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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저하의 주요원인은 1960-1985년 동안에 걸친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을 통해 설

명가능하다. 이시기 초혼연령의 상승,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피임 보급은 출산율 저하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 중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

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공유산 또는 낙태라고도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자연 임신중절, 사산 

등과 함께 임신소모의 한 형태이다. 그렇지만 자연유산과 사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임에 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임신종결의 형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

을 갖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은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배우 여성의 약 26%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

고 답하였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 소모 역시 절반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인공임신중절을 성(性)선

호와 연관시켜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과거 한국 사회는 강력한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남아선호사상’이 

널리 퍼져있었다. 여성이 남아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여성들의 남아선호 출산행위는 한국의 높은 성비 불균형과 같은 사회문제 역시 야기하였다.

다음으로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을 성(性)선호 만이 아닌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해 다각적

인 접근을 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경

제적 요소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지는 않다. 경제적 지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득의 경우 측

정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변수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력과 직업을 통해 구

성한 기대소득과 실제소득의 비를 통해, 현재 개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 할 수  있는 상대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은 실제소득(actual income)과 그들의 사회적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개인의 평균소득(expected income)의 ‘비교(comparison)’로 정의된다(Freedman, 1963). 

상대소득의 개념을 분석의 도구로 활용한 사람은 Easterlin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소득 자체는 

출산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상대소득 혹은 실제소득과 추구하는 소득과의 차이를 파악

할 수 있는 변수가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을 고려 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 혹은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상대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인공임신 중절의 횟수에 차이가 어

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대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출산 수준 저하가 가장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상대소득 최하위집단이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가장 높을 것이라 가정하

였다. 

❙발표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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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가설과는 반대로 상대소득의 최상위 집단에서 인공임신중절 시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이유는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현상에 접근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급격한 사교육비의 증가는 사람들의 출산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사람들

은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출산을 결정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인

가를 계산한다. 특히 상대소득 상위 25%의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소비기준 유지가 출산의지를 상회한다고 

판단된다. 출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므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연하거나, 종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소득의 하위 집단을 

설명해 온 내용이 상위 집단의 가치를 보존하는 행위에도 설명 가능하다.

Ⅰ  연구의 목적

한국의 출산율은 1983년을 기점으로 대체출산율인 2.1명 보다 낮은 저출산 단계에 진입

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로 2005년에는 1.0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초

저출산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출산율 저하의 주요원인은 1960-1985년 동안에 걸친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정부는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방법과 도구

가 널리 보급하였으며, 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와 지원들을 다

양하게 도입하였다. 이 시기 초혼연령의 상승, 인공임신중절의 증가와 피임도구의 보급은 

제1차 출산력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3대 결정요인으로 여겨진다(김두섭, 2002). 초혼연령

의 상승과 피임은 임신시기를 늦추거나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지만, 일단 임신이 된 후 

출산을 막는 방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 널리 행해져왔다. 인공임신중절은 한국 사회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물론이고, 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측

면도 지니고 있다(은기수, 2001). 

<표 1>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 변동추이

(단위: %)

특성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전체 53 52 54 49 44 39 40 34 26

15~24세 22 27 29 21 21 13 15 15 4

25~29세 42 41 40 36 27 17 23 11 11

30~34세 61 57 55 51 45 35 34 24 18

35~39세 63 63 60 58 52 50 46 40 28

40~44세 67 62 65 60 53 52 50 38 37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년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편차❘5

인공임신중절은 자연유산 혹은 사산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

는 임신종결의 형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

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의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 종결률

은 14.6%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56.7%로 전년 대비 각각 4.5%, 9.5%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유배우 부인들의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임

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비율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26%정도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며, 임신소모 

중 절반 이상이 인공임신중절로 이뤄지고 있다. 

<표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의 변화

(단위: 회, %)

연도
총임신

(A)

임신

소모(B)

인공임신중절

(C)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C/A)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C/B)

’00 2.70 0.92 0.65 24.1 70.7

’03 2.72 0.90 0.63 23.2 70.0

’06 2.46 0.71 0.47 19.1 66.2

’09 2.33 0.60 0.34 14.6 56.7

출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년도.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의 시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소자녀관이 정

착되면서 피임을 하지 않거나 실패로 인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임신

중절을 택한다; 2)남아선호로 적은 수의 자녀 중 적어도 1명의 남아를 갖기 위해 태아성감

별을 통하여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 한다; 그리고 3)미혼여성의 경우 혼전임신을 낙

착 짓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다. 기혼여성 대부분의 경우 인공임신

중절을 자녀의 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널리 수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인공임신중절

의 시행은 출산율 저하, 성비왜곡 등의 인구학적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출산 지연 혹은 조절을 가능케 하는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출산 조절행위로 여겨지는 인공임신

중절의 경우, 지금까지 그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의 부담을 느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

라 인공임신중절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는지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결정 요인을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개인들이 어떻게 상이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소득에 분석의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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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출 것이다. 소득은 개인의 학력 및 직업과 더불어 사회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손쉽게 파

악 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이다.  게다가 가구의 소득은 의식주를 비롯해 교육, 문화, 여가 

등 삶의 여러 부분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

의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을 비롯해 부동산 및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

득을 구성하는 것의 출발점은 개인들의 노력 이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의 영향

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한 개인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소득에서 비롯되는 이 불합리성의 문제가 개인들의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소득을 통해 과거의 개인의 행위인 인공임신중절을 설

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구의 상대소득에 

주목하였다.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은 일반적으로 실제소득(actual income)과 그들의 사

회적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개인의 평균소득(expected income)의 ‘비교

(comparison)’로 정의되는 개념이다(Freedman, 1963). 상대소득의 개념은 소득 측정에 안정

성을 부여해 줄뿐 아니라 개인들이 속한 집단 간의 상호비교를 가능케 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수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상대소득 및 소득 등

의 경제학적 요소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편차를 분석하며, 주된 변수인 상대소득은 25%구

간별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인 심리적 위치를 가늠하는 

상대소득이 각각의 집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세밀한 관찰

이 가능하리라 본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국내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현황이나 규모에 

대해서 추론만 가능할 뿐 정확한 수치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개인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첫째로, 인공임신

중절을 성(性)선호와 연관시켜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구조는 특정한 규범과 가치를 생산해내고 이는 개인의 출산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가부장적 문화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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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남성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父)계혈통주의 문

화의 산물이며, 여성에게서 혼인과 동시에 출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하게 된다. 또

한 남아를 출산하지 못한 여성일 경우 가정 내에서의 터부시됨과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혜

택까지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유교 문화적 배경아래서 기인한 성(性)선호는 인공임신

중절의 시행뿐 아니라 성비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성(性)선호가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는 이삼식(2000)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남아선호의 의식과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성감별 행위의 

관계를 가정하고,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성감별의 행위를 수용할 확률이 높

았으며, 이와 반대로 남아를 적어도 1명이상 둔 여성의 경우는 성감별을 수용할 수 있는 확

률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에서는 농촌 거주 여성들에 비해 도시 거주 여성들이 남아

를 선호하지 않고 남아를 낳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수용하는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김두섭(2004)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높은 출생성비 차이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

감별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이 연구에서 개인 

단위의 자료를 통한 분석 방법이 아닌 집단 간의 출산추이 자료를 통해 인구학적 시뮬레이

션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성감별과 인공임신중절 행위가 성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 또한 아이들의 평균적인 수가 남아 선호출산행위로 인해 감소하였는지 아닌지를 파악

