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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도전01
최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 론1)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수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1세기 현재 전 세계

의 평균수명은 67세(남녀 평균)에 이르렀고 선진국에서는 80세를 넘고 있으며 따라

서 노인인구의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는 수명연장과 노인인구 비율 증가를 단순히 노년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노인

문제로만 인식하였을 뿐, 수명연장과 노인인구 비율 증가를 연계하여 인구 고령화 

문제 또는 고령화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1982년 UN 주관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가 비엔나에서 

개최되면서 고령화사회 현상은 주로 선진국의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년이 지난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고령화사회 현

상(인구 고령화과 같은 의미로 이후 상호 교화적으로 사용함)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는 용어는 많은 경우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와 같은 의미로 사용

되지만 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의 분류 중의 하나로 사용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4%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21%이면 고령사회

(aged society), 21%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분류는 일

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분류다. 일본의 많은 문헌에서는 UN에서 이 같이 분류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분류한 UN의 문헌은 발견할 수 없고 일본에서도 최근 그런 분류의 

근거가 불확실하다 하고 있다(일본내각부, 2009). 다만 그런 분류의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것은 UN 

경제사회국에서 1956년에 출판한 Population Studies 26권의 제1장에서 “인구에서 65세 이상 사람들

의 비율이 4% 미만이면 청년(young)인구, 4-7% 사이이면 장년(mature)인구, 7% 이상이면 고령

(aged)인구라고 [연구자]임의로 정의한다면 세계 인구의 압도적 부분은 청년인구나 장년인구이고 

다만 아주 작은 부분만 고령인구일 뿐이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7%와 그 배수(14, 21%)의 아이디

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UN이나 국제 학계에서는 그런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

렵고,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고령화사

회(aging society)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고령화사회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최

소 노인인구의 비율을 7%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 3가지 사회 분

류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 발표 제목에 고령화사회 대신 ‘고령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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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까지의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세계화

(globalization)만큼이나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힘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UN, 2002).

고령화(aging)는 두 가지 면으로 이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 고령화(individual 

aging)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고령화(population aging) 또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현상이다. 개인 고령화는 개인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인구 고령화는 개

인 고령화를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저출산과 결부하여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고령화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고 인류

가 추구하여 온 장수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 거의 대부분

의 경우 인구 고령화 또는 고령화사회 현상은 그 부정적 영향이 과도하게 부각됨으

로써 개인 고령화까지도 인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

하는 원인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사실 고령화사회 현상은 개인 고령화와 저출산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

나 고령화사회 현상은 개인 고령화 보다는 저출산에 의해 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으로 노동 생산성 약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및 투자 위축 등의 부정

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게 그리고 많은 경우 확실한 근거 없이 과장되게 부각됨으로

써  개인 고령화에 의한 고령화사회 현상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이 고령(화)사회 또는 인구 고령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

기 때문에 굳이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고령화사회 

현상 또는 고령화사회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수명의 연장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150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

올 정도로 인간수명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적어도 2050년까

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6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평균수명 추정

에 관한 한 연구에서 2030년에 벌써 91세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조선일보, 

2011) 평균 수명 100세도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

다면 많은 사람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자는 의미에서 99-88-234(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픈 후에 세상을 떠남)라는 구호가 멋지게 실현될 것이다.

수명연장으로 장수의 꿈을 실현하면서 출산율도 높여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을 지

연시킬 수는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수

명연장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사회가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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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가 의식과 관점을 바꾸어 나간다면 고령화사회의 부

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발전된 새로운 미래사회인 고령화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미래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미래의 고령화사회 구축은 우리사회 전체의 새로운 도전

(challenge)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도전은 우리사회가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변

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기회를 맞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는 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

절히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

라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차 5계년 계획(2006-2010년)이 

실행되었고 현재 제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제2차 5

개년 계획도 계획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측

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하거나 관

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논리

수명연장은 인류의 한결같은 소원인 장수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꿈의 실현과 위대한 업적이 인류사회

의 발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시각은 우리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이다. 노화과정과 인구 고령

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면에

서는 의미가 있으나 다른 한편 노화과정과 노인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

중시킨다는 점에 유의하여 관련사항을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언급하여야할 것

이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전과 그 영향을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인



6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구 지진(population earthquake)”, “고령화 충격(aging shock)”, “고령화 위기(aging 

crisis)”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인류가 실현하고 있는 꿈과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 인류사회 발전을 파괴하는 재앙의 부메랑으로 여기는 시각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너무나 단순하고 위험하고 과장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주장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확산

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가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키는 가장 

큰 인구집단이라는 희생양이 된 것에 근거한다. 노인이 사회적 자원을 소진하는 가

장 큰 주인공들이라는 주장은 65세 이상의 취업인구를 무시하고 경제적 생산성 이외

의 사회적-심리적 생산성을 무시한 단순한 결론이고 또한 비교적 근거가 불명확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Mullan, 2002).

둘째,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또한 전통적으로 개인 고령화가 빈곤, 외

로움, 질병, 무위(無爲) 등의 부정적 모습과 연계되어 그런 모습의 노인인구가 대량

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근거한다(Mullan, 2002).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개인적인 지식 향상과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사회적 개입

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관찰되어 온 노인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과 상

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기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셋째,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인적, 사회환경적 및 제도적 개입으로 

노화과정의 지연과 예방이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무시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노화과정의 불가역성(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음)을 가역

성(되돌릴 수 있음)으로 상당한 정도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와 고령화사회를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도 거의 

무시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노년학 연구와 노인대상 서비스 실천에서 각

광을 받고 있는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의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개인적 

및 환경적 노력에 의한 노화과정의 지연과 예방이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개인적 노력으로 잘못된 건강행동을 수정함으로써 노화의 가역

성을 증진할 수 있고, 질병과 노화과정을 촉진하는 데 유전적 요인의 영향은 30%정

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Rowe & Kahn, 

1999).

