전략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학적인 수단으로는 크게 출산력 변경과 국제

이동수준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사망력은 인류가 열망하는 장수(longevity)를 위하

여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구학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적정인구 대비 총인구 부족(2045년경부터), 생산가능인구 부족(2025년경부터),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2030년대부터) 등의 시기를 고려해보면, 외

국인구 유치는 그 특성상 당장 필요한 전략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 대상이 되는 외

국인이 주로 성인(생산가능인구)으로 입국 시 바로 가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력 제고는 지금부터 필요한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신생아들은 바로 총인구에 그리고 20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어 

미래의 총인구 부족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 부족을 예방(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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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고 하면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region)의 국가들의 인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론상 문화권이 다른 국가의 인구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적 인구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중·일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관계가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해외인적자원의 유치에 보다 큰 고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자국 스스로의 인구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

며, 가장 주된 전략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국내 인적자원의 질 향상과 활용

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세계 GDP에 대한 기여도 2.2% 수

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성장과 복지 간 균형을 유

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인구로 간주할 경우,35) 2020년 4,960만 

명, 2040년 5,031만 명, 2060년 4,747만 명, 2080년 4,299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인구동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2040년 5,109만 명, 2060년 

4,396만 명으로 변화할 전망이다(통계청, 2011). 즉, 현 추세대로 인구가 변화한

다면, 2045년경부터 적정인구보다 적어지고 그 차이(gap)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적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30년 3,210만 명, 2040년 2,870만 

명, 2050년 2,627만 명, 2060년 2,423만 명, 2080년 2,28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삼식 외, 2011). 최근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196만 명, 

2040년 2,805만 명, 2050년 2,460만 명, 2060년 2,140만 명이다. 즉, 2025년

경부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적정인구 미만으로 감소하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

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35) 기존의 적정인구론은 주로 인구학적, 경제학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다(이삼식 외, 
2011).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화하는 인구로 논의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현재와 장
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로 논의된다. 환경학적 관점에서의 적정인
구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여 후세대의 복지가 지속될 수 있는 인구로 논의된다.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을 진단한 결과, 2010년대~2020년대에

는 408천 명의 노동력 과잉이 발생하나, 2030년대에는 15천 명 그리고 2040년대

에는 약 1백만 명(954천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다(이삼식 외, 2011). 

적정인구와 최근 추세 지속 시 인구를 대비하여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

력을 비교하였는데, 총인구 부족은 내수시장, 사회보장, 경제성장 등과 관련이 있

으며,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부담 등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2045년경부터 시작되는 총인구 부족(총인구 감소

는 2031년부터), 2025년경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생산가능인구 감소

는 2017년부터), 2030년대부터 시작되는 노동력 부족은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수

립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시사해준다. 즉, 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력(국제적 

위상)이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

가 상생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총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미만으로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지나친 감소(적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미만으로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래 인구전략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학적인 수단으로는 크게 출산력 변경과 국제

이동수준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사망력은 인류가 열망하는 장수(longevity)를 위하

여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구학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적정인구 대비 총인구 부족(2045년경부터), 생산가능인구 부족(2025년경부터),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2030년대부터) 등의 시기를 고려해보면, 외

국인구 유치는 그 특성상 당장 필요한 전략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 대상이 되는 외

국인이 주로 성인(생산가능인구)으로 입국 시 바로 가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력 제고는 지금부터 필요한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신생아들은 바로 총인구에 그리고 20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어 

미래의 총인구 부족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 부족을 예방(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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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시기 구분

2010년대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총인구
감소시작

(2031년부터)
적정인구 미만으로 
감소시작(2045년경)

생산가능인구
감소시작

(2017년부터)

적정 생산가능인구 
미만으로 

감소시작(2025년경)
적정인구 유지 
필요 노동력

공급초과 공급초과
공급부족
(15천 명)

공급부족
(954천 명)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이삼식 외(2011)의 적정인구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한편, 출산율 제고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 부족을 예방

할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이 충분하게 높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삼식 외

(2011)는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을 1.8로 추정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인구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출산율이 1.8수준 이

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렇다면 출산력 제고 전략의 보충적인 전략으로 잠재인력의 활용도를 높이

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인구 구성적인 측면이나 시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전략과 외국인력 유치 전략 간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즉, 출산

율 제고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국내 

잠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를 제고하며, 이들 대내적인 전략들만으로 한계가 있

을 경우에는 인구문제의 실제 도래 시기 즈음에 외국인력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 간 구성적 및 시간적 메커니즘(mechanism)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각 전략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출산율 제고 전략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 의거한다. 하나는 만혼화와 

비혼화 현상이다. 특히, 법률혼이 이루어진 후에 출산을 시작하는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만혼화는 출산율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한국 여

성의 혼외출산비율은 2% 수준으로 아주 낮다.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 비혼화 경향

도 적어도 미래에 중요한 출산력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인의 평균 이상자녀수인 2.1~2.3명 미만에서 

출산을 완료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배우출산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혼화와 유배우출산율 감소의 두 경향은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경직성과 깊

은 연관성이 있다.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원하는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급학

교에 진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노동시장 연계구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고학력 경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이 원하는 이른바 좋은 직장(고용이 안정되고 좋은 수입이 기대되는)이 한정되

어 있어 취업을 쉽게 하지 못하여 취업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

학 이수기간이 연장되고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화와 입직연령의 증가는 만혼화와 비혼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

소기업 등에서는 젊은 인력의 수혈이 어려워져 구인난과 함께 기존 노동력의 고령

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도 만혼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마저 매우 비싼 상황에서 취업을 할지라도 바로 

결혼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 마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데 이

어서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시간을 소요하여야함으로써 만혼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혼 후 출산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만혼화의 영향으로 늦게 출산을 

시작함으로써 희망하는 자녀수 모두를 출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만혼으로 후천성불임증 등 생리적인 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뒤늦게 태어난 자

녀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은퇴를 함으로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이 억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취업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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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시기 구분

2010년대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총인구
감소시작

(2031년부터)
적정인구 미만으로 
감소시작(2045년경)

생산가능인구
감소시작

(2017년부터)

적정 생산가능인구 
미만으로 

감소시작(2025년경)
적정인구 유지 
필요 노동력

공급초과 공급초과
공급부족
(15천 명)

공급부족
(954천 명)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이삼식 외(2011)의 적정인구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한편, 출산율 제고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력 부족을 예방

할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이 충분하게 높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삼식 외

(2011)는 적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을 1.8로 추정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인구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출산율이 1.8수준 이

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렇다면 출산력 제고 전략의 보충적인 전략으로 잠재인력의 활용도를 높이

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인구 구성적인 측면이나 시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전략과 외국인력 유치 전략 간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즉, 출산

율 제고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국내 

잠재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를 제고하며, 이들 대내적인 전략들만으로 한계가 있

을 경우에는 인구문제의 실제 도래 시기 즈음에 외국인력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 간 구성적 및 시간적 메커니즘(mechanism)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각 전략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출산율 제고 전략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 의거한다. 하나는 만혼화와 

비혼화 현상이다. 특히, 법률혼이 이루어진 후에 출산을 시작하는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만혼화는 출산율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한국 여

성의 혼외출산비율은 2% 수준으로 아주 낮다.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 비혼화 경향

도 적어도 미래에 중요한 출산력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인의 평균 이상자녀수인 2.1~2.3명 미만에서 

출산을 완료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배우출산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혼화와 유배우출산율 감소의 두 경향은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경직성과 깊

은 연관성이 있다.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원하는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급학

교에 진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노동시장 연계구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고학력 경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들이 원하는 이른바 좋은 직장(고용이 안정되고 좋은 수입이 기대되는)이 한정되

어 있어 취업을 쉽게 하지 못하여 취업대기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

학 이수기간이 연장되고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화와 입직연령의 증가는 만혼화와 비혼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

소기업 등에서는 젊은 인력의 수혈이 어려워져 구인난과 함께 기존 노동력의 고령

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도 만혼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마저 매우 비싼 상황에서 취업을 할지라도 바로 

결혼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 마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데 이

어서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시간을 소요하여야함으로써 만혼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혼 후 출산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만혼화의 영향으로 늦게 출산을 

시작함으로써 희망하는 자녀수 모두를 출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만혼으로 후천성불임증 등 생리적인 장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뒤늦게 태어난 자

녀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은퇴를 함으로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이 억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취업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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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중산층의 경우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곤란은 가부장적인 고용문화와 가족

문화에 기인한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남녀의 육아가 해고 등 인사 상 불이

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직장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과 직장 중 택일이 

강요되어 결국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늦추고(혹은 비혼상태로 계속 남게 

되고) 출산을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육아 및 가사에의 참여 부족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7〕 한국의 취업 및 비취업 유배우여성의 평균 자녀수

취업

비취업

자료: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국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조와 노

동시장의 개혁, 주택공급 활성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이 긴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출산

율 회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즉, 그간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보육이나 

자녀양육비용 경감은 결혼 후 출산 시에 한정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세부전략이다. 고등학교 졸

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간 임금수준과 승진기회 등에 있어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

요하다. 고졸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

로교육, 취업 알선에 이어 취업 후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

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졸자 취업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학력 간 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진학(後進學) 체제 구축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졸 청년층에 대해서도 졸업 전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여 미스매

칭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만혼화 방지를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세부전략이다. 현재 정부에

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일환으로 주택구입 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이러한 지원들은 이미 자녀를 많이 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취업 기간이 짧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생활을 위한 집 마련이 

곤란하여 결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만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을 배정하여 소득수준(전세금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이나 자녀수와 무관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아파트 등 신축 시 일정한 물량

을 신혼부부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케 하며, 기존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

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많은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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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중산층의 경우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곤란은 가부장적인 고용문화와 가족

문화에 기인한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남녀의 육아가 해고 등 인사 상 불이

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직장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과 직장 중 택일이 

강요되어 결국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늦추고(혹은 비혼상태로 계속 남게 

되고) 출산을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육아 및 가사에의 참여 부족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7〕 한국의 취업 및 비취업 유배우여성의 평균 자녀수

취업

비취업

자료: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국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조와 노

동시장의 개혁, 주택공급 활성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이 긴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출산

율 회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즉, 그간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보육이나 

자녀양육비용 경감은 결혼 후 출산 시에 한정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교육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세부전략이다. 고등학교 졸

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간 임금수준과 승진기회 등에 있어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

요하다. 고졸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

로교육, 취업 알선에 이어 취업 후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

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졸자 취업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학력 간 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진학(後進學) 체제 구축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졸 청년층에 대해서도 졸업 전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여 미스매

칭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만혼화 방지를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세부전략이다. 현재 정부에

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일환으로 주택구입 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이러한 지원들은 이미 자녀를 많이 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취업 기간이 짧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생활을 위한 집 마련이 

곤란하여 결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만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을 배정하여 소득수준(전세금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이나 자녀수와 무관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아파트 등 신축 시 일정한 물량

을 신혼부부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케 하며, 기존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

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많은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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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근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혼부부용 주택단지는 산업단지 등의 

배후도시 건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회에 일-가정양립 환경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전략

이다.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긴요

하다. 즉, 자녀와 성장 주기의 관점에서는 영유아기에는 보육과 근로 간 연계가 용

이하도록 맞춤형 보육서비스(시간제 보육 등) 제공을 강화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 교사(정규교사)를 배치하도록 방과

후학교 운영을 의무화하여 자녀들이 정규수업 이후에도 동일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적성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부·모의 직장생활주기의 관점에

서는 일하는 부와 모 모두 마음 놓고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한 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비정규직, 자영업

자 등에 이용 제공),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현행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 또는 

상한액 100만원 한도 내의 임금대체수준 제고), 원활한 인력대체(휴직자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칭 “인력대체개발원” 설립·운영)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야 한다. 결혼과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필수적인 

일-가정양립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

록 한다. 일-가정 양립은 궁극적으로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직

장문화와 가족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나. 잠재인력 활용 전략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기 태어난 인구 중 잠재인

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노동이 가능한 잠재인력으로는 청년인력, 여성인

력 및 고령인력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있어서의 청년인력 중 잠재인력은 주로 실

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일 것이다. 청년실업자는 주로 미스매칭에 의한 것으로 학

교교육과 직장업무 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앞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다루었던 진로교육-직업 알선-취업 후 전문교육 등 연

계,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더불어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젊은

이들의 생활패턴(라이프스타일)과 적합한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할 필요

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시기에도 유휴인력으로 남게 될 여성인구는 주로 비경

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에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들 인력이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출산력 제고 전략에서 다루었던 일-가정양

립 관련 세부전략들이 주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시기에 고령인력 중 유휴인력은 주로 건강하면서도 일

할 의지가 있으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고령인구일 

것이다.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없애거나 정

년선택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 후 경력과 신체적 기능 등에 적합한 직

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직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 외국인력 유치 전략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잠재인력 활용도 한계에 부딪칠 경우에 적

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 유치를 들 수 있

다.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인·이민정책은 선별유입정책(고용허가제)으로 미스매칭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외국인노동력을 단기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필요한 

시기에는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의 주된 출발지국가들(origin countries) 역시 오

랜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중

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 역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다

른 변수로는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현재와 같이 많은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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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근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혼부부용 주택단지는 산업단지 등의 

배후도시 건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회에 일-가정양립 환경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전략

이다.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긴요

하다. 즉, 자녀와 성장 주기의 관점에서는 영유아기에는 보육과 근로 간 연계가 용

이하도록 맞춤형 보육서비스(시간제 보육 등) 제공을 강화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 교사(정규교사)를 배치하도록 방과

후학교 운영을 의무화하여 자녀들이 정규수업 이후에도 동일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적성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부·모의 직장생활주기의 관점에

서는 일하는 부와 모 모두 마음 놓고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한 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비정규직, 자영업

자 등에 이용 제공),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현행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 또는 

상한액 100만원 한도 내의 임금대체수준 제고), 원활한 인력대체(휴직자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칭 “인력대체개발원” 설립·운영)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야 한다. 결혼과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필수적인 

일-가정양립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

록 한다. 일-가정 양립은 궁극적으로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직

장문화와 가족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나. 잠재인력 활용 전략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기 태어난 인구 중 잠재인

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노동이 가능한 잠재인력으로는 청년인력, 여성인

력 및 고령인력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있어서의 청년인력 중 잠재인력은 주로 실

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일 것이다. 청년실업자는 주로 미스매칭에 의한 것으로 학

교교육과 직장업무 간의 일치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앞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다루었던 진로교육-직업 알선-취업 후 전문교육 등 연

계,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더불어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젊은

이들의 생활패턴(라이프스타일)과 적합한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할 필요

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시기에도 유휴인력으로 남게 될 여성인구는 주로 비경

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에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들 인력이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출산력 제고 전략에서 다루었던 일-가정양

립 관련 세부전략들이 주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시기에 고령인력 중 유휴인력은 주로 건강하면서도 일

할 의지가 있으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고령인구일 

것이다.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없애거나 정

년선택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 후 경력과 신체적 기능 등에 적합한 직

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직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 외국인력 유치 전략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잠재인력 활용도 한계에 부딪칠 경우에 적

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 유치를 들 수 있

다.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인·이민정책은 선별유입정책(고용허가제)으로 미스매칭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외국인노동력을 단기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필요한 

시기에는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의 주된 출발지국가들(origin countries) 역시 오

랜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중

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 역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다

른 변수로는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현재와 같이 많은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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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첨단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의 유치가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전략은 우수인

력으로 한정하여 국내에 장기간의 체류를 위한 조건 내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 취득조건 완화, 이중국적 허용, 가족동반 이민 허용, 

정착에 용이한 생활기반 구축 및 제공 등이 포함된다. 

3.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보다 긴

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실로 한·중·일의 인구문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중·일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중·일 각각은 인구

문제로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거대한 

고령인구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출산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국의 생산가

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 등은 상대방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한 국가에서의 인구정책이 인구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정책적 노력

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중·일의 각국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차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했듯이 한·중·일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유럽과는 매우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중·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공동의 인구전

략이 긴요하다. 

한·중·일 간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미래의 인구전략으로는 크게 미래 인구변

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 3국 간 미래 노동

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의 공동 전략이다. 한·

중·일의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경제·사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원인 진단, 파급효

과 측정,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개발 등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간 공동으로 

인구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인구문제 연구를 위한 상설적인 공동기

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중·일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에 관한 공동 전략이다. 한·중·

일 정부 간 정책포럼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여 각국

의 정책 시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한·중·일 3국의 정부 

간 공동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문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3국 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한 인적자원 교류 활

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한·중·일 각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공급과잉 부문과 공급부족 부문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3국 간 노동

력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

력 교류의 한 방편으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한·중·일 3국 간의 유학생 교류

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노인인구 급증에 대응한 공조체계 구축에 대한 공동 전략이다. 미래

에 한·중·일 3국 모두 노인인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들 노인은 지리적

으로 인접하고 문화권이 유사한 한·중·일 국가들로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

와 관련, 한·중·일 3국 간 금융, 관광, 보건의료 등 제 분야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로 유지될 수 없다. 국

제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국제무역 등은 국가의 인구규모와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미

래의 인구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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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첨단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의 유치가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전략은 우수인

력으로 한정하여 국내에 장기간의 체류를 위한 조건 내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 취득조건 완화, 이중국적 허용, 가족동반 이민 허용, 

정착에 용이한 생활기반 구축 및 제공 등이 포함된다. 

3.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보다 긴

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실로 한·중·일의 인구문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중·일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중·일 각각은 인구

문제로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거대한 

고령인구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출산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국의 생산가

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 등은 상대방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한 국가에서의 인구정책이 인구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정책적 노력

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중·일의 각국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차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했듯이 한·중·일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유럽과는 매우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중·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공동의 인구전

략이 긴요하다. 

한·중·일 간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미래의 인구전략으로는 크게 미래 인구변

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 3국 간 미래 노동

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의 공동 전략이다. 한·

중·일의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경제·사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원인 진단, 파급효

과 측정,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개발 등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간 공동으로 

인구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인구문제 연구를 위한 상설적인 공동기

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중·일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에 관한 공동 전략이다. 한·중·

일 정부 간 정책포럼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여 각국

의 정책 시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한·중·일 3국의 정부 

간 공동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문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3국 간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한 인적자원 교류 활

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한·중·일 각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공급과잉 부문과 공급부족 부문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3국 간 노동

력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

력 교류의 한 방편으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한·중·일 3국 간의 유학생 교류

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노인인구 급증에 대응한 공조체계 구축에 대한 공동 전략이다. 미래

에 한·중·일 3국 모두 노인인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들 노인은 지리적

으로 인접하고 문화권이 유사한 한·중·일 국가들로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

와 관련, 한·중·일 3국 간 금융, 관광, 보건의료 등 제 분야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로 유지될 수 없다. 국

제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국제무역 등은 국가의 인구규모와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미

래의 인구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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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의 인구변화와 그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인구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연구들이 있으나 다소 추상

적이고 불분명한 부문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의 결과는 

한․중․일 3국의 인구에 관한 향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의의가 있다. 아직까지 적어도 인구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구 변동은 경제·

사회 변화와 연관되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기술되고 분석되어 왔으나, 본 고는 한·

중·일 3국의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에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그러한 심

화된 인구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미래의 인구전략

은 국내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본 

고의 결과는 미래에 경제·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

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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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대응과제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는말

최근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년기 진입을 앞둔 예비노

인으로서의 중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는 그 이전까지 현 노년층

을 중심으로만 정책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실천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고령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

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현세대 노인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적절한 균

형 감각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현재 및 미

래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화 관련 정책적 관심 대상자의 범

위 확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현세

대 노인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노인으로서의 중년층에 대한 관심은 정책대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

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노인이 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을 내포

하고 있음이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정책적 관심의 전면에 떠오르지는 못했다(석재

은 외, 2005; 오영희 외, 2005). 그러나 규모가 큰 베이비 부머가 50대에 진입함

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이들 중‧노
년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미혜 외, 2005; 백

36) 본 연구는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김정석 ․이금룡 ․오신휘(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중 고령화연구패널자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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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현세대 노인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적절한 균

형 감각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현재 및 미

래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화 관련 정책적 관심 대상자의 범

위 확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현세

대 노인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노인으로서의 중년층에 대한 관심은 정책대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

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노인이 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을 내포

하고 있음이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정책적 관심의 전면에 떠오르지는 못했다(석재

은 외, 2005; 오영희 외, 2005). 그러나 규모가 큰 베이비 부머가 50대에 진입함

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이들 중‧노
년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미혜 외, 2005; 백

36) 본 연구는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김정석 ․이금룡 ․오신휘(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중 고령화연구패널자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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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영, 2010; 이소정 외, 2011; 정경희 외, 2011; 정진경․김고은, 2012; 최옥금, 

2011).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년과 노년층의 연령대

별 및 연령군내의 다양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책을 마

련해가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37).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 보고, 제한된 재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중․노년기 생

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한 맞춤형 노인복지실현과 고령화에 대응한 중

장기 대응전략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Ⅱ. 삶의 질의 계량화

1. 삶의 질 개념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38)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

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39). 선정된 개별지표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

인 중‧노년층의 유형화를 위한 기본가치(개념)인 4고(苦)를 반영하는 16개 개별지

표라는 의미를 갖는다(최성재‧장인협, 2010)40).

37) 이러한 기존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형화 작업은 중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유형화 작업
이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고,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 기준에 기초한 유형화 작업
과 군집분석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통한 접근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8) 제3차 조사자료는 2010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50세 이상이 7,628명이다.
39) 다양한 삶의 질의 개념을 둘러싼 논점(한준 외, 2011; Bunge, 1975; Diener and Suh, 1997; 

France, 2010)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중․노년층 개개인
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40) 삶의 질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공감대에 기
초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확정된 최근 연구 산물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정경희 
외, 2012)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표 1〉 삶의 질의 제차원별 개별지표

노년기의 
4苦

영역 개별지표 비고

고독
1. 

가족‧사회관계

1-1.배우자 유무
사회적 연계망을 구성
하는 주요 tie별 지표 
선정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1-3.생존 형제자매수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빈곤 2. 경제상태

2-1.가구균등화소득 -현재의 경제상태: 소득, 
자산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
과 준비: 유동성, 다
층적 노후 소득준비

2-2.가구균등화자산
2-3.자산의 유동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2-4.연금 가입 실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질병 3. 건강상태

3-1.만성질환수

-건강상태
 (신체, 정신적 측면)
-건강행위 실천

3-2.우울증 여부
3-3.활동제한 정도
3-4.건강행위 실천 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무위 4. 사회참여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다양한 사회참여방법 
반영

4-2.단체활동참여수
4-3.공연문화향유여부
4-4.여행경험여부

2. 삶의 질의 지수화 

  가. 각 영역별 지수 계산

중‧노년층의 삶을 질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였다41).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각 지표간의 상

41)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수화 작업은 소수이다. 김정석 외(2012)는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에 관
한 5개 영역의 총 37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중 각 영역별로 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영역지
수 점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반영한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영역지수 산출을 위한 방식
으로 (1)목표인 합계출산율과 각 지표와의 상관관계계수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도출한 후 영
역별 지수 산출, (2)전문가 설문 조사에 기초한 가중치 산출, (3) 상관관계 계수에 기초한 
가중치와 전문가 설문 조사에 기초한 가중치를 5대 5의 비중으로 반영하는 3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한편 김형주(2011)의 연구는 청소년수련기관 평가를 위하여 지수화 작업을 실
시하였는데, 가중치 분석을 위해 비율평균방법과 AHP방법의 가중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심준섭(2006)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한 후 
그에 기초하여 지수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두 5개 영역별 가중치를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부
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종합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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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영, 2010; 이소정 외, 2011; 정경희 외, 2011; 정진경․김고은, 2012; 최옥금, 

2011).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년과 노년층의 연령대

별 및 연령군내의 다양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책을 마

련해가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37).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 보고, 제한된 재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중․노년기 생

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한 맞춤형 노인복지실현과 고령화에 대응한 중

장기 대응전략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Ⅱ. 삶의 질의 계량화

1. 삶의 질 개념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38)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

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39). 선정된 개별지표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

인 중‧노년층의 유형화를 위한 기본가치(개념)인 4고(苦)를 반영하는 16개 개별지

표라는 의미를 갖는다(최성재‧장인협, 2010)40).

37) 이러한 기존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형화 작업은 중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유형화 작업
이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고,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 기준에 기초한 유형화 작업
과 군집분석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통한 접근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8) 제3차 조사자료는 2010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50세 이상이 7,628명이다.
39) 다양한 삶의 질의 개념을 둘러싼 논점(한준 외, 2011; Bunge, 1975; Diener and Suh, 1997; 

France, 2010)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중․노년층 개개인
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40) 삶의 질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공감대에 기
초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확정된 최근 연구 산물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정경희 
외, 2012)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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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4苦

영역 개별지표 비고

고독
1. 

가족‧사회관계

1-1.배우자 유무
사회적 연계망을 구성
하는 주요 tie별 지표 
선정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1-3.생존 형제자매수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빈곤 2. 경제상태

2-1.가구균등화소득 -현재의 경제상태: 소득, 
자산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
과 준비: 유동성, 다
층적 노후 소득준비

2-2.가구균등화자산
2-3.자산의 유동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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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정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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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활동제한 정도
3-4.건강행위 실천 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무위 4. 사회참여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다양한 사회참여방법 
반영

4-2.단체활동참여수
4-3.공연문화향유여부
4-4.여행경험여부

2. 삶의 질의 지수화 

  가. 각 영역별 지수 계산

중‧노년층의 삶을 질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였다41).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각 지표간의 상

41)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수화 작업은 소수이다. 김정석 외(2012)는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에 관
한 5개 영역의 총 37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중 각 영역별로 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영역지
수 점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반영한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영역지수 산출을 위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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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지수 산출, (2)전문가 설문 조사에 기초한 가중치 산출, (3) 상관관계 계수에 기초한 
가중치와 전문가 설문 조사에 기초한 가중치를 5대 5의 비중으로 반영하는 3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한편 김형주(2011)의 연구는 청소년수련기관 평가를 위하여 지수화 작업을 실
시하였는데, 가중치 분석을 위해 비율평균방법과 AHP방법의 가중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심준섭(2006)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한 후 
그에 기초하여 지수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두 5개 영역별 가중치를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부
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종합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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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 지수를 활용(표 2 참조)하였다. 

작업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각 개별 지표들의 단위 및 분포의 중심

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시도(10∼100점 사이의 균등 분포)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 총점이 최대 100점이 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별 

지표의 표준화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변수와 각 ’

개별지표’와의 상관관계 지수에 기초하여 각 지표별 영역 내 비중을 계산하였다. 

  나. 삶의 질 종합점수 산출

각 영역별 지수는 그 자체로 영역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합산하여 종합지수로 산출한다면 각 중‧노년층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각 

‘영역별점수’와의 상관관계 계수에 기초하여 각 영역별 비중을 계산하였다. 