하였다. 1972년부터 2001년까지의 첫 번째 출산의 성비를 여아 100명당 남아 107.0명으로 

도출해 낸 뒤, 최대 네 번의 임신 횟수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이 얼마만큼 시행되고 성비를 

왜곡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신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

하는 비율은 네 번째 임신에서 최대 54.5%까지 증가했으며, 처음 10000명의 여성이 임신을 

종결하는 시점에서는 남아 10,791명 여아 9033명으로 성비가 119.5로 심각한 왜곡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에서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위에서 도

출한 107.0명의 정상적인 성비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김두섭(2011)의 최근 연구에서는 2007년 출생성비가 정상수준이 다다른 이후, 영남 

지역에서 여전히 성선별 출산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강한 남아선호와 아울러 낮은 출산수준과 희망 자녀수가 성선별 출산이 가능한 

의료기술 환경과 결합하여 초래되는 현상이다. 최근에 이르러 남아선호가 약화되고, 성선

별 출산이나 출생성비에 주는 영향 역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아를 선

호하는 규범과 가치관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광범하게 상존하다. 또한, 영남 지역의 일부 

집단에서는 성선별 출산행위가 아직도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그는 2009년 영남 지역의 2009년 출생신고 원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연령, 출산순위, 부

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에 따른 출생성비의 편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감별 및 성선별 

출산행위에 관하여 가용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4년, 2005년, 2009년 세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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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선별 출산행위의 수준과 출생성비가 미친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시

도하였다. 그 결과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성감별 및 성선별 출산을 한 임산부의 비중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상의 임신에서 각각 7.5%와 8.0%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남지

방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상의 임신에서 각각 18%와 8%의 임산부가 성감별 및 성선별 

출산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성선별 출산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한국의 문화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성(性)선호사상과 인공임신중절의 인

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핵가족화, 개인화, 남녀평

등화의 과정 속에서 부(父)계혈통주의 문화가 많이 퇴색한 요즘, 지역적 특성이 강한 대구

와 영남지역을 제외 하고는 인공임신 중절 행위를 ‘남아선호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007년 안정된 출생성비를 기록한 이래로 현재까지 106으로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인공임신중절의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은 단지 성(性)선호만이 아닌 다

른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행위 역시 출산과 마

찬가지로 인구학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그 결정요

인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또 다른 인공임신중절 행위 결정 연구

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은기수(2001)는 저출산력의 시대에 인공유산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인공유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임신당시의 연령, 현존 자녀수, 아들의 수 등이 여전히 인공유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性)선호 사상의 영향은 현재 여성의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전

히 남아 있어 원하는 임신이었는지의 여부와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느냐에 따라 인공임신중

절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나아가 한국의 유배우 여성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행하고 있는지, 그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은기수·권태환(2002)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분석함과 동

시에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해 구체적인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여성들은 대부분 단산이나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혼

전임신과 같은 윤리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방법론적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요

소들만이 인공임신중절 행위에 영향력 있는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의 이

유를 밝히는데 여전히 기술적인 분석만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여성들이 인공임

신중절의 내세우는 이유들이 현실세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연구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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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공임신중절에 인구학적 측면을 넘어 다양

한 측면에서 그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곽동선 외(2009)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

학적 요인 이외에도 임신·출산 관련 요인, 그리고 가치관 요인으로 구분하여 인공임신중

절 결정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지역이 중·소도시인 경우, 임신 당시 

피임을 한 경우, 임신 년도가 최근일수록, 임신당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당시 아들의 수

가 많을수록 인공임신중절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또한 가치관 요인에서는 “아들이 없

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와 남아출산노력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율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 고용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양성평등의 관념이 전파되면서 여성은 결혼과 

출산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이 결혼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출산에 관한 선택권은 가족과 배우자에서 통제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같은 가부

장적인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통제권이 여성 자신에게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남성 배우자 

및 그 가족들도 상당부분 압력을 통해 행사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Balk 

1997; Guiley and Jayne 1997; Mason and Smith 2000; Omondi-Odhiambo 1997; 이성용 2006 

재인용).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 개인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결정요인을 보다 세밀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부부의 인구, 사회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만 한다. 

위와 같은 논의는 이성용 외(2011)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인공임신중절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

다. 또한 출산순위와 출산시기를 나누어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가치관 변수들이 출산순위별로 변화 할 수 있음 역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초저

출산 수준으로 출산력이 떨어진 2003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출산순위 0과 1에서 인

공임신중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출산이 2000년 이후에 여성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변하였고, 

자녀출산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

에 발생된다. 즉 이러한 합리적은 계산에서 여성의 취업은 주요 출산의 주요 핵심요인인 것

이다. 한편 남성의 교육수준은 출산력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 출산순위 

1에서의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첫째아의 출산을 당연시하는 여성

일지라도 둘째아의 출산결정은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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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소득 가설

기존의 인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차이와 출산에 관한 논문들이 다양

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가구의 소득차이에 따른 자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수입의 증가가 자녀의 수와 반비례하는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의 소득

증가에 따라 가구의 부양능력은 증가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자녀수가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선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Leibenstein(1981)은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하나의 사회조직 혹은 집단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비교 

준거 집단 혹은 개인을 통해 자신을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이 자신의 비교 대상보다 높거나 혹은 낮을 경우 행위의 결과는 반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양적인 측면에 비교에 있어서 단순한 수치의 높고 낮음이 아닌 개인들의 상대적 

차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 출산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련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면, 출산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인공임신중절 역시도 어

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비용은 부모의 사회계층(social status)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들의 위치하고 있는 사회계층 내에서 자신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더 많은 아이

들을 양육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적

은 아이를 출산 할 것이다. 이렇듯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소득(actual income)과 그들의 사회적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개인의 평균소득

(expected income)의‘비교(comparison)’로 정의된다(Freedman, 1963). 

상대소득의 개념을 통해 출산의 차이를 살펴본 대표적 연구는 Easterlin의 논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개인의 소비기준은 개인의 청소년 시절 그들 부모의 구매능력 비교를 통

해 좌우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만약 젊은 부부들의 소득이 그들 부모의 소비 능력과 같

은 수준이거나 더 큰 잉여를 만들어 낸다면, 이 부부들은 자신들의 부모들보다 더 풍요롭다

고 느끼게 될 것이며 그들의 부모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와 비슷한 부부들이 그들의 부모만큼의 소비능력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적은 아이

를 출생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세계 제2차 대전 후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

함에 따라, 공황기 시절 10대였던 부부들은 자신들의 부모보다 재정적으로 더 건실해져 

1946년부터 1961년의 베이비붐을 야기하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

공황시절 갓 결혼한 부부들은 그들의 소비능력이 1920년대의 그들의 부모보다도 낮음을 인

지하게 되고 아이를 적게 낳았으며, 이는 1930년대의 낮을 출산율로 나타났다(Johnson and 

Lean, 1985). 

Easterlin은 소득 자체는 출산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상대소득 혹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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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득과 추구하는 소득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을 고려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 혹은 가치

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기준은 부모 혹은 준거집단이 

누리는 삶의 스타일과 비교하여 결정되므로 문제는 어떻게 개인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평가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어린 시절 만들어진 열망에서 비롯하며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수입가능성과 비교하여 생성된다.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한 

집단과 동일한 삶의 기대수준을 가지게 되고, 이는 그 개인들에게 이에 걸맞은 수준의 상대

적인 경제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학적 행위, 경제적 선택 그리고 사회적 웰

빙(well-being)은 개인과 혹은 한 가구의 자원과 그들의 열망사이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낮은 출산력은 낮은 상대 소득의 적응(adaptation)모습을 보여준

다. 그들은 그들과 유사한 그룹과의 소비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제한하며, 아이에 관

련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 만혼화 그리고 출산 지연은 바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적응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낮은 상대 소득은 남성에게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가중시키며, 이는 높은 수준의 인공임신중절, 이혼 등을 야기한다

(Easterlin et al 1990b:268). 