넷째,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비롯한 전반적 사회 

발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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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 우려하는 만큼의 부의 생산 약화나 사회 발

전의 답보상태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미래 발전에 대한 과소평가는 미래에 대한 

일반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Mullan, 2002).

다섯째,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비과학적인 편

견과 고정관념(ageism 또는 stereotype)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부 전문가와 학자, 일반국민, 나아가서는 공적 및 사적 

부문 정책 결정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능력은 연령에 의해 

단순히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인간 능력개발

의 의지나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도 설득력 있게 검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간의 계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노력은 단순하고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바 없이 편견에 치

우친 결과 단순한 시간경과에 불과한 나이는 능력하락의 절대적 지표로 여전히 위력

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화현상은 크게 왜곡되고 노년기 삶과 노인의 모습

도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정책관료, 정치인, 기업인이 자신의 나이와 능력

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훨씬 관대하게 평가하고 타인의 나이와 능력에 대해서는 편견

과 고정관념으로 크게 절하 평가하는 2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능

력은 연령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베일런트(Vaillaint, 2002)가 하버드대학 졸업생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80세까지 살아남은 졸업생의 90% 이

상이 그 나이가 되어서도 각자의 지적 재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

다. 오래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런데 차의 수명은 어디까지나 운전습관과 관리상태에 달렸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래된 차가 덜컹거리고 폐차가 되는 것은 사고나 관리 소홀 때문이다. 따

라서 노인의 두뇌는 사고가 없고 관리를 잘하면 젊은 사람의 뇌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 낼 수 있다.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로 노동 생산

성 저하, 피부양인구의 증가와 저축률 저하, 경제 성장률 저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는 인간능력 개발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노화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여 50대 

중반 이후 특히 65세 이후 인간 능력과 생산성의 급속한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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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진국 대응의 평가

일본은 예외이지만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우리사회보다 훨씬 일찍이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수립과 실천도 우리

보다 훨씬 빨랐다. 선진국 정책에서 인구 고령화 대응책과 개인 고령화 대응책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고령화 대응책도 인구 고령화 대응책에 포함시켜  

OECD 선진국들의 고령화사회 대응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OECD 선진국 대응책들은 개인 고령화를 인구 고령화의 틀 속에서 보는 시

각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인구 고령화의 틀 속에서 대응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과방식의 공적 노령연금 재정방식

을 택하고 있는 국가(OECD 선진국 대부분이 부과방식 연금제도임)에서 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및 차세대 부담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

혁이 오래 동안 유지되어 온 재정방식의 틀을 바꾸는 데 저항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부진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정책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OECD 선진국 중 인구 고령화의 다양한 종합적 정책 틀을 수립하고 실천하

는 국가는 아주 드물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

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단편적 대책과 누더기식 대책이 되어왔다

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의 틀 속에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국가로

는 일본과 호주 외에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1986년에 고령사회 종

합대책 수립을 위한 고령화사회대책대강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 정책수립과 

실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일본처럼 종합대책을 위한 특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고 그 종합적 범위는 다소 좁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정부의 

정책적 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셋째, OECD 선진국의 대책은 장기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속도와 사회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한 틀 속에서 수립되지 못하다보니 단기적이고 단편적 정책들이 더 많고 

그 때 그 때 마다 정책을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식의 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인다. 이 같은 단기적 단편적 정책은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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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들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고, 그 공약들은 단기적 효과를 중시한 것이 많았다고 

하겠다.

넷째, OECD선진국의 대책들도 미래적 사항에 대한 예측력이 부족하여 정책의 효

과성이 나타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래적 사항의 예측에는 

실로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력을 높이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우 인구 고령화 관련 다양한 측면과 정

책 계획이 동시에 고려되지 못한 것도 예측력을 낮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도 부족했던 것으

로 보인다. 

다섯째,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적 패러다

임이 불분명하거나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문제점이 많

이 노출되었고 이런 문제점들은 고령화사회에 부정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데도 기여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 대응책은 노인을 사회체계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업사회 환경 하의 전통적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였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복지정책에만 집중되다 보니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부분 즉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긍정적 영향을 활용하지 못하여 고령화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 대응의 평가 및 과제

우리사회에서 고령화사회의 진전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측면에 걸친 대응책의 필

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7.2%에 도달한 200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공식적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은 

2002년 7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립한 “고령사

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고령사회를 대비하

는 종합대책이라 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제외되었고 정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었으며 정책 분야는 소득과 고용, 건강, 교육/문화/여가, 실버산업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인구 고령화 내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으로는 상당히 한

정적이고 노인복지 수준의 종합대책이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2003년에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정책추진 결정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고 정책 실행

실무 기관으로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12개부처에서 파견된 100여명의 공무원을 두게 되었다. 새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

회정책 본부가 실무 작업을 맡아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5개년 계획(2006-2010)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2006년 6월에 제1차 5개년 계획안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계획은 2008년 수정계획을 거쳐 2010년까지 시행되

었고, 제2차 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되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직속에서 보건

복지가족부 장관 직속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본부가 해체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우

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장

기계획으로 수립한 정책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고령화사회에 관련된 정부

의 거의 모든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고령화사회 대응책을 평가해 보고 100세 대비 저

출산･고령사회 구축의 정책과제도 아울러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책 수립 시기의 적절성: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 7%에 도달하여 고

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하게 고령화사회

로 진전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2006년부터 5년마다 종합적인 국가적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OECD 선진국의 예로 보더라도 노인인구 7%에서 종합적인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시기적으로 빠른 