3. 유형화 작업

앞서 계량화한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중‧노년층을 유형화함으로

써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 영역별 점수 분포

를 검토하여 상/중/하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총 81개의 유형이 도

출되었다. 그러나 81개 유형은 그 분포가 매우 적은 경우도 있고 비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형이므로 이를 단순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

에서 현재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가족‧사회관계』

영역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없고, 4개 지표 중 3개 즉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지리

적 근접성과 형제자매수의 경우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그 수준을 증대시키기는 어

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영역은 유형화에서 상/중/하 구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

대한 만족도’ 변수가 존재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본 변수와 개별 지표와의 상관계수를 활
용하였다. 

였다. 그 결과 27개 유형으로 축소되었다. 

〈표 2〉 개별지표의 분포 및 상대적 비중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값 영역 내 비중 값 비중

1. 
가족․사회

관계

1-1.배우자 유무 0.76[78.7] 0.43[38.3]
0.2034 0.3285

0.2970 0.1991

   0.없음: 10 (1,805) (23.7)
   1.있음: 100 (5,823) (76.3)
1-2.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0.95[52.9] 0.91[40.8]

0.0914 0.1476
   0.아니오: 10 (3,318) (43.5)
   1.아니오. 그러나 30분 이내의 근거리

거주: 55
(1,347) (17.7)

   2.예: 100 (2,963) (38.8)
1-3.생존 형제자매수 3.99[74.9] 2.87[32.7]

0.1296 0.2093
   0.없음: 10 (1,075) (14.1)
   1.1~3명: 55 (2,102) (27.6)
   2.4명 이상: 100 (4,451) (58.3)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2.72[71.1] 1.15[25.8]

0.1947 0.3145

   0.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0 (453) (5.9)
   1.일년에 6번 이하: 32.5 (716) (9.4)
   2.한달에 1~2번: 55 (1,536) (20.1)
   3.일주일에 1~3회: 77.5 (2,761) (36.2)
   4.거의매일(주4회 이상): 100 (2,162) (28.3)

2. 
경제상태

2-1.가구균등화소득2) 1,375.4[55.6] 1,418.2[31.1]

0.3193 0.3100

0.4060 0.2722

   0.1분위(~459.6만원): 10 (1,394) (18.3)
   1.2분위(~858.6만원): 32.5 (1,529) (20.0)
   2.3분위(~1,414.2만원): 55 (1,671) (21.9)
   3.4분위(~2,121.3만원): 77.5 (1,558) (20.4)
   4.5분위(~50,845만원): 100 (1,476) (19.4)
2-2.가구균등화자산2) 14,083.1[56.4] 22,601.3[31.4]

0.3062 0.2973

   0.1분위(~2,683.3만원): 10 (1,354) (17.8)
   1.2분위(~5,773.5만원): 32.5 (1,557) (20.4)
   2.3분위(~10,000만원): 55 (1,549) (20.3)
   3.4분위(~18,384.8만원): 77.5 (1,596) (20.9)
   4.5분위(~389,262.3만원): 100 (1,572) (20.6)
2-3.자산의 유동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3) 3.6[37.3] 8.8[30.5]

0.2181 0.2117   0.없음: 10 (3,840) (50.3)
   1.10% 미만: 55 (2,949) (38.7)
   2.10% 이상: 100 (839) (11.0)
2-4.연금 가입 실태(공적연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포함))
0.24[20.9] 0.47[21.0]

0.1865 0.1811   0.아니오: 10 (5,906) (77.4)
   1.둘 중 하나: 55 (1,594) (20.9)
   2.모두: 100 (1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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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 지수를 활용(표 2 참조)하였다. 

작업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각 개별 지표들의 단위 및 분포의 중심

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시도(10∼100점 사이의 균등 분포)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 총점이 최대 100점이 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별 

지표의 표준화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변수와 각 ’

개별지표’와의 상관관계 지수에 기초하여 각 지표별 영역 내 비중을 계산하였다. 

  나. 삶의 질 종합점수 산출

각 영역별 지수는 그 자체로 영역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합산하여 종합지수로 산출한다면 각 중‧노년층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각 

‘영역별점수’와의 상관관계 계수에 기초하여 각 영역별 비중을 계산하였다. 

3. 유형화 작업

앞서 계량화한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중‧노년층을 유형화함으로

써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 영역별 점수 분포

를 검토하여 상/중/하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총 81개의 유형이 도

출되었다. 그러나 81개 유형은 그 분포가 매우 적은 경우도 있고 비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형이므로 이를 단순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

에서 현재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가족‧사회관계』

영역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없고, 4개 지표 중 3개 즉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지리

적 근접성과 형제자매수의 경우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그 수준을 증대시키기는 어

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영역은 유형화에서 상/중/하 구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

대한 만족도’ 변수가 존재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본 변수와 개별 지표와의 상관계수를 활
용하였다. 

였다. 그 결과 27개 유형으로 축소되었다. 

〈표 2〉 개별지표의 분포 및 상대적 비중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값 영역 내 비중 값 비중

1. 
가족․사회

관계

1-1.배우자 유무 0.76[78.7] 0.43[38.3]
0.2034 0.3285

0.2970 0.1991

   0.없음: 10 (1,805) (23.7)
   1.있음: 100 (5,823) (76.3)
1-2.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0.95[52.9] 0.91[40.8]

0.0914 0.1476
   0.아니오: 10 (3,318) (43.5)
   1.아니오. 그러나 30분 이내의 근거리

거주: 55
(1,347) (17.7)

   2.예: 100 (2,963) (38.8)
1-3.생존 형제자매수 3.99[74.9] 2.87[32.7]

0.1296 0.2093
   0.없음: 10 (1,075) (14.1)
   1.1~3명: 55 (2,102) (27.6)
   2.4명 이상: 100 (4,451) (58.3)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2.72[71.1] 1.15[25.8]

0.1947 0.3145

   0.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0 (453) (5.9)
   1.일년에 6번 이하: 32.5 (716) (9.4)
   2.한달에 1~2번: 55 (1,536) (20.1)
   3.일주일에 1~3회: 77.5 (2,761) (36.2)
   4.거의매일(주4회 이상): 100 (2,162) (28.3)

2. 
경제상태

2-1.가구균등화소득2) 1,375.4[55.6] 1,418.2[31.1]

0.3193 0.3100

0.4060 0.2722

   0.1분위(~459.6만원): 10 (1,394) (18.3)
   1.2분위(~858.6만원): 32.5 (1,529) (20.0)
   2.3분위(~1,414.2만원): 55 (1,671) (21.9)
   3.4분위(~2,121.3만원): 77.5 (1,558) (20.4)
   4.5분위(~50,845만원): 100 (1,476) (19.4)
2-2.가구균등화자산2) 14,083.1[56.4] 22,601.3[31.4]

0.3062 0.2973

   0.1분위(~2,683.3만원): 10 (1,354) (17.8)
   1.2분위(~5,773.5만원): 32.5 (1,557) (20.4)
   2.3분위(~10,000만원): 55 (1,549) (20.3)
   3.4분위(~18,384.8만원): 77.5 (1,596) (20.9)
   4.5분위(~389,262.3만원): 100 (1,572) (20.6)
2-3.자산의 유동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3) 3.6[37.3] 8.8[30.5]

0.2181 0.2117   0.없음: 10 (3,840) (50.3)
   1.10% 미만: 55 (2,949) (38.7)
   2.10% 이상: 100 (839) (11.0)
2-4.연금 가입 실태(공적연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포함))
0.24[20.9] 0.47[21.0]

0.1865 0.1811   0.아니오: 10 (5,906) (77.4)
   1.둘 중 하나: 55 (1,594) (20.9)
   2.모두: 100 (1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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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값 영역 내 비중 값 비중

3. 
건강상태

3-1.만성질환수 1.01[70.7] 1.08[29.9]

0.2169 0.2119

0.4130 0.2768

   0.3개 이상: 10 (3,096) (40.6)
   1.2개: 40 (2,395) (31.4)
   2.1개: 70 (1,357) (17.8)
   3.없음: 100 (781) (10.2)
3-2.우울증 여부 0.93[94.1] 0.25[22.3]

0.2097 0.2048   0.예: 10 (502) (6.6)
   1.아니오: 100 (7,126) (93.4)
3-3.활동제한 정도 1.74[62.2] 0.80[24.0]

0.3556 0.3473
   0.매우 그렇다: 10 (635) (8.3)
   1.그런 편이다: 40 (1,775) (23.3)
   2.그렇지 않은 편이다: 70 (4,144) (54.3)
   3.전혀 그렇지 않다: 100 (1,074) (14.1)
3-4.건강행위 실천 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1.10[59.3] 0.68[30.4]

0.2416 0.2360   0.아니오: 10 (1,415) (18.5)
   1.둘 중 하나: 55 (4,070) (53.4)
   2.예: 100 (2,143) (28.1)

4. 
사회참여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0.99[32.4] 1.38[31.0]

0.2139 0.2309

0.3758 0.2519

   0.미참여: 10 (4,474) (58.7)
   1.참여,소득1분위(0~50만원): 32.5 (864) (11.3)
   2.참여,소득2분위(~100만원): 55 (811) (10.6)
   3.참여,소득3분위(~200만원): 77.5 (819) (10.7)
   4.참여,소득4분위(~5,000만원): 100 (660) (8.7)
4-2.단체활동참여수 0.96[38.8] 0.77[22.5]

0.2812 0.3035
   0.없음: 10 (2,053) (26.9)
   1.1개: 40 (4,084) (53.5)
   2.2개: 70 (1,243) (16.3)
   3.3개 이상: 100 (248) (3.3)
4-3.공연문화향유여부 0.19[15.0] 0.75[18.8]

0.1547 0.1670
   0.아니오: 10 (7,080) (92.8)
   1.1,2회: 55 (256) (3.4)
   2.3회 이상: 100 (292) (3.8)
4-4.여행경험여부 1.04[33.1] 2.38[32.3]

0.2767 0.2987
   0.아니오: 10 (4,721) (61.9)
   1.2회 이하: 55 (1,897) (24.9)
   2.3회이상: 100 (1,010) (13.2)

주: 1) 분석대상은 결측치 제외한 7,628명이며, 개별지표상의 하위항목의 숫자는 100점 환산수치를 의
미함. 또한 [ ]는 100점 환산수치에 의해 산출된 것임.

     2)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지만, 소득 및 자산은 특성상 가구단위에서 분위를 산출한 후 개인에 
배분함. 소득 및 자산의 금액 통계는 4,639가구에 대한 수치이며, 그 이외는 개인단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을 의미함.

     3) 자산과 금융자산 없는 95명 0% 처리,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00%를 초과(117~1,100%)하
는 13명을 제외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이러한 27개 유형에 대한 분포 및 연령군별 분포를 검토하고, 정책적 개입이라

는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최종 확정하였다42).

유형 1: 경제, 건강, 사회참여가 모두 ‘중상’수준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집단

유형 2: 건강이나 사회참여가 ‘중상’ 수준이지만 경제상태가 ‘하’수준으로 빈곤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

유형 3: 경제상태나 사회참여의 수준이 ‘중상’이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

로 질병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

유형 4: 경제나 건강상태가 ‘중상’수준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참여 수준이 ‘하’

수준으로 사회에서의 고립과 무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

요한 집단

유형 5: 경제, 건강, 사회참여 중 두 개 이상이 ‘하’수준으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

             유형 5-1: 경제와 건강상태가 ‘하’수준으로 빈곤과 질병 문제에 대한 정

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2: 경제와 사회참여가 ‘하’수준으로 빈곤과 무위를 완화하기 위

한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3: 건강상태와 사회참여가 ‘하’수준으로 질병과 무위 문제를 완

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4: 경제, 건강, 사회참여 실태가 모두 ‘하’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집단

42) 유형을 확정함에 있어 반영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첫째, 각 영역별로 ‘상’이나 
‘중’의 수준을 보이는 경우는 공적 개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영역간의 균형
과 불균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한 영역만 ‘하’수준인 유형과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의 수준
이 ‘하’인 유형을 구분하도록 한다. 즉 단일한 문제만 갖고 있는 유형과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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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값 영역 내 비중 값 비중

3. 
건강상태

3-1.만성질환수 1.01[70.7] 1.08[29.9]

0.2169 0.2119

0.4130 0.2768

   0.3개 이상: 10 (3,096) (40.6)
   1.2개: 40 (2,395) (31.4)
   2.1개: 70 (1,357) (17.8)
   3.없음: 100 (781) (10.2)
3-2.우울증 여부 0.93[94.1] 0.25[22.3]

0.2097 0.2048   0.예: 10 (502) (6.6)
   1.아니오: 100 (7,126) (93.4)
3-3.활동제한 정도 1.74[62.2] 0.80[24.0]

0.3556 0.3473
   0.매우 그렇다: 10 (635) (8.3)
   1.그런 편이다: 40 (1,775) (23.3)
   2.그렇지 않은 편이다: 70 (4,144) (54.3)
   3.전혀 그렇지 않다: 100 (1,074) (14.1)
3-4.건강행위 실천 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1.10[59.3] 0.68[30.4]

0.2416 0.2360   0.아니오: 10 (1,415) (18.5)
   1.둘 중 하나: 55 (4,070) (53.4)
   2.예: 100 (2,143) (28.1)

4. 
사회참여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0.99[32.4] 1.38[31.0]

0.2139 0.2309

0.3758 0.2519

   0.미참여: 10 (4,474) (58.7)
   1.참여,소득1분위(0~50만원): 32.5 (864) (11.3)
   2.참여,소득2분위(~100만원): 55 (811) (10.6)
   3.참여,소득3분위(~200만원): 77.5 (819) (10.7)
   4.참여,소득4분위(~5,000만원): 100 (660) (8.7)
4-2.단체활동참여수 0.96[38.8] 0.77[22.5]

0.2812 0.3035
   0.없음: 10 (2,053) (26.9)
   1.1개: 40 (4,084) (53.5)
   2.2개: 70 (1,243) (16.3)
   3.3개 이상: 100 (248) (3.3)
4-3.공연문화향유여부 0.19[15.0] 0.75[18.8]

0.1547 0.1670
   0.아니오: 10 (7,080) (92.8)
   1.1,2회: 55 (256) (3.4)
   2.3회 이상: 100 (292) (3.8)
4-4.여행경험여부 1.04[33.1] 2.38[32.3]

0.2767 0.2987
   0.아니오: 10 (4,721) (61.9)
   1.2회 이하: 55 (1,897) (24.9)
   2.3회이상: 100 (1,010) (13.2)

주: 1) 분석대상은 결측치 제외한 7,628명이며, 개별지표상의 하위항목의 숫자는 100점 환산수치를 의
미함. 또한 [ ]는 100점 환산수치에 의해 산출된 것임.

     2)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지만, 소득 및 자산은 특성상 가구단위에서 분위를 산출한 후 개인에 
배분함. 소득 및 자산의 금액 통계는 4,639가구에 대한 수치이며, 그 이외는 개인단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을 의미함.

     3) 자산과 금융자산 없는 95명 0% 처리,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00%를 초과(117~1,100%)하
는 13명을 제외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이러한 27개 유형에 대한 분포 및 연령군별 분포를 검토하고, 정책적 개입이라

는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최종 확정하였다42).

유형 1: 경제, 건강, 사회참여가 모두 ‘중상’수준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집단

유형 2: 건강이나 사회참여가 ‘중상’ 수준이지만 경제상태가 ‘하’수준으로 빈곤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

유형 3: 경제상태나 사회참여의 수준이 ‘중상’이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

로 질병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

유형 4: 경제나 건강상태가 ‘중상’수준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참여 수준이 ‘하’

수준으로 사회에서의 고립과 무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

요한 집단

유형 5: 경제, 건강, 사회참여 중 두 개 이상이 ‘하’수준으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

             유형 5-1: 경제와 건강상태가 ‘하’수준으로 빈곤과 질병 문제에 대한 정

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2: 경제와 사회참여가 ‘하’수준으로 빈곤과 무위를 완화하기 위

한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3: 건강상태와 사회참여가 ‘하’수준으로 질병과 무위 문제를 완

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4: 경제, 건강, 사회참여 실태가 모두 ‘하’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집단

42) 유형을 확정함에 있어 반영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첫째, 각 영역별로 ‘상’이나 
‘중’의 수준을 보이는 경우는 공적 개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영역간의 균형
과 불균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한 영역만 ‘하’수준인 유형과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의 수준
이 ‘하’인 유형을 구분하도록 한다. 즉 단일한 문제만 갖고 있는 유형과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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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7점으로 4개 영역 중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가 79.9점, 60대가 

74.8점, 70대 66.5점, 80대 이상이 51.5점으로 80대 이상 연령군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도 80대 이상 연령군이 제일 커 80대 이상 

연령군의 내부적인 다양성이 타 연령군보다 큼을 볼 수 있다(표 3 참조). 

『경제상태』 영역의 총점은 평균 45.7점으로 50점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가 55.6점, 60대가 45.8점, 70대가 37.0점, 80대 이

상이 36.9점으로 60대와 70대가 각각 경제상태에 있어 그 전후 세대와 구분되는 

전환기임을 추측케 한다. 

 『건강상태』 영역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가족‧사회관계』영역의 71.7점보다

는 조금 낮지만 『경제상태』나 『사회참여』영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50대가 78.0점, 60대가 70.9점, 70대가 63.7점, 80대 

이상이 57.7점이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사회관계』영역의 평균 점수인 51.5

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표 3〉 연령군별 항목별 점수 

영역 개별지표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1. 가족‧
 사회관계
  (고독)

1-1.배우자 유무
90.4
(27.7)

85.6
(33.0)

70.7
(42.2)

43.5
(43.5)

78.7
(38.3)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63.0
(43.0)

51.8
(39.7)

45.0
(37.3)

45.7
(38.9)

52.9
(40.8)

1-3.생존 형제자매수
88.1
(23.4)

79.2
(30.1)

66.6
(33.8)

43.7
(34.8)

74.9
(32.7)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71.3
(23.4)

71.2
(24.7)

72.1
(27.2)

67.9
(31.5)

71.1
(25.8)

영역 총점 평균(표준편차)
79.9
(15.3)

74.8
(15.9)

66.5
(17.9)

51.5
(19.3)

71.7
(18.8)

〈표 3〉 계속

영역 개별지표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2. 경제 
   상태
  (빈곤)

2-1.가구균등화소득
73.7
(25.7)

54.5
(28.7)

39.9
(28.0)

43.2
(31.5)

55.6
(31.1)

2-2.가구균등화자산
58.1
(31.0)

59.4
(30.9)

52.5
(31.5)

52.3
(32.2)

56.4
(31.4)

2-3.자산의 유동성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42.7
(30.7)

38.4
(31.3)

33.0
(29.4)

28.6
(26.5)

37.3
(30.5)

2-4.연금 가입 실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35.8
(26.3)

17.4
(17.0)

11.2
(7.3)

10.4
(4.1)

20.9
(21.0)

영역 총점(표준편차)
55.6
(19.0)

45.8
(18.0)

37.0
(17.3)

36.9
(18.9)

45.7
(19.8)

3. 건강
   상태
  (질병)

3-1.만성질환수
85.0
(22.4)

69.2
(29.6)

59.3
(30.9)

60.5
(30.6)

70.7
(29.9)

3-2.우울증 여부
96.8
(16.8)

94.0
(22.4)

92.0
(25.7)

91.4
(26.5)

94.1
(22.3)

3-3.활동제한 정도
72.5
(20.7)

63.6
(22.2)

54.5
(23.3)

46.7
(25.1)

62.2
(24.0)

3-4.건강행위 실천 
(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63.4
(29.8)

63.2
(28.9)

56.7
(30.3)

42.3
(30.3)

59.3
(30.4)

영역 총점(표준편차)
78.0
(13.5)

70.9
(15.9)

63.7
(16.8)

57.7
(17.3)

69.9
(17.0)

4. 사회
   참여
  (무위)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52.0
(35.4)

30.7
(28.3)

18.7
(18.2)

12.2
(9.3)

32.4
(31.0)

4-2.단체활동참여수
44.6
(22.2)

40.4
(22.1)

34.4
(21.6)

27.5
(19.9)

38.8
(22.5)

4-3.공연문화향유여부
21.2
(27.2)

13.3
(15.4)

11.2
(9.0)

10.3
(4.4)

15.0
(18.8)

4-4.여행경험여부
40.3
(34.8)

34.6
(32.3)

28.4
(29.8)

18.9
(22.4)

33.1
(32.3)

영역 총점(표준편차)
41.1
(18.4)

31.9
(16.0)

25.1
(13.9)

18.5
(10.7)

31.6
(17.6)

영역 총점
(표준편차)

63.0
(11.7)

55.0
(11.3)

47.3
(10.8)

41.0
(10.7)

54.0
(13.5)

   주: 영역총점만 가중치가 반영되었으며, 개별지표는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적절한 경제활동의 평균점수는 50대가 52.0점, 60대가 

30.7점, 70대와 80대 이상 연령군이 각각 18.7점과 12.2점으로 나타났다. 60대

에 저하된 경제활동 수준은 70대 이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추측케 한

다. 단체활동의 경우는 70대 이후 연령군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80대 이상 연령군의 경우 평균점수가 27.5점에 불과하다. 공연문화향유여부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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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7점으로 4개 영역 중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가 79.9점, 60대가 

74.8점, 70대 66.5점, 80대 이상이 51.5점으로 80대 이상 연령군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도 80대 이상 연령군이 제일 커 80대 이상 

연령군의 내부적인 다양성이 타 연령군보다 큼을 볼 수 있다(표 3 참조). 

『경제상태』 영역의 총점은 평균 45.7점으로 50점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가 55.6점, 60대가 45.8점, 70대가 37.0점, 80대 이

상이 36.9점으로 60대와 70대가 각각 경제상태에 있어 그 전후 세대와 구분되는 

전환기임을 추측케 한다. 

 『건강상태』 영역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가족‧사회관계』영역의 71.7점보다

는 조금 낮지만 『경제상태』나 『사회참여』영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50대가 78.0점, 60대가 70.9점, 70대가 63.7점, 80대 

이상이 57.7점이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사회관계』영역의 평균 점수인 51.5

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표 3〉 연령군별 항목별 점수 

영역 개별지표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1. 가족‧
 사회관계
  (고독)

1-1.배우자 유무
90.4
(27.7)

85.6
(33.0)

70.7
(42.2)

43.5
(43.5)

78.7
(38.3)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63.0
(43.0)

51.8
(39.7)

45.0
(37.3)

45.7
(38.9)

52.9
(40.8)

1-3.생존 형제자매수
88.1
(23.4)

79.2
(30.1)

66.6
(33.8)

43.7
(34.8)

74.9
(32.7)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71.3
(23.4)

71.2
(24.7)

72.1
(27.2)

67.9
(31.5)

71.1
(25.8)

영역 총점 평균(표준편차)
79.9
(15.3)

74.8
(15.9)

66.5
(17.9)

51.5
(19.3)

71.7
(18.8)

〈표 3〉 계속

영역 개별지표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2. 경제 
   상태
  (빈곤)

2-1.가구균등화소득
73.7
(25.7)

54.5
(28.7)

39.9
(28.0)

43.2
(31.5)

55.6
(31.1)

2-2.가구균등화자산
58.1
(31.0)

59.4
(30.9)

52.5
(31.5)

52.3
(32.2)

56.4
(31.4)

2-3.자산의 유동성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42.7
(30.7)

38.4
(31.3)

33.0
(29.4)

28.6
(26.5)

37.3
(30.5)

2-4.연금 가입 실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35.8
(26.3)

17.4
(17.0)

11.2
(7.3)

10.4
(4.1)

20.9
(21.0)

영역 총점(표준편차)
55.6
(19.0)

45.8
(18.0)

37.0
(17.3)

36.9
(18.9)

45.7
(19.8)

3. 건강
   상태
  (질병)

3-1.만성질환수
85.0
(22.4)

69.2
(29.6)

59.3
(30.9)

60.5
(30.6)

70.7
(29.9)

3-2.우울증 여부
96.8
(16.8)

94.0
(22.4)

92.0
(25.7)

91.4
(26.5)

94.1
(22.3)

3-3.활동제한 정도
72.5
(20.7)

63.6
(22.2)

54.5
(23.3)

46.7
(25.1)

62.2
(24.0)

3-4.건강행위 실천 
(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63.4
(29.8)

63.2
(28.9)

56.7
(30.3)

42.3
(30.3)

59.3
(30.4)

영역 총점(표준편차)
78.0
(13.5)

70.9
(15.9)

63.7
(16.8)

57.7
(17.3)

69.9
(17.0)

4. 사회
   참여
  (무위)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52.0
(35.4)

30.7
(28.3)

18.7
(18.2)

12.2
(9.3)

32.4
(31.0)

4-2.단체활동참여수
44.6
(22.2)

40.4
(22.1)

34.4
(21.6)

27.5
(19.9)

38.8
(22.5)

4-3.공연문화향유여부
21.2
(27.2)

13.3
(15.4)

11.2
(9.0)

10.3
(4.4)

15.0
(18.8)

4-4.여행경험여부
40.3
(34.8)

34.6
(32.3)

28.4
(29.8)

18.9
(22.4)

33.1
(32.3)

영역 총점(표준편차)
41.1
(18.4)

31.9
(16.0)

25.1
(13.9)

18.5
(10.7)

31.6
(17.6)

영역 총점
(표준편차)

63.0
(11.7)

55.0
(11.3)

47.3
(10.8)

41.0
(10.7)

54.0
(13.5)

   주: 영역총점만 가중치가 반영되었으며, 개별지표는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적절한 경제활동의 평균점수는 50대가 52.0점, 60대가 

30.7점, 70대와 80대 이상 연령군이 각각 18.7점과 12.2점으로 나타났다. 60대

에 저하된 경제활동 수준은 70대 이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추측케 한

다. 단체활동의 경우는 70대 이후 연령군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80대 이상 연령군의 경우 평균점수가 27.5점에 불과하다. 공연문화향유여부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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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20점대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층은 모두 10점대이다. 여행

의 경우는 연령이 높은 연령군에서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

다. 50대는 40.3점인 반면 80대는 18.9점에 불과하다.