Easterlin의 상대소득에 대한 논의는 출산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

선 Freedman(1963)은 백인 남편의 실제소득과 직업, 교육, 나이, 거주지를 조합해 상대소득

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산출한 기대소득에 대한 남편의 실제 소득 비율

을 이용하여 그 비(ratio)가 1을 초과할 경우 높은 상대적 소득을 가졌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분석을 통해 상대소득이 자신의 지위보다 상회한다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것임을 밝혀냈

다. 즉 교육과 직업에 근거한 기대소득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경우 아이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단지 높은 절대소득 수준 그 자체는 오히려 출산을 억제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에서 나아가 Reed et al.(1975)은 인종에 관계없이 백인, 흑인 남성 모두의 상

대소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여성의 혼인 연령, 여성

의 첫아이 출산 연령 그리고 결혼기간을 통제한 후, 남편의 상대소득은 출산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소득의 적응에 따른 출산의 변화는 비교적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의 시행 여부라는 결과적인 측면 전에 출산조절 기제로 나타나는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경우 상대소득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는 살펴보는 것은 출산을 좀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소득과 출산의 단선적인 관계를 넘어 

사람들의 행위를 세밀하게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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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한국여성의 출산력 감소는 1960년대부터 진행된 피임실천의 확대와 인공유산, 그리고 결

혼연령 상승의 복합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권태환·김두섭, 2001). 이 중 인공유산은 피임

과 더불어 출산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초저출산율의 현실

에 마주한 현재 출산의 지연 혹은 포기를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인공

유산의 실행이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유배우 부인들의 인공유산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

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인공유산을 발생시키는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이

용하거나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의 통제권이 전적으

로 여성에게 부여 된다기 보다는 남성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출산은 단지 여성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상호 합의에 의해 발

생한다. 그러므로 출산의 포기로 간주되는 인공유산 역시 단지 여성의 결정권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이 아닌 남성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이성용, 2011).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한 성(性)선호는 과거 인공임신중절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

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비교적 안정된 성비는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性)선호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행위가 아닌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인공임신 중절 행위를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첫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인공임신 중절 

횟수의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가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경제적 지위의 비교를 통해 인공유산의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 상승에 따라 출

산은 효용최대화라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감소할 수 있음이 이론적으로 밝혀졌다

(Becker, 1960). 자녀를 일반 소비재와 같이 효용성을 지니는 하나의 재화로 바라본다면 자

녀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가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이는 자

녀양육의 시간비용이 증가를 가져오므로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결국 출산수

준의 결정은 소비재를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후,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선택에 달려있다. 또한 출산 후, 자녀의 양육비용은 자녀의 수와 그 질적 수준의 

충족에 있으므로, 지출이 소득보다 크게 증가한다면 자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자녀수

에 대한 수요는 소득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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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 소득에 따른 여성의 출산율의 변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임금효과를 관찰 했을 경우, 여성의 임금 20% 증가에 대하여 출산을 완료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첫 출산은 약 2개월 두 번째 출산은 약 1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은 두 번째 출산에서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다(민희철, 

2009). 비슷한 결과로 김정호(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임금이 10% 상승 시 1년 이내에 

두 번째 출산을 할 확률의 0.56%-0.92% 감소를 가져오며, 배우자의 임금의 경우 반대로 출

산확률을 0.36%-1.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

소득의 변수를 이용한 이성용(2009)의 연구에서도 최고소득의 여성은 첫째아 출산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여성보다 출산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셋째아 출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여성이 최저 소득 수준을 제외한 그 밑의 소득 수준 여성들보다 셋째아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단순히 절대소득의 측면에서 연구를 시행했으며,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 각각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산은 부부모

두가 연관된 한 가정의 행위이다. 따라서 소득의 영향력을 관찰할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출산은 개인의 선호와 규범에 따라 선택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가치규범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상대소득이라는 변수를 통해 사회 내에서 개인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준거집단의 규범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 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첫째, 첫아이 성별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 횟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둘째, 절대소득이 높은 가구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셋째, 가구의 상대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인공임신 중절의 횟수에 차이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출산 저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상대소득이 낮은 집

단 에서 인공임신 중절 횟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상대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인공임신 중절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 출산 조절 기재의 역할

소득
출산 자녀수

실제 상대 passage

출산 조절 기제

(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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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및 변수 정의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9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의 행태, 피임행태, 인공임신중절, 가족 및 

자녀가치관, 결혼 및 가족주기, 모자보건, 가족관계, 기혼부인 취업, 자녀 양육 및 결혼비용, 

가족정책 및 복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조사는 크게 가구조사와 개인조사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인공유산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임신·출산·피임·취업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 문항

은 15-49세의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458명이 응답하였다. 

개인조사는 크게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관한 태도, 임신·출산 및 입양관련 사항, 가

족계획실태, 불임실태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특히 임신소모 중 인공임신중

절을 심층적으로 조사 항목화 하고 있다. 

부인의 현재까지의 임신력·출산력·피임력·혼인력·취업력에 관한 기록표 작성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의 모든 위의 모든 사항에 관해 물어보고 있다. 

연구에서는 조사시점 당시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성이 인공유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인공유산을 경험 혹은 경험하지 않은 24-35

세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총 1664명의 여성이 이에 해당하였다.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행위를 설명해 주는 주요 변수로 상대소득을 사용하였다. 상대소득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상대소득을 구성하는 과정은 

Freedman(1963)의 연구에서 상대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구성하는 지표로서 여성

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과 남성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으로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기대소득(Ŷ) = 여성의 연령(X11) + 여성의 교육수준(X12) + 여성의 직업(X13) + 남성의 

연령(X21) + 남성의 교육수준(X22) + 남성의 직업(X23)

위와 같은 회귀식을 통해 기대소득을 산출하였으며, 기대소득에서 실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이를 상대소득으로 정의하였다. 

상대소득(relative Income) 〓 실제소득(actual Income) ÷ 기대소득(expected Incom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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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포아송회귀분석)

포아송 회귀모형은 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혹은 설명되는 빈도 또는 횟수가 포아송 확률

분포에 따라 발현하는 변인이라고 가정한다. 포아송 확률분포는 전체 시행의 수 혹은 표집

수 N이 무한대이거나 불확정적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의 확률분포이다. 포아송 확률분포는 전체 시행의 수 혹은 표집 수 N이 무한대이거나 

불확정적이라고 가정하므로 포아송 확률분포를 하는 빈도는 비율로 변환될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종속변수가 연속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둔 OLS를 사용하여 가산자료 분석

을 하였으나, 높은 왜도를 가진 이산도수(discrete count)의 범주형 자료는 포아송 회귀분석

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Allison, 1999). 이 연구는 분포에서 0값이 최소값으로 나타나 분

포가 단편적으로 잘려진 모양을 띄며, 오른편으로도 무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또한 사례수에서도 비교적 적은 사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

을 하기에 심각한 이산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박광배,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인공임신중절 횟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포아송(poisson)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 혹은 생성과정(data generation process)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횟수자료(count data)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들에 사용되는 가정이다. 

   
 ′

                          ( i = 1, 2, ..., T) (1)

여기서  는 개인의 인공임신중절 횟수, 는 그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요

인들의 집합이고, 는 모든 에 대하여 E() = 0, var () = 을 만족시키는 통계적 오차

이다. 이 연구는 에 상수항, 상대소득, 여성의 연령, 자녀수, 여성의 교육수준, 실제소득, 

결혼 지속기간, 첫 자녀 성별 등을 사용한다. 횟수자료(count data)는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기부횟수  의 분포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할 수 있다.