국가적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패러다임 결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고령화사회에서 개인고령화(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와 연령증

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노인인구 집단과 전체사회 인구집단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비전과 목표로 고령화사회를 구축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불분명하다. 특히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t) 

시각에서 보면 노화과정과 노인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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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고 정의되고 또한 사회구조적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화과정과 노인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하느냐가 사회구성원인 우리가 미

래의 고령화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곧 고

령화사회에 대응하고 고령화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1차 계획에서도 그러했지만 제2차 계획에서도 고령화사

회에 대한 분명한 정책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

재의 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의 계획에서는 보다 분명한 정책 패러

다임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합적 시각의 부족: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국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책관료, 정치인 및 전문가들까지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단순히 “아동

복지”와 “노인복지” 두 가지 축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

와 노인복지 측면이 정책의 주요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저출산과 개인

고령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나 노화와 노인에 대한 전반

적 인식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측면, 노화와 노인의 건강과 

질병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인 의학, 생물학적 및 공학적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문화적 측

면에서도 장수문화라는 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많이 놓치고 있

다. 특히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인 측면은 생애주기인 측은 고정된 역할이나 기

대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노년기인도 필요하면 직업

활동(일), 교육과 여가 활동 중 어느 하나 또는 2가지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할이 경제적 필요에 의한 일자리 제공(주로 저소득층)과 

사회봉사(자원봉사)를 포함한 단순한 여가활동 증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에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년 문제 개

선, 직업능력 개발과 강화, 직업활동과 여가/취미활동에도 직결되고 중년기 이

후 인생의 재정립과 인생 재설계 등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

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 등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장기적 시각 부족: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5

년 단위의 계획은 중･장기적 계획의 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집권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책성향 때문에 고령화사회에 대한 장기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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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장기적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였는데 2차 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으로 바꾸었고 그 내용도 비전으로 적합한지 의문스럽다. 

그 장기적 비전은 5년 내에 이루어 낼 비전이 아니라 적어도 30-40년 후에 이루

어 낼 비전일 것이다. 그런데 왜 1차와 2차에 비전이 바뀌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제2차 계획에서 바라는 향후 30-40년 후의 고령화사회는 저출산･고령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만들어 낸 “활력 있는 선진국가”라는 것이다. 비전

에 선진국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나타내는 말까지 들어가서 있어 비전을 나

타내는 어구로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선진국”이라는 말에서 미래의 고령화사회 

모습을 그려보기는 대단히 어렵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따라서 장기적 비전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비전을 향한 목표도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것

으로 설정하여 장기적 비전과 목표의 틀 속에서 5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정책 수행기구의 부적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8년에 개정됨으로써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변경되었다. 

정부 부처간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

는 몰라도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정부

의 12개부처와 관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11개부

처 차관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나아가서 보다 큰 틀의 정책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의 조정은 더욱 어

려울 수도 있으며, 또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미래사회에 대한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12개 정부

부처와 관련된 정책이므로 법 제정 당시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환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책총괄부서로서 보다 많은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생애 과정적 접근 부족: 저출산과 개인 고령화가 고령화사회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물론이고, 노년기의 문제나 욕구는 생애과정을 통해 축적되

거나 생애의 전과정과 연계된다는 의미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평생 

건강관리, 임신과 출산의 의미, 고령화사회 및 노화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노년기에 대한 철학적 의미와 인식의 증진, 노후 준비의식 강화 및 노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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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을 생애 전과정에 적절한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차 계

획은 상당히 산발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미약하게 포함하고 있

으나 더 확실하게 생애과정적 접근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적 접근은 앞에서 언급한 노년기의 활동을 일, 교육, 

여가로 보다 다양화하여 필요한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도 관

련이 있다. 

7)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정책 연구 및 평가 관점 부족: 정책 계획과 결정의 가장 

핵심적 기반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학적 지식이란 논리

와 경험적 합치성이 높은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의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

도 같이 포함한다. 정책이 과학적 지식과 연구의 근거 없이 수립되고 실천된다

면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과학적 

연구나 정책적 연구를 등한히 하거나 별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

은데 제2차 계획에도 고령사회 현상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학문적/실용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요청되므로 어느 단일 

연구기관이 모든 연구를 담당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어느 한 기관이 전

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일부연구

를 수행하면서 다른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

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노화와 노인관련 사항에 대한 학문

적 및 정책적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국립연구소가 설립되어 정부의 정책 수립

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많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고령화사회관련 국립 종합연구기관이 있으면 

이러한 연구도 상당부분 체계적으로 수행하거나 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다양

한 연구들을 총괄/조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 종합연구기관이 설립되

면 5개년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계획시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8)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화 노력 부족: 고령화사회에 대응 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하는데 정부나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다. 향후 불가피

하게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이해가 증

진되지 않으면 정책 시행의 효과는 피상적인데 그치거나 목표수치 달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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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놀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2차 계획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

보, 공교육 및 사회 교육,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운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홍보와 교육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고령화사회에 대한 민간기업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9) 재원 확보 방안 미흡: 제1차 계획에서도 그랬지만 2차 계획에서도 재정확보 방

안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재정에서 계획 시행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사정과 집권정당의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 정부 내 지출의 우

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적 정책의 재원은 다른 특별한 

방법 예를 들면 목적세 같은 것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적 세와 같은 방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행의 재원을 확보하

는 경우 일반 국민들도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지게 되어 홍보적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0) 정책에 대한 상향식 의견 수렴 부족: 정책 수립에서 1차 계획에서도 그랬지만 

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중앙정부 수준에서 전문가 및 관료 중심으로 정책안

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같은 

방법은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정책 수행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2차 계획의 실행과정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향

후 정책을 수정하거나 제3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적어도 광역 자치단체 수준

의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고령화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를 개최하는 경우 주 단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참고할만하다.  