2. 중․노년층의 삶의 질 종합 

영역별로 산출된 지수를 반영하여 종합한 점수는 13.6점에서 96점까지의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54.0점으로 60점 이하이다(표4 참조). 삶의 질 종합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와 유사하나 60~70점 구간에 좀 더 많은 사례가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는 13.6

점~42.1점의 분포를 보이고, 2분위는 42.1~50.8점, 3분위는 50.8~57.0점, 4분

위는 57.9~66.0점의 분포를, 5분위는 66.0~96.0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1

분위는 약 28.5점의 범위를, 2분위는 8.7점, 3분위는 6.2점, 4분위는 8.1점, 5분

위는 30점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서 중간 수준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연령별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5분위
(65.998점~95.964점)

42.6 16.9 4.0 0.6 20.0

4분위
(57.938점~65.995점)

26.8 24.3 12.3 6.3 20.0

3분위
(50.78139점~57.024점)

16.7 24.6 22.1 11.5 20.0

2분위
(42.106점~50.78108점)

8.6 21.1 29.6 27.1 20.0

1분위
(13.635점~42.104점)

5.3 13.0 32.0 54.4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46) (2,351) (2,008) (823) (7,628)

3. 중․노년층의 연령군별 삶의 질 비교

연령군별로 삶의 질의 현황을 절대적인 수준과 영역별 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삶의 질 종합점수는 연령군별 차이가 커 50대가 63.0점, 

60대 55.0점, 70대 47.3점, 80대 이상이 41.0점이다. 즉,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

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위별 구성을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의 경우 

5분위가 4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60대는 1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고, 70대는 4.0%, 80대 이상은 0.6%에 불과하다. 반면 1분위의 구성비를 보면 50

대는 5.3%에 불과하고 60대는 13.0%이지만 70대는 32.0%, 80대 이상은 54.4%

로 70대 이상에서는 1분위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0대의 삶의 질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월등히 높고, 50대에 비하여 60대의 삶의 

질이 낮으며, 60대에 비해서는 70대가, 70대에 비해서는 80대 이상의 삶의 질 점

수가 낮다. 즉 생물학적 노화는 삶의 질의 저하와 밀접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의 경우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가 

모두 거의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70대의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가족‧사회관계도 66.5점에 불과하다. 또한 80대 이상의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

강상태도 57.7점으로 모든 영역이 60점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모든 연령군에서 공통적으로 영역별 삶의 질의 불균형이 발견된다. 모든 

연령군에서 『경제상태』와 『사회참여』의 삶의 질이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 

영역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는 중․노년층의 영역 간 삶의 

질의 구성 형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군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타 연령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역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대는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 수준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한

편 70대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 있어 중‧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에 비하여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0대 이상의 경우도 70대와 유사하지만 그 차이가 더 큰 것으



-181-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
Korea Demography Forum 

대만이 20점대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층은 모두 10점대이다. 여행

의 경우는 연령이 높은 연령군에서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

다. 50대는 40.3점인 반면 80대는 18.9점에 불과하다.

2. 중․노년층의 삶의 질 종합 

영역별로 산출된 지수를 반영하여 종합한 점수는 13.6점에서 96점까지의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54.0점으로 60점 이하이다(표4 참조). 삶의 질 종합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와 유사하나 60~70점 구간에 좀 더 많은 사례가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는 13.6

점~42.1점의 분포를 보이고, 2분위는 42.1~50.8점, 3분위는 50.8~57.0점, 4분

위는 57.9~66.0점의 분포를, 5분위는 66.0~96.0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1

분위는 약 28.5점의 범위를, 2분위는 8.7점, 3분위는 6.2점, 4분위는 8.1점, 5분

위는 30점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서 중간 수준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연령별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5분위
(65.998점~95.964점)

42.6 16.9 4.0 0.6 20.0

4분위
(57.938점~65.995점)

26.8 24.3 12.3 6.3 20.0

3분위
(50.78139점~57.024점)

16.7 24.6 22.1 11.5 20.0

2분위
(42.106점~50.78108점)

8.6 21.1 29.6 27.1 20.0

1분위
(13.635점~42.104점)

5.3 13.0 32.0 54.4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46) (2,351) (2,008) (823) (7,628)

3. 중․노년층의 연령군별 삶의 질 비교

연령군별로 삶의 질의 현황을 절대적인 수준과 영역별 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삶의 질 종합점수는 연령군별 차이가 커 50대가 63.0점, 

60대 55.0점, 70대 47.3점, 80대 이상이 41.0점이다. 즉,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

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위별 구성을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의 경우 

5분위가 4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60대는 1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고, 70대는 4.0%, 80대 이상은 0.6%에 불과하다. 반면 1분위의 구성비를 보면 50

대는 5.3%에 불과하고 60대는 13.0%이지만 70대는 32.0%, 80대 이상은 54.4%

로 70대 이상에서는 1분위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0대의 삶의 질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월등히 높고, 50대에 비하여 60대의 삶의 

질이 낮으며, 60대에 비해서는 70대가, 70대에 비해서는 80대 이상의 삶의 질 점

수가 낮다. 즉 생물학적 노화는 삶의 질의 저하와 밀접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의 경우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가 

모두 거의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70대의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가족‧사회관계도 66.5점에 불과하다. 또한 80대 이상의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

강상태도 57.7점으로 모든 영역이 60점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모든 연령군에서 공통적으로 영역별 삶의 질의 불균형이 발견된다. 모든 

연령군에서 『경제상태』와 『사회참여』의 삶의 질이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 

영역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는 중․노년층의 영역 간 삶의 

질의 구성 형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군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타 연령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역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대는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 수준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한

편 70대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 있어 중‧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에 비하여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0대 이상의 경우도 70대와 유사하지만 그 차이가 더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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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족‧사회관계』와 『사회참여』의 경우 그 차이가 커 절대

적으로 낮은 삶의 질과 더불어 영역 간 불균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영역 간 삶의 질 순위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80대 이상을 제

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영역별 수준이 『가족‧사회관계』 > 『건강상태』 > 『경제상태』 

> 『사회참여』의 순이다. 80대 이상의 경우 급격히 『가족‧사회관계』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보이고 있다. 

4.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유형분포에 기초할 경우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어 우선적으로 정책

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인 유형5는 34.2%이며, 이 중 특히 정책적 개입이 가장 시

급한 유형5-4는 전체적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9.8%는 모든 영역에

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공적 개입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문제를 갖고 있어 영역별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

한 대상은 26.1%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제도/현금급여 등의 정책적 개입 필

요한 유형2가 8.6%, 건강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유형3이 9.4%, 무위를 해소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유형4가 8.1%이다. 

〈표 5〉 연령군별 유형분포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유형 1(영역2,3,4=모두 중·상 이상) 67.3 40.9 17.8 8.8 39.8
유형 2(빈곤문제만 있는 대상) 7.5 10.6 9.9 3.0 8.6
유형 3(질병만 문제가 있는 대상) 8.1 11.7 10.1 4.9 9.4 
유형 4(무위만 문제가 있는 대상) 6.0 8.6 8.9 11.1 8.1 
유형 5(복합적 문제가 있는 대상) 11.1 28.3 53.4 72.3 34.2
‧ 5-1 (빈곤+질병 문제 대상) 2.5 5.2 9.0 4.7 5.3
‧ 5-2 (빈곤+무위 문제 대상) 2.9 6.4 10.4 11.3 6.9 
‧ 5-3 (질병+무위 문제 대상) 2.4 6.7 10.3 23.3 8.1 
‧ 5-4 (빈곤+질병+무위 문제 대상) 3.4 10.0 23.8 32.9 1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46) (2,351) (2,008) (823) (7,628)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의 경우 유형1이 67.3%를 차지하고 있어 현

재로는 가장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적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유형5는 

11.1%로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단일문제를 가진 유형에 속하는 유

형2는 7.5%, 유형3 8.1%, 유형4 6.0%이다(표6 참조).

이러한 유형분포를 각각 갖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를 갖

고 있는 경우가 16.2%인데 이 중 약 절반(46.2%)에 해당하는 7.5%는 경제적 문제

만 갖고 있고 다른 절반은 건강문제나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문제의 발생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다. 한편, 

건강문제의 경우 17.2%이며 이 중 약 절반 정도인 8.1%는 단일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의 경우도 14.7%가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무위의 가능성을 갖

고 있으며 이 중 41.0%가 단일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유형1이 40.9%로 평균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유형5가 

28.3%로 60대의 약 1/4은 우선적인 정책적 개입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유형2는 

10.6%, 유형3이 11.7%, 유형4가 8.6%이다. 이를 문제의 성격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60대는 약 1/3이다. 이 중 약 1/3은 빈곤문제만을 갖고 

있으나, 나머지 2/3는 빈곤이나 무위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한편 건강문제의 경

우는 38.4%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10은 건강문제만을, 나머지 7/10

은 다른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 사회참여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대의 경우는 유형1이 17.8%에 불과하여 50대나 60대 연령군에 비하여 그 비

중이 매우 낮다. 반면 유형5는 53.4%에 달하고 있다. 즉, 70대의 절반 정도는 정

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 중 경제, 건강, 사회참여 수준이 모두 낮은 대상

도 2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단일 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2가 9.9%, 유형3이 

10.1%, 유형4가 8.9% 등이다. 즉, 70대의 경우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

가 많아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80대 이상 연령

군의 경우도 70대와 유사하게 복합적인 문제가 많으며, 그러한 복합적 문제를 가

진 대상자가 72.3%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책적 관심의 강도가 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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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족‧사회관계』와 『사회참여』의 경우 그 차이가 커 절대

적으로 낮은 삶의 질과 더불어 영역 간 불균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영역 간 삶의 질 순위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80대 이상을 제

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영역별 수준이 『가족‧사회관계』 > 『건강상태』 > 『경제상태』 

> 『사회참여』의 순이다. 80대 이상의 경우 급격히 『가족‧사회관계』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보이고 있다. 

4.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유형분포에 기초할 경우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어 우선적으로 정책

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인 유형5는 34.2%이며, 이 중 특히 정책적 개입이 가장 시

급한 유형5-4는 전체적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9.8%는 모든 영역에

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공적 개입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문제를 갖고 있어 영역별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

한 대상은 26.1%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제도/현금급여 등의 정책적 개입 필

요한 유형2가 8.6%, 건강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유형3이 9.4%, 무위를 해소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유형4가 8.1%이다. 

〈표 5〉 연령군별 유형분포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유형 1(영역2,3,4=모두 중·상 이상) 67.3 40.9 17.8 8.8 39.8
유형 2(빈곤문제만 있는 대상) 7.5 10.6 9.9 3.0 8.6
유형 3(질병만 문제가 있는 대상) 8.1 11.7 10.1 4.9 9.4 
유형 4(무위만 문제가 있는 대상) 6.0 8.6 8.9 11.1 8.1 
유형 5(복합적 문제가 있는 대상) 11.1 28.3 53.4 72.3 34.2
‧ 5-1 (빈곤+질병 문제 대상) 2.5 5.2 9.0 4.7 5.3
‧ 5-2 (빈곤+무위 문제 대상) 2.9 6.4 10.4 11.3 6.9 
‧ 5-3 (질병+무위 문제 대상) 2.4 6.7 10.3 23.3 8.1 
‧ 5-4 (빈곤+질병+무위 문제 대상) 3.4 10.0 23.8 32.9 1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46) (2,351) (2,008) (823) (7,628)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의 경우 유형1이 67.3%를 차지하고 있어 현

재로는 가장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적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유형5는 

11.1%로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단일문제를 가진 유형에 속하는 유

형2는 7.5%, 유형3 8.1%, 유형4 6.0%이다(표6 참조).

이러한 유형분포를 각각 갖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를 갖

고 있는 경우가 16.2%인데 이 중 약 절반(46.2%)에 해당하는 7.5%는 경제적 문제

만 갖고 있고 다른 절반은 건강문제나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문제의 발생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다. 한편, 

건강문제의 경우 17.2%이며 이 중 약 절반 정도인 8.1%는 단일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의 경우도 14.7%가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무위의 가능성을 갖

고 있으며 이 중 41.0%가 단일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유형1이 40.9%로 평균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유형5가 

28.3%로 60대의 약 1/4은 우선적인 정책적 개입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유형2는 

10.6%, 유형3이 11.7%, 유형4가 8.6%이다. 이를 문제의 성격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60대는 약 1/3이다. 이 중 약 1/3은 빈곤문제만을 갖고 

있으나, 나머지 2/3는 빈곤이나 무위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한편 건강문제의 경

우는 38.4%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10은 건강문제만을, 나머지 7/10

은 다른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 사회참여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대의 경우는 유형1이 17.8%에 불과하여 50대나 60대 연령군에 비하여 그 비

중이 매우 낮다. 반면 유형5는 53.4%에 달하고 있다. 즉, 70대의 절반 정도는 정

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 중 경제, 건강, 사회참여 수준이 모두 낮은 대상

도 2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단일 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2가 9.9%, 유형3이 

10.1%, 유형4가 8.9% 등이다. 즉, 70대의 경우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

가 많아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80대 이상 연령

군의 경우도 70대와 유사하게 복합적인 문제가 많으며, 그러한 복합적 문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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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일한 문제와 복합적인 문제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영역

별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복합적 문제를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 소득,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무위의 문제도 함

께 갖는 복합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6〉 연령군별 유형분포
(단위: %)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빈곤 -
7.5

(46.2) 
10.6

(32.9) 
9.9

(18.7) 
3.0

(5.8) 
8.6

(24.8) 
+질병 2.5 5.2 9.0 4.7 5.3 
+무위 2.9 6.4   10.4   11.3   6.9   
+질병, 무위 3.4 10.0   23.8   32.9   14.0   

빈곤 문제가 있는 사람 16.2 32.2   53.0   52.0   34.7   

질병 -
8.1

(47.0) 
11.7

(30.4)   
10.1

(14.8)   
4.9

(5.2)   
9.4

(20.6)  
+빈곤 3.4 10.0 23.8 32.9 14.0 
+무위 2.4 6.7   10.3   23.3   8.1   
+빈곤, 무위 3.4 10.0   23.8   32.9   14.0   

질병 문제가 있는 사람 17.2 38.4   67.8   94.1   45.3   

무위 -
6.0

(41.0) 
8.6

(27.0)   
8.9

(16.6)   
11.1

(14.1)   
8.1

(21.9)  
+빈곤 2.9 6.4 10.4 11.3 6.9 
+질병 2.4 6.7   10.3   23.3   8.1   
+빈곤, 질병 3.4 10.0   23.8   32.9   14.0   

무위 문제가 있는 사람 14.7 31.7   53.3   78.6   37.0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Ⅳ. 정책적 함의

1. 정책방향성 설정

즉각적인 중‧노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어떤 방향성과 강조점

을 갖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현세대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현재의 중년층이 현세대 노인과 같은 삶의 질 수준으로 떨

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 구성 요소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나머지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역

별 정책 중 건강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예방적 차원

이나 치료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가족‧사회관계의 점수

가 71.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강상태로 69.9점이며, 경제상태가 45.7점, 사

회참여가 31.6점으로 가장 낮다. 사회참여의 경우 중․노년층을 위한 경제활동 기

회 제고 및 다양한 단체활동, 여가문화활동의 기회가 시급히 제고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역동성에 기반해 볼 때, 효과적인 정

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서비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

이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다양한 사회활동

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정책은 

단순히 대상자 선정을 통한 소득보장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될 때 그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나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경우 정형화된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는 점에

서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현재의 중년층과 노년층의 삶의 질

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이들 중년층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의 노후준비 정도는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영역간의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3).



-185-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
Korea Demography Forum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일한 문제와 복합적인 문제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영역

별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복합적 문제를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 소득,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무위의 문제도 함

께 갖는 복합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6〉 연령군별 유형분포
(단위: %)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빈곤 -
7.5

(46.2) 
10.6

(32.9) 
9.9

(18.7) 
3.0

(5.8) 
8.6

(24.8) 
+질병 2.5 5.2 9.0 4.7 5.3 
+무위 2.9 6.4   10.4   11.3   6.9   
+질병, 무위 3.4 10.0   23.8   32.9   14.0   

빈곤 문제가 있는 사람 16.2 32.2   53.0   52.0   34.7   

질병 -
8.1

(47.0) 
11.7

(30.4)   
10.1

(14.8)   
4.9

(5.2)   
9.4

(20.6)  
+빈곤 3.4 10.0 23.8 32.9 14.0 
+무위 2.4 6.7   10.3   23.3   8.1   
+빈곤, 무위 3.4 10.0   23.8   32.9   14.0   

질병 문제가 있는 사람 17.2 38.4   67.8   94.1   45.3   

무위 -
6.0

(41.0) 
8.6

(27.0)   
8.9

(16.6)   
11.1

(14.1)   
8.1

(21.9)  
+빈곤 2.9 6.4 10.4 11.3 6.9 
+질병 2.4 6.7   10.3   23.3   8.1   
+빈곤, 질병 3.4 10.0   23.8   32.9   14.0   

무위 문제가 있는 사람 14.7 31.7   53.3   78.6   37.0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Ⅳ. 정책적 함의

1. 정책방향성 설정

즉각적인 중‧노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어떤 방향성과 강조점

을 갖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현세대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현재의 중년층이 현세대 노인과 같은 삶의 질 수준으로 떨

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 구성 요소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나머지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역

별 정책 중 건강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예방적 차원

이나 치료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가족‧사회관계의 점수

가 71.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강상태로 69.9점이며, 경제상태가 45.7점, 사

회참여가 31.6점으로 가장 낮다. 사회참여의 경우 중․노년층을 위한 경제활동 기

회 제고 및 다양한 단체활동, 여가문화활동의 기회가 시급히 제고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역동성에 기반해 볼 때, 효과적인 정

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서비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

이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다양한 사회활동

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정책은 

단순히 대상자 선정을 통한 소득보장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될 때 그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나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경우 정형화된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는 점에

서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현재의 중년층과 노년층의 삶의 질

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이들 중년층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의 노후준비 정도는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영역간의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대응과제

-186-

2.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제한된 재정을 고려해볼 때 모든 대상자에게 공적 개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우선 개입 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삶의 질 종합

수준이 낮은 대상을 정책개입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삶의 질 종합점

수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우선시 되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의 경우 정책적 개입의 시급

성이 크다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유형5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데, 이는 

34.2%의 규모이다. 유형5 중 특히 정책적 개입이 가장 시급한 유형5-4, 즉 소득, 

건강, 사회참여 모두 하 수준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반

면 39.8%는 모든 영역에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공적 개입에 있어 우

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문제 영역별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보장제도/현금급여 등의 정책적 개입 필요한 중‧고령자가 34.7%, 

건강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45.3%, 무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유형4가 37.0%이다. 

이러한 영역별 정책적 관심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

해야 할 점은 영역별로 그 수준이 저하되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사회관계』의 경우 80대 이후 그 삶의 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80대 이후 고령자의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

색이 본 영역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 상태』 영역의 

경우는 50대와 그 이후 연령군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50대를 대상으로 

한 재정적 노후준비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인다. 세 번째 영역인 『건강상태』의 경

우 중‧노년기에 꾸준한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 영역인 『사회참여』의 경우 『경제 상태』와 유사하게 50대

와 그 이후 연령군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한데, 『사회참여』의 경우는 절대적인 수준 

또한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50대가 여가경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적 관심사가 되어

야 할 것이다. 

3. 영역별 정책 방안

  가. 가족‧사회관계

삶의 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사회관계는 80대 이상에서 매우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인 다양성도 크다. 따라서 70대부터 가족‧사회관계가 취약

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 등의 일차적 비공식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

을 보이지만 친구‧이웃의 접촉 빈도는 연령과 무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가

하는 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친구‧이웃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성 제고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 간의 

대화법,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조부모로서의 역할상 

등에 대한 고민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60대의 경우, 생업에서 은퇴

한 만큼 가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 면에서 시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마련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와의 왕래,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 등에서 대폭적인 변

화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인 자녀나 배우자랑 깊은 대화를 나누어 해결하기보다

는 혼자서 참거나 포기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가족관계를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관심이 요구된다.



-187-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
Korea Demography Forum 

2.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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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상태

경제상태의 경우 60대부터 가구소득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소득관련 제도적 기반마련과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행태의 변화나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시급해 

보이며,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노후설계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매월 생계비는 해결되나 주거안정 및 건

강 유지를 위한 부대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에서 교통비나 균형잡힌 식단을 위한 경비 마련 등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년기의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급여의 상당부분을 주거비용(임대료, 관리비)으로 지출하고 있어 주거의 안정은 여

가활동 등 다른 영역의 지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다. 건강상태

건강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

면,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행위의 실천 정도가 낮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검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80대의 노년층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

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예방적 차원

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한 대비(예: 집안에 손잡이 설치 등)가 필요하다. 

한편 적절한 투약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일부는 우울증 및 

불면증을 갖고 있어 투약을 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노년기에는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며, 사회적 관계망과 

활동의 축소에 따라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투약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라. 사회참여

사회참여의 경우 그 내용별로 변화추이가 다르다.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의 내용

별 변화추이를 반영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의 경우 60대를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로서의 일자리에 대

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은 특히 60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60대의 경우 사회공

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하여 재능을 사회

에 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 중 여행은 특히 80대에서는 매우 낮은데 이는 이들의 기능상의 

제한 등이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상의 변화를 반영한 여행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80대의 사회문화여가활동에서 여행의 비중이 낮아질 것

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단체화동이나 공연문화 등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반면 단체활동은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비하여 신체적 노화에 따른 참여율의 저

하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기 노년기까지도 단체활동의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 유형별 외에도 소득계층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적 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중년층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과 더불어 

시간적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서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의 여가프로그램 이외에도 시간 맞춤형의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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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에서 교통비나 균형잡힌 식단을 위한 경비 마련 등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년기의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급여의 상당부분을 주거비용(임대료, 관리비)으로 지출하고 있어 주거의 안정은 여

가활동 등 다른 영역의 지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다. 건강상태

건강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

면,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행위의 실천 정도가 낮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검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80대의 노년층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

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예방적 차원

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한 대비(예: 집안에 손잡이 설치 등)가 필요하다. 

한편 적절한 투약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일부는 우울증 및 

불면증을 갖고 있어 투약을 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노년기에는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며, 사회적 관계망과 

활동의 축소에 따라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투약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라. 사회참여

사회참여의 경우 그 내용별로 변화추이가 다르다.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의 내용

별 변화추이를 반영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의 경우 60대를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로서의 일자리에 대

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은 특히 60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60대의 경우 사회공

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하여 재능을 사회

에 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 중 여행은 특히 80대에서는 매우 낮은데 이는 이들의 기능상의 

제한 등이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상의 변화를 반영한 여행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80대의 사회문화여가활동에서 여행의 비중이 낮아질 것

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단체화동이나 공연문화 등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반면 단체활동은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비하여 신체적 노화에 따른 참여율의 저

하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기 노년기까지도 단체활동의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 유형별 외에도 소득계층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적 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중년층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과 더불어 

시간적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서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의 여가프로그램 이외에도 시간 맞춤형의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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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의 노후 빈곤 현황과 대응과제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현안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인빈곤의 문제는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의 범위가 전체노인

인구의 40%를 넘어서는44) 매우 광범위한 수준이라는 점과 절대적인 빈곤의 수준이 

심각해서 하다는 두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넓은 사각지대

하고 급여수준도 낮은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 노인 인구층의 빈곤을 해소해주기에

는 역부족이다.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추이를 보면, 제도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성

가입자가 남성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작은 가입자수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추이

43) 이 발표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진행된 (장미혜 외) <여아와 여성이 안전
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 VI>과 2013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장미혜 외) <여성
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의 연구내용의 일부입니다.

44) 전체노인의 빈곤율은 노동패널을 분석한 자료에서는(김옥금, 2007) 53%, 노후보장패널자료
를 분석한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가중 43.5%가 빈곤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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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의 연구내용의 일부입니다.

44) 전체노인의 빈곤율은 노동패널을 분석한 자료에서는(김옥금, 2007) 53%, 노후보장패널자료
를 분석한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가중 43.5%가 빈곤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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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수급률에 대한 장기전망도 2015년 35.7%, 2020년 

41.0%, 2030년 50.2%에 머물고 있어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한계를 보

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재의 노인

세대들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소외되

어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도에 도입되어 노인가구의 약 

70%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1인당수급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2013

년 현재 96,800원으로 생활비에 훨씬 미달하는 액수만을 지원받고 있다. 서구사

회의 경우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발전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서 우리나라의 노인집단의 빈곤율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여유진 외, 2012).

기초노령연금은 중하위 70%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

하위 소득계층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 노령층의 수급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초노

령연금의 성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노인이 약 139만명 수급하고 있는 반

면, 여성 노인은 255만명이 수급하고 있다. 수급자의 성별 분포로 보면,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중 남성노인이 41.2%, 여성노인이 58.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수급율은 더욱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수급자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계 65세 66-69세 70-74세 75-79세
계 3,933,095 213,127 776,943 1,173,237 879,415
남 1,386,412 86,997 311,275 457,780 307,391
녀 2,546,683 126,130 465,668 715,457 572,024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이상
계 523,884 253,840 91,038 18,721 2,890
남 142,538 58,948 18,314 2,792   377
녀 381,346 194,892 72,724 15,929 2,513

<표 1> 성별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2. 12)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그림 2〕 연령별 성별 상대적 수급비율 비교

자료: 필자가 작성

여성노인의 빈곤은 다른 집단의 빈곤보다 더욱 심각하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빈곤계층 전체와 구별되는 한국사회의 급

격한 변화로 인한 이들 세대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되지 않아왔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많은 노인연구들은 노인층이 사실상 연령,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을 간

과하고, 은퇴 이후 등 특정 연령의 시점을 초과한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면서 노

인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인문제를 다루는 많은 선행 

연구들은 성중립적으로 일반적인 노인을 정의하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젠더

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른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모두 함께 겪는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생애기간 지속적으로 연금수

혜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노인들은 

소득이 중단된 이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공백을 메꾸어 줄 별

다른 수단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현재연령이 65세 이상인 여성들이 지닌 여성들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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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성장한 시대적 특성이 이들의 노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

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여성노

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별차이를 파악할 필요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번 

연구는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 내부의 성별차이에 주목하는 젠더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면 

전통적인 부모보양과 효에 대한 가치관이 와해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자녀 세대들은 부부와 자녀의 핵가족을 가

족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핵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짐스러워

하고 있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적 생산 활동은커녕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가족으로부

터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줄 제도적 기반은 

이제 도입상태에 있다. 아직 생활비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와 가족으로부터 이중

적인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저축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80대 이상 여성노인의 비중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긴 여

성노인의 경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성노인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의존

도는 높지만 노년후기까지 은퇴 없이 손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돌봄노동과 가사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들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나 자

식들은 노부모를 봉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가족 내 역할 규범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성노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만

성질환과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인 노인집단 중 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장미혜 외, 2012). 

두 번째 여성노인의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중단뿐만 아니라 생애사적으로 누적

되어온 소득과 자산소득의 젠더 간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

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던 시기의 한국사회는 산업화되어가는 과도적 시기였기 때문

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노인들이 고등교

육의 수혜가 확대되기 이전에 태어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아서 이

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험을 바

탕으로 논의된 남성생계부양자의 모델과 달리 현재의 한국사회의 식민시경험과 전

쟁으로 다사다난했던 사회적 급변기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계부양의 책임을 스스

로 떠맡은 생애를 살아왔다. 비록 많은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

애기간동안 무급가족종사자로서 혹은 비공식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

었으나 대부분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시장경력

의 단절로 인해 여성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수혜자격에서 배제되고 노후를 대비해서 

사적으로 축적해온 연금이나 저축액도 남성노인에 비해 적다. 특히 이들은 남성 중

심적인 가족관계에서 주택을 비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통제력의 행사

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고 일을 할 의사가 

있어도 여성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는 현실 또한 여성노인의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사회 여성노인의 빈곤은 

교육기회와 소득수준의 세대 간 불평등, 성별불평등, 생애기간내의 소득불평등이 

누적되어온 총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노인인구 중 교육수준이 높고 자

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이 늘어나면 여성노인빈곤의 양상은 변화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노인인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

이 기대했던 것보다 긴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노후빈곤을 경험하고 있

다. 현재 어느 때보다 빈곤상태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가족구성원으

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을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 안전하

고 저렴함 주거시설 제공, 가족의 무관심과 방임을 대신해 줄 돌봄 서비스의 개입

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남아 있는 여생이 

너무 짧고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장미혜 외, 2012).