․      


 



                         ( n = 0, 1, 2, ....) (2)

여기서,  ≡ E ( ) 로 정의되며, 위 식 (3.1)에 의하여  = 
 ′

이 성립한다.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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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 ′ ∑  ′                            (3)

이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β를 찾는 방법이 소위 포아송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으

로, 이 분석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들이 인공임신중절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포아송회귀분석의 가장 중요한 제약점은 포아송분포의 속성상 평균과 분산이 다를 수 없

다는 점이다. 즉,  가 포아송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라면,  = E( ) = 

var( ) 로 평균과 분산이 언제나 동일하다. 만일 분석대상인 횟수자료(count data)가 이런 

속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전적 제약은 추정의 정확성을 훼손시킨다. 현실에

서는 분산이 평균을 상회하는 소위 ‘과도분산(over-dispersion)’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런 경우에 포아송회귀는 적합한 분석방법이 아니다.

Ⅳ  분석결과

1.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총 

사례수는 1664 가구이며, 이 중 주요변수인 상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수는 520가구로 

나타났다. 

남성의 연령의 경우, 23세 이상 54세 이하까지의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며 이 중 30세에서 

39세 사이의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여성의 연령에는 제한을 두어 좁

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세에서 34세 이하의 여성들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특히 

한국의 고학력화를 반영하듯 대졸 이상의 사람들은 각각 62.3%, 57.8%로 전체 응답자의 절

반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의 유무는 남성과 여성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15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11년 현재 49.8%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이 집안의 가

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자녀양육에 관한 엄격한 성역할은 결혼 이후 여성의 일과 자

아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풍토를 반영하듯이 남성의 경우  90%이상이 

취업 중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여성은 약 30%만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 분포는 남성, 여성들 모두 50% 이상이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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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의 경우 개인의 응답으로만 측정이 가능하고, 정확한 소득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실제 소득과 기대소득의 비로 구해지는 상대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실제소득의 경우 0에

서 2500까지의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소득의 경우 실제소득에 비해 더 

적은 분포를 보여 변수의 균질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사례수 % 최소 최대

남성의 연령

29세 이하 170 10.2

23 54

30~34세 622 37.4

35~39세 709 42.6

40~44세 144 8.7

45세 이상 19 1.4

여성의 연령

29세 이하 427 25.7

24 3530~34세 927 55.7

35세 이상 310 18.6

남성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1.3

- -고졸 607 36.5

대졸 이상 1,036 62.3

여성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1.5

- -고졸 678 40.7

대졸 이상 961 57.8

남성의 직업 유무
무직 44 2.6

- -
취업 중 1,620 97.4

여성의 직업 유무
무직 1,123 67.5

- -
취업 중 541 32.5

실제소득

실제소득 1분위 416 25.0

0 2500
실제소득 2분위 551 33.1

실제소득 3분위 335 20.1

실제소득 4분위 362 21.8

상대소득

상대소득 1분위 170 32.7

18.0 530.7
상대소득 2분위 146 28.1

상대소득 3분위 113 21.7

상대소득 4분위 91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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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

                                            (계속)

변수 사례수 % 최소 최대

남성의 직업

전문/경영직 347 21.4

- -
사무직 434 26.8

서비스 및 판매직 273 16.9

기타 566 34.9

여성의 직업

전문/경영직 161 29.8

- -
사무직 177 32.7

서비스 및 판매직 103 19.0

기타 100 18.5

현존 자녀수

없음 135 8.2

0 5
1명 639 38.6

2명 770 46.5

3명 이상 111 6.7

첫째 아 성별
남아 772 50.8

- -
여아 747 49.1

자녀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명 혹은 두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저출

산 규범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첫째아 성별의 경우 아이의 성별이 어떠

한 방식으로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아, 여아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는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변수를 연속 변수의 형태가 아닌 서열적 

관계임을 가정하였다. 자녀수와 인공유산횟수의 경우 1, 2, 3의 연속변수의 형태를 취하나, 

이들의 간격이 등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서열적 관계라 가정한 상태에서 

Spearma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소득과 결혼지속 기간, 상대소득

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상대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과 기대 소득의 비를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으므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횟수 역시 결혼지속 기간과 자녀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기간이 증가하면 여성은 출산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만약 원치 않은 아

이가 생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알 추측된다. 지속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획한 만큼의 자녀수를 갖게 되고, 만약 원치 않은 아이가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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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을 시행 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상대소득의 경우는 실제소득, 결혼지속기간, 현존 자녀수와는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 Easterlin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집단보다 상대소득이 낮

을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대소득과 

현존 자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상대소득과 인공유산 횟수와는 어떤 상관관계라 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의 투입을 통해 그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표 4> 상대소득과 인공임신중절 횟수간 상관관계분석(Spearman's Correlation)

실제소득
인공유산

횟수

결혼

지속기간

현존 

자녀수
상대소득

실제소득 1.000 -.044 .137** .035 .766**

인공유산

횟수
1.000 .272** .146** .010

결혼

지속기간
1.000 .608** .147**

현존 

자녀수
1.000 .124**

상대소득 1.000

* p <0.05, ** p < 0.01

3. 포아송회귀분석

앞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이 연구에는 포아송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회귀분석 결과의 내

용은 <표 5>와 같다. 이 연구는 출산이라는 행위이전에 출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인공임신중절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에 앞서, 최종 투입변수는 상대소득, 여성의 연령, 자녀수, 여성의 교육수준, 실제소

득, 결혼지속기간, 첫 자녀 성별을 제한하였다. 우선 연령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연령

을 모형에 투입할 경우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남성의 연령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모형에서는 두 변수 모

두를 고려하지 않았다. 두 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므로 여성의 연령만 모형에 투입하

여도 그 영향력을 충분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 이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교육 수준과 직업의 구성 역시 제한을 두었다. 교육 수준과 직업의 경우 상대소득을 구성

하는 지표의 중요 변수로서 이 역시 상대소득에 공선성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실제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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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수로서 개인의 교육수준과 직업 관계를 일정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시켰다. 하지만 실제소득의 경우 남성의 지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수준을 고졸이하, 대졸이상으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가설에서 설정한 첫아이 성별의 영향력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과거 많은 연구에서 첫아이의 성별은 인공임신중절의 시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성별이 인공임신중절을 야기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아이를 선택함에 있어 성(性)선호에 기인한 인공임신중절

이 다소 감소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상대소득이론에 따르면 상대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출산 자녀수는 적게 나타난다. 이 

가설의 연장선상에서 출산을 감소시키는 인공임신중절 역시도 상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가를 검증해 보았다. 가설 검증을 위해 분석에서는 상대소득 집단을 상위 25%, 상

위 50%, 하위 25%, 하위 50%로 나누어 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5>의 상대소득에 

따른 인공임신 중절 연구모형에서 상대소득 상위 50%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소득 상위 

25%집단에서 인공임신 중절 행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주고 

있다. 기준을 상대소득 상위 50%로 설정한 것은 실제소득과 상대소득간의 차이가 적으며, 

일반인들이 통념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중산층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다. 