고령화사회 대응 사회정책 방향 패러다임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구성하는 일련의 가정, 개념, 가치 및 실천의 틀을 패

러다임(paradigm)이라 부른다(American Heritage Dictionary). 따라서 패러다임에 따라 

사회현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정, 개념,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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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틀로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가는 사회현상의 인식과 이에 근거한 행동방식

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사회 현상은 현재와 같은 정책 패러다임

으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대응책을 찾아내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고령화사회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필

요 이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과장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주기 및 생애과정, 인

간의 능력, 노화에 따른 생산성, 인구학적 요소에 의한 사회적 부양인구 규정, 복지

제도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및 가치적 틀로서 고령화사회

의 문제를 예단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고 합

리적 대응책을 찾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그 효과성 기대도 어렵게 만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로 심화될 사

회문제를 선별적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잔여적 사회복지(residual concept of social 

welfare)체계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보편적 급여를 강조하는 제도적 사회복지

(institutional concept of social welfare)체계로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해결책은 대부분의 경우 사후의 치료 내지는 해결 정

책 위주로 되기 때문에 더욱이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서는 고령화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고령화사회를 구축

하는 대응책을 적합하게 창출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령화사회 구축에 도전하는 

데 유용한 하나의 정책 패러다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정책 패러다임

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및 가치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거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이론, 개념, 새로운 가치 및 실천 결과 등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활용한 이론과 이론적 모형은 (1)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m), (2)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 theory), (3) 연령계층화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 (4)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5) 성공적 노화 모형

(successful aging model), (6) 활동적 노화 모형(active aging model)이다.

(1) 기능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체계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4 가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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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능(적응, 목표달성, 통합, 잠재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도 다시 4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Turner, 2003). 

전체 사회체계는 체계의 내외부로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여 배분

하여야 하고(적응 기능), 다른 하위체계의 목표와 연계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고(목표달성 기능), 노인계층을 사회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 하위체계로서 사회체계 전체에 통합시켜야 하고(통합 

기능),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잠재성 기능) 전체 사회체계의 생존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2) 사회체계이론은 상위체계와 하위체계의 상호 의존성과 교환성을 강조하고 사

회체계가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사회체계를 유지시키는 에너지를 새롭게 공급

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nderson & Carter, 1990). 사회체계는 일

반적인 물리적 구조(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물질적 체계에서는 에너지가 소멸

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 entropy 증가)와는 달리 유기체와 같은 사

회체계에는 에너지가 새롭게 공급되고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negentropy의 

증가). 사회체계이론에 따라 노인계층도 사회의 한 하위체계로서 노인이 가진 

자원을 새롭게 하고 이를 사회의 다른 하위체계에 공급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체계간 상호 교환성을 높이고 사회체계가 생존하고 발전하게 된다.

(3) 연령계층화이론에서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연령등급에 의해 구분되는 연령층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열화 되어 있다고 본다. 각 연령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

은 사회적 역할 수행의 능력이나 의지도 다르고 기대되는 역할도 다르고 또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특권도 다르다. 따라서 노인층은 다른 연령층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찾아야 하고 그 속에서 노인에게 활용 가

능한 여러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iley & Foner, 1968). 이 같

은 연령계층화 이론은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젊은층에 비하여 낮게 등급화 하

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으나 노인계층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생애과정이론에서는 인생과정 또는 노화과정은 역동적이고 상황적 맥락 속의 

과정이며, 개인의 발전은 생애과정을 통해 계속되고 한 생애과정은 과거의 삶

과 미래의 기대와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또한 연

령이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주요 대리 지표가 되고, 노

화는 사회적 맥락, 문화적 의미, 사회구조상의 위치와 연관되고 이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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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시간, 기간 및 동년배 집단도 개인과 사회집단의 노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ettersten, Jr., 2003). 이 이론에 의하면 노화과정은 전

생애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노후의 삶은 과거 삶의 축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생애단계는 다르게 정

의될 수 있다. 특히 중년기를 연령적으로 65세를 넘어 70세나 75세까지로 연장

할 수도 있고(Sadler, 2000) 따라서 노년기를 75세 이후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

와 같은 생애단계의 규정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도 있다.        

(5) 성공적 노화 모형, 특히 Row와 Kahn(1998)에 의해 제안된 성공적 노화 모형에

서는 성공적 노화의 주요요소를 ① 질병 피해가기, ② 인지적 및 신체적 기능 

높게 유지하기, ③ 사회 참여의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건강 조건 외 

가장 중요한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계속적 사회참여로 들고 있다는 점이 노화

과정을 통한 계속적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활동적 노화 모형은 WHO에서 정책수립의 틀로 제시한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WHO에 의하면 활동적 노화를 “사람이 노화함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해 건강, 참여 및 보장(물질 및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WHO, 2002). WHO의 활동적 노화 모형에서는 활동적 노화의 기본요인으

로 ① 건강 유지와 증진, ②사회참여, ③ 물질과 안전의 보장을 제시하고 전생

애 과정의 통합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이론과 이론적 모형 외에 노화와 생산성에 대한 연구결과로 노인의 생산성 

또는 직업능력을 가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노화에 따라 능력이나 직업능력이 하락

한다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연구결과도 “노화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일반

적 상식적 가설에 대해 상반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도 많다(Butler et al., 1990). 그리고 

노인의 생산성은 훈련에 의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Belwal & Haight, 