그러나 현재의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맥

락을 고려하는 세대적 특성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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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성장한 시대적 특성이 이들의 노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

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여성노

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별차이를 파악할 필요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번 

연구는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 내부의 성별차이에 주목하는 젠더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면 

전통적인 부모보양과 효에 대한 가치관이 와해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자녀 세대들은 부부와 자녀의 핵가족을 가

족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핵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짐스러워

하고 있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적 생산 활동은커녕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가족으로부

터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줄 제도적 기반은 

이제 도입상태에 있다. 아직 생활비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와 가족으로부터 이중

적인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저축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80대 이상 여성노인의 비중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긴 여

성노인의 경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성노인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의존

도는 높지만 노년후기까지 은퇴 없이 손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돌봄노동과 가사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들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나 자

식들은 노부모를 봉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가족 내 역할 규범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성노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만

성질환과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인 노인집단 중 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장미혜 외, 2012). 

두 번째 여성노인의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중단뿐만 아니라 생애사적으로 누적

되어온 소득과 자산소득의 젠더 간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

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던 시기의 한국사회는 산업화되어가는 과도적 시기였기 때문

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노인들이 고등교

육의 수혜가 확대되기 이전에 태어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아서 이

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험을 바

탕으로 논의된 남성생계부양자의 모델과 달리 현재의 한국사회의 식민시경험과 전

쟁으로 다사다난했던 사회적 급변기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계부양의 책임을 스스

로 떠맡은 생애를 살아왔다. 비록 많은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

애기간동안 무급가족종사자로서 혹은 비공식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

었으나 대부분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시장경력

의 단절로 인해 여성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수혜자격에서 배제되고 노후를 대비해서 

사적으로 축적해온 연금이나 저축액도 남성노인에 비해 적다. 특히 이들은 남성 중

심적인 가족관계에서 주택을 비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통제력의 행사

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고 일을 할 의사가 

있어도 여성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는 현실 또한 여성노인의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사회 여성노인의 빈곤은 

교육기회와 소득수준의 세대 간 불평등, 성별불평등, 생애기간내의 소득불평등이 

누적되어온 총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노인인구 중 교육수준이 높고 자

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이 늘어나면 여성노인빈곤의 양상은 변화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노인인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

이 기대했던 것보다 긴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노후빈곤을 경험하고 있

다. 현재 어느 때보다 빈곤상태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가족구성원으

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을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 안전하

고 저렴함 주거시설 제공, 가족의 무관심과 방임을 대신해 줄 돌봄 서비스의 개입

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남아 있는 여생이 

너무 짧고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장미혜 외, 2012).

그러나 현재의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맥

락을 고려하는 세대적 특성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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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노인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전통적 관행은 급격히 무너져왔다. 현재의 노인

세대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기 때문

에 자신들이 노부모를 부양해왔듯이 자식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고 예상하여 독자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다. 이들 여성노인의 첫 번째 

세대적 특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에서 노

인을 돌보기 힘든 세대에 노후를 맞이한 첫 세대이다(장미혜 외, 2012). 이번 연구

에서는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

하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실

태를 파악하고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추정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한 시점에서의 횡단자료로 파악

할 수 없는 빈곤의 개인적 역사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난했기 때

문 자식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다시 빈곤한 상태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가난이 세대를 거쳐서 되물림 되는 현상이 현재의 여성노인 빈곤의 중요한 축

을 이룬다. 여성노인의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저소득의 일자리를 전전

한 직업특성과, 지속되지 않고 단절적인 여성일자리의 속성, 자신 또는 가족의 질

병과 건강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와 가족관계에서의 단절과 지원 부

족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현재의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의 차상위 계층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

층면접을 통해서 단순한 소득원 분석을 넘어서 소비실태에 대한 분석을 일부 포함

해서 보다 생생한 빈곤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을 27

명, 남성노인을 5명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선정기준은 빈곤노인은 공공부조의 

수급여부로 선면접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9명, 차상위 계층은 11명, 기초

생활급여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2명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의 지

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었으며,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 대상자들의 연

령은 67세부터 102세까지이다. 연령별, 생애주기별 차이를 보기 위해 노인전기

(65세부터 69세), 노인 중기(70세-79세), 노인 후기(80세 이상)로 노인들을 나누

었으며, 면접 대상 노인 중 대부분(17명)은 중기 단계에 분포되어 있었다. 

심층면접대상이 되는 집단은 시설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법적자격요건

인 1~3등급의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태에서 생활하지만 가족과 

함께 동거하지 않으면서 빈곤상태의 여성노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일부 포

함된 이들 집단은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족의 돌봄과 제도적인 지원으로

부터 모두 방치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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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노인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전통적 관행은 급격히 무너져왔다. 현재의 노인

세대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기 때문

에 자신들이 노부모를 부양해왔듯이 자식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고 예상하여 독자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다. 이들 여성노인의 첫 번째 

세대적 특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에서 노

인을 돌보기 힘든 세대에 노후를 맞이한 첫 세대이다(장미혜 외, 2012). 이번 연구

에서는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

하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실

태를 파악하고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추정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한 시점에서의 횡단자료로 파악

할 수 없는 빈곤의 개인적 역사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난했기 때

문 자식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다시 빈곤한 상태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가난이 세대를 거쳐서 되물림 되는 현상이 현재의 여성노인 빈곤의 중요한 축

을 이룬다. 여성노인의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저소득의 일자리를 전전

한 직업특성과, 지속되지 않고 단절적인 여성일자리의 속성, 자신 또는 가족의 질

병과 건강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와 가족관계에서의 단절과 지원 부

족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현재의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의 차상위 계층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

층면접을 통해서 단순한 소득원 분석을 넘어서 소비실태에 대한 분석을 일부 포함

해서 보다 생생한 빈곤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을 27

명, 남성노인을 5명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선정기준은 빈곤노인은 공공부조의 

수급여부로 선면접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9명, 차상위 계층은 11명, 기초

생활급여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2명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의 지

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었으며,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 대상자들의 연

령은 67세부터 102세까지이다. 연령별, 생애주기별 차이를 보기 위해 노인전기

(65세부터 69세), 노인 중기(70세-79세), 노인 후기(80세 이상)로 노인들을 나누

었으며, 면접 대상 노인 중 대부분(17명)은 중기 단계에 분포되어 있었다. 

심층면접대상이 되는 집단은 시설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법적자격요건

인 1~3등급의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태에서 생활하지만 가족과 

함께 동거하지 않으면서 빈곤상태의 여성노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일부 포

함된 이들 집단은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족의 돌봄과 제도적인 지원으로

부터 모두 방치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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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의존도 경제적 자립도

신체적 자립도 낮음 <------------------------> 높음

낮음

높음

유형 A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
의료적 지원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입소

유형 B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 

의료서비스 제공받음: 민간의료시설+ 
자택(자녀나 간병인의 돌봄)

자택에서 생활가능하나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필요

자녀와 독립된 채 혼자 살고 있음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

자택에서 생활가능하나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필요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음

유형 C
도움없이 일상생활 가능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지만 가족의 
지원이나 독립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족
일할 의사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일할 수 없음
일하고자 하는 욕구 높음

유형 D

도움없이 일상생활 가능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노후생활이 가능한 개인자산을 가지고 
있음

여가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 높음

<표 2> 심층면접 대상이 되는 빈곤여성노인의 특성

심층면접은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노인이 겪는 빈곤에 초점을 

맞추며, 성별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심층면접은 여성노인 27명과 남성노인 5명, 

총 32명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대상자들의 간략한 특징은 <표 3>에 정리되어있다. 

먼저 빈곤노인은 공공부조의 수급여부로 선정하였다. 면접대상자 중 19명은 기

초생활 수급자이며, 11명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급여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면접대상자는 2명이었다. 이 중 사적 연금(사례 13)이나 국민연금

을 받는 면접대상자(사례 22, 사례 30)는 총 3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수입의 다른 출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국가의 지원

금이 어느 정도,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생활이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

의 지원은 사례 25, 사례 30, 사례 31, 사례 32를 제외한 28명의 면접대상자(약 

88%)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에 속하는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이 국가의 지원금이 여전히 생활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대답하였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31, 32 면접대상자들의 

경우에도 파지수거나 공공근로를 통해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또한 가족의 지원이나 노후를 대비한 자산도 없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보다 더 월수입이 적은 빈곤한 면접대상자들이었다. 

국가의 지원금 이외의 소득은 본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발생하였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이 생활비의 주된 출처인 노인은 

전체 면접대상자 중 1 명(사례 25)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벌이는 기초생활급여보다 낮다고 한다. 공적 연금을 받으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압도적으로 박스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반찬거리를 사는데 보태거나,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다. 또한 노인공공근로를 하

거나, 품삯을 받는 노인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정기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을 때, 일을 하는 만큼 버는 돈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빈곤의 버팀막이 되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3>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성별 연령
빈곤
형태

거주
형태

지역 가족관계
경제
활동

수입원 건강

1 여 72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나쁨
2-a 여 80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3남 없음 수급 나쁨
2-b 여 71 해당없음 동거 도시 호적상 자녀 4명 없음 수급 나쁨
3 여 68 기초 동거 도시 남편, 1남 2녀 없음 수급 나쁨
4 여 83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5 여 90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없음 수급 양호

6 여 68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2녀, 손자손녀

없음 수급 나쁨

7 여 77 기초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2녀 있음
수급

품앗이
나쁨

8 남 78 기초 동거 농촌 남편, 5남매 없음 수급 나쁨
9 여 83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양호
10 여 67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나쁨
11 여 74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12 여 69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나쁨
13 여 85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나쁨
14 여 81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3남 2녀 없음 수급 나쁨
15 여 89 기초 독거 농촌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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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의존도 경제적 자립도

신체적 자립도 낮음 <------------------------> 높음

낮음

높음

유형 A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
의료적 지원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입소

유형 B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 

의료서비스 제공받음: 민간의료시설+ 
자택(자녀나 간병인의 돌봄)

자택에서 생활가능하나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필요

자녀와 독립된 채 혼자 살고 있음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

자택에서 생활가능하나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필요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음

유형 C
도움없이 일상생활 가능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지만 가족의 
지원이나 독립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족
일할 의사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일할 수 없음
일하고자 하는 욕구 높음

유형 D

도움없이 일상생활 가능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노후생활이 가능한 개인자산을 가지고 
있음

여가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 높음

<표 2> 심층면접 대상이 되는 빈곤여성노인의 특성

심층면접은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노인이 겪는 빈곤에 초점을 

맞추며, 성별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심층면접은 여성노인 27명과 남성노인 5명, 

총 32명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대상자들의 간략한 특징은 <표 3>에 정리되어있다. 

먼저 빈곤노인은 공공부조의 수급여부로 선정하였다. 면접대상자 중 19명은 기

초생활 수급자이며, 11명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급여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면접대상자는 2명이었다. 이 중 사적 연금(사례 13)이나 국민연금

을 받는 면접대상자(사례 22, 사례 30)는 총 3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수입의 다른 출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국가의 지원

금이 어느 정도,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생활이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

의 지원은 사례 25, 사례 30, 사례 31, 사례 32를 제외한 28명의 면접대상자(약 

88%)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에 속하는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이 국가의 지원금이 여전히 생활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대답하였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31, 32 면접대상자들의 

경우에도 파지수거나 공공근로를 통해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또한 가족의 지원이나 노후를 대비한 자산도 없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보다 더 월수입이 적은 빈곤한 면접대상자들이었다. 

국가의 지원금 이외의 소득은 본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발생하였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이 생활비의 주된 출처인 노인은 

전체 면접대상자 중 1 명(사례 25)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벌이는 기초생활급여보다 낮다고 한다. 공적 연금을 받으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압도적으로 박스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반찬거리를 사는데 보태거나,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다. 또한 노인공공근로를 하

거나, 품삯을 받는 노인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정기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을 때, 일을 하는 만큼 버는 돈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빈곤의 버팀막이 되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3>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성별 연령
빈곤
형태

거주
형태

지역 가족관계
경제
활동

수입원 건강

1 여 72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나쁨
2-a 여 80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3남 없음 수급 나쁨
2-b 여 71 해당없음 동거 도시 호적상 자녀 4명 없음 수급 나쁨
3 여 68 기초 동거 도시 남편, 1남 2녀 없음 수급 나쁨
4 여 83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5 여 90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없음 수급 양호

6 여 68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2녀, 손자손녀

없음 수급 나쁨

7 여 77 기초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2녀 있음
수급

품앗이
나쁨

8 남 78 기초 동거 농촌 남편, 5남매 없음 수급 나쁨
9 여 83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양호
10 여 67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나쁨
11 여 74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12 여 69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나쁨
13 여 85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나쁨
14 여 81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3남 2녀 없음 수급 나쁨
15 여 89 기초 독거 농촌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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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연번 성별 연령
빈곤
형태

거주
형태

지역 가족관계
경제
활동

수입원 건강

16 여 75 기초 독거 농촌 남편(사망), 7남매 없음 수급 양호

17 여 78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2남 4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18 여 77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3남 2녀  있음
수급

공공근로
나쁨

19 여 70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딸2, 아들2, 손자손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0 여 79 차상위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2녀 있음
수급

가게수입
나쁨

21 여 78 차상위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2 여 73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3 여 79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2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4 여 80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5 여 78 차상위 독거 농촌 남편(사망), 2남 1녀 있음
수급

가게운영
나쁨

26 여 82 차상위 독거 농촌 남편(사망), 4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7 남 102 기초 동거 도시 1남 없음 수급 양호
28 남 77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양호
29 남 67 기초 독거 농촌 4 남매 없음 수급 나쁨

30 남 65 차상위 동거 도시 2남 4녀 있음
수급
통역

다소 
양호

31 여 76 해당없음 동거 도시 남편, 3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32 여 74 해당없음 독거 도시 남편(사망), 3남 있음
수급

공공근로파
지수거

나쁨

의료 급여 역시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 노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권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의료급여 지원유형은 <표 4> 참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

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들지 않으며, 2종의 경우에도 1차 병

원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표 5> 참고), 노인들의 생활비 지출을 줄

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3). 

구분 세부항목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환자가 속한 가
구,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
권자로 구분

<표 4>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자료: 정경희 외, 2012.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표 5>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주: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자료: 정경희 외, 2012.

자녀의 지원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 대

상자 중 4명(사례 10, 14, 15, 23)이 간헐적으로 지원을 받고, 4명(사례 9, 21, 

22, 26)이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노인들은 자녀들을 오히려 

도와주어야하거나, 자녀들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면접대상자들에게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많은 부분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돌리는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적 특성상 이들이 매우 빈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면접 대상자의 연령은 67세부터 최고령은 102세였으며, 노인들 내에서도 연령

별, 생애주기 별 차이를 보기 위해 노인전기(65세부터 69세), 노인 중기(70세-79

세), 노인 후기(80세 이상)의 노인들로 나누었다. 특히 사례 27 면접대상자는 102

세로, 매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수행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정정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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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연번 성별 연령
빈곤
형태

거주
형태

지역 가족관계
경제
활동

수입원 건강

16 여 75 기초 독거 농촌 남편(사망), 7남매 없음 수급 양호

17 여 78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2남 4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18 여 77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3남 2녀  있음
수급

공공근로
나쁨

19 여 70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딸2, 아들2, 손자손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0 여 79 차상위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2녀 있음
수급

가게수입
나쁨

21 여 78 차상위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2 여 73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3 여 79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2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4 여 80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5 여 78 차상위 독거 농촌 남편(사망), 2남 1녀 있음
수급

가게운영
나쁨

26 여 82 차상위 독거 농촌 남편(사망), 4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7 남 102 기초 동거 도시 1남 없음 수급 양호
28 남 77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양호
29 남 67 기초 독거 농촌 4 남매 없음 수급 나쁨

30 남 65 차상위 동거 도시 2남 4녀 있음
수급
통역

다소 
양호

31 여 76 해당없음 동거 도시 남편, 3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32 여 74 해당없음 독거 도시 남편(사망), 3남 있음
수급

공공근로파
지수거

나쁨

의료 급여 역시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 노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권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의료급여 지원유형은 <표 4> 참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

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들지 않으며, 2종의 경우에도 1차 병

원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표 5> 참고), 노인들의 생활비 지출을 줄

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3). 

구분 세부항목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환자가 속한 가
구,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
권자로 구분

<표 4>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자료: 정경희 외, 2012.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표 5>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주: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자료: 정경희 외, 2012.

자녀의 지원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 대

상자 중 4명(사례 10, 14, 15, 23)이 간헐적으로 지원을 받고, 4명(사례 9, 21, 

22, 26)이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노인들은 자녀들을 오히려 

도와주어야하거나, 자녀들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면접대상자들에게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많은 부분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돌리는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적 특성상 이들이 매우 빈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면접 대상자의 연령은 67세부터 최고령은 102세였으며, 노인들 내에서도 연령

별, 생애주기 별 차이를 보기 위해 노인전기(65세부터 69세), 노인 중기(70세-79

세), 노인 후기(80세 이상)의 노인들로 나누었다. 특히 사례 27 면접대상자는 102

세로, 매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수행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정정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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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면접 대상 노인 중 대부분(17명)은 중기 단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다

음에는 후기(10명), 전기 단계(5명)에 속하였다.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4.45세(남성 77.65세)임을 고려해 볼 때(통계청, 

2012), 대부분의 면접대상자가 노인 중기 단계에 분포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거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면접대상 노인이 1인가구주(면접대상자 32명 중 

15명, 약 47%)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은 전구 

갈이, 장보기 등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노동을 도와주거나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

한 경우가 많았다. 동거인이 있는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3 사

례, 손자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 사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 5 사례, 조카와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였다. 손녀와 아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경우도 2 사례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동거인이 있는 면접대상자들의 사례에서 

이들의 동거인이 노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

우 노인들이 동거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면접 대상 

노인들 모두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재정적 문제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정신적 환자인 아들을 돌보거나, 소년소녀 가장인 청소년 손자녀를 기르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는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보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었다. 이는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면접

대상자들은 돌봄 노동의 수행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을 수 있으며, 빈곤이 악화될 수도 있는 조건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Ⅲ. 이론적 배경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을 논의할 때,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

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삶의 연속인지에 관한 논쟁

이 존재한다. 전자의 입장은 노년기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 즉 주로 생계부양자 역

할을 해왔던 남성 배우자의 소득활동 중단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노인이 빈곤

에 처하게 된다고 본다(Waehrer and Crystal, 1995; Knight et al., 2003). 반

면, 후자의 논의는 생애주기 관점에 기반하여 노년기 이전에 이미 노동경험의 부족

과 공적 소득보장체계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들이 노년기에 등장한 문제와 결합하

는 과정에서 여성노인이 빈곤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Holden and Kuo, 

1996; 박미정,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에서 규명하는 연구들에서는 연

령, 결혼상태, 가구의 특성(예: 가구원수, 어린자녀 유무 등), 교육수준, 취업지위 

등 인적자본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많

고 취업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숙, 2012; 김

수정, 2008; 김영란, 2012; 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제10차 노동패널자료

(2007)를 활용하여 가계유형별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한 김성숙(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일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를 결정하

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여성빈곤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미약한 노동력(work history),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된 일자리,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피부양자인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가부장성(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p.16; 최희경, 2012) 

등이 여성의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 빈곤의 

원인은 1) 노인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내지는 중단, 2) 노후의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없는 생애 내에 누적되어온 자

산소득이나 사적연금의 부족, 3) 건강이 허락된다고 해도 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4)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의 지원의 부족, 5)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적이

전소득액의 절대액 부족, 혹은 지급자격으로의 미달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자가 되

지 못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마지막 연구의 흐름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 빈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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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면접 대상 노인 중 대부분(17명)은 중기 단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다

음에는 후기(10명), 전기 단계(5명)에 속하였다.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4.45세(남성 77.65세)임을 고려해 볼 때(통계청, 

2012), 대부분의 면접대상자가 노인 중기 단계에 분포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거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면접대상 노인이 1인가구주(면접대상자 32명 중 

15명, 약 47%)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은 전구 

갈이, 장보기 등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노동을 도와주거나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

한 경우가 많았다. 동거인이 있는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3 사

례, 손자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 사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 5 사례, 조카와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였다. 손녀와 아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경우도 2 사례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동거인이 있는 면접대상자들의 사례에서 

이들의 동거인이 노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

우 노인들이 동거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면접 대상 

노인들 모두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재정적 문제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정신적 환자인 아들을 돌보거나, 소년소녀 가장인 청소년 손자녀를 기르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는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보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었다. 이는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면접

대상자들은 돌봄 노동의 수행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을 수 있으며, 빈곤이 악화될 수도 있는 조건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Ⅲ. 이론적 배경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을 논의할 때,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

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삶의 연속인지에 관한 논쟁

이 존재한다. 전자의 입장은 노년기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 즉 주로 생계부양자 역

할을 해왔던 남성 배우자의 소득활동 중단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노인이 빈곤

에 처하게 된다고 본다(Waehrer and Crystal, 1995; Knight et al., 2003). 반

면, 후자의 논의는 생애주기 관점에 기반하여 노년기 이전에 이미 노동경험의 부족

과 공적 소득보장체계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들이 노년기에 등장한 문제와 결합하

는 과정에서 여성노인이 빈곤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Holden and Kuo, 

1996; 박미정,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에서 규명하는 연구들에서는 연

령, 결혼상태, 가구의 특성(예: 가구원수, 어린자녀 유무 등), 교육수준, 취업지위 

등 인적자본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많

고 취업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숙, 2012; 김

수정, 2008; 김영란, 2012; 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제10차 노동패널자료

(2007)를 활용하여 가계유형별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한 김성숙(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일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를 결정하

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여성빈곤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미약한 노동력(work history),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된 일자리,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피부양자인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가부장성(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p.16; 최희경, 2012) 

등이 여성의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 빈곤의 

원인은 1) 노인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내지는 중단, 2) 노후의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없는 생애 내에 누적되어온 자

산소득이나 사적연금의 부족, 3) 건강이 허락된다고 해도 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4)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의 지원의 부족, 5)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적이

전소득액의 절대액 부족, 혹은 지급자격으로의 미달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자가 되

지 못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마지막 연구의 흐름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 빈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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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박미정, 2010; 이현주‧안기덕, 

2013).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노년기라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사

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유지, 강화되는 생애지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본다. 그러나 질적방법론을 이용한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생애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나머지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단순한 개인의 생애주

기속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 손자녀에 대한 부양과 자식의 돌

봄과 지원의 결여와 같이 가족간의 관계와 세대를 걸쳐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의 

연속적 결과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여성빈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세대적 특성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이 한국사회의 급격

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빈곤

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부양을 책

임지던 한국사회의 전통적 관행은 급격히 무너져왔다.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

부모를 부양해왔듯이 자식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예상하여 독

자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다(장미혜 외, 2012). 

이들 여성노인의 첫 번째 세대적 특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기 힘든 세대에 노후를 맞이한 첫 세대라는 

점이다. 현재 여성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

치를 자리매김하는데 익숙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의지

하는 기간도 길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추정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Ⅳ. 여성노인의 빈곤원인에 대한 규명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자료(2011년)를 통해서 노인의 개인소득원을 분석

해보면 남성노인은 공적 이전소득의 80%가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

금체계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총소득의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의 수준과 비중을 종합해보건대, 빈곤 여성노인의 공‧사 이전소득의 비중은 

76%로서, 외부 체계에 대한 소득 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3

단계에 있는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

으며,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노인의 경우 75세가 넘어서면서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소득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생애동안 지속되는 저소득 일자리

한 명의 면접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먹고 살수는 

있지만 그 외의 여유는 거의 없는 저소득 직업에 종사해왔다. 남편이 있는 여성노

인들도 살림만 한 경우는 없었고, 모두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의 여성 노인이 경제의 주부양자였거나,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경제

를 담당하고 있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 농촌의 사는 노인들의 경우 농사를 지

은 경우가 많았고, 도시에서 살았던 노인들은 건물 청소, 보따리 장사, 식모살이, 

파출부, 노점상 등 비정규직의 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규직이었던 면접대

상자는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사례 30 남성과 사례 19 여성이 유일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정규직의 일자리가 매우 드문 시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으며, 

그 당시는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이거나 초입 단계의 시기로 일자리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접대상자들은 직업 안정성과 직장 내 복지가 제공되는 

정규직을 가지기 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대부분 일하여왔고, 공식적인 영역이

라도 한 달의 벌이만 보장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노인

이 되어서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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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박미정, 2010; 이현주‧안기덕, 

2013).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노년기라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사

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유지, 강화되는 생애지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본다. 그러나 질적방법론을 이용한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생애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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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 손자녀에 대한 부양과 자식의 돌

봄과 지원의 결여와 같이 가족간의 관계와 세대를 걸쳐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의 

연속적 결과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여성빈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세대적 특성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이 한국사회의 급격

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빈곤

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부양을 책

임지던 한국사회의 전통적 관행은 급격히 무너져왔다.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

부모를 부양해왔듯이 자식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예상하여 독

자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다(장미혜 외, 2012). 