상대소득의 상위 25%집단은 기대소득보다 실제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이 집단에서 인공

임신중절 시행 확률은 기준 집단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기존의 

가설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상위 25%의 집단의 경우 준거 집단에 비해 기대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버는 소득(실제소득)이 높으므로 자녀의 출산을 늦추거

나 포기함으로써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소득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인공임신 중절 횟수를 감소시킬 확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소득과는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상대소

득의 경우 비교 집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갖는 의미는 내포한다

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인공임신 중절 확률은 0.0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소득의 증가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출산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 지속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0.19%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혼 지속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부가 출산을 완료하였을 경우가 높아짐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계획한 아이를 모두 출산 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출산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녀의 터울 조절 역시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인공임신 중절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출산 후에 출산의 종결이나, 출산의 

기간을 연장하는 역할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공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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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 행위를 할 가능성이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이 연구에서는 논외

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녀수가 임신의 종결로서 역할을 한다는 가정아래서는 영향력을 행

사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능하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인공임신 중절 행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사례수가 확보되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러한 가정을 통해 

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상대적 소득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결정 모형(Poisson regression)

Number of obs = 459

LR chi²(11) = 86.05

P > chi² = 0.000

R²=0.1262

Log likelihood = -297.848           

Variable Coef. IRR Std.Err Z P>Z

상대소득 하위 25% -0.17 0.84 0.250 -0.58 0.564

상대소득 하위 50% -0.17 0.84 0.226 -0.63 0.530

상대소득 상위 25% 0.93 2.54 0.780 3.04 0.002

여성의 연령 -0.07 0.93 0.039 -1.55 0.122

자녀수

(1명=1)
-0.19 0.82 0.296 -0.53 0.598

자녀수

(2명=1)
0.20 1.22 0.374 0.65 0.517

여성의 교육수준

(고졸=1)
-0.95 0.38 0.234 -1.57 0.117

실제소득 0.00 0.99 0.001 -3.23 0.001

결혼지속기간 0.18 1.19 0.040 5.2 0.000

첫 자녀 성별

(여아=1)
0.01 1.00 0.172 0.04 0.969

상수 0.69 1.246 0.07 0.941

Ⅴ  결론 및 요약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초혼연령의 상승, 인공임신중절의 증가와 피임도구의 보급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며 여성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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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 역시 절반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규명하고자하는 노

력이 있었다. 한국문화의 특이성에 기반 한 성(性)선호는 오랫동안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성(性)선호에 의한 성비 불균형

은 많이 완화가 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의 다각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변화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경기침체

와 실업률 상승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요즘 적극적 출산포기 행위로 간주되는 인공임신중절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소득과 같이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뚜렷이 보여

주는 요인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소득의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경로에서 발

생하는 소득이 측정되기 쉽다. 이에 소득 측정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집단 간 상호비교를 

가능케 하는 상대소득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첫아이의 성별은 인공임신중

절 시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과거 성(性)선호는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야기할 만큼 인

공임신중절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혔다. 대대로 유교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농경사회에서 아

들은 노동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가문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계 사회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경제

적 환경의 변화는 여성의 교육률, 취업률을 증가시키며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결국, 영남지방과 같은 지역적 특이성을 가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공

임신중절을 선택하는데 있어 아이의 성별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소득의 경우 그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인공임신중절 횟수를 감소시킬 가능성

이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의 영향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출산과 양육

을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 소득의 증가는 출산을 연기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반해 남성

의 소득은 출산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

득불평등도가 높으며 변동 폭도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결국, 가구의 실제소득은 많은 부분 남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상대소득은 상위 25%집단에서 인공임신중절 횟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는 기존의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상대소득이론에 의하면 상대소득이 낮은 집

단일수록 그들의 소비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상위25%에서 출산 

포기 수준을 높이는 인공임신중절 시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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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현재 개인의 지위에 비해 높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효용’이라는 측면

에서 사회현상에 접근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

에서 사람들은 출산을 결정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

인가를 계산한다. 만약 출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다면 다른 것

을 선택한다는 이른바 효용의 극대화가 출산에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대소득 상

위 25%의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소비기준 유지가 출산의지를 상회한다고 판단된다. 출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가져오므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연하거나, 종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소득

의 하위 집단을 설명해 온 내용이 상위 집단의 가치를 보존하는 행위에도 설명 가능하다.

둘째, 상대소득의 상위 집단의 개인적 가치 측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연구되

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나머지 집단과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출산행위에서도 다른 가치관을 지닐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

인의 가치관이나 행위, 행태 연구나 심리 연구에서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출산의지를 저하 시킬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증대 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의 

‘효용가치’를 계산해 행동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여겨지는 상위집단에서 조차 

가장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에 대

한 좀 더 세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각의 집단마다 출산에 관한 가치관과 규

범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역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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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논문제목 :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연구필요성

◦ 한국은 1987년 ‘정보통신의 해’를 선언한 이후 정보기술과 정보화 정책에 매진한 결과, 현재는 정보사

회의 강국으로서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음. 

◦ 그러나 성공적인 정보화의 이면에는 단기간에 걸친 압축적인 진전으로 인한 사회 각 부분의 정보격차

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더해 2011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서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할 한국사회에 정보화가 과연 노인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대 

간의 통합을 조장하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지는 묘연함.

◦ 고령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연령과 정보격차의 이슈를 다뤄온 다수의 연구들은 현노년층을 중심으로 다뤄왔고, 정보화 

교육을 받은 대상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킴에 따라 정보격차의 인과적 관계와 그 영향들을 밝히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신노년층의 미

래 정보사회를 예측하고, 이들의 다각적인 정보격차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 증진에 정보격차 현상이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그들의 삶의 

질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신노년층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보화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현상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2가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음. 

◦ 연구모형A에서는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1)을 활용한 인터넷 이용집단과 인

터넷 비이용집단 간 여가활동의 평균차이를 분석함. 

◦ 연구모형B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내 정보격차집단 간 여가활동을 매개로한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함. 

❙발표 _ 2❙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1) 성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은 1983년 Rosenbaum and Rubin으로부터 제안된 통

계기법이다. 이들은 준실험방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에 기반한 

multivariate matching방법을 도입하여 서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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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분석결과, 베이비부머의 정보격차에 소득과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 

◦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동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20%정도 높게 나타났음. 이를 통해 정보이용격차가 

여가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었음. 

◦ 또한 베이비부머의 정보격차 현상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나타남. 즉, 정보격차가 없는 집단이 정보활용격차 혹은 정보이용격차가 있는 집단에 비해 높은 

여가활동을 보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고하였음.

■ 결론 및 제언

◦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둘째, 베이비부머들의 정보화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됨. 

◦ 셋째, 정보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습득한 정보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적 차원에

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음. 우선, 정보격차현상을 연령계층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한 기존

의 연구들이 주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노년층으로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의 정

보격차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신노년층의 정보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정보격차현상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보이용격차와 정보활용격차를 함께 고려함에 따라 정보격차

의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 기인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을 살펴봄으로써 정보수용격차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이상의 연구가 지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2차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정보화문항을 보다 구체적으

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들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국적인 단위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도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집단으로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

격차현상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정보격차가 그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노년층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보화정책을 마련하고자 한

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 제2차 서울시복지패널조사(Secondary Data)에 응답한 952명의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해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살피고, 성향을 통제한 후 인터넷

이용여부에 따른 여가활동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여가활

동을 매개로한 정보격차 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베이비부머의 정보격차에 소득과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성향

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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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20%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정보이용격차가 여가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정보격차 

현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격차가 없는 집단이 정보활용격차 혹은 정보이용격차가 있는 집단에 비해 높은 

여가활동을 보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노년층으로 편입될 베이비부머의 정보격차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베이비부머,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성향점수매칭(PSM)  

Ⅰ  서론

한국은 1987년 ‘정보통신의 해’를 선언한 이후 정보기술과 정보화 정책에 매진한 결과, 현

재는 정보사회의 강국으로서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다. 실제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2008년에 처음 발표한 정보통신발전지수(ICT-Development Index)에서 전 세계 154개국 중 

한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최두진, 김은정, 이재광, 최창호, 안동희, 박창제, 2009). 그러나 성

공적인 정보화의 이면에는 단기간에 걸친 압축적인 진전으로 인한 사회 각 부분의 정보격

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1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할 한국사회에 정보화가 과연 노인들

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대 간의 통합을 조장하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지는 묘

연하다.