2006; 문국현, 2006). 성공적 노화의 모델을 제시한 Row와 Kahn(1998)은 많은 사람들

이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으로 건강유지와 정신적 

및 신체적 기능 유지를 하지 못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45세에서 80세까지 200

명을 12년간 조사한 Sadler(2000)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 새로운 태도에 의해 중년

기 이후 새로운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시작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로 보면 70대까지는 노화에 따른 생산성은 훈련이나 

개인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따라 유지 또는 향상될 수도 있다고 잠정적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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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고 퇴직 이후의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도 연장되어 무병장수하는 노인 수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

는데 반하여 고령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직 시키거나 정상적 퇴직시켜 사회복

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고령자 개인과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고령자 개인적으로는 수입 감소, 건강 약화, 자기 가치성 약화를 가져오고, 사회적으

로는 연금급여를 포함한 복지비용을 증가시키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차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갈등과 이로 인한 사

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에게 적합한 취업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수입의 증대, 건강 유지, 자기 가치성 유지의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금기금에 계속 기여함으로써 연금기금을 증가시키고, 

연금수급 시기를 연기시킴으로써 연금기금의 적자와 고갈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년 후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

동이나 건전한 스포츠와 레저의 참여도 심리사회적 의미에서 생산적 노화를 증진하

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정책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령통합적사회체계 모형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 개념, 가치와 일부의 실천적 결과를 포괄적으로 반

영하는 의미에서 고령화사회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모형(age-integrated social system model)”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령통합적사

회체계모형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다.

1) 연령통합의 개념은 모든 연령층이나 모든 세대를 사회체계 속에 참여시키는 한

편 노화과정을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기능주의 

이론과 생애과정이론 반영). 

2) 연령통합의 개념은 생애과정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수용하여 노인의 생산성 발휘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므로 노인연령계층이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노

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능성 반영).

3) 연령통합의 개념은 노인이 능력이 있는 한 일하게 하거나 다른 사회활동에 참

여하게 함으로써 활동적 노화 내지는 생산적 노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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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동적 노화는 사회적 비용 특히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노인의 노동시장 계속 참여로 사회복지제도 지속 가능성 반영).

4) 연령통합의 개념은 생애과정 전 과정을 통해 노화과정의 이해와 평생 건강관리, 

노후생활 준비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생애과정 이론, 활동적 노

화 모형 반영).   

5) 연령통합의 개념은 모든 연령층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최대한

의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활동적 노

화 모형 반영).    

6) 사회체계 모형의 개념은 특히 노인계층을 사회체계의 주류에서 배제하고는 전

체사회가 하나의 사회체계로서 생존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국가사회체계는 하위 사회체계인 노인계층을 배제 또는 소외하고서는 결국 

생존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인계층이라는 하위체계가 적응, 목표

달성, 통합 및 잠재성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노인계층과 국

가사회간 및 다른 연령계층과도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여 결국

은 사회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기능주의 이론 반영). 

7) 사회체계 모형의 개념은 하위체계인 노인계층의 에너지가 새롭게 충전될 수 있

도록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 생산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 노인세대로 하여금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여 다른 하위체계에 공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

체계의 유지와 발전에도 공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사회체계이론의 반영). 

8) 사회체계모형의 개념은 노인의 다양한 연령범위 안에서 노인의 능력에 따라 적

합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여건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

회 참여와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연령계층화이론과 성공적 노화 

및 활동적 노화 모형 반영). 

이상에서 반영한 이론과 가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연령통합적사회체계 

모형이 함축하고 있는 특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계층의 사회체계 계속 참여는 국가사회체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

이다. 즉 노인을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하고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생존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

2) 국가사회체계는 하위체계인 노인연령계층체계가 생존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소

득보장과 의료보장(적응기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우선순위 결정(목

표달성 기능), 사회적 참여 증진(사회적 통합 기능),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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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잠재성 기능)에 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3) 국가사회체계는 노인계층으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국가사회체계는 생애과정을 통한 교육과 훈련으로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 또는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가사회체계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연장에 따라 중년기를 65세를 넘어 70세 

나아가서는 75세까지로 연장하고 노년기를 70세 나아가서는 75세 이상으로 융

통성 있게 규정하고 사회경제제도도 이에 상응하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6) 국가사회체계는 노화과정을 생애과정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고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의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7) 국가사회체계는 노인을 연령별로 능력에 따라 적합한 사회적 역할(노동시장 참

여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부여하여 사회에 계속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8) 국가사회체계는 활동적 노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고령화사회를 지

속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9) 국가사회체계는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신체적 독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

회 주거, 교통, 여가, 문화 시설과 서비스를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상의 특성을 가지는 연령통합적사회체계 모형은 UN에서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하면서 주제로 제시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A Society for All Ages)”

와 공통적인 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 능력이 있는 한 노인을 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면에서는 UN 세계노인의 해 주제와 연령통합적사회체계 모형은 같은 의미

이지만 UN 주제에는 노인을 왜 사회에 계속 참여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UN 주제는 하나의 정책 목

표의 개념이고 연령통합적사회체계 모형은 정책 목표와 정책방향를 포함하는 복합

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 론

고령화사회는 향후 우리 앞에 불가피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이다. 고령화사회

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와 같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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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부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대응방법도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적 패러다임으로는 별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화사회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 고령화사회를 바

람직한 새로운 미래사회로 만들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새로운 

고령화사회 구축을 위해 선진국에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철저한 과학적 연구와 

의식의 변화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고령화사회 구축 대응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연령통합적 사회체계모형이라는 정책 패러다임도 결국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새로

운 고령화사회 구축은 어떤 의미에서 21세기 전반기를 사는 우리국민들이 도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 생각한다. 물론 제시한 정책 패러다임만으로 고령화사회를 바람직