이들 여성노인의 첫 번째 세대적 특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기 힘든 세대에 노후를 맞이한 첫 세대라는 

점이다. 현재 여성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

치를 자리매김하는데 익숙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의지

하는 기간도 길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추정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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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자료(2011년)를 통해서 노인의 개인소득원을 분석

해보면 남성노인은 공적 이전소득의 80%가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

금체계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총소득의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의 수준과 비중을 종합해보건대, 빈곤 여성노인의 공‧사 이전소득의 비중은 

76%로서, 외부 체계에 대한 소득 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3

단계에 있는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

으며,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노인의 경우 75세가 넘어서면서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소득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생애동안 지속되는 저소득 일자리

한 명의 면접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먹고 살수는 

있지만 그 외의 여유는 거의 없는 저소득 직업에 종사해왔다. 남편이 있는 여성노

인들도 살림만 한 경우는 없었고, 모두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의 여성 노인이 경제의 주부양자였거나,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경제

를 담당하고 있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 농촌의 사는 노인들의 경우 농사를 지

은 경우가 많았고, 도시에서 살았던 노인들은 건물 청소, 보따리 장사, 식모살이, 

파출부, 노점상 등 비정규직의 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규직이었던 면접대

상자는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사례 30 남성과 사례 19 여성이 유일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정규직의 일자리가 매우 드문 시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으며, 

그 당시는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이거나 초입 단계의 시기로 일자리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접대상자들은 직업 안정성과 직장 내 복지가 제공되는 

정규직을 가지기 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대부분 일하여왔고, 공식적인 영역이

라도 한 달의 벌이만 보장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노인

이 되어서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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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 경험 연번 일 경험 연번 일 경험

1 식모, 식당, 가사도우미 12
화전 농사, 공공근로, 
재활용품 수집 

23
쑥, 나물 캐기, 연탄 
리어카 끌기 등 다수

2 농장 일 13 식모살이 24 건물 청소

3 식모살이, 가사 도우미 14 농사, 장사, 보따리장수 25 농사, 가게 운영

4 농사, 청소 15 식당 운영 26 논밭일

5 장사, 식모살이 16 농사, 식모살이 27
농사, 미군부대, 
고물장사 

6 갈비집 운영, 파출부 17 농사 28 구두닦이

7 농사, 공장 18 노점상 29
나무 베기, 제재소, 
일용직, 목수, 공장 
청소

8 장사, 모텔업 19 정밀회사 30 대기업(태광)

9
농사, 골프장, 청소, 
식모살이 등 다수

20
보따리 장사, 옷가게 
운영

31 식당일, 파출부

10 식모살이 50년 21 자갈 깨는 일 16년 32 공장일 외 다수

11
남편이 주식투자를 
실패하기 전까지 함께 
가게 운영

22 식당, 건물 청소

<표 6> 면접대상자의 일 경험 

식모살이를 계속했죠. 50대까지 계속했지요. 한 50년 하고 내밥먹는데 십 몇 년 
된 거니깐. 그때 거기서는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건 안 받았어요. 옛날에는 어렵
게 사니까요. 그 집에 키워가지고 시집보내준다고 하면 보내고, 보내고 그런 식으
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어요. (사례 10, 67, 여)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나도 젊어서 파출부 다녀서 벌어서 아픈 게 약 
먹고 류마티스 관절 있지, 중풍 왔지, 약 먹고. (사례 31, 76, 여)
노점상 같은 거. 큰 장사 이런 거 안 하고. 가게를 갖고 크게 해본 것도 없고 그
냥 노점상 이렇게 용돈정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농민도 아니지 공무원도 아니
지, 하고는 싶은데 그 양반도 그런 것도 없어서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깐. (사례 
18, 77, 여)

농사지었지. 둘이 같이. 나는 일꾼이었어. 남 농사지 뭐. 일 안한 게 없어. 밭도 
메고 논도 매고. (사례 26, 81, 여)

제도권에 속하지 못한 일의 성격상 공식적으로 정해진 정년에 맞춰 은퇴를 하기

보다,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졌을 때 경제활동을 종결한 노인들이 많았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들이 해왔던 일은 

정신적인 노동이기보다 육체적 노동을 수반한 일이었고, 건강의 악화는 일을 지속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육체노동의 성격이 강한 일들로 인해 건강의 

악화가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는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아파서 그만 뒀어요. 많이 아파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파출부 일 다니면서 추운데 찬물

로 청소하고 기름때 벗기고 어떤 집에서는 잘 살아도 점심도 안주고 바퀴벌레가 손가락만 

한 게 기어다는데 찬 밥 먹고 남긴 것을 그런 놈을 먹으래요. 냉장고에 반찬이 많이 있어도 

쉬어 터진 놈 먹으래요. 밥도 굻고 그랬어요. (사례 31, 76, 여)

아니, 구해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목수를 그만두고 공장에 청소를 다녔어.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다리도 아프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여기서 신정로, 거기까지 

가는데 7번을 쉬었어.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지.(사례 29, 67, 남)

나? 그냥 하다가 아파서 못했지. (사례 3, 68, 여성)

2. 빈곤의 계기 1: 보증과 사업 실패

보증과 사업 실패로 빈곤해진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19와 25 면접대상

자는 가족의 보증을 섰다 잘못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었다. 또한 아들의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증을 서 주어 빈곤해진 

면접대상자도 있었다. 사례 8 면접대상자는 이로 인해 노후대책이었던 집을 잃고 

현재는 치매 아내를 돌보며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퇴직금하고 연금하고. 우리 아들, 솔민이 아빠가 차를 사서 보험도 안내고 사고를 냈나 봐

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내 봉급은 차압이 안 들어오고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

고 차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못 찾아 썼어. 

남들 돈 벌 때 나도 돈 벌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가 노후대책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자식하나를 잘못 놓아서. 자식만 놔서 버리고, 저지랄로 

안 들어오니. 애 100일 때 나가서 안 들어와요. 누가 나 아들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사례 

19, 7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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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 경험 연번 일 경험 연번 일 경험

1 식모, 식당, 가사도우미 12
화전 농사, 공공근로, 
재활용품 수집 

23
쑥, 나물 캐기, 연탄 
리어카 끌기 등 다수

2 농장 일 13 식모살이 24 건물 청소

3 식모살이, 가사 도우미 14 농사, 장사, 보따리장수 25 농사, 가게 운영

4 농사, 청소 15 식당 운영 26 논밭일

5 장사, 식모살이 16 농사, 식모살이 27
농사, 미군부대, 
고물장사 

6 갈비집 운영, 파출부 17 농사 28 구두닦이

7 농사, 공장 18 노점상 29
나무 베기, 제재소, 
일용직, 목수, 공장 
청소

8 장사, 모텔업 19 정밀회사 30 대기업(태광)

9
농사, 골프장, 청소, 
식모살이 등 다수

20
보따리 장사, 옷가게 
운영

31 식당일, 파출부

10 식모살이 50년 21 자갈 깨는 일 16년 32 공장일 외 다수

11
남편이 주식투자를 
실패하기 전까지 함께 
가게 운영

22 식당, 건물 청소

<표 6> 면접대상자의 일 경험 

식모살이를 계속했죠. 50대까지 계속했지요. 한 50년 하고 내밥먹는데 십 몇 년 
된 거니깐. 그때 거기서는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건 안 받았어요. 옛날에는 어렵
게 사니까요. 그 집에 키워가지고 시집보내준다고 하면 보내고, 보내고 그런 식으
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어요. (사례 10, 67, 여)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나도 젊어서 파출부 다녀서 벌어서 아픈 게 약 
먹고 류마티스 관절 있지, 중풍 왔지, 약 먹고. (사례 31, 76, 여)
노점상 같은 거. 큰 장사 이런 거 안 하고. 가게를 갖고 크게 해본 것도 없고 그
냥 노점상 이렇게 용돈정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농민도 아니지 공무원도 아니
지, 하고는 싶은데 그 양반도 그런 것도 없어서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깐. (사례 
18, 77, 여)

농사지었지. 둘이 같이. 나는 일꾼이었어. 남 농사지 뭐. 일 안한 게 없어. 밭도 
메고 논도 매고. (사례 26, 81, 여)

제도권에 속하지 못한 일의 성격상 공식적으로 정해진 정년에 맞춰 은퇴를 하기

보다,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졌을 때 경제활동을 종결한 노인들이 많았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들이 해왔던 일은 

정신적인 노동이기보다 육체적 노동을 수반한 일이었고, 건강의 악화는 일을 지속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육체노동의 성격이 강한 일들로 인해 건강의 

악화가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는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아파서 그만 뒀어요. 많이 아파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파출부 일 다니면서 추운데 찬물

로 청소하고 기름때 벗기고 어떤 집에서는 잘 살아도 점심도 안주고 바퀴벌레가 손가락만 

한 게 기어다는데 찬 밥 먹고 남긴 것을 그런 놈을 먹으래요. 냉장고에 반찬이 많이 있어도 

쉬어 터진 놈 먹으래요. 밥도 굻고 그랬어요. (사례 31, 76, 여)

아니, 구해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목수를 그만두고 공장에 청소를 다녔어.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다리도 아프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여기서 신정로, 거기까지 

가는데 7번을 쉬었어.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지.(사례 29, 67, 남)

나? 그냥 하다가 아파서 못했지. (사례 3, 68, 여성)

2. 빈곤의 계기 1: 보증과 사업 실패

보증과 사업 실패로 빈곤해진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19와 25 면접대상

자는 가족의 보증을 섰다 잘못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었다. 또한 아들의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증을 서 주어 빈곤해진 

면접대상자도 있었다. 사례 8 면접대상자는 이로 인해 노후대책이었던 집을 잃고 

현재는 치매 아내를 돌보며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퇴직금하고 연금하고. 우리 아들, 솔민이 아빠가 차를 사서 보험도 안내고 사고를 냈나 봐

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내 봉급은 차압이 안 들어오고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

고 차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못 찾아 썼어. 

남들 돈 벌 때 나도 돈 벌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가 노후대책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자식하나를 잘못 놓아서. 자식만 놔서 버리고, 저지랄로 

안 들어오니. 애 100일 때 나가서 안 들어와요. 누가 나 아들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사례 

19, 7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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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이 지하 스포츠 센터를 한다고, 그리고 형이 나이가 먹었으니깐 형이 용돈이라도 얼

마씩 준다고 하더라,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홀딱 다 넘어가서 지금 논이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있고 집도 아들 앞으로 해놨잖아요. (사례 25, 78, 여) 

네. 남편이랑 같이 장사를 했는데 집도 있고 다 있고 그랬는데 우리 큰 아들이 사업하다가 

다 말아 먹었어요. 집을 잡혀가지고. 자기도 거지 되고 우리도 거지 되어 버린 거죠. 여기 

그때 우리 아들이 임대아파트를 한 12년 됐지. 그때 해놨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믿고 내려 온 거죠. 8년 됐어요, 내려 온지가. 2005년도 왔어요. 그러다가 남의 집 빌려 살

게 됐지. (사례 8, 78, 남)

3. 빈곤의 계기 2: 가족의 질병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거나, 빈곤을 벗어날 수 없게 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32 면접대상자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례 20 면접대상자는 경찰인 남편의 봉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에서 남편이 경찰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

어 빚을 ‘잔뜩’ 질만큼 경제적으로 더 곤궁해졌다. 그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

까지 삼십 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남편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어려워진 이유가 남편 때문에 거의. 언제 죽을까. 18만

원 병원비 내가 사람들 써도 돈을 내야하고, 내가 수발을 들었어.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접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른 선생한테 했잖아, 근데 잘 해줬

어요. 근데 중앙병원은 틀려 또. 너무 안 해줘. 그렇게 요양원을 한번 갔다가 병이 나서 병

원 생활, 강남 성모 병원에 있다가 중앙병원에 가서 집에 모셨지요. 아프면 119불렀다가 

병원 갔다가 집에 오고. (사례32, 74, 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요? 할아버지는 여기 돈 하나 없이 몸만 여기서 경찰로 있었어요. 

경찰로 있다가 어떻게 경찰도 성격에 안 맞는지 자꾸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옛날에 경찰은요 보리쌀 두말인가 서말하고, 월급이 1,500원인가 나오고 그때 

15,000원인가 1,500인가, 그때 그렇게 나오고 진짜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

면 못 살걸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살다 살다 뭐가 아니꼬운 일이 있었는지 그만두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냥 여태까지 거지마냥 살았어요,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만두고서 어떻게 놀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었어

요. 병원에 가서 있으니까 빚을 잔뜩 졌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들어앉았었죠, 살 길이 없어서. 

(장사 한 게) 할아버지가 아플 때부터 30년이에요. 아이고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이렇

게 세상을. 세상에 낳았다가 세상을 이렇게 살고 가는 게 이게 뭐하는 거야. 장사해서 애들 

다 가르치지도 못 했어요, 다. (사례 20, 79, 여) 

4. 여성생계부양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아, 홀로 벌이를 해서 살

아온 면접대상자들이 많았다. 홀로 벌어 남편과 여러 명의 자식까지 부양해야했기 

때문에 가난은 지속적으로 짊어져야할 부담이 되었다. 사례3 면접대상자 역시 남

편이 평생 벌이가 없어 홀로 식모살이, 가사 도우미 등의 일을 하며 1남 2녀를 키

웠고, 현재는 손자와 입원한 남편의 돌봄 노동도 수행 중이다. 사례 14 면접대상자

는 남편이 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그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않아 평생 혼자 농사를 

돕거나, 장사,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며 3남 2녀를 키웠다. 

아이고, 말도 마셔. 이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깐. 내가 일해서 살았지. 남의 집에 가서 

살고 남의 일도 해주고 그랬지. (사례 3, 68, 여성)

애들을 먹여 살릴라고 보따리장수를 한거지. 그때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을 믿고 살다가는 

애들을 굶겨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례 14, 81, 여) 

특히 사례14 면접대상자는 남편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

였다. 시집을 갔더니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병에 걸려 집 밖을 돌아다니기만 

하고 ‘술로 사는’ 사람으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지 않았다. 부모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곳으로 갔더니 혼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19이고 그이는 25살이고 그런데 나는 4남매 막내로 커서 방안에서만 컸어요. 아무것

도 모르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이는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다는데 비쩍 말랐어, 새까

맣게. 그런 사람이랑 부모가 해줘서 보지도 않고 그냥 날 받아가서 결혼을 한 거라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자다가도 뛰어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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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이 지하 스포츠 센터를 한다고, 그리고 형이 나이가 먹었으니깐 형이 용돈이라도 얼

마씩 준다고 하더라,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홀딱 다 넘어가서 지금 논이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있고 집도 아들 앞으로 해놨잖아요. (사례 25, 78, 여) 

네. 남편이랑 같이 장사를 했는데 집도 있고 다 있고 그랬는데 우리 큰 아들이 사업하다가 

다 말아 먹었어요. 집을 잡혀가지고. 자기도 거지 되고 우리도 거지 되어 버린 거죠. 여기 

그때 우리 아들이 임대아파트를 한 12년 됐지. 그때 해놨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믿고 내려 온 거죠. 8년 됐어요, 내려 온지가. 2005년도 왔어요. 그러다가 남의 집 빌려 살

게 됐지. (사례 8, 78, 남)

3. 빈곤의 계기 2: 가족의 질병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거나, 빈곤을 벗어날 수 없게 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32 면접대상자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례 20 면접대상자는 경찰인 남편의 봉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에서 남편이 경찰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

어 빚을 ‘잔뜩’ 질만큼 경제적으로 더 곤궁해졌다. 그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

까지 삼십 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남편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어려워진 이유가 남편 때문에 거의. 언제 죽을까. 18만

원 병원비 내가 사람들 써도 돈을 내야하고, 내가 수발을 들었어.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접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른 선생한테 했잖아, 근데 잘 해줬

어요. 근데 중앙병원은 틀려 또. 너무 안 해줘. 그렇게 요양원을 한번 갔다가 병이 나서 병

원 생활, 강남 성모 병원에 있다가 중앙병원에 가서 집에 모셨지요. 아프면 119불렀다가 

병원 갔다가 집에 오고. (사례32, 74, 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요? 할아버지는 여기 돈 하나 없이 몸만 여기서 경찰로 있었어요. 

경찰로 있다가 어떻게 경찰도 성격에 안 맞는지 자꾸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옛날에 경찰은요 보리쌀 두말인가 서말하고, 월급이 1,500원인가 나오고 그때 

15,000원인가 1,500인가, 그때 그렇게 나오고 진짜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

면 못 살걸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살다 살다 뭐가 아니꼬운 일이 있었는지 그만두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냥 여태까지 거지마냥 살았어요,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만두고서 어떻게 놀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었어

요. 병원에 가서 있으니까 빚을 잔뜩 졌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들어앉았었죠, 살 길이 없어서. 

(장사 한 게) 할아버지가 아플 때부터 30년이에요. 아이고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이렇

게 세상을. 세상에 낳았다가 세상을 이렇게 살고 가는 게 이게 뭐하는 거야. 장사해서 애들 

다 가르치지도 못 했어요, 다. (사례 20, 79, 여) 

4. 여성생계부양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아, 홀로 벌이를 해서 살

아온 면접대상자들이 많았다. 홀로 벌어 남편과 여러 명의 자식까지 부양해야했기 

때문에 가난은 지속적으로 짊어져야할 부담이 되었다. 사례3 면접대상자 역시 남

편이 평생 벌이가 없어 홀로 식모살이, 가사 도우미 등의 일을 하며 1남 2녀를 키

웠고, 현재는 손자와 입원한 남편의 돌봄 노동도 수행 중이다. 사례 14 면접대상자

는 남편이 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그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않아 평생 혼자 농사를 

돕거나, 장사,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며 3남 2녀를 키웠다. 

아이고, 말도 마셔. 이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깐. 내가 일해서 살았지. 남의 집에 가서 

살고 남의 일도 해주고 그랬지. (사례 3, 68, 여성)

애들을 먹여 살릴라고 보따리장수를 한거지. 그때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을 믿고 살다가는 

애들을 굶겨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례 14, 81, 여) 

특히 사례14 면접대상자는 남편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

였다. 시집을 갔더니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병에 걸려 집 밖을 돌아다니기만 

하고 ‘술로 사는’ 사람으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지 않았다. 부모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곳으로 갔더니 혼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19이고 그이는 25살이고 그런데 나는 4남매 막내로 커서 방안에서만 컸어요. 아무것

도 모르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이는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다는데 비쩍 말랐어, 새까

맣게. 그런 사람이랑 부모가 해줘서 보지도 않고 그냥 날 받아가서 결혼을 한 거라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자다가도 뛰어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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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전쟁을 하는데 폭탄 속에서, 백운산에서 전투를 

했데요. 그 사람이 폭탄 속에서 살아났으니 온전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알았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저걸 했을 텐데. 술을 먹어야 잊어버린 데요. 그래서 술로만 사는 거

야. 그게 원통해서,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21살에 우리 아들을 낳고 둘째를 딸을 낳고 했

는데 애들이 커서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 하고 들어오면 귀신 들어온다고 쫒아나가요 때려

잡는다고. 딸한테. 그러고 생전 돌아다니고 집이 밥을 먹거나 말거나 벌어다 주는 것도 없

고. (사례 14, 81, 여)

이처럼 남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여 홀로 경제부양을 하게 된 다른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되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 남편에 대해 잘 모르고 결혼해보니 남편은 유부남이었다. 그래서 얼

마 후 별거하여 식모살이를 하며 홀로 살아왔고, 자식도 없어 지금도 쪽방에서 기

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 사례 21 면접대상자 역시 결혼을 한 이후 

자신이 재취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은 술만 마시다 집안의 재산을 다 ‘털

어먹었다’. 이처럼 빈곤한 상황에서 홀로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은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혼해서 실패하고 4,5년 살다가 여태 혼자 살았어요. 모르고 갔더니 마누라가 딸을 3이

나 낳은 사람이더라고. 거기서 이혼하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그리고 남자가 죽었어. 죽고 

없으니깐 이 날 평생 내가 60년을 여기서 산거야. 연애를 한번 해봤어야 하는데 연애도 한

번 못한 거야, 병신이. (사례 13, 85, 여)

나는 열일곱에 했어. (웃음) 열일곱에 시집오니까 재취요. 그러니까 그러니 어떡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살았지. 그냥 노인네 여보였었지, 13살 차였어. 아유, 엄마가 그 집 마당에 

가서 죽으라고 그리 야단이 날줄 몰랐어. 그러니 어떡해. 어디로가 지금 같으면 어디로든 

갔을 거야 병신이라 어디로 갈 줄을 몰랐어. 그냥 다갔어. 아들, 딸 남매밖에 안 낳았어. 

응. 그냥 그전에 영감이 술이나 먹다 다 털어먹고, 거지돼서 여기로 왔어, 청주서 살다가. 

이불보따리 하나 들고, 아주 다 털어먹고. 여기 온지가 32살에 왔으니 50년이 넘었어요. 

(사례 21, 78, 여)

5. 경제부양자의 사망

경제부양을 하던 남편이 사망하여, 빈곤해진 여성노인들도 있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을 해왔지만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홀로 경제적 책

임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례 2는 남편이 평생 벌이가 있을 줄 알

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사망하여 빈곤해졌다. 사례 23 면접대상자는 젊을 

때 남편이 죽고 안 해본 일 없이 돈을 벌어 자식을 키웠다. 두 면접대상자 모두 생

계는 이을 수 있었지만, 빈곤한 상태는 면하기 어려웠다.

아이고, 무조건 돈 번 것이 평생 벌 줄 알고. 돈도 잘 벌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돈도 못 벌고 

구들장 신세마냥.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깐.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금방 점심 잘 먹

고 금방 쓰러져서 돌아가셨어. 허망하데. 점심 잘 잡숩고, 아픈 사람은 밥도 못 먹잖아요. 

근데 밥도 잘 잡숩고 드러누워서 그냥 가버리니깐 너무 허망하더라고. (사례 2-a, 80, 여)

그래서 벌어서 먹이려고 산에 가서 쑥도 뜯고, 나물도 뜯고, 누가 연탄 리어카도 끌라고 해

서 그것도 끌어보고 나는 안 해본 것 없어요. 그러니깐 산에 가서 쑥도 뜯고 새벽에 첫 새

벽에 일어나서 애들이 밥 먹고 학교가면 나는 들로 나가서 해가 가물가물하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늦게 들어가는 때는 애들이 기다리고 우리 막내는 울고 앉아있고, 엄마 어디 갔

다 와 그러고. 아이고,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사례 23, 79, 여)

6. 부족한 노후준비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먹고 살기에 바

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에게 당

장의 생활 이외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들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되지 않았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저금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례 28, 77, 남)

그때는 돈을 벌수도 없고, 뭐 적금 같은 거 할 돈이 안 돼, 먹고 살기나 바쁘고. 남한테 꿔

서 살고 그랬는데. (사례 29, 67,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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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전쟁을 하는데 폭탄 속에서, 백운산에서 전투를 

했데요. 그 사람이 폭탄 속에서 살아났으니 온전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알았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저걸 했을 텐데. 술을 먹어야 잊어버린 데요. 그래서 술로만 사는 거

야. 그게 원통해서,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21살에 우리 아들을 낳고 둘째를 딸을 낳고 했

는데 애들이 커서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 하고 들어오면 귀신 들어온다고 쫒아나가요 때려

잡는다고. 딸한테. 그러고 생전 돌아다니고 집이 밥을 먹거나 말거나 벌어다 주는 것도 없

고. (사례 14, 81, 여)

이처럼 남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여 홀로 경제부양을 하게 된 다른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되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 남편에 대해 잘 모르고 결혼해보니 남편은 유부남이었다. 그래서 얼

마 후 별거하여 식모살이를 하며 홀로 살아왔고, 자식도 없어 지금도 쪽방에서 기

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 사례 21 면접대상자 역시 결혼을 한 이후 

자신이 재취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은 술만 마시다 집안의 재산을 다 ‘털

어먹었다’. 이처럼 빈곤한 상황에서 홀로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은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혼해서 실패하고 4,5년 살다가 여태 혼자 살았어요. 모르고 갔더니 마누라가 딸을 3이

나 낳은 사람이더라고. 거기서 이혼하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그리고 남자가 죽었어. 죽고 

없으니깐 이 날 평생 내가 60년을 여기서 산거야. 연애를 한번 해봤어야 하는데 연애도 한

번 못한 거야, 병신이. (사례 13, 85, 여)

나는 열일곱에 했어. (웃음) 열일곱에 시집오니까 재취요. 그러니까 그러니 어떡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살았지. 그냥 노인네 여보였었지, 13살 차였어. 아유, 엄마가 그 집 마당에 

가서 죽으라고 그리 야단이 날줄 몰랐어. 그러니 어떡해. 어디로가 지금 같으면 어디로든 

갔을 거야 병신이라 어디로 갈 줄을 몰랐어. 그냥 다갔어. 아들, 딸 남매밖에 안 낳았어. 

응. 그냥 그전에 영감이 술이나 먹다 다 털어먹고, 거지돼서 여기로 왔어, 청주서 살다가. 

이불보따리 하나 들고, 아주 다 털어먹고. 여기 온지가 32살에 왔으니 50년이 넘었어요. 

(사례 21, 78, 여)

5. 경제부양자의 사망

경제부양을 하던 남편이 사망하여, 빈곤해진 여성노인들도 있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을 해왔지만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홀로 경제적 책

임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례 2는 남편이 평생 벌이가 있을 줄 알

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사망하여 빈곤해졌다. 사례 23 면접대상자는 젊을 

때 남편이 죽고 안 해본 일 없이 돈을 벌어 자식을 키웠다. 두 면접대상자 모두 생

계는 이을 수 있었지만, 빈곤한 상태는 면하기 어려웠다.

아이고, 무조건 돈 번 것이 평생 벌 줄 알고. 돈도 잘 벌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돈도 못 벌고 

구들장 신세마냥.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깐.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금방 점심 잘 먹

고 금방 쓰러져서 돌아가셨어. 허망하데. 점심 잘 잡숩고, 아픈 사람은 밥도 못 먹잖아요. 

근데 밥도 잘 잡숩고 드러누워서 그냥 가버리니깐 너무 허망하더라고. (사례 2-a, 80, 여)

그래서 벌어서 먹이려고 산에 가서 쑥도 뜯고, 나물도 뜯고, 누가 연탄 리어카도 끌라고 해

서 그것도 끌어보고 나는 안 해본 것 없어요. 그러니깐 산에 가서 쑥도 뜯고 새벽에 첫 새

벽에 일어나서 애들이 밥 먹고 학교가면 나는 들로 나가서 해가 가물가물하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늦게 들어가는 때는 애들이 기다리고 우리 막내는 울고 앉아있고, 엄마 어디 갔

다 와 그러고. 아이고,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사례 23, 79, 여)

6. 부족한 노후준비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먹고 살기에 바

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에게 당

장의 생활 이외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들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되지 않았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저금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례 28, 77, 남)

그때는 돈을 벌수도 없고, 뭐 적금 같은 거 할 돈이 안 돼, 먹고 살기나 바쁘고. 남한테 꿔

서 살고 그랬는데. (사례 29, 67,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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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했어요.누가 보험 들으라고 하지도 않고, 한 달에 조금씩 나오는 거 가지고 적

금 들라고 했는데 적금도 안 되더라고, 돈이 없어서. 남아야 저금을 하지. 젊었을 때도 중

국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저금 못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 4, 83, 여)

아무것도 못했어요. 괜히 그냥 그때 만해도 젊은 마음에 부산 가서 하면 거기도 가고 또 제

주도 좋으니깐 가보자고 해서 허영된 마음이 있어서 돌아다니느라 돈을 벌어놓은 것이 없

지. (사례 1, 72, 여)

아니요. 여유가 안돼서 그런 거지. 경비 생활해서 얼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례32, 74, 여)

노후준비 하려고 했으나 이를 소진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노후준비를 했다

고 답한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의 노후대책은 집과 관련된 자산이었다. 집을 마련

했지만 큰 아들의 사업이 망하여 이를 잃게 된 사례 8 면접대상자, 저금과 전세자

금이 있었지만 시동생고 남편이 이를 소진해버린 사례 10 면접대상자는 현재 별다

른 노후대책이 없이 노후를 맞게 됨으로서, 기초생활급여에 크게 의존하여 생활하

고 있다.