인터넷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기존 세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형태

로서 젊은 세대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정보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었다. 이 정

보문화는 사고방식, 여가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을 심화시키게 되었다(손연기, 2008). 심각한 점은 정보격차현상

의 원인이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소득,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맞

물려 그 격차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Norris, 2001; Hacker & Mason, 2003).  

한편, 정보화의 발전양상과 더불어 정보격차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컴퓨터 보유비율(62.9%)과 가구 인터넷 접속 비율

(62.5%)이 이들의 인터넷 이용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 

수준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보기술의 확산 단계상 후기 도약기 또는 포화

기에 해당하므로 정보격차의 양상이 정보접근성 보다는 활용성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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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따라서 과거에는 정보화 정책의 관심이 컴퓨터

의 보유여부나 인터넷의 접근정도와 연관된 정보격차를 해결하는데 있었다면, 이제는 단순

한 접근격차의 해소를 넘어 정보이용의 수준과 획득한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는데서 발생

하는 정보격차로 정책적 초점이 이동하였다(최두진 외, 2009). 

그동안 한국정부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987년 ‘국가 기간 전

산망 사업’을 시초로 1990년 대 중반이후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Cyber Korea 21’이라는 국가사회정보화 중장기 비전 아래 적극적인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김혜경, 2004). 그리고 2001년 1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저소득자 ‧ 농

어민 ‧ 노령자 및 장애인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해 9월에는 정보통신부 등 14

개 부처가 공동으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두진 ‧ 김지희, 2004).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오히려 정보격차

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간과할 수 없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10). 특히 정보소외계층

으로 인식되는 고령층의 정보격차현상은 심각한 수준인데 2010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40대까지의 인터넷 이용률은 대부분 80%이상임에 비해 50대와 60대는 

55.2%와 33.8%로 전년대비 각각 2.9%p, 2.4%p 증가하였으나 타 세대의 인터넷 이용률에 비

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정보화는 노인들의 사회적응력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확보해 주는 기초가 되며 

나아가 노인들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 재통합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04). 즉, 정보통신기술은 고령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킴으

로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며, 활

동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역할

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손연기, 2008). 결국 고령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노인세대들과 비교했

을 때 여가에 대한 욕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김동배, 2000; 오영희, 

2006). 한편, 정보화의 관점에서 이들은 한국이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와 그 발전과정을 

경험한 세대이므로 기존의 세대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한 환경에 노출되어 왔

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봤을 

때 베이비붐 세대 내 정보화의 양극화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령과 

정보격차의 이슈를 다뤄온 다수의 연구들은 현노년층을 중심으로 다뤄왔고, 정보화 교육을 

받은 대상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킴에 따라 정보격차의 인과적 관계와 그 영향들을 밝히

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학계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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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신노년층의 미래 정보사회를 예측하고, 이들의 다각

적인 정보격차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 인터넷을 통해 여가정보를 획득하고, 효율적인 여가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

과 젊은 세대들만의 특성은 아닐 것이다. 정보화의 중요성은 상당수의 시간을 여가의 형태

로 보내야 하는 노년층에게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간주되어온 여가활동과 정보격차의 인과적 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임

을 강조해 본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 증진에 정보격차 현상이 미치는 영향

과 이를 통한 그들의 삶의 질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신노년층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보

화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에 관한 논의 

Kuttan과 Peters(2003)는 정보격차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겨난 

사회 문제의 하나로서 계층 간 정보 불균형으로 지칭하였다. 빈부 간 디지털화에 격차가 발

생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터넷 관련 지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격차가 점점 깊어

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격차가 시급성을 지니는 이유는 현상의 결과

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결국 민주주의 제반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사회의 특성 상 정보빈자로 전락하게 된 정보취약계층이 사회적

으로 고립되고 배제되면서 그 분화와 격차의 폭과 깊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악순화되어 결

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담론과 더불어 관심을 받고 있다

(Norris, 2001; 김혜경, 2002).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개념적 선택과 조작화 과정은 약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강홍렬 연구팀(2002)은 정보격차를 ‘digital divide’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정

보라는 용어가 디지털 기술 혹은 정보통신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을 반

영하여 디지털을 정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서이종(1999)은 정

보격차(digital divide)와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을 구분하려는 시도에서 정보격차

는 정보통신기기에서의 물리적 접근기회만을 말하는데 비해, 정보불평등은 정보통신기기에

의 접근을 포함하여 이의 활용, 사회적 가치창조, 가치창조를 통해 발생한 결과의 배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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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문조와 김종길(2002)은 정보격차의 개념을 물리적 접근의 기회를 의미하는 접

근격차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활용격차, 수용격차의 수준을 포함시켜 정보격차의 수준별 특

성을 개념화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접근격차는 매체나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에 따라 나타나는 격차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 자원의 소유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기술의 확산 단계상 후기 도약기 또는 포화기에 해당하므

로(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접근격차의 양상은 다른 격차유형들과 달리 많은 부분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활용격차는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경제적, 도구

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이차적인 격차이다. 이는 정

보기기의 발달과 정보의 양과 복합성이 증가하면서 정보의 다각적이고 효율적 활용에 따른 

부가적 생산성의 가치가 향상하는 것과 비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보에 접근하더라도 그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격차

는 정보매체의 접근과 사용이 사용자의 심리적이고 문화적 욕구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지에 관한 현상이다. 이는 누가 정보에 더 잘 접근하며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누가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며 정보에 대하여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갖고 소

요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다 성숙된 정보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보화를 긍정적 기제로 활용하는 집단과 그

렇지 못하는 집단 간의 괴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 정보격차는 보편적 접

근에서 주체적 향유의 개념으로 분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격차에서 활용격차로, 그리고 

나아가 포괄적이고 주체적인 수용격차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지열

(2002)은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Index)의 구성체계로서 정보인식,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

이용의 네 가지 요소를 핵심 지수로서 제시하고 김문조와 김종길(2002)의 개념적 분류에 정

보사회에 대한 인지정도와 이용시간의 개념을 추가하여 양적인 측정을 가능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정보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발생

하는 사회현상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을 정보격차의 결과

로서 재정의 하고자 한다. 결국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발생된 정보격차현상은 정보화의 

수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세대 혹은 연령, 지역은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Norris, 2001; Hacker & Mason, 2003).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에 따른 

정보격차는 개인의 동기화 수준이나 관여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되

고 있지만(Kwak, 1999), 경제적 조건, 특히 소득수준이 접근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라

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또한 성별 격차 역시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는데 특

히 여성의 정보활용능력과 정보화 의식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음이 지적되어 왔

다(김영미, 2001).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여전히 실

질적인 이용 격차(usage gap)는 존재한다는 것이다(Hargittai & shaf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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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berg(2004)는 노인인구는 정보화에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인식되면서도 정보화를 

통해 복지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계층으로도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기술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는 한편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에서 크게 소외된 

상태로 놓이게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노인 정보화와 관련된 국외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에게 여가, 재정, 건

강관리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줌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Chang, 