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에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크게 기여할 수는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평균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되어도 그 사회에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

지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하면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고령화사회는 지금부터 장기

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정부, 기업,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 노동 분야의 모든 

국민이 같이 노력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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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진단하고 4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패턴을 분석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연령별 조건부 생존

확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기조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경우 인구고령화 속도는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기대여명이 100세가 되는 시점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45세 이상 인구의 고용패턴을 정량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퇴직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연령 이외에도 다양

한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속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목할 만한 차이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금융자산 및 부채에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보다 다양

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들이 다

수 발견되어 재진입에 따른 장벽이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할 때, 고용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매우 어

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장에서는 45세 이상 인구의 고용현황을 개괄

적으로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45세 이상 인구의 고용

패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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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5세 이상 인구의 고용

45세 이상 인구의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그림 1]은 45~49세, 50~54세, 55~59세의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그림 2]는 60~64세와 

65세 이상의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 1]에서 주목할 부분은 55~59

세 연령계층의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55~59세 연령

계층의 2000년 고용률은 62.2%였으나 2010년에는 66.5%로 상승했다. 비슷한 패턴은 

50~54세 연령계층의 고용률에서도 관찰된다. 50~54세 연령계층의 2000년 고용률은 

70.2%였으나 2010년에는 74.2%로 상승했다. 

[그림 1] 연령별 고용률 Ⅰ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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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kosis.kr

[그림 2]의 60세 이상 연령계층의 고용률 패턴도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60~64세 및 6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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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별 고용률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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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kosis.kr

[그림 3]과 [그림 4]는 연령계층별 임금근로자 비중과 정규직 비율을 각각 보여준

다. 2003년 이후 45세 이상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2003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4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6.8%였으나 2010년에는 

36.9%로 10%p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5세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9.7%에서 2010년 13.7%로 상승

했다.

[그림 3] 연령별 임금근로자 비중 (백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주: 3월 부가조사를 활용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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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상대적 비율을 통해서 고용의 질을 판단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 등의 이유로 전일제 보다는 시간제 근

로를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장

으로 미루고자 한다.

[그림 4]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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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kosis.kr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생존확률을 계산해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에서 제공하는 생존확률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추계해서 

발표하는 생존확률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의 유입·유출을 고려하지 않

고 올해 연령이 세인 사람이 내년에 세가 될 확률을 단순 계산하였다. 그리고 

계산한 생존확률을 토대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재구축해보았다. 결과는 통계

청의 인구추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년 추정된 조건부 생존확률과 2050년 추

정된 조건부 생존확률을 비교하면, 70세 인구가 71세될 확률은 97.97%에서 99.04%

로 1%p 이상 증가하고, 80세 인구가 81세가 될 확률은 94.48%에서 96.56%로 2%p 이

상 증가하며, 90세 인구가 91세가 될 확률은 85.2%에서 88.3%로 3%p 이상 증가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경우 9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연령별 인구를 추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한 99세 인구의 생존확

률은 2011년 17.1%에서 2050년 18.4%로 1.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95

세 이상 인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비된다면 99세 인구가 100세가 될 

확률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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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건부 생존확률과 인구 비율 (백분율)

생존확률 2011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70세 → 71세 97.97 98.30 98.61 98.84 99.04

80세 → 81세 94.48 94.68 95.83 96.03 96.56

90세 → 91세 85.20 85.70 86.60 87.46 88.30

99세 → 100세 17.10 17.56 17.87 18.15 18.42

비율 2011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70세 이상 10.7 14.22 21.43 30.67 37.70

80세 이상 2.88 4.92 6.84 12.03 17.93

90세 이상 0.30 0.61 1.15 1.75 3.77

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계산

Ⅲ. 고용패턴의 분석

1. 개요

2003~07년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바탕으로 45세 이상 응답자들의 고용패턴

을 분석한다. 매년 한 차례씩 시행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들의 “고용→비고

용”과 “비고용→고용”의 고용상태 변화를 추적한다. 지난 설문조사에서의 고용상태

에 따라 45세 이상 응답자들을 각각 두 가지 유형(유형Ⅰ, 유형Ⅱ)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유형 구분

유형Ⅰ: 지난 설문조사 당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A   동일한 직업을 현재에도 가지고 있는 경우

B   이후 직업을 그만두고 현재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C   이후 직업을 그만두고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유형Ⅱ: 지난 설문조사 당시 직업이 없던 사람들

A   현재에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B   이후 새로운 직업을 가졌으나 현재에는 직업이 없는 경우

C   이후 전혀 일자리를 갖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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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년 한국노동패널 45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유형Ⅰ ‘지난 설문조사 당시 직

업을 가졌던 사람들’에 해당하는 표본 수는 8,818개이며 이 가운데 C(고용→비고용)

에 해당하는 표본 수는 841개로 8.7%에 해당한다. 한편, 유형Ⅱ ‘지난 설문조사 당시 

직업이 없던 사람들’에 해당하는 표본 수는 8,305개이며 이 가운데 A(‘비고용→고

용’)에 해당하는 표본 수는 609개로 6.8%를 차지한다. 

각 유형별로 두 가지 선택의 문제를 고려한다. 유형Ⅰ은 C를 선택하거나 A 혹은 

B를 선택하고, 유형Ⅱ는 A를 선택하거나 B 혹은 C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유형Ⅰ

이 C를 선택했다면 ‘고용→비고용’의 경로를 선택한 것이고 A 혹은 B를 선택했다면 

‘고용→고용’의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형Ⅱ가 A를 선택했다면 ‘비고

용→고용’의 경로를 선택한 것이고, B나 C를 선택했다면 ‘비고용→비고용’의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거시경제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 가구주 여부, 연령, 교육연수, 서울거주 

여부, 광역시거주 여부, 결혼 여부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구원의 수, 취업가구원 수, 부동산자산 및 부채, 금융자산 및 부채, 가구총소

득 등을 고려했다. 유형Ⅰ의 경우 직장을 갖고 있으므로 종사상지위나 연간소득 등

의 고용관련 자료들을 개인특성에 추가로 반영했다.