그나마 집을 샀는데. 옛날에 9,000만원인가 빌라 20평짜리 샀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넘

어 가버렸죠. 그것만 있었어도 지금 그게 3억 이상 갔을 텐데. 그냥 넘어가버렸으니깐 끝

난 거지. 경매 처분 되어 버렸어요. (사례 8, 78, 남) 

젊어서 이제 노후대비해서 뭐 좀 경제적으로 준비는 했는데 그래 돈 하나도 없어요. 다 가

져 가버리고. 시동생이랑 할아버지가 싹 다가져갔지요. 저금한 거랑, 전세 값이랑 싹 가지

고 날라버렸죠. (사례 10, 67, 여)

노후대책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사례 2 면접대

상자는 남편의 벌이에 생계와 노후대책을 모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갑작스

럽게 사별하게 되었다. 면접대상자 모두 자신을 독립적으로 건사할 만큼의 경제적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없었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들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국가의 경제적 지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노후대책은 할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니깐 노후대책을 할 수 가 있겠어요? 죽는 사람도 있

는데 너 나 먹을 것 해 놓고 가라 할 수 가 있어요? (웃음) (사례 2-a, 80, 여)

7. 가난의 대물림

면접대상자들 중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

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가난이 대물림되는 요인으로 교육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자신이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생계를 위

해서 아이들도 일을 해야 했거나, 자신이 돈을 버느라 아이들 공부에는 신경쓰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다. 

그 대신에 애들도 공부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결석을 시켜가면서 같이 일을 했

었어야 했어요. 제가 생각하니깐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사례 12, 69, 여)

애들 키우는데, 공부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 사는 것도 힘들지. 공부도 못 시켰으니

깐. 공부라도 잘 시켰으면 그래도 저희들 밥벌어먹고 살면서 엄마를 좀 도와 줄 텐데. 너무 

힘 들으니깐 도와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사례 22, 73, 여)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자식들도 제대로 잘 교육도 못시키고 그러니깐 

제가 그렇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못해서 애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요. (사례 

27, 102, 남)

올라와서 살다가 애들을 못 가르쳤어요. 식당일 하다가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살았어. (사

례31, 76, 여)

이로 인해 사례 6 면접대상자는 손자손녀들만큼은 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손자가 5세, 손녀가 13개월 때부터 맡아서 키우고 있는 사례 6 면접대상

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자손녀의 공부에 신경을 쓸 정도로 교육에 열성적이다. 

하던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기초연금과 파지수거를 하며 낮 시간에는 손자

손녀의 교육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파지수거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

태기 위해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손

자손녀가 잠든 시간에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하고 있다.

구해 봤어요, 새벽일로. 애들 때문에. 내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때는 남편도 없고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나 11시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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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했어요.누가 보험 들으라고 하지도 않고, 한 달에 조금씩 나오는 거 가지고 적

금 들라고 했는데 적금도 안 되더라고, 돈이 없어서. 남아야 저금을 하지. 젊었을 때도 중

국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저금 못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 4, 83, 여)

아무것도 못했어요. 괜히 그냥 그때 만해도 젊은 마음에 부산 가서 하면 거기도 가고 또 제

주도 좋으니깐 가보자고 해서 허영된 마음이 있어서 돌아다니느라 돈을 벌어놓은 것이 없

지. (사례 1, 72, 여)

아니요. 여유가 안돼서 그런 거지. 경비 생활해서 얼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례32, 74, 여)

노후준비 하려고 했으나 이를 소진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노후준비를 했다

고 답한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의 노후대책은 집과 관련된 자산이었다. 집을 마련

했지만 큰 아들의 사업이 망하여 이를 잃게 된 사례 8 면접대상자, 저금과 전세자

금이 있었지만 시동생고 남편이 이를 소진해버린 사례 10 면접대상자는 현재 별다

른 노후대책이 없이 노후를 맞게 됨으로서, 기초생활급여에 크게 의존하여 생활하

고 있다.

그나마 집을 샀는데. 옛날에 9,000만원인가 빌라 20평짜리 샀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넘

어 가버렸죠. 그것만 있었어도 지금 그게 3억 이상 갔을 텐데. 그냥 넘어가버렸으니깐 끝

난 거지. 경매 처분 되어 버렸어요. (사례 8, 78, 남) 

젊어서 이제 노후대비해서 뭐 좀 경제적으로 준비는 했는데 그래 돈 하나도 없어요. 다 가

져 가버리고. 시동생이랑 할아버지가 싹 다가져갔지요. 저금한 거랑, 전세 값이랑 싹 가지

고 날라버렸죠. (사례 10, 67, 여)

노후대책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사례 2 면접대

상자는 남편의 벌이에 생계와 노후대책을 모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갑작스

럽게 사별하게 되었다. 면접대상자 모두 자신을 독립적으로 건사할 만큼의 경제적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없었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들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국가의 경제적 지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노후대책은 할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니깐 노후대책을 할 수 가 있겠어요? 죽는 사람도 있

는데 너 나 먹을 것 해 놓고 가라 할 수 가 있어요? (웃음) (사례 2-a, 80, 여)

7. 가난의 대물림

면접대상자들 중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

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가난이 대물림되는 요인으로 교육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자신이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생계를 위

해서 아이들도 일을 해야 했거나, 자신이 돈을 버느라 아이들 공부에는 신경쓰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다. 

그 대신에 애들도 공부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결석을 시켜가면서 같이 일을 했

었어야 했어요. 제가 생각하니깐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사례 12, 69, 여)

애들 키우는데, 공부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 사는 것도 힘들지. 공부도 못 시켰으니

깐. 공부라도 잘 시켰으면 그래도 저희들 밥벌어먹고 살면서 엄마를 좀 도와 줄 텐데. 너무 

힘 들으니깐 도와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사례 22, 73, 여)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자식들도 제대로 잘 교육도 못시키고 그러니깐 

제가 그렇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못해서 애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요. (사례 

27, 102, 남)

올라와서 살다가 애들을 못 가르쳤어요. 식당일 하다가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살았어. (사

례31, 76, 여)

이로 인해 사례 6 면접대상자는 손자손녀들만큼은 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손자가 5세, 손녀가 13개월 때부터 맡아서 키우고 있는 사례 6 면접대상

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자손녀의 공부에 신경을 쓸 정도로 교육에 열성적이다. 

하던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기초연금과 파지수거를 하며 낮 시간에는 손자

손녀의 교육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파지수거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

태기 위해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손

자손녀가 잠든 시간에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하고 있다.

구해 봤어요, 새벽일로. 애들 때문에. 내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때는 남편도 없고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나 11시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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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마는지 모르잖아요. 밥만 먹이면 지들이 크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는

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자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어려서

부터 그냥 하다못해 애들이 거짓말을 절대 못하게 고사리 같은 손을 때리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정직해. 그래서 애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바르게 키우게 하기위해서, 광현이 어렸을 

때는 선교원에 맡겨놓고 파출부를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

어서 수급자 돼서 먹고 살면서 애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바르게 자

라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깐 말하자면 애들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우리 광현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하니깐 학원을 좀 보내야 하잖아

요. 안보내면 안되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 하고 해서 조금씩 보내다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깐 안보내고 그러는데 전에는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깐 안 되더

라고. 그래서 학원을 하나 다녀요. (사례6, 68, 여)

내가 저녁에 10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박스 주우러 다녀요. 애기들 자면 문 싹 잠

가 놓고. 생활비 안 나와요. 반찬값, 찬값. 그래도 노는 것 보다는 낫자나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면접대상자들이 자녀들을 많이 교육시키지 못하였지만, 자신들도 많이 교육받

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거나, 

초등학교를 중퇴, 졸업한 학력수준이었다. 그래서 사례 21 면접대상자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해도,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

했다.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을 쓰기 힘들었고, 생계를 잇

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신경도 못쓸 만큼 가난했던 상

황이었다. 면접대상자 본인 역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으나, 자신은 부모가 시켜

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면접대상자들의 빈곤

은 그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빈곤에 까지 대물림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53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공부도 못시키

고 우리 애들이 큰일 났지. 자식 두 명 낳은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주 딸도 아들도 제

대로 못 가르쳤다고 닦달이지. 하지만 어떡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는데.

(자녀들) 공부를 못 시켰다고 원망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글자도 몰라요. 내가 공

부를 안 해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켰어도 내가 안다녔으니 누구를 원망해. (사례 

21, 78, 여)

Ⅴ. 정책적 대응방안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은 배우자 사후에는 자식에게 깊이 의존하면서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

이고 자식이 대졸학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껴왔다. 많은 여성노인들

이 배우자보다 오래 살지만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생

각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별다른 준비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나

타난다. 여성노인들은 부모나 주변 여성으로부터 노년기 삶의 역할모델을 배우지 

못한 채 노년기를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후생활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세대

보다 긴 기대수명을 예상하며 노년기를 보내는 고령화 시대의 첫 노인세대인 것이

다. 이제 노인빈곤과 질병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의존도, 심리적 고립감, 주거환경, 가족관계로부터의 고립감

은 전반적으로 열악한데 남성노인들에 비해서 여성노인들이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남녀 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노년기로 올수록 훨씬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만으로는 최저한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에서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많은 

여성노인들에게 있어 여전히 가족이 삶의 전부여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에 노년초기에 접어든 여성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바로 이전

세대의 노년기를 보아왔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한국사회의 여성노인들도 장기적으로는 서구사회의 노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노화

의 과정에 대처하게 될 것이다(active ageing).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인 시대의 흐

름이며,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게 될 미래에는 여러 사회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사회경제적 생산 활동의 참여가 불가능한 잔여적 인

구로 정의하고 수동적인 돌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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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마는지 모르잖아요. 밥만 먹이면 지들이 크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는

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자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어려서

부터 그냥 하다못해 애들이 거짓말을 절대 못하게 고사리 같은 손을 때리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정직해. 그래서 애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바르게 키우게 하기위해서, 광현이 어렸을 

때는 선교원에 맡겨놓고 파출부를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

어서 수급자 돼서 먹고 살면서 애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바르게 자

라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깐 말하자면 애들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우리 광현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하니깐 학원을 좀 보내야 하잖아

요. 안보내면 안되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 하고 해서 조금씩 보내다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깐 안보내고 그러는데 전에는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깐 안 되더

라고. 그래서 학원을 하나 다녀요. (사례6, 68, 여)

내가 저녁에 10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박스 주우러 다녀요. 애기들 자면 문 싹 잠

가 놓고. 생활비 안 나와요. 반찬값, 찬값. 그래도 노는 것 보다는 낫자나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면접대상자들이 자녀들을 많이 교육시키지 못하였지만, 자신들도 많이 교육받

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거나, 

초등학교를 중퇴, 졸업한 학력수준이었다. 그래서 사례 21 면접대상자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해도,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

했다.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을 쓰기 힘들었고, 생계를 잇

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신경도 못쓸 만큼 가난했던 상

황이었다. 면접대상자 본인 역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으나, 자신은 부모가 시켜

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면접대상자들의 빈곤

은 그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빈곤에 까지 대물림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53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공부도 못시키

고 우리 애들이 큰일 났지. 자식 두 명 낳은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주 딸도 아들도 제

대로 못 가르쳤다고 닦달이지. 하지만 어떡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는데.

(자녀들) 공부를 못 시켰다고 원망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글자도 몰라요. 내가 공

부를 안 해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켰어도 내가 안다녔으니 누구를 원망해. (사례 

21, 78, 여)

Ⅴ. 정책적 대응방안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은 배우자 사후에는 자식에게 깊이 의존하면서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

이고 자식이 대졸학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껴왔다. 많은 여성노인들

이 배우자보다 오래 살지만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생

각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별다른 준비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나

타난다. 여성노인들은 부모나 주변 여성으로부터 노년기 삶의 역할모델을 배우지 

못한 채 노년기를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후생활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세대

보다 긴 기대수명을 예상하며 노년기를 보내는 고령화 시대의 첫 노인세대인 것이

다. 이제 노인빈곤과 질병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의존도, 심리적 고립감, 주거환경, 가족관계로부터의 고립감

은 전반적으로 열악한데 남성노인들에 비해서 여성노인들이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남녀 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노년기로 올수록 훨씬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만으로는 최저한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에서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많은 

여성노인들에게 있어 여전히 가족이 삶의 전부여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에 노년초기에 접어든 여성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바로 이전

세대의 노년기를 보아왔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한국사회의 여성노인들도 장기적으로는 서구사회의 노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노화

의 과정에 대처하게 될 것이다(active ageing).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인 시대의 흐

름이며,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게 될 미래에는 여러 사회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사회경제적 생산 활동의 참여가 불가능한 잔여적 인

구로 정의하고 수동적인 돌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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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고령화사회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의 현세대 여성노인들은 현세대 여성노인은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양에서 방치되어 있는 독특한 한국사회만의 세대

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주목한 세대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

고 있다. 

1. 공적소득보장체제의 개선

  가.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공적 연금제도 체계 구축

현재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필

요성, 국민연금의 세대간 독립재정제도로의 발전전망,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을 동

시에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은 소득기간이 짧

고 수명은 길어, 자녀양육 등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제도적 배려가 없다면 

소득이나 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개혁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국민연금제도에

서 여성노동 특성(예: 시간제 혹은 전일제 고용, 고용지속패턴, 임금수준 등)의 반

영,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을 양육

크레딧과 합쳐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연금가입여부 관계없이 출산 및 양

육을 한 모든 가족(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출산 및 양육크레딧 대상이 

되면 가입자로 등록, 자격관리를 하도록 한다. 첫째자녀부터 적용토록 하며, 1자녀

당 2년의 연금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1997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축적된 연금권에 대해 균분하여 부부 간에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도입당시 여

성이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은 2007년 법개정

으로 수정되어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다. 분할연금 실질

적 수급권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조기 사망 및 수급기간요건 미충족으로 노령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

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적용되지 못한다. 연금재정에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령연

금수급권의 발생시점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설계한 것은 여성의 독립

적 연금수급권 지원에 미흡하다. 선진국에서도 분할연금의 급여분할 시점은 급여

수급시점이 아니라 이혼시점 혹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할 관리하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분할

연금 사유가 발생한 이혼 시점에서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권을 분할하는 방식을 취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일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노인을 위한 경제활동참여 지원: 노노(老老)케어 사업을 통한 여성노인

의 사회참여 확대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노인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복지사에 대한 직무 

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복지사들이 개별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일회성의 

단기 사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노인봉사단 사업과 같이 지속적이며 안

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처음에는 노인돌봄 서비스에만 작업이 

한정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사회 아동돌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돌

봄서비스와 더불어 노인들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타인을 돕고, 지역사

회에 기여하며,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노인친화형 주거개조 지원

노인 1인 가구의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개조를 위한 지원을 받은 노인가구가 거의 없는 것

이 현실이다. 즉, 노인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거 개조비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보



-221-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
Korea Demography Forum 

러한 고령화사회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의 현세대 여성노인들은 현세대 여성노인은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양에서 방치되어 있는 독특한 한국사회만의 세대

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주목한 세대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

고 있다. 

1. 공적소득보장체제의 개선

  가.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공적 연금제도 체계 구축

현재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필

요성, 국민연금의 세대간 독립재정제도로의 발전전망,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을 동

시에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은 소득기간이 짧

고 수명은 길어, 자녀양육 등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제도적 배려가 없다면 

소득이나 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개혁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국민연금제도에

서 여성노동 특성(예: 시간제 혹은 전일제 고용, 고용지속패턴, 임금수준 등)의 반

영,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을 양육

크레딧과 합쳐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연금가입여부 관계없이 출산 및 양

육을 한 모든 가족(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출산 및 양육크레딧 대상이 

되면 가입자로 등록, 자격관리를 하도록 한다. 첫째자녀부터 적용토록 하며, 1자녀

당 2년의 연금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1997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축적된 연금권에 대해 균분하여 부부 간에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도입당시 여

성이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은 2007년 법개정

으로 수정되어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다. 분할연금 실질

적 수급권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조기 사망 및 수급기간요건 미충족으로 노령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

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적용되지 못한다. 연금재정에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령연

금수급권의 발생시점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설계한 것은 여성의 독립

적 연금수급권 지원에 미흡하다. 선진국에서도 분할연금의 급여분할 시점은 급여

수급시점이 아니라 이혼시점 혹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할 관리하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분할

연금 사유가 발생한 이혼 시점에서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권을 분할하는 방식을 취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일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노인을 위한 경제활동참여 지원: 노노(老老)케어 사업을 통한 여성노인

의 사회참여 확대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노인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복지사에 대한 직무 

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복지사들이 개별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일회성의 

단기 사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노인봉사단 사업과 같이 지속적이며 안

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처음에는 노인돌봄 서비스에만 작업이 

한정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사회 아동돌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돌

봄서비스와 더불어 노인들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타인을 돕고, 지역사

회에 기여하며,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노인친화형 주거개조 지원

노인 1인 가구의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개조를 위한 지원을 받은 노인가구가 거의 없는 것

이 현실이다. 즉, 노인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거 개조비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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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이루어지기 위해 (1)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노인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입주자가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일정부분 보조해줄 수 있는 제

도가 필요하며, (2)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 단독가구에 일정 부분의 월세를 국고에

서 보조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고령자로 보증인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지불을 보증해줄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는 주택 소유주가 갖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주택 임차인에게는 안정된 주

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조달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하거나, 역

모기지제도 내에 주택개조지원비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주

택개조비용을 융자해주고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마

지막으로 노인친화형 주택은 단순한 주택시설만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대상

이 되는 노인가구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가칭 ‘지역별 노인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나 조

직이 의료·보험·보건·복지·건축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 자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

하여 주택개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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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이루어지기 위해 (1)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노인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입주자가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일정부분 보조해줄 수 있는 제

도가 필요하며, (2)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 단독가구에 일정 부분의 월세를 국고에

서 보조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고령자로 보증인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지불을 보증해줄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는 주택 소유주가 갖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주택 임차인에게는 안정된 주

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조달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하거나, 역

모기지제도 내에 주택개조지원비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주

택개조비용을 융자해주고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마

지막으로 노인친화형 주택은 단순한 주택시설만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대상

이 되는 노인가구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가칭 ‘지역별 노인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나 조

직이 의료·보험·보건·복지·건축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 자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

하여 주택개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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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가 급증하기 시작하

였으며, 현재는 입소시설 및 일부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과다설치된 상태이다. 특

히, 소규모 및 영리목적으로 개설된 많은 시설들은 시설환경측면이 열악하고, 케어

인력 및 종사자의 실무경험도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장기요양시설의 환경 및 운영방식에 시설운영자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

다. 또한 단순보호차원에서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형태의 많은 시설로 

인한 보험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

요한 서비스 질 평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및 실태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

라가 추진하여야 할 서비스의 질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현재 보험자가 실시하고 있는 입소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

하였다. 또한 현재의 평가방법 및 향후 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과 현장에서 적용

하고 있는 질관리 실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45) 이글은 ‘선우덕 외(20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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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1.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개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의 급여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지역본부별 평가전

담팀을 구성한다. 평가자는 의료,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장기요양업

무에 3년이상 근무하고, 평가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평가전담팀 직원과 운영센

터 평가담당직원 2인1조로 구성된다. 

평가지표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평가요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로 

구분되어 있다. 중분류는 이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 기관의 운영방식 등 구조적 측면이 강한 지표로 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입소

생활시설 98개, 방문요양기관 60개, 방문목욕기관 59개, 방문간호기관 58개, 주

야간보호기관 76개, 단기보호기관 65개, 복지용구사업소 35개 지표로 각각 구성

되어 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면, 각 평가지표 문항에 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대분류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

점으로 환산 후 기관의 평균점수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이전에는 방문심사일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나, 2013년부터 일정기간내 사전 통보없이 방문실사로 변경하

였다. 

평가결과는 추후에 최우수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

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는 반면에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급여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가결과를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기관 관리, 감독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입소생활시설대상의 질적 수준 분석

본 분석에서 활용된 시설평가자료는 2011년도에 실시, 발표된 보고서로 총대상

시설수는 3,195개소이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규모별 평가점수의 분포에서 대체적으로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시설일

수록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의 경우 입소시설의 유형이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규모의 시설

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표 등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점수대별 시설규모를 살

펴보면,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90점 이상의 고득점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은 소규모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였다. 우

리나라의 입소시설규모가 대부분 30~70인 미만임을 감안할 때, 90점 이상의 시

설이 전체 평가대상 시설의 1/3정도라는 것은 시설서비스의 평균적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방식대로의 평가체계하에서는 소규모의 시설

의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중·대규모

시설에서도 60점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이 전체시설의 2.5~6.8%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평가대비를 소홀히 하였거나,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추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시설환경 및 안전영역이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권리 및 책임영역 > 급여결과영역 > 급여과정영역 > 기관운영영역

의 순이었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들은 평균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각 영역별 평균점수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만을 볼 때, 소규모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중·대규모시설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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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1.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체계의 개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의 급여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지역본부별 평가전

담팀을 구성한다. 평가자는 의료,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장기요양업

무에 3년이상 근무하고, 평가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평가전담팀 직원과 운영센

터 평가담당직원 2인1조로 구성된다. 

평가지표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평가요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로 

구분되어 있다. 중분류는 이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 기관의 운영방식 등 구조적 측면이 강한 지표로 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입소

생활시설 98개, 방문요양기관 60개, 방문목욕기관 59개, 방문간호기관 58개, 주

야간보호기관 76개, 단기보호기관 65개, 복지용구사업소 35개 지표로 각각 구성

되어 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면, 각 평가지표 문항에 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대분류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

점으로 환산 후 기관의 평균점수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이전에는 방문심사일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나, 2013년부터 일정기간내 사전 통보없이 방문실사로 변경하

였다. 

평가결과는 추후에 최우수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

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는 반면에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급여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가결과를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기관 관리, 감독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입소생활시설대상의 질적 수준 분석

본 분석에서 활용된 시설평가자료는 2011년도에 실시, 발표된 보고서로 총대상

시설수는 3,195개소이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규모별 평가점수의 분포에서 대체적으로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시설일

수록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의 경우 입소시설의 유형이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규모의 시설

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표 등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점수대별 시설규모를 살

펴보면,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90점 이상의 고득점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은 소규모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였다. 우

리나라의 입소시설규모가 대부분 30~70인 미만임을 감안할 때, 90점 이상의 시

설이 전체 평가대상 시설의 1/3정도라는 것은 시설서비스의 평균적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방식대로의 평가체계하에서는 소규모의 시설

의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중·대규모

시설에서도 60점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시설이 전체시설의 2.5~6.8%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평가대비를 소홀히 하였거나,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추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시설환경 및 안전영역이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권리 및 책임영역 > 급여결과영역 > 급여과정영역 > 기관운영영역

의 순이었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들은 평균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각 영역별 평균점수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만을 볼 때, 소규모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중·대규모시설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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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 등 구조적 측면이나 급여제공의 결과물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의 점수

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지침, 매뉴얼 등이 구비되

지 못해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

고 있다. 

다음으로 시설운영주체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법인 > 개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운영의 시

설과 법인운영의 시설이 시설평가에 대한 대비가 양호하며,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지닌 시설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평

균점수별 시설분포에서도 개인운영시설은 60점미만의 비중이 지자체나 법인이 운

영하는 시설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시설인 경우에는 평균 

평가점수가 가장 낮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열악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 분석

본 분석에서 활용된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자료는 2012년도에 실시, 발표된 보

고서로, 총대상시설수는 6,527개소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현황은 재가서비스유형별 기관평가 평균점수를 보면, 주야간

보호시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방문요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설치된 시설수가 가장 많고,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점수 분포별

로 재분석해 보아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기관은 

방문요양기관이 전체의 21.7%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목욕기관 18.3%, 주

야간보호기관 10.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재가서비스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방문요양

기관은 ‘급여제공 결과영역’, 방문목욕기관은 ‘권리 및 책임영역’, 방문간호기관은 

‘급여제공 과정영역’,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권리 및 책임영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재가서비스의 성격상 급여제공과정에 치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만

을 볼 때, 방문간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재가서비스에서는 급여제공 과정의 평균점

수가 낮게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른 재가서비스에서 질적 수준이 대

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운영주체별로 평가점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가서비

스기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법인 > 개인사업자시설의 순으로 나타나, 

입소시설과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전체의 38.8%에 불과한 반면, 60점미만의 

점수를 보인 기관 중에서는 개인사업자기관이 89.4%를 차지하고 있어서 개인사업

자에 의한 영리시설의 서비스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장기요양기관대상의 서비스 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입소생활시설

  가. 일반적 특성

현재 응답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별 분포는 평균적으로 1등

급 14.7%, 2등급 29.9%, 3등급 52.5%로 2,3등급자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

었다. 제도 전반에서 3등급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소시설의 경

우 재가에서의 케어가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중증대상자를 중심으로 케어가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증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케어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설에서의 케어제공과정은 중증질환자대상자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입소자의 건강기능상태 분포를 살펴보면, 치매질환자는 64.5%이고, 와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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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 등 구조적 측면이나 급여제공의 결과물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의 점수

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지침, 매뉴얼 등이 구비되

지 못해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

고 있다. 

다음으로 시설운영주체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법인 > 개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운영의 시

설과 법인운영의 시설이 시설평가에 대한 대비가 양호하며,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지닌 시설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평

균점수별 시설분포에서도 개인운영시설은 60점미만의 비중이 지자체나 법인이 운

영하는 시설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시설인 경우에는 평균 

평가점수가 가장 낮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열악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 분석

본 분석에서 활용된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자료는 2012년도에 실시, 발표된 보

고서로, 총대상시설수는 6,527개소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현황은 재가서비스유형별 기관평가 평균점수를 보면, 주야간

보호시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방문요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설치된 시설수가 가장 많고,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점수 분포별

로 재분석해 보아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기관은 

방문요양기관이 전체의 21.7%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목욕기관 18.3%, 주

야간보호기관 10.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재가서비스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방문요양

기관은 ‘급여제공 결과영역’, 방문목욕기관은 ‘권리 및 책임영역’, 방문간호기관은 

‘급여제공 과정영역’,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권리 및 책임영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재가서비스의 성격상 급여제공과정에 치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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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기요양기관대상의 서비스 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입소생활시설

  가. 일반적 특성

현재 응답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별 분포는 평균적으로 1등

급 14.7%, 2등급 29.9%, 3등급 52.5%로 2,3등급자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

었다. 제도 전반에서 3등급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소시설의 경

우 재가에서의 케어가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중증대상자를 중심으로 케어가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증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케어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설에서의 케어제공과정은 중증질환자대상자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입소자의 건강기능상태 분포를 살펴보면, 치매질환자는 64.5%이고, 와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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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30.1%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시설에서 치매질환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설이 신규시설인 만큼 장기요양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자만 입소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대규모시설로의 입소대기가 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도 있다. 또한, 치매질환자는 비치매질환자와 케어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치매질환

자가 많은 시설은 이에 적합한 평가방식이 요구된다. 