2004; Furlong, 1999), 관계망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거

나 사회적 배제와 소외로부터 사회적 통합의 기회를 원활하게 해줌으로(Haddon, 1999) 노

인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Nie(2001)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회적 적응과 사회성이 좋은 것은 이미 교육과 소득 등의 요인과 결부되어 적

응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 인터넷 활용정도는 대인관계, 

의사소통을 감소시킴으로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여가활동에 관한 논의 

국내 연구들에서도 여가활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그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 김태현(1994)

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에 따라서는 (1) 혼자서 미술, 음악감상, 서예, 

사진, 수집, 독서 등의 활동을 하는 단독충실형, (2) 친구들과 어울려 회식, 대화를 나누고 

관혼상제에 적극 참여하는 우인교류형, (3) 가족단위의 외식, 소풍 또는 집안의 정원손질, 

미화, 집수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가족충실형, 그리고 (4) 지역봉사활동, 동창회, 향우

회, 친목회, 정치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박재간(1997)은 김태

현(1994)의 사회적 관계의 범위에 따른 구분을 보다 단순화하여 가족활동을 기준으로 가족 

내에서의 활동, 자녀와의 대화 등과 같은 가족중심형 여가활동과 가족 외부에서의 취미, 오

락, 학습, 단체활동 등에 참여하는 가족외중심형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가족중심의 문화적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아시아에서 주목하는 개념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인협과 최성재(2003)는 여가활동을 범위의 차원보다는 활동목적에 따라 (1) 휴

식, 수명 등의 긴장해소활동, (2) TV시청, 독서, 영화, 스포츠 관람 등의 기분전환활동, (3) 

학습, 심미활동, 여행, 사회단체 참여 등의 발전적 활동, (4) 요리, 집수리, 토의, 창작활동 

등의 창의적 활동, (5) 게임, 사냥, 운동, 춤과 술 등의 감각쾌락활동으로 구분하였다(권중

돈, 2004). 

이상의 개념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적 함의와 개입의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라 여가활동의 개념화와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세부영

역으로 김태현(1994)의 정의 중 개인적 차원의 단독충실형 여가활동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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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여가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여가활동의 목적 혹은 영향의 차원에서 재분류해보면, 

단독충실형 여가활동은 기분전환의 목적으로,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은 발전적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노년기에는 평균수명의 연장, 퇴직,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늘어난 여가시간이 여가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노년기의 여가는 젊은 세대

들의 여가와는 달리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부여된 여가시간의 성

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단순

히 여가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인 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지지받아오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 사회참여가 노년기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Heppe & Ray, 1983; Riddick & Daniel, 1984; Murphy, 2003; 이현

미, 2007; 김영범, 이승훈, 2008; 김미령, 2008). Chen(2001)의 연구에서는 운동, 사교모임 등

이 포함된 12가지 활동의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활동의 유형 

및 내용은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없으며, 활동의 수준(level)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3. 베이비붐의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질에 관한 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2011년 기준 만 48~56세)2)에 태어난 세대로, 2010년 기준 

현재 약 712.5만 명으로 총인구(4,887만 명)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통계

청, 2010). 베이비붐세대 712만 명 중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2010년부터 2018년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2010)의 평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집단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여 노령부양계층으로 전화된다는 것 자체

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

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인구의 규모가 큰 것에 그치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사회

가 직면한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규범을 새롭게 만드는 세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

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가족계획을 실천한 세대

이며,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을 모두 감당하였다.

연령계층화 이론의 관점에서 정보화와 고령화 현상을 설명해보면, 정보화 과정이 정보화

의 진행과 동시에 교육을 받고 정보화 주류집단으로 자리 잡은 젊은 세대들과 비교하여 정

2) 한국의 베이비붐 기간(1955~1963년)은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하는데 일본(1947~1949년)이나 영국(1946~1948

년), 이탈리아(1946~1948년)의 경우 평균 2~3년이지만, 한국은 미국(1946~1964년)과 유사한 형태로 약 8년의 

기간이 해당된다(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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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기술과 지적 변화에 대하여 노인세대가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

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옥분, 김동배, 정순화, 손화희, 2009). 결국 노년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각 세대는 자신들의 연령집단 내에서 스스로의 적절한 지위와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적응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

론을 가지고 일률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세대의 특성에 맞는 노년기의 적응문제

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노년층으로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는 현 노년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기존의 노인세대가 평균학력과 소득이 낮고, 직장에서 컴퓨터가 매개된 업무를 할 기회

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최두진 외, 2009) 평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고소득자들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정보격차 현상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지금까지의 정보화 정책의 접근 

방향성이 평균적으로 낮은 기존 노인세대들에게 통합적인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과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보다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의 정보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 여가

활동, 그리고 삶의 질을 주제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현 노

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사회 노년기를 보내게 될 베이비부머들

의 정보화는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노인인구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문화 및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김동배, 2000; 오영희, 2006) 이들의 

여가욕구가 정보격차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점

에서 이들의 정보격차 현상과 노년기 삶의 질에 주요한 변인으로 대표되는 여가활동의 관

계를 파악하여 정보화 시대 미래 노인들의 특성을 예측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현상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2가지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연구모형A에서는 정보이용격차의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베이비

붐 세대를 2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모형B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보

화 집단을 3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 정보화 상집단(정보격차 없는 집단)과 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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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보이용격차를, 정보화상집단과 정보화 중집단 간의 정보활용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모형별 정보격차 집단분류의 기준 

구분 정보화 하 집단 정보화 중 집단 정보화 상 집단

연구모형 A

(인터넷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는 집단 이용하는 집단 

연구모형 B

(정보활용능력 정도)
정보활용능력 없음 정보활용능력 평균이하 정보활용능력 평균이상

정보격차의 유형 정보이용격차 발생 정보활용격차 발생 정보격차 없음

1) 연구모형A 

연구모형A에서는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인터넷 이용집

단과 인터넷 비이용집단 간 여가활동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A

연구집단

인터넷을 이용하는

베이비부머

비교집단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① 취미형 여가활동

②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① 취미형 여가활동

②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성향추정

Matching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학력)

취업여부

중위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성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은 1983년 Rosenbaum and Rubin

으로부터 제안된 통계기법이다. 이들은 준실험방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에 기반한 multivariate matching방법을 도입하여 서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가능케 하였다. PSM은 주로 정부정책, 교육훈련 등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비모수적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인터넷이용여부에 따른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

였다.  

PSM에서 의미하는 효과성이란 인터넷을 활용하는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의 정도와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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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았을 시의 여가활동의 차이를 뜻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현실에서 관찰될 수 없는 값이므로 대안적인 방안의 대응적사실(counter-factual)의 개념을 

기초로 이것과 실제 연구대상자의 여가활동의 차이를 효과로 간주하게 되며, 이에 대한 기

댓값을 ATT(the average effect of treatment on the treated: 베이비부머가 인터넷을 이용함으

로써 얻는 여가활동의 평균 증가효과)3)라고 정의한다. PSM은 관측 가능한 특성에 기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베이비부머와 이용하지 않는 베이비부머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에 기초하고 있다(석상

훈, 2011). 