이상의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이 개인의 노동시장 상태변화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개인 및 개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는 노동시장

에서의 상태변화, 그리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로 변수 를 관측하

는 것이 아니라 ‘고용→비고용’ 또는 ‘비고용→고용’ 등의 이진(binary)변수를 관측한

다. 의 부호에 따라서 1(고용상태의 변화가 발생) 혹은 0의 값을 갖는 변수 를 

관측하는 것이다.

     
  ≤ 

(2)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및 가구환경 가 주어졌을 때   이 발생할 확률을 추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정모형을 식(3)과 같이 설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31고령화시대의 한국 노동시장 전망

      (3)

식(3)에서 왼쪽의   는 조건부 확률, 오른쪽의  는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함수를 정규분포함수로 가정하여 프로빗(Probit)모형을 추정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 유형Ⅰ 표본의 통계적 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용 → 비고용’* 9659  0.087 0.282 0 1

여성* 9659  0.387 0.487 0 1

가구주* 9659  0.691 0.462 0 1

나이 9659 54.501 7.673 45 85

교육연수 9659  9.712 4.096 0 21

서울거주* 9659  0.218 0.413 0 1

광역시거주* 9659  0.524 0.499 0 1

결혼(배우자동거)* 9659  0.852 0.355 0 1

결혼(배우자별거)* 9659  0.138 0.345 0 1

상용직* 9659  0.339 0.473 0 1

가구원 수 9659  3.334 1.147 1 9

취업 가구원 수 9659  1.959 0.845 1 6

연간근로소득
†

8267  7.311 0.923   1.386 12.141 

연간근로소득 증가분 8027  0.007 0.588  -9.799  4.355 

부동산자산
†

9659  3.165 5.205  -1.571 13.258 

부동산부채
†

9659 -0.102 3.509  -1.571 11.459 

금융자산
†

9659  3.706 4.319  -1.571 12.079 

금융부채
†

9659  3.876 4.829  -1.571 13.185 

부동산자산 증가분 9659  0.021 4.175 -13.504 13.493 

부동산부채 증가분 9659  0.004 3.064 -12.588 13.346 

금융자산 증가분 9659  0.082 4.486 -11.858 13.755 

금융부채 증가분 9659 -0.023 4.421 -12.480 13.084 

가구총소득
†

9659  7.811 1.101  -1.571 13.818 

가구총소득 증가분 9659  0.069 0.992 -10.634 11.957 

주: 
*

는 더미변수를, 
†
는 자연대수값을 의미

유형별 표본의 통계적 특징은 [표 2]와 [표 3]에 제시했다. 몇 가지 주목할만한 차

이가 있다. 유형Ⅰ(지난 설문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의 경우 여성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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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은 반면, 가구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형Ⅰ 표본의 여성 비중이 

38.7%인데 반해 유형Ⅱ 표본의 여성 비중은 70%로 나타났고 유형Ⅰ 표본의 가구주 

비중이 69.1%지만, 유형Ⅱ 표본의 가구주 비중은 44.1%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남성 혹은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평균 연령과 교육연수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유형Ⅰ의 평균연령이 

54.5세인 반면, 유형Ⅱ의 평균연령은 64세였다. 또한 유형Ⅰ의 평균 교육연수가 유형

Ⅱ 보다 2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을수록 유형Ⅱ(지난 설문조사 당시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에 속할 가능성

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표 4] 유형Ⅱ 표본의 통계적 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고용→고용’* 8914 0.068  0.252 0 1

여성* 8914 0.700  0.458 0 1

가구주* 8914 0.441  0.497 0 1

나이 8914 64.045 11.012 45 98

교육연수 8909 7.294  4.851 0 21

서울거주* 8914  0.239  0.427 0 1

광역시거주* 8914  0.551   0.497 0 1

결혼(배우자동거)* 8914  0.680  0.466 0 1

결혼(배우자별거)* 8914  0.311  0.463 0 1

가구원 수 8914  2.964  1.275 1 9

취업 가구원 수 8914  0.859  0.910 0 6

부동산자산
†

8914  1.587   4.890  -1.571 13.251 

부동산부채
†

8914  0.213  3.781  -1.571 11.929 

금융자산
†

8914  3.459  4.452  -1.571 12.079 

금융부채
†

8914  2.818  4.840  -1.571 12.429 

부동산자산 증가분 8914  0.127   4.075 -13.504 14.639 

부동산부채 증가분 8914  0.043  3.084 -12.587 13.346 

금융자산 증가분 8914 -0.030  4.316 -13.084 13.755 

금융부채 증가분 8914  0.025  4.294 -12.635 13.084 

가구총소득
†

8914  7.240  1.618  -1.571 13.816 

가구총소득 증가분 8914  0.069  1.500 -12.257 11.547 

주: 
*

는 더미변수를, 
†
는 자연대수값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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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결과

유형Ⅰ 분석 결과 나이, 결혼 여부,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이 노동시장을 떠날 확

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속변수에 대한 연령의 효과

를 추정한 결과 추정계수는 0.084, 한계효과는 0.01로 나타났고 5%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연령의 한계효과로부터 연령별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을 계

산한 결과 55세는 6.6%, 60세는 13.9%, 65세는 25.3%로 나타났다.