〈표 1〉 입소시설의 시설규모별 치매 및 와상자 비중

(단위: %)

시설규모 치매질환자 와상자

9인 이하 77.0 34.4
10~29인 이하 64.5 32.1
30~99인 이하 53.8 23.3
100인 이상 58.0 30.9
전체(평균) 64.5 30.1

  나. 물리적 환경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입소자의 사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침실로 전반적인 규모보다, 얼마나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즉, 1인실이 다인실에 

비해서 사생활보호측면에서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응답시설의 침실구성 비중을 보면, 법적 최소기준인 4인실 구성비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규모가 클수록 4인실의 비중이 높았다. 1, 2인실의 비

중이 33.9%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의 질

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입소시설의 유형별 침실비중

(단위: %)

시설규모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9인 이하 17.4 33.8 33.8 15.0

10~29인 이하  9.5 25.5 24.6 40.5
30~99인 이하  4.5 19.8 20.2 55.5
100인 이상  1.9  9.0 10.4 78.8
전체(평균)  9.6 24.3 24.4 41.7

침실 외에 개인 사생활측면에서 중요한 공간은 화장실일 것이다. 이는 각 침실

마다 부속화장실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양호한 경우가 전체의 

37.3%이고, 2개의 침실에 하나의 부속화장실을 공용으로 설치한 시설은 62.7%였

다. 즉, 최대 8명이 하나의 부속화장실을 이용하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측면에서의 질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 종사자의 근로환경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서비스의 질은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

사자의 근로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1급)와 간호사의 채용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사회복지사(1급)은 약 60%의 시설에서, 간호사는 약 71%의 시설

에서 채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소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1급)와 간호

사의 채용이 법적기준에도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지

만, 그만큼 소규모시설에서의 케어의 품질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케어제공의 핵심적인 직접인력인 요양보호의 숙련도는 양질의 케어를 제

공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비

중이 50%이하인 시설이 전체시설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고, 75%이상인 시설은 

전체의 8.2%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양질의 케어제공수준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그만큼 케어경력이 부족한 요양보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입소시설의 3년이상 요양보호사 채용비중별 현황

(단위: %)

시설규모 25% 이하 26~50% 이하 51~75% 이하 75~100% 이하 전체
9인 이하 52.9 23.5 13.7  9.8 100.0 ( 51)

10~29인 이하 47.5 15.0 27.5 10.0 100.0 ( 40)
30~99인 이하 50.0 30.4 13.0  6.5 100.0 ( 46)
100인 이상 38.1 47.6  9.5  4.8 100.0 ( 21)
전체(평균) 48.7 26.6 16.5  8.2 100.0 (158)

주: ( )내는 응답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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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케어제공 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시설 입소자 중 치매질환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에 따라 시설직원의 치매케어 관

련 교육 및 케어기술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치매관련교육의 수강비율

을 보면, 전체 직원 중 치매관련교육 수강자는 시설별 42.1%로 나타났다. 특히, 치

매질환자의 입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9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에서 치매 관련한 교육

수강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치매케어에 관한 한 양질의 케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볼 수 있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영양케어는 건강 및 기능상태의 유지뿐만 아니라 삶의 질 차

원에서도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검토할 때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적 기준으로 50인 이상 규모의 시설에서는 영양사 고

용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소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시설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시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50인 미만

의 시설에서는 자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응답시설의 7.8%에 불과하고, 

2/3의 시설이 영양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서 영양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영양케어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4〉 입소시설의 영양케어계획 담당자유형별 분포

(단위: %)

시설규모
시설내 종사하는 

영양사
다른 시설내 

종사하는 영양사
시설내 기타 

직원
시설외 기타 

직원
외주업체

활용
전체

50인 미만  7.8 21.4 60.2 7.8 2.9 100.0(103)
50인 이상 94.0 -  6.0 - - 100.0( 50)
전체(평균) 35.9 14.4 42.5 5.2 2.0 100.0(153)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입소자들의 건강기능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적 기능훈련 제공 인력여부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훈련 및 재활관련 인력의 채용 의무성 여부도 시설규모에 따

라 달라지는데, 시설규모가 큰 중대형시설에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기능훈련을 

담당하지만, 소규모시설에서는 간호직원이나 요양보호사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30인 미만 규모의 시설에서는 전문재활인력의 채용비율이 7%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대부분 간호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능훈

련과 관련해서는 소규모시설의 서비스품질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상근직 물리(작업)치료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구조에서는 소규모시설

에서의 양질의 케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입소시설의 신체 및 인지기능훈련 담당자 직원비중

(단위: %)

시설규모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직원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전체
9인 이하  2.0 62.0 24.0 12.0 100.0( 50)

10~29인 이하  5.0 65.0 25.0  5.0 100.0( 40)
30~99인 이하 69.6 13.0 17.4 - 100.0( 46)
100인 이상 85.7  4.8  9.5 - 100.0( 21)
전체(평균) 33.8 40.8 20.4  5.1 100.0(157)

주: ( )내는 응답시설수

  마. 케어제공 결과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케어제공의 결과물 지표는 신체구속, 경관영양 및 실금처리와 같이 중간단계수

준에서의 결과물과 시설입소자의 기능상태라는 최종단계수준에서 나타나는 결과

물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응답시설의 평균 신체구속 필요자는 7.3%, 경관영양 필

요자는 6.0%, 기저귀사용자(실금처리)는 28.4%로 나타났고,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

선비율이 전체입소자의 50%이상인 시설이 46.4%로 거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양질의 케어가 제공되고 있는

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신체구속이나 경관영양에서 입소자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체구속이나 경관영양이 필

요해진 입소자는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나타날 가능

성도 있다. 그리고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선측면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보

여진다. 



-235-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
Korea Demography Forum 

  라. 케어제공 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시설 입소자 중 치매질환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에 따라 시설직원의 치매케어 관

련 교육 및 케어기술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치매관련교육의 수강비율

을 보면, 전체 직원 중 치매관련교육 수강자는 시설별 42.1%로 나타났다. 특히, 치

매질환자의 입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9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에서 치매 관련한 교육

수강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치매케어에 관한 한 양질의 케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볼 수 있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영양케어는 건강 및 기능상태의 유지뿐만 아니라 삶의 질 차

원에서도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검토할 때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적 기준으로 50인 이상 규모의 시설에서는 영양사 고

용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소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시설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시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50인 미만

의 시설에서는 자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응답시설의 7.8%에 불과하고, 

2/3의 시설이 영양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서 영양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영양케어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4〉 입소시설의 영양케어계획 담당자유형별 분포

(단위: %)

시설규모
시설내 종사하는 

영양사
다른 시설내 

종사하는 영양사
시설내 기타 

직원
시설외 기타 

직원
외주업체

활용
전체

50인 미만  7.8 21.4 60.2 7.8 2.9 100.0(103)
50인 이상 94.0 -  6.0 - - 100.0( 50)
전체(평균) 35.9 14.4 42.5 5.2 2.0 100.0(153)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입소자들의 건강기능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적 기능훈련 제공 인력여부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훈련 및 재활관련 인력의 채용 의무성 여부도 시설규모에 따

라 달라지는데, 시설규모가 큰 중대형시설에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기능훈련을 

담당하지만, 소규모시설에서는 간호직원이나 요양보호사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30인 미만 규모의 시설에서는 전문재활인력의 채용비율이 7%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대부분 간호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능훈

련과 관련해서는 소규모시설의 서비스품질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상근직 물리(작업)치료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구조에서는 소규모시설

에서의 양질의 케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입소시설의 신체 및 인지기능훈련 담당자 직원비중

(단위: %)

시설규모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직원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전체
9인 이하  2.0 62.0 24.0 12.0 100.0( 50)

10~29인 이하  5.0 65.0 25.0  5.0 100.0( 40)
30~99인 이하 69.6 13.0 17.4 - 100.0( 46)
100인 이상 85.7  4.8  9.5 - 100.0( 21)
전체(평균) 33.8 40.8 20.4  5.1 100.0(157)

주: ( )내는 응답시설수

  마. 케어제공 결과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케어제공의 결과물 지표는 신체구속, 경관영양 및 실금처리와 같이 중간단계수

준에서의 결과물과 시설입소자의 기능상태라는 최종단계수준에서 나타나는 결과

물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응답시설의 평균 신체구속 필요자는 7.3%, 경관영양 필

요자는 6.0%, 기저귀사용자(실금처리)는 28.4%로 나타났고,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

선비율이 전체입소자의 50%이상인 시설이 46.4%로 거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양질의 케어가 제공되고 있는

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신체구속이나 경관영양에서 입소자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체구속이나 경관영양이 필

요해진 입소자는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나타날 가능

성도 있다. 그리고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선측면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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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입소시설의 신체구속, 경관영양 및 실금처리필요자 비중

(단위: %)

시설규모 신체구속 필요자 경관영양 필요자 실금처리 필요자

9인 이하 9.0 6.4 31.5

10~29인 이하 5.2 7.1 27.3

30~99인 이하 7.6 3.9 28.4

100인 이상 6.5 7.1 23.5

전체(평균) 7.3 6.0 28.4

〈표 7〉 입소시설의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선자 비중

(단위: %)

시설규모 90% 이상 70~89% 이하 50~69% 이하 49% 이하 전체

9인 이하 4.1 20.4 28.6 46.9 100.0( 49)

10~29인 이하 5.4  8.1 24.3 62.2 100.0( 37)

30~99인 이하 2.2 15.2 26.1 56.5 100.0( 46)

100인 이상 - 23.8 28.6 47.6 100.0( 21)

전체(평균) 3.3 16.3 26.8 53.6 100.0(153)

주: ( )내는 응답시설수

  바. 입소생활시설 관계자의 케어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의견

시설케어의 질 향상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순위 시설장의 리더쉽, 2순위 

직원의 태도, 3순위 직원의 케어전문성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리더쉽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한 것은 소규모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중·대규모시설에서는 직원태도나 케어전문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소규모시설에서는 시설장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중·대형규모시설이 중심적이고, 법인차원

에서 시설장 관리가 유도되고 있다고 본다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케어인력의 

품질이 전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8〉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단위: %)

시설규모
시설간 
경쟁

시설장
리더쉽

서비스의 
표준화

직원의 케어
전문성

직원의 
태도

직원의
처우개선

전체

9인 이하 - 36.0 10.0 20.0 24.0 10.0 100.0( 50)
10~29인 이하 2.5 32.5  2.5 32.5 22.5  7.5 100.0( 40)
30~99인 이하 8.7 19.6 17.4 13.0 21.7 19.6 100.0( 46)
100인 이상 - 14.3  9.5 33.3 19.0 23.8 100.0( 21)
전체(평균) 3.2 27.4 10.2 22.9 22.3 14.0 100.0(157)

주: ( )내는 응답시설수

그리고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이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

한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9.0%)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42.6%)는 의견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케어 경험이 

적은 소규모의 개인시설과 다년간의 많은 케어 경험을 축적해온 중·대규모시설 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9〉 입소시설의 현행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규모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9인 이하 - 42.0 48.0 10.0 100.0( 50)
10~29인 이하  5.3 57.9 34.2  2.6 100.0( 38)
30~99인 이하 10.9 41.3 47.8 - 100.0( 46)
100인 이상 - 66.7 33.3 - 100.0( 21)
전체(평균)  4.5 49.0 42.6  3.9 100.0(155)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현행 시설평가결과를 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경우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인가에 대한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0.6%)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6.5%)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는 현행 수준의 수가반영이라면 도움이 되

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수가에 반영할 경우 현행보다

는 강화된 차등수가의 개발 및 적용이 있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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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입소시설의 신체구속, 경관영양 및 실금처리필요자 비중

(단위: %)

시설규모 신체구속 필요자 경관영양 필요자 실금처리 필요자

9인 이하 9.0 6.4 31.5

10~29인 이하 5.2 7.1 27.3

30~99인 이하 7.6 3.9 28.4

100인 이상 6.5 7.1 23.5

전체(평균) 7.3 6.0 28.4

〈표 7〉 입소시설의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선자 비중

(단위: %)

시설규모 90% 이상 70~89% 이하 50~69% 이하 49% 이하 전체

9인 이하 4.1 20.4 28.6 46.9 100.0( 49)

10~29인 이하 5.4  8.1 24.3 62.2 100.0( 37)

30~99인 이하 2.2 15.2 26.1 56.5 100.0( 46)

100인 이상 - 23.8 28.6 47.6 100.0( 21)

전체(평균) 3.3 16.3 26.8 53.6 100.0(153)

주: ( )내는 응답시설수

  바. 입소생활시설 관계자의 케어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의견

시설케어의 질 향상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순위 시설장의 리더쉽, 2순위 

직원의 태도, 3순위 직원의 케어전문성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리더쉽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한 것은 소규모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중·대규모시설에서는 직원태도나 케어전문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소규모시설에서는 시설장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중·대형규모시설이 중심적이고, 법인차원

에서 시설장 관리가 유도되고 있다고 본다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케어인력의 

품질이 전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8〉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단위: %)

시설규모
시설간 
경쟁

시설장
리더쉽

서비스의 
표준화

직원의 케어
전문성

직원의 
태도

직원의
처우개선

전체

9인 이하 - 36.0 10.0 20.0 24.0 10.0 100.0( 50)
10~29인 이하 2.5 32.5  2.5 32.5 22.5  7.5 100.0( 40)
30~99인 이하 8.7 19.6 17.4 13.0 21.7 19.6 100.0( 46)
100인 이상 - 14.3  9.5 33.3 19.0 23.8 100.0( 21)
전체(평균) 3.2 27.4 10.2 22.9 22.3 14.0 100.0(157)

주: ( )내는 응답시설수

그리고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이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

한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9.0%)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42.6%)는 의견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케어 경험이 

적은 소규모의 개인시설과 다년간의 많은 케어 경험을 축적해온 중·대규모시설 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9〉 입소시설의 현행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규모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9인 이하 - 42.0 48.0 10.0 100.0( 50)
10~29인 이하  5.3 57.9 34.2  2.6 100.0( 38)
30~99인 이하 10.9 41.3 47.8 - 100.0( 46)
100인 이상 - 66.7 33.3 - 100.0( 21)
전체(평균)  4.5 49.0 42.6  3.9 100.0(155)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현행 시설평가결과를 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경우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인가에 대한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0.6%)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6.5%)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는 현행 수준의 수가반영이라면 도움이 되

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수가에 반영할 경우 현행보다

는 강화된 차등수가의 개발 및 적용이 있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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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입소시설의 평가결과의 서비스수가 적용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규모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9인 이하  4.0 36.0 54.0  6.0 100.0( 50)

10~29인 이하 13.2 42.1 34.2 10.5 100.0( 38)

30~99인 이하 - 50.0 45.7  4.3 100.0( 46)

100인 이상  9.5 28.6 52.4  9.5 100.0( 21)

전체(평균)  5.8 40.6 46.5  7.1 100.0(155)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시설평가 이후 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

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58.4%)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27.9%)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시설평가체계가 평가이

후 서비스의 질 유지 및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태를 지적

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입소시설의 평가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규모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9인 이하  6.0 52.0 38.0 4.0 100.0( 50)

10~29인 이하 16.2 70.3 13.5 - 100.0( 37)

30~99인 이하  8.7 52.2 30.4 8.7 100.0( 46)

100인 이상  9.5 66.7 23.7 - 100.0( 21)

전체(평균)  9.7 58.4 27.9 3.9 100.0(154)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시설자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업무보고’였다. 

〈표 12〉 입소시설의 시설자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1순위)

(단위: %)

시설규모
정기적 사례회의 

및 업무보고
외부기관에 위탁 

직원 교육
직원근무평가제 및 

보상
입소자 및 가족

대상의 만족도조사
9인 이하 55.3 4.3  8.5 2.1

10~29인 이하 71.1 2.6 10.5 2.6
30~99인 이하 54.8 7.1 14.3 4.8
100인 이상 57.1 9.5 - -

전체 59.5 5.4  9.5 2.7

시설규모
직원대상 

만족도조사
민원처리를 통한 

업무조정
가족 대상 정기적 

케어정보 제공
지역주민 대상 정기적 

케어정보 제공
9인 이하 - 17.0 6.4 2.1

10~29인 이하 2.6  5.3 - -
30~99인 이하 -  9.5 4.8 -
100인 이상 4.8 23.8 4.8 -

전체 1.4 12.8 4.1 0.7

2. 재가장기요양기관

  가. 일반적 특성

현재 응답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1등급 

6.1%, 2등급 8.5%, 3등급 79.2%로 3등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

다. 입소시설의 등급자분포에서도 3등급자의 비중이 거의 절반정도로 상대적으로 

기능상태가 좋은 3등급자를 대상으로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등급자인 경우에는 신체케어보다는 가사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유형별 장기요양등급 분포

(단위: %)

시설유형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자
방문서비스 11.0 11.6 70.9 6.5
주야간보호  0.6  4.9 88.7 5.9
전체(평균)  6.1  8.5 79.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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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입소시설의 평가결과의 서비스수가 적용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규모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9인 이하  4.0 36.0 54.0  6.0 100.0( 50)

10~29인 이하 13.2 42.1 34.2 10.5 100.0( 38)

30~99인 이하 - 50.0 45.7  4.3 100.0( 46)

100인 이상  9.5 28.6 52.4  9.5 100.0( 21)

전체(평균)  5.8 40.6 46.5  7.1 100.0(155)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시설평가 이후 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

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58.4%)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27.9%)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시설평가체계가 평가이

후 서비스의 질 유지 및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태를 지적

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입소시설의 평가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규모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9인 이하  6.0 52.0 38.0 4.0 100.0( 50)

10~29인 이하 16.2 70.3 13.5 - 100.0( 37)

30~99인 이하  8.7 52.2 30.4 8.7 100.0( 46)

100인 이상  9.5 66.7 23.7 - 100.0( 21)

전체(평균)  9.7 58.4 27.9 3.9 100.0(154)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시설자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업무보고’였다. 

〈표 12〉 입소시설의 시설자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1순위)

(단위: %)

시설규모
정기적 사례회의 

및 업무보고
외부기관에 위탁 

직원 교육
직원근무평가제 및 

보상
입소자 및 가족

대상의 만족도조사
9인 이하 55.3 4.3  8.5 2.1

10~29인 이하 71.1 2.6 10.5 2.6
30~99인 이하 54.8 7.1 14.3 4.8
100인 이상 57.1 9.5 - -

전체 59.5 5.4  9.5 2.7

시설규모
직원대상 

만족도조사
민원처리를 통한 

업무조정
가족 대상 정기적 

케어정보 제공
지역주민 대상 정기적 

케어정보 제공
9인 이하 - 17.0 6.4 2.1

10~29인 이하 2.6  5.3 - -
30~99인 이하 -  9.5 4.8 -
100인 이상 4.8 23.8 4.8 -

전체 1.4 12.8 4.1 0.7

2. 재가장기요양기관

  가. 일반적 특성

현재 응답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1등급 

6.1%, 2등급 8.5%, 3등급 79.2%로 3등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

다. 입소시설의 등급자분포에서도 3등급자의 비중이 거의 절반정도로 상대적으로 

기능상태가 좋은 3등급자를 대상으로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등급자인 경우에는 신체케어보다는 가사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유형별 장기요양등급 분포

(단위: %)

시설유형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자
방문서비스 11.0 11.6 70.9 6.5
주야간보호  0.6  4.9 88.7 5.9
전체(평균)  6.1  8.5 79.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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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기관 이용자의 건강기능상태 분포는 치매질환자가 46.4%, 와상상태자가 

9.6%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서비스기관은 치매나 와상자보다

는 일반적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야간보호기관은 치매

질환노인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야간

보호기관의 경우에는 중증의 치매질환자라기보다는 활동성이 있는 경증의 치매질

환자들을 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문형 서비스와 통원형 서

비스간 질적 수준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표 1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유형별 치매 및 와상자 비중

(단위: %)

시설유형 치매질환자 와상자
방문서비스 25.4 16.0
주야간보호 70.3  2.3
전체(평균) 46.4  9.6

  나. 근로환경 측면에서 본 질적 수준

케어제공의 핵심적인 직접인력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기술숙련도에 대해 조

사한 결과, 3년 이상 경력의 요양보호사가 50%이하인 시설이 전체기관의 약 3/4

이며, 75%이상인 시설은 9.9%정도에 그치고 있어, 재가서비스분야에서도 양질의 

케어제공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소생활시설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직

원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재

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종사자 1인이 해결하여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케

어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15〉 재가장기요양기관의 3년이상 요양보호사 채용비중별 현황

(단위: %)

시설유형 25% 이하 26~50% 이하 51~75% 이하 75~100% 이하 전체
방문서비스 48.0 27.6 15.3  9.2 100.0( 98)
주야간보호 56.0 22.6 10.7 10.7 100.0( 84)
전체(평균) 51.6 25.3 13.2  9.9 100.0(182)

주: ( )내는 응답시설수

  다. 재가서비스기관 관계자의 케어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의견

케어의 질 향상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를 보면,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는 1순위로 시설장의 리더쉽을 제시하였으며, 방문서비스에서는 직원의 

케어전문성이나 케어의 표준화를 제시하였다. 결국 방문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케어인

력에 의존하여야하기 때문에 케어기술이나 표준화가 더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1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시설유형
시설간 
경쟁

시설장 
리더쉽

서비스 
표준화

직원의 
케어전문성

직원의 
태도

직원의 
처우개선

전체

방문서비스 3.1 19.4 21.4 22.4 19.4 14.3 100.0( 98)
주야간보호 2.4 26.2  8.3 17.9 23.8 21.4 100.0( 84)
전체(평균) 2.7 22.5 15.4 20.3 21.4 17.6 100.0(182)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현행 규정상의 직원배치기준의 적절성여부 조사결과, 약 절반의 시설에서 ‘대체

적으로 적절하다’(57.0%)고 응답하였으며, 34.6%의 시설에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문서비스기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

이 주야간보호기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운영주체가 개인

사업자중심이어서 현행보다 강화된 인력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내

재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7〉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현행 규정상의 직원배치에 대한 적절성

(단위: %)

시설유형
매우 

적절하다
대체적으로 
적절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3.1 60.4 27.1 9.4 100.0( 96)
주야간보호 3.6 53.0 43.4 0.0 100.0( 83)
전체(평균) 3.4 57.0 34.6 5.0 100.0(179)

주: ( )내는 응답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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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기관 이용자의 건강기능상태 분포는 치매질환자가 46.4%, 와상상태자가 

9.6%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서비스기관은 치매나 와상자보다

는 일반적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야간보호기관은 치매

질환노인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야간

보호기관의 경우에는 중증의 치매질환자라기보다는 활동성이 있는 경증의 치매질

환자들을 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문형 서비스와 통원형 서

비스간 질적 수준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표 1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유형별 치매 및 와상자 비중

(단위: %)

시설유형 치매질환자 와상자
방문서비스 25.4 16.0
주야간보호 70.3  2.3
전체(평균) 46.4  9.6

  나. 근로환경 측면에서 본 질적 수준

케어제공의 핵심적인 직접인력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기술숙련도에 대해 조

사한 결과, 3년 이상 경력의 요양보호사가 50%이하인 시설이 전체기관의 약 3/4

이며, 75%이상인 시설은 9.9%정도에 그치고 있어, 재가서비스분야에서도 양질의 

케어제공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소생활시설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직

원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재

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종사자 1인이 해결하여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케

어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15〉 재가장기요양기관의 3년이상 요양보호사 채용비중별 현황

(단위: %)

시설유형 25% 이하 26~50% 이하 51~75% 이하 75~100% 이하 전체
방문서비스 48.0 27.6 15.3  9.2 100.0( 98)
주야간보호 56.0 22.6 10.7 10.7 100.0( 84)
전체(평균) 51.6 25.3 13.2  9.9 100.0(182)

주: ( )내는 응답시설수

  다. 재가서비스기관 관계자의 케어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의견

케어의 질 향상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를 보면,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는 1순위로 시설장의 리더쉽을 제시하였으며, 방문서비스에서는 직원의 

케어전문성이나 케어의 표준화를 제시하였다. 결국 방문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케어인

력에 의존하여야하기 때문에 케어기술이나 표준화가 더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1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시설유형
시설간 
경쟁

시설장 
리더쉽

서비스 
표준화

직원의 
케어전문성

직원의 
태도

직원의 
처우개선

전체

방문서비스 3.1 19.4 21.4 22.4 19.4 14.3 100.0( 98)
주야간보호 2.4 26.2  8.3 17.9 23.8 21.4 100.0( 84)
전체(평균) 2.7 22.5 15.4 20.3 21.4 17.6 100.0(182)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현행 규정상의 직원배치기준의 적절성여부 조사결과, 약 절반의 시설에서 ‘대체

적으로 적절하다’(57.0%)고 응답하였으며, 34.6%의 시설에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문서비스기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

이 주야간보호기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운영주체가 개인

사업자중심이어서 현행보다 강화된 인력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내

재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7〉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현행 규정상의 직원배치에 대한 적절성

(단위: %)

시설유형
매우 

적절하다
대체적으로 
적절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3.1 60.4 27.1 9.4 100.0( 96)
주야간보호 3.6 53.0 43.4 0.0 100.0( 83)
전체(평균) 3.4 57.0 34.6 5.0 100.0(179)

주: ( )내는 응답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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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관평가방식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7.8%)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0.6%)

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현행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유형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4.2 51.0 33.3 11.5 100.0( 96)
주야간보호 1.2 44.0 48.8  6.0 100.0( 84)
전체(평균) 2.8 47.8 40.6  8.9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현행 기관평가결과를 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경우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1.1%)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0.0%)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의 수가반영정도라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

약 수가에 반영한다고 하면 현행보다는 강화된 차등수가의 개발 및 적용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1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의 서비스수가 적용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유형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16.7 38.5 35.4 9.4 100.0( 96)
주야간보호  3.6 44.0 45.2 7.1 100.0( 84)
전체(평균) 10.6 41.1 40.0 8.3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한편, 기관평가결과 미흡시설의 사후관리가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61.1%)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2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시설평가체계가 평가이후 서비스

의 질 유지 및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태를 지적해 준 것

으로 이해된다. 