결혼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 보다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낮았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5.6%p 낮았고, 사별,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하지 않는 경우는 3.3%p 낮았다.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은 개인소득 및 소득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하락하고 가구소

득 및 가구소득 증가율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취업자의 연간

소득 및 소득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면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은 5.0%p 하락하는 반면 

연간 가구소득과 가구소득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면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은 각각 

2.8%p와 2.2%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인소득의 증가는 고용의 지속 가능

성을 높이지만 배우자 혹은 자녀 등 대체소득의 증가는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

뜨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자산가치가 소폭 상승하면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실현된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금융부채를 통한 주택 구입의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설문조사 당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유형Ⅱ에 대한 추정결과는 유형Ⅰ

의 분석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유형Ⅰ의 결과와 달리 연령의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Ⅱ를 구성하는 응답자들의 70%가 여

성인 점과 평균 교육연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노동시장 진

입 후 찾게 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요

인으로 인해 나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개인변수들로는 성별, 가구주 여부, 교

육연수 등이 있다.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보면, 남성의 구직확률이 여성의 구직확

률 보다 2.8%p 높았고, 가구주의 구직확률은 가구원의 구직확률 보다 3.3%p 높았다. 

남성 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주

목할 만한 특징은 교육연수의 효과가 (-)부호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교육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일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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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추정 결과

유형 및 종속변수
Ⅰ ‘고용 → 비고용’ Ⅱ ‘비고용 → 고용’

추정 계수 한계효과 추정 계수 한계효과

여성  0.0314 0.0037 -0.3383*** -0.0275

가구주 -0.1027 -0.0127 0.4365*** 0.0332

나이  0.0839** 0.0099 0.0085 0.0006

나이의 제곱 -0.0006* -0.0001 -0.0006** 0.0000

교육연수  0.0101 0.0012 -0.0222*** -0.0016

서울거주  0.0249 0.0030 -0.0465 -0.0032

광역시거주  0.0536 0.0063 -0.0246 -0.0018

결혼(배우자동거) -0.3849** -0.0557 0.1950 0.0131

결혼(배우자별거) -0.3344* -0.0329 0.0816 0.0060

상용직  0.2245*** 0.0276 

가구원 수  0.0033 0.0004 0.0162 0.0012

취업 가구원 수 -0.0400 -0.0047    -0.0588 -0.0042

연간근로소득 -0.4267*** -0.0504 

△연간근로소득 -0.4215*** -0.0498 

2004년 더미 -0.0616 -0.0071 -0.0810 -0.0056

2005년 더미 -0.1250** -0.0141    -0.1182* -0.0080

2006년 더미 -0.2032*** -0.0224     0.0115 0.0008

부동산자산 -0.0347*** -0.0041     0.0057 0.0004

부동산부채  0.0084 0.0010    -0.0424*** -0.0030

금융자산  0.0036 0.0004    -0.0134* -0.0010

금융부채 -0.0027 -0.0003     0.0321*** 0.0023

△부동산자산 -0.0374*** -0.0044     0.0182*** 0.0013

△부동산부채  0.0159* 0.0019    -0.0268*** -0.0019

△금융자산  0.0033 0.0004    -0.0079 -0.0006

△금융부채 -0.0078 -0.0009     0.0342*** 0.0024

가구총소득  0.2348*** 0.0277    -0.0556*** -0.0040

△가구총소득  0.1860*** 0.0220    -0.0438** -0.0031

상수 -2.6678**     0.5619

Pseudo R2 0.0998 0.1895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는 증가분을 나타냄

자산 및 부채가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부동산 관련 부채가 상대적

으로 많은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았고,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높았다. 일반적으로 금융부채의 이자부담이 부동

산 관련 부채의 이자부담 보다 높다.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고, 이는 취업 의지를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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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총소득 및 가구총소득의 증가는 노동시장 진입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두 유형의 추정결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부동산자산은 노동공

급에 정의 효과가 있지만, 금융자산은 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자산이 많

을수록 유형Ⅰ의 경우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낮았고, 유형Ⅱ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정반대의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내생성(endogeneity)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자산을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자

산 포트폴리오 선택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과 낮은 자산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사람

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미래의 고용상황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까운 미래에 고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선호할 가능

성이 높은데 이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용을 지속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

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부동산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금융자산)

의 비중을 낮췄다면 이 사람은 노동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유형

Ⅰ의 경우 부동산자산은 (-)효과를, 금융자산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한국노동패널자료 45세 이상 응답자들의 고용패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규명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응답자들의 나이

가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노동시장에 진입

할 확률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성별이나 가구주 여부는 노동시

장에 진입할 확률에는 유의적이었으나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에는 유의적이지 않았

다. 특히 자산 및 부채의 규모, 그리고 변화정도가 노동시장 진입 및 퇴출의 의사결

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조명한다. 은퇴 고령

자들이 2003~07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값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면 연령에 따라 퇴직확률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사정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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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들이 증가할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확률

이 일정하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이유가 최소 가구소득 보전이나 부

채상환 등일 가능성이 높다. 가구총소득이 늘거나 금융부채가 줄어들면 노동시장 재

진입 확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확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개인적‧사회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자발적 이유(진입하기 싫어서 진입하지 않

은 것)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이유(진입할 수 없어서 진입하지 않

은 것)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 노동시장에 존재

하는 다양한 차별 등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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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43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44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45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46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47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48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49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50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51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
-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
-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

I 일 시 I 2011. 3. 22(화) 13:30~17:30 

I 장 소 I 63 컨벤션센터 주니퍼룸  

I 주 최 I 

I 주 최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TEL : 02-380-8264, 8295
http ://www.kihas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