〈표 20〉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유형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13.5 59.4 20.8 6.3 100.0( 96)
주야간보호 10.7 63.1 23.8 2.4 100.0( 84)
전체(평균) 12.2 61.1 22.2 4.4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기관 자체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조사한 결

과, 1순위는 입소시설과 동일하게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업무보고’로 나타났다. 따

라서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출퇴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서 이용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신의 집으로 직접 퇴근하고 있

는 현재의 행태에서는 질적인 서비스를 담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입소생활시설

평가방식의 전반적인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의

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가기관의 공공성과 평가자의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는 현재의 평가항목이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것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공성이나 전문성은 평가항목의 적절성이 원만하

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어떠

한 도구를 가지고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평가척도나 지표

의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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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관평가방식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7.8%)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0.6%)

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현행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유형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4.2 51.0 33.3 11.5 100.0( 96)
주야간보호 1.2 44.0 48.8  6.0 100.0( 84)
전체(평균) 2.8 47.8 40.6  8.9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현행 기관평가결과를 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경우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41.1%)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0.0%)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의 수가반영정도라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

약 수가에 반영한다고 하면 현행보다는 강화된 차등수가의 개발 및 적용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1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의 서비스수가 적용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유형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16.7 38.5 35.4 9.4 100.0( 96)
주야간보호  3.6 44.0 45.2 7.1 100.0( 84)
전체(평균) 10.6 41.1 40.0 8.3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한편, 기관평가결과 미흡시설의 사후관리가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61.1%)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2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시설평가체계가 평가이후 서비스

의 질 유지 및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태를 지적해 준 것

으로 이해된다. 

〈표 20〉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도움수준

(단위: %)

시설유형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방문서비스 13.5 59.4 20.8 6.3 100.0( 96)
주야간보호 10.7 63.1 23.8 2.4 100.0( 84)
전체(평균) 12.2 61.1 22.2 4.4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기관 자체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조사한 결

과, 1순위는 입소시설과 동일하게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업무보고’로 나타났다. 따

라서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출퇴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서 이용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신의 집으로 직접 퇴근하고 있

는 현재의 행태에서는 질적인 서비스를 담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입소생활시설

평가방식의 전반적인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의

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가기관의 공공성과 평가자의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는 현재의 평가항목이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것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공성이나 전문성은 평가항목의 적절성이 원만하

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어떠

한 도구를 가지고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평가척도나 지표

의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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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입소시설의 서비스질 평가시 가장 중요한 점(입소시설)

(단위: %)

시설규모
평가

기관의 
공공성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
항목의 
적절성

평가
주기의 
적절성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9인 이하 12.0 16.0 64.0 4.0 4.0 - 100.0( 50)
10~29인 이하 10.3 15.4 66.7 2.6 2.6 2.6 100.0( 39)
30~99인 이하 21.7 15.2 54.3 6.5 2.2 - 100.0( 46)
100인 이상 23.8  9.5 61.9 4.8 - - 100.0( 21)
전체(평균) 16.0 14.7 61.5 4.5 2.6 0.6 100.0(156)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서비스 질 평가기관의 적절한 형태로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

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중·대규모시설일수록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공익단체 등 제3자의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보험자의 장

기요양기관 평가는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공정성측면에서는 단점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평가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정보

를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시설의 경영이

나 운영방식에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입소시설

은 입소자의 사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입소자의 허락없는 사생활공간 침해와 경영자

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 22〉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기관으로써의 적절한 형태

(단위: %)

시설규모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
지자체

공익법인 등의 
공익단체

보험자
(공단)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9인 이하 54.3 6.5  4.3 10.9 15.2 8.7 100.0( 46)
10~29인 이하 46.2 7.7  7.7 23.1 10.3 5.1 100.0( 39)
30~99인 이하 44.4 22.2 15.6  8.9  6.7 2.2 100.0( 45)
100인 이상 76.2  4.8  9.5 -  9.5 - 100.0( 21)
전체(평균) 52.3 11.3  9.3 11.9 10.6 4.6 100.0(151)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서비스 질 평가척도에 대해 도나베디언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케어과

정지표 및 케어결과지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조지표

에 해당하는 척도는 시설을 건축할 때 결정되는 것이어서, 시설운영 도중에 전혀 

다른 시설로의 개축이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시설허가를 받을 때에는 구조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

문에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은 더 이상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

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자체 담당이고, 

서비스평가기관은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23〉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지표 구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단위: %)

시설규모 구조측면 과정측면 결과측면 잘 모르겠음 전체
9인 이하 19.6 47.8 32.6 - 100.0( 46)

10~29인 이하 15.4 53.8 28.2 2.6 100.0( 39)
30~99인 이하 15.2 58.7 26.1 - 100.0( 46)
100인 이상 19.0 81.0 - - 100.0( 21)
전체(평균) 17.1 57.2 25.0 0.7 100.0(152)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면접조사 위주를 선호하는 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서류조사+면접조사+시설자체조사를 혼합한 방식, 시설자체평가방식, 방문 실사

(감사)를 통한 서류평가위주의 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서류심사중심의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면접조사위주의 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식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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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입소시설의 서비스질 평가시 가장 중요한 점(입소시설)

(단위: %)

시설규모
평가

기관의 
공공성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
항목의 
적절성

평가
주기의 
적절성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9인 이하 12.0 16.0 64.0 4.0 4.0 - 100.0( 50)
10~29인 이하 10.3 15.4 66.7 2.6 2.6 2.6 100.0( 39)
30~99인 이하 21.7 15.2 54.3 6.5 2.2 - 100.0( 46)
100인 이상 23.8  9.5 61.9 4.8 - - 100.0( 21)
전체(평균) 16.0 14.7 61.5 4.5 2.6 0.6 100.0(156)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서비스 질 평가기관의 적절한 형태로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

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중·대규모시설일수록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공익단체 등 제3자의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보험자의 장

기요양기관 평가는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공정성측면에서는 단점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평가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정보

를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시설의 경영이

나 운영방식에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입소시설

은 입소자의 사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입소자의 허락없는 사생활공간 침해와 경영자

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 22〉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기관으로써의 적절한 형태

(단위: %)

시설규모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
지자체

공익법인 등의 
공익단체

보험자
(공단)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9인 이하 54.3 6.5  4.3 10.9 15.2 8.7 100.0( 46)
10~29인 이하 46.2 7.7  7.7 23.1 10.3 5.1 100.0( 39)
30~99인 이하 44.4 22.2 15.6  8.9  6.7 2.2 100.0( 45)
100인 이상 76.2  4.8  9.5 -  9.5 - 100.0( 21)
전체(평균) 52.3 11.3  9.3 11.9 10.6 4.6 100.0(151)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서비스 질 평가척도에 대해 도나베디언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케어과

정지표 및 케어결과지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조지표

에 해당하는 척도는 시설을 건축할 때 결정되는 것이어서, 시설운영 도중에 전혀 

다른 시설로의 개축이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시설허가를 받을 때에는 구조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

문에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은 더 이상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

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자체 담당이고, 

서비스평가기관은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23〉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지표 구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단위: %)

시설규모 구조측면 과정측면 결과측면 잘 모르겠음 전체
9인 이하 19.6 47.8 32.6 - 100.0( 46)

10~29인 이하 15.4 53.8 28.2 2.6 100.0( 39)
30~99인 이하 15.2 58.7 26.1 - 100.0( 46)
100인 이상 19.0 81.0 - - 100.0( 21)
전체(평균) 17.1 57.2 25.0 0.7 100.0(152)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면접조사 위주를 선호하는 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서류조사+면접조사+시설자체조사를 혼합한 방식, 시설자체평가방식, 방문 실사

(감사)를 통한 서류평가위주의 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서류심사중심의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면접조사위주의 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식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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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수행방법

(단위: %)

시설규모
방문실사를 

통한 서류평가 
위주(1)

면접조사 
위주(2)

시설자체
평가결과 
위주(3)

모든 
평가방법

(1)+(2)+(3)

잘 
모르겠

음
전체

9인 이하  4.2 62.5 10.4 16.7 6.3 100.0( 48)
10~29인 이하 17.9 41.0 10.3 28.2 2.6 100.0( 39)
30~99인 이하 10.9 32.6 28.3 26.1 2.2 100.0( 46)
100인 이상  9.5 52.4 19.0 19.0 - 100.0( 21)
전체(평균) 10.4 46.8 16.9 22.7 3.2 100.0(154)

주: ( )내는 응답시설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성은 서비스유형과 관계없이 평가항목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평가기관의 공공성과 평가자의 전문성을 응

답하였다. 이는 입소시설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 시설인 경우에

는 공통적인 의견이다.

〈표 25〉 서비스질 평가시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시설유형
평가

기관의 
공공성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
항목의 
적절성

평가
주기의 
적절성

기타
잘 

모르
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18.6 14.4 57.7 3.1 3.1 3.1 100.0( 97)
주야간보호 14.6 18.3 61.0 2.4 3.7 0.0 100.0( 82)
전체(평균) 16.8 16.2 59.2 2.8 3.4 1.7 100.0(179)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적절한 서비스 질 평가기관의 형태는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을 응답한 기관

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재가서비스기관도 현재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평가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6〉 서비스질 평가기관으로써의 적절한 형태

(단위: %)

시설유형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
지자체

공익법인 등의 
공익단체

보험자
(공단)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61.5 7.3 12.5 14.6 3.1 1.0 100.0( 96)
주야간보호 56.1 9.8  9.8 13.4 8.5 2.4 100.0( 82)
전체(평균) 59.0 8.4 11.2 14.0 5.6 1.7 100.0(178)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서비스 질 평가척도에 대해 도나베디언의 이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과정지표 

및 결과지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재가서비스의 경우, 양

호한 케어결과가 나타나게 된 요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케어결과지표의 

개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7〉 서비스질 평가지표 구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단위: %)

시설유형 구조측면 과정측면 결과측면 잘 모르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5.2 66.0 28.9 - 100.0( 97)
주야간보호 19.3 67.5 13.3 - 100.0( 83)
전체(평균) 11.7 66.7 21.7 -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면접조사위주의 방식을 선호하는 시설이 가장 높으

며, 서류조사+면접조사+시설자체조사 혼합 방식, 시설자체평가방식, 방문실사(감

사)를 통한 서류평가위주의 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시설과 같이 현행방식

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 서비스질 평가수행방법

(단위: %)

시설유형
방문실사를 

통한 서류평가 
위주(1)

면접조사 
위주(2)

시설자체
평가결과 
위주(3)

모든 
평가방법

(1)+(2)+(3)

잘 
모르
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9.3 57.7  9.3 22.7 1.0 100.0( 97)
주야간보호 9.6 47.0 10.8 30.1 2.4 100.0( 83)
전체(평균) 9.4 52.8 10.0 26.1 1.7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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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입소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수행방법

(단위: %)

시설규모
방문실사를 

통한 서류평가 
위주(1)

면접조사 
위주(2)

시설자체
평가결과 
위주(3)

모든 
평가방법

(1)+(2)+(3)

잘 
모르겠

음
전체

9인 이하  4.2 62.5 10.4 16.7 6.3 100.0( 48)
10~29인 이하 17.9 41.0 10.3 28.2 2.6 100.0( 39)
30~99인 이하 10.9 32.6 28.3 26.1 2.2 100.0( 46)
100인 이상  9.5 52.4 19.0 19.0 - 100.0( 21)
전체(평균) 10.4 46.8 16.9 22.7 3.2 100.0(154)

주: ( )내는 응답시설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성은 서비스유형과 관계없이 평가항목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평가기관의 공공성과 평가자의 전문성을 응

답하였다. 이는 입소시설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 시설인 경우에

는 공통적인 의견이다.

〈표 25〉 서비스질 평가시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시설유형
평가

기관의 
공공성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
항목의 
적절성

평가
주기의 
적절성

기타
잘 

모르
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18.6 14.4 57.7 3.1 3.1 3.1 100.0( 97)
주야간보호 14.6 18.3 61.0 2.4 3.7 0.0 100.0( 82)
전체(평균) 16.8 16.2 59.2 2.8 3.4 1.7 100.0(179)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적절한 서비스 질 평가기관의 형태는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을 응답한 기관

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재가서비스기관도 현재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평가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6〉 서비스질 평가기관으로써의 적절한 형태

(단위: %)

시설유형
정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
지자체

공익법인 등의 
공익단체

보험자
(공단)

기타
잘

모르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61.5 7.3 12.5 14.6 3.1 1.0 100.0( 96)
주야간보호 56.1 9.8  9.8 13.4 8.5 2.4 100.0( 82)
전체(평균) 59.0 8.4 11.2 14.0 5.6 1.7 100.0(178)

주: ( )내는 응답시설수

서비스 질 평가척도에 대해 도나베디언의 이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과정지표 

및 결과지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재가서비스의 경우, 양

호한 케어결과가 나타나게 된 요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케어결과지표의 

개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7〉 서비스질 평가지표 구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단위: %)

시설유형 구조측면 과정측면 결과측면 잘 모르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5.2 66.0 28.9 - 100.0( 97)
주야간보호 19.3 67.5 13.3 - 100.0( 83)
전체(평균) 11.7 66.7 21.7 -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면접조사위주의 방식을 선호하는 시설이 가장 높으

며, 서류조사+면접조사+시설자체조사 혼합 방식, 시설자체평가방식, 방문실사(감

사)를 통한 서류평가위주의 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시설과 같이 현행방식

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 서비스질 평가수행방법

(단위: %)

시설유형
방문실사를 

통한 서류평가 
위주(1)

면접조사 
위주(2)

시설자체
평가결과 
위주(3)

모든 
평가방법

(1)+(2)+(3)

잘 
모르
겠음

전체

방문서비스 9.3 57.7  9.3 22.7 1.0 100.0( 97)
주야간보호 9.6 47.0 10.8 30.1 2.4 100.0( 83)
전체(평균) 9.4 52.8 10.0 26.1 1.7 100.0(180)

주: ( )내는 응답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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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질 평가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전략 및 질 지표(quality indicators)의 공개적 보고는 

실적의 비교보고를 통해 임상적 케어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

본원리는 소비자와 의사결정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기 위해 실적 및 질(quality)에 

대한 공개적 정보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급자는 케어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활동에 투자하도록 동기부여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Mor, 2005).

또한, 케어의 사회적 지원서비스의 목적은 기능제한을 지닌 자로 하여금 자립성

과 삶의 질(QOL)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너싱홈 거주자의 삶의 질은 자립성을 지지하는 환경 및 치료의 결

정이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개인적 통제력 정도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케어의 질은 전형적으로 구조, 과정, 결과지표로 측정되는데, 과정과 결과지표

의 조합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capacity)으로, 이에는 직원의 수준, 조합, 교육 및 훈련, 시설의 특징

(소유주, 규모, 인증여부, 인구정보, 입소자의 상태 및 비용지불방식) 등이 해당된

다. 과정은 실제로 제공되거나 관리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이에는 케어의 과다

(또는 과소) 이용, 빈약한 기술적 실적이 해당한다. 결과는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

은 케어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강상태 및 기능적 심리사회적 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케어의 측정에는 결과를 두 가지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주관적인 요소는 만족도이고 객관적인 요소는 

기능 및 정신적 상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ADL과 인지능력의 변화가 해

당된다. 

구조적 요소가 케어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미흡하지만, 특정의 구조적 

요소는 질과 크게 관련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질 측정방식으로 과정과 결과지표

의 조합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결과가 서비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과정지표가 결과지표보다는 장기요양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과정지표는 과정이 질의 효율적인 척도로 간주되고, 공급

자 및 다른 관련 조직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고

령자의 케어를 사정하는데 더 선호된다는 것이다(Shekelle, et al, 2001). 

또한, 기본적으로 케어의 질은 케어의 접근성(accessibility), 다양성(variation)

의 영향을 받거나 개선될 가능성(ability to be influenced and improved)을 통

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을 잘 측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정보 뿐

만 아니라 케어의 계획과 제공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 측정상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➀기존 건강상태의 질 척도

(특정질환이나 케어의 일면에 집중)는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의 중요한 질 지표로 점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삶의 질(QOL)이라

는 것이다. ➁수집된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 그리고 시간적 및 공급자간 보고자

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시설의 다양한 직원에 의해 이루

어지는 평가작업에 의존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질의 편차를 발견하기 보

다는 측정현장이나, 훈련 및 교육상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Mor, 

2005). ➂방법론적인 과제로 지역간 편차와 이용자(환자)의 상태(case-mix)를 적

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너싱홈거주자는 재가이용자보다 장애도

가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케어의 질과 무관하게 건강상태의 결과가 크게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가기관은 동일한 서비스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

마다 케어하는 대상자의 상태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간 

case-mix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환자를 균등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리스크 조

정기법(risk adjustment technique)이 활용되고 있다. ➃질 정보는 공급자 자신, 

구매자, 독립적인 단체에 의해 수집되고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규칙적인 

제재조치 때문에 질 관련 문제를 과소 보고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케어의 질 평가의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양질의 시

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면서 공급자로 

하여금 양질의 케어를 두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도구, 평가방법, 평가기관 등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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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질 평가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전략 및 질 지표(quality indicators)의 공개적 보고는 

실적의 비교보고를 통해 임상적 케어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

본원리는 소비자와 의사결정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기 위해 실적 및 질(quality)에 

대한 공개적 정보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급자는 케어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활동에 투자하도록 동기부여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Mor, 2005).

또한, 케어의 사회적 지원서비스의 목적은 기능제한을 지닌 자로 하여금 자립성

과 삶의 질(QOL)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너싱홈 거주자의 삶의 질은 자립성을 지지하는 환경 및 치료의 결

정이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개인적 통제력 정도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케어의 질은 전형적으로 구조, 과정, 결과지표로 측정되는데, 과정과 결과지표

의 조합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capacity)으로, 이에는 직원의 수준, 조합, 교육 및 훈련, 시설의 특징

(소유주, 규모, 인증여부, 인구정보, 입소자의 상태 및 비용지불방식) 등이 해당된

다. 과정은 실제로 제공되거나 관리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이에는 케어의 과다

(또는 과소) 이용, 빈약한 기술적 실적이 해당한다. 결과는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

은 케어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강상태 및 기능적 심리사회적 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케어의 측정에는 결과를 두 가지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주관적인 요소는 만족도이고 객관적인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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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구조적 요소가 케어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미흡하지만, 특정의 구조적 

요소는 질과 크게 관련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질 측정방식으로 과정과 결과지표

의 조합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결과가 서비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과정지표가 결과지표보다는 장기요양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과정지표는 과정이 질의 효율적인 척도로 간주되고, 공급

자 및 다른 관련 조직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고

령자의 케어를 사정하는데 더 선호된다는 것이다(Shekelle, et al, 2001). 

또한, 기본적으로 케어의 질은 케어의 접근성(accessibility), 다양성(variation)

의 영향을 받거나 개선될 가능성(ability to be influenced and improved)을 통

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을 잘 측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정보 뿐

만 아니라 케어의 계획과 제공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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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독립적인 단체에 의해 수집되고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규칙적인 

제재조치 때문에 질 관련 문제를 과소 보고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케어의 질 평가의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양질의 시

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면서 공급자로 

하여금 양질의 케어를 두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도구, 평가방법, 평가기관 등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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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목적의 재정립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보험자의 핵심적 기능인 급여수준 관리에 목적

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소비자 또는 지자체

에게 이에 대한 정보제공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급여관리가 주안점이라면 

보험급여의 청구에 부정사실이나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

고, 이를 위해서는 매달 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실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케어가 정확하게 법적 기준에 따라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고, 공급자도 보험자가 원할 경우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급

여기록의 점검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관련성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

적 기준하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

재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시설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

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양질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기초적 수준의 서비스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관평가 보다는 케어의 

질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케어 질 평

가의 목적은 소비자(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가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

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고, 또한 아울러 장기요양서비

스 공급자에게는 양질의 케어행위를 유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하

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양질의 케어제공을 위한 법적 기준의 재검토

장기요양입소시설은 50인 미만의 소규모형태의 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5~9인 규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폭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소규

모 시설의 경우 대규모 시설에 비해 설치면적이나 직원배치기준측면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방문요양급여기

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들은 일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법적기준을 보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

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50인 미만의 입소시설의 경우, 영

양사가 배제되어 있으며, 30인을 기준으로 재활관련인력과, 사회복지사 등도 임의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 요양보호사에 의한 단순보호적 케어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규모시설에서는 정규

간호사자격증을 지닌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적 배치기준에서도 간호

사가 의무적 배치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보호차원의 케어 이외의 의료욕구에 

대응하는 간호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이는 최소한의 질적 서비스

가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요양보호사 이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

리(작업)치료사,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게 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시설경영상 전술한 직원을 모두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규모시설만의 단독설치보다는 다른 장

기요양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서비스기관으로 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시킬 필

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현행 2급 이상에서 1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간

호인력도 모든 입소생활시설에서는 최소 1명이상의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어종사자의 숙련도가 질적 서비스제공

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장기간 케어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설환경의 개선도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시설내 

환경측면에서 침실이나 공동거실 등 필요한 공간의 면적이 법적 최소기준보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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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넓다고 양질의 케어가 생산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보다도 공간의 활용도 및 

배치도,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케어의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입소생활시

설들의 대규모 집단케어방식에서 소집단케어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지

원할 수 있는 실내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집단케어에 적합

한 건축모형이 필요한데, 기본적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식

사, 배설, 목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본설비가 갖추어진 실내공간모형이 요구

된다. 다시 말하면, 침실 및 화장실, 그리고 소규모형태의 공동거실과 함께 주방, 

목욕실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외의 공간은 2개 이상의 소집단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최소한 법적 시설설치기준만으로는 양질의 케어가 제공되기 어렵다고 판

단되어 이보다 상향조정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할 때 비로소 질적 케어가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수가를 조정하

여 보험재정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장기요양서비스평가체계의 재구축

1) 평가도구 및 절차의 재검토

일반적으로 평가도구는 케어서비스를 생산하는 환경구조 및 인력에 관한 지표, 

서비스생산의 과정 및 서비스제공의 결과에 관한 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식이다. 이 중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측정하는 데에는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

로 한 도구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11년도 기준 장기요양시설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중 절반이상이 구조적 

측면에서의 지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

는 초기단계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구조적 환경이 양호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시설이 설치 개설된 이후에는 실내외 환경구조를 쉽게 변경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설치시 필요한 각종 기준의 점검과 향후 구조변경사

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준점검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지표는 서비스의 과정이나 제공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선정될 필요가 있고,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한 지표로 전환할 필요

가 있는데, 이는 급여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결과지

표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이는 입소전후의 건강 및 기능상태의 

변화에 중점을 두되, 그 상태의 발생이나 악화여부보다는 개선·호전에 평가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상태의 발생이나 악화의 가능성

이 있는 입소희망자를 시설에서는 입소시키기 꺼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방법으로 서류심사, 관계자면접 및 관찰 등이 있는데, 현재에는 서

류심사에 의한 평가가 중심적이고, 관계자면접이나 관찰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뿐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류심사는 평상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록한 

시설내 개별 종사자의 업무일지나 서비스제공기록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실제의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상당한 수의 시설에서는 실제의 서비스 제공사실이 기록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관계자면접이나 관찰방식은 구조적 시

설환경이나 이용자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우수한 방식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과 다년간의 경험이 요구

된다. 결국,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별도의 상시적인 질 평가전담팀이 설치될 필요가 있겠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 평가절차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의 절차(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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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적인 서비스제공지침의 마련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의 질 평가지표는 구조적 측면보다는 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결과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과정측면의 질 평가가 중심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서비스제공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가 이질적이라 할 수 있어서 이를 감안한 서

비스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한 도구나 지표를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케어제공방식 및 서비스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설정한 

표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소자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지침의 마련이 

용이하지 않겠지만, 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등급별, 질환별, 기능상태별 등 몇 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케어제공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표준적 지침은 현재 소규모

의 노인요양시설이 전체시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설 중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양성화시켜 질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전담기관의 설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

설의 전담조직이 구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기관은 공평하고 공정한 평

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와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체이

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모두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현

재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방침과 같은 부분의 지도점검은 원칙

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험자의 경

우에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우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급여제공 및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는 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 케어의 질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인 (가칭)장기요양서비

스질향상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시적으로 의료기관의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듯

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기구가 마

련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러한 전담조직체는 보험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연계를 통하면서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평가를 위한 도구(지표)의 개발에서부

터 조사연구 및 평가수행까지 전담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독일은 의료보험조직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

어 공정성을 가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일회성의 점검만으로 유지, 또는 향상되기 어

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일차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미흡

하여 재평가, 또는 그 이상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

재와 같이 2년에 한번씩 일회성의 평가만으로는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질 평가관리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담조직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4) 평가결과의 공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는 이용자에게 시설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

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이며, 그것도 평가등급

만을 제시한 것이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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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적인 서비스제공지침의 마련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의 질 평가지표는 구조적 측면보다는 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결과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과정측면의 질 평가가 중심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서비스제공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가 이질적이라 할 수 있어서 이를 감안한 서

비스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한 도구나 지표를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케어제공방식 및 서비스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설정한 

표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소자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지침의 마련이 

용이하지 않겠지만, 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등급별, 질환별, 기능상태별 등 몇 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케어제공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표준적 지침은 현재 소규모

의 노인요양시설이 전체시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설 중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양성화시켜 질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전담기관의 설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

설의 전담조직이 구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기관은 공평하고 공정한 평

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와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체이

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모두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현

재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방침과 같은 부분의 지도점검은 원칙

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험자의 경

우에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우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급여제공 및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는 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 케어의 질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인 (가칭)장기요양서비

스질향상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시적으로 의료기관의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듯

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기구가 마

련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러한 전담조직체는 보험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연계를 통하면서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평가를 위한 도구(지표)의 개발에서부

터 조사연구 및 평가수행까지 전담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독일은 의료보험조직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

어 공정성을 가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일회성의 점검만으로 유지, 또는 향상되기 어

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일차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미흡

하여 재평가, 또는 그 이상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

재와 같이 2년에 한번씩 일회성의 평가만으로는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질 평가관리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담조직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4) 평가결과의 공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는 이용자에게 시설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

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이며, 그것도 평가등급

만을 제시한 것이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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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평가결과 공개시 평가결과의 등급제보다는 평가영역별로 점수화하여 

수치로 제시하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시도)의 평균수준까지 제시해 줌으로

써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의 수준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인 시설의 현관에 부착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 평가기관의 담당직원과 각 시설장에게는 평가내용의 부족

한 부분에 대한 정도를 등급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재평가나 사후관리

를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상지원체계의 마련

기본적으로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일수록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도 케어의 질적 수준이 높은 시설일수록 시설규모와 무

관하게 입소대기자가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일수록 입소자

가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찾아다니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시설은 입소자의 수가 부족하여 

시설운영이 어려운 반면에 양질의 시설은 입소자의 확보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는 있겠지만, 양질의 케어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

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설간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는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비용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준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의 가산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

는데, 이는 입소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수가가 가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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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평가결과 공개시 평가결과의 등급제보다는 평가영역별로 점수화하여 

수치로 제시하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시도)의 평균수준까지 제시해 줌으로

써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의 수준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인 시설의 현관에 부착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 평가기관의 담당직원과 각 시설장에게는 평가내용의 부족

한 부분에 대한 정도를 등급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재평가나 사후관리

를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상지원체계의 마련

기본적으로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일수록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도 케어의 질적 수준이 높은 시설일수록 시설규모와 무

관하게 입소대기자가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일수록 입소자

가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찾아다니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시설은 입소자의 수가 부족하여 

시설운영이 어려운 반면에 양질의 시설은 입소자의 확보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는 있겠지만, 양질의 케어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

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설간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는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비용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준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의 가산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

는데, 이는 입소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수가가 가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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