이 가정은 관측되는 특성(X)이 주어져 있을 때 한 개인의 인터넷이용 여부는 잠재적인 성

과(Y°, Y¹)와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즉, X라는 관측 특성을 갖는 인터넷이용 베이비부머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여가활동의 가상평균값은 인터넷이용 베이비부머와 동일

한 관측 특성을 갖는 미이용 베이비부머의 평균 여가활동에 의하여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X가 한 변수가 아닌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될 경우 모든 변수의 조합에 대하여 동일한 값

을 갖는 두 명의 짝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Rosenbaum and Rubin(1983)은 성향점수 Pr(D=1|X) = p(x)를 이용한 매칭을 통해서도 X를 

이용하는 매칭과 동일한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X의 다차원성의 문제

(curse of dimensionality)를 해소하였다. PSM분석을 위해 STATA 10.0버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매칭방법으로는 지정된 범위의 사례와 매칭하는 Radius matching, 

근사치 사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매칭하는 Kernel matching, 가장 유사한 사례와 매칭하는 

Nearest-Neighbor matching를 활용하였다.4)   

2) 연구모형 B

연구모형B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내 정보격차집단 간 여가활동을 매개로한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하였다.  

3) ATT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4) 매칭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강식(2007)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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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B

통제변수

성별, 연령대, 학력, 중위소득, 동거배우자유무, 

종교유무, 노후준비, 주관적 건강상태  

매개변수

여가활동

  1) 취미형 여가

  2) 사회참여형 여가

독립변수

정보격차

Reference Group : 

정보격차 없는 집단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베이비붐 세대

952명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홍세희(2007)가 

제시한 2단계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를 통하여 매개경로의 유의미함을 입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표준화하여 예측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 회귀계수

(β)를 제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p<.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문제

구분 연구문제

연구모형A

◦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성향을 통제한 후, 베이비붐 세대 내 인터넷 이용여부는 취미형 여가활동의 평

균차이를 가져오는가? 

◦ 성향을 통제한 후, 베이비붐 세대 내 인터넷 이용여부는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의 평균차이를 가져오는가? 

연구모형B

◦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가 취미형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가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취미형 및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정보격차 

본 연구에서의 정보격차는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음의 <표 3>과 같이 3개의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집단구분에 앞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이용격차가 발생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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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89명(30.4%)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집단 간에는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2.89)을 기준으로 정보활용격차 발생 집단 335명(35.2%)과 정보격차

가 없는 집단 328명(34.5%)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여기서 정보활용격차는 총 7개의 문항5)

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만점(전혀 못한다=1, 별로 잘하지 못한다=2, 보통수준=3, 대체로 잘

하는 편이다=4, 매우 잘한다=5)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Cronbach's alpha값을 통한 전

체문항의 신뢰도는 .938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구분된 집단은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재구성하였

고 정보격차가 없는 ‘정보화 상 집단’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정보이용격차와 정보활용격차

를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3> 정보격차 분석사례 수

구분 정보화 하 집단 정보화 중 집단 정보화 상 집단

분석사례 수(%) 289(30.4) 335(35.2) 328(34.5)  

2)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항목은 총 13

개6)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대

체로 만족, 5=매우만족)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값을 통한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934로 높게 나타났다.  

3) 여가활동

우선, 취미형 여가활동 변수는 총 11개의 문항7)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문항은 여가활동

에 보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5점 만점(1=거의 한 적이 없다. 2=1년에 한두번 정도, 3=두세달

에 한 번 이상, 4=한달에 한 번이상, 5=1주일에 한 번 이상)의 리커트 척도가 활용되었다. 

Cronbach's alpha값을 통한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836이었다.      

5) ①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는것, ②컴퓨터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 ③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

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 ④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등을 내려 받는 것, ⑤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⑥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⑦나 자신의 미니홈피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

6) ①가족 간의 관계, ②현재의 수입, ③나 자신의 건강, ④내 집의 주거환경, ⑤미래에 대한 대비, ⑥내가 현재 

하는 일이나 사업, ⑦내가 그동안 해온 일의 성과, ⑧나의 문화생활, ⑨나의 현재의 생활수준, ⑩나의 사회적 

활동, ⑪현재의 재산, ⑫나의 친구관계, ⑬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7) ①극장에서 연화를 관람하는 것, ②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음악회 등의 공연을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것, 

③야구, 농구, 축구 등의 경기를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것, ④서점에서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것, ⑤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읽거나 책을 빌리는 것, ⑥미술관, 화랑 등을 방문하여 관람하는 것, ⑦각종 축제, 이벤트, 행

사장을 방문하여 참여 또는 관람하는 것, ⑧고궁 등 유적지 등을 관람하는 것, ⑨각종 박물관 등 전시장소를 

방문하여 관람하는 것, ⑩경기장에서 다른 사람과 운동경기나 연습을 하는 것, ⑪혼자 조깅, 헬스, 체조, 걷

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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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경우, 총 11개의 문항8)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참여형 여

가활동은 취미형 여가활동 변수와는 달리 활동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5점 척도(1=전혀 활동

하지 않는다, 2=별로 활동하지 않는다, 3=보통수준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4=대체로 적극적

으로 활동한다, 5=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가 활용되었다. Cronbach's alpha값을 통한 전

체문항의 신뢰도는 .893이었다.   

4) 기타 : 성별, 연령대, 학력, 중위소득, 동거배우자유무, 종교유무, 노후준비,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재코딩(recoding)하여 가변수화(dummy)하였다. 

연령대는 40대는 0, 50대는 1로 처리하였고, 학력은 기존 설문문항의 6개 그룹을 간소화하

여 5개의 집단으로 재구성하였다(1=초등학교졸업 이하, 2=중학교졸업 이하, 3=고등학교졸

업 이하, 4=대학교졸업, 5=대학원 이상). 중위소득의 경우, 비취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1

점, 중위소득 50%이하는 2점, 중위소득 51~150%이하는 3점, 중위소득 151%이상은 4점을 부

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동거배우자 유무와 종교 유무는 각각 있음은 1, 없음은 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변수화하였다. 다음으로 노후준비는 5가지 영역(①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②노후 자금 준비, ③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④

취미, 여가활동, ⑤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을 4점 척도(1=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2=준비

하지 않는다, 3=준비한다, 4=매우 열심히 준비한다)로 측정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점수

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분석하였다(1=건강이아주좋지않다, 2=건강하지않은편

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하다, 5=매우건강하다). 마지막으로 취업여부는 취업을 1, 미취업

을 0으로 재코딩하여 가변수화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10년 제2차 서울시복지패널조사(Secondary Data)9)에 응답한 

대상 중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로 추출된 총 952명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8) ①각급 학교 동창회 등 출신학교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 ②비슷한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③

향우회 등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④종친회 등 현연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⑤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 ⑥시민단체 또는 직업과 연관이 없는 모임, ⑦자선단체나 문화예술단체 등의 후원회 모임, 

⑧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 또는 학술 관련 단체의 모임, ⑨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자회의 등 거주지역의 

모임, ⑩정당 등 정치관련 단체 모임, ⑪직업 또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단체 또는 협회의 모임

9)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연구는 서울 시민의 삶의 양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복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복

지패널 조사연구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전체 패널 대상의 본조사와 서울시의 복지 현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665가구의 가구주와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본조사를 지난 2009년에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저소득층 1,096가구

를 대상으로 한 1차 부가조사와 2차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여가활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43

2010년 11월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와 해당가구에 거주하

는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구 중에서 심층표본조사가 실시된 10% 표본조사구를 제외한 90% 일반조사구 중 기숙사

와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보통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설정하

여 신뢰수준 95%에서 층화집락추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952명으로 다음의 <표 4>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인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438명(46.0%), 여성이 514명(54.0%)으로 보고되었고, 1955년에서 1963

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중 40대 401명(42.1%)과 50대 551명(57.9%)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또한 학력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하 73명(7.7%), 중학교 이하 102명(10.7%), 

고등학교 이하 420명(44.1%), 2년제를 포함한 대학교 졸업이 309명(32.5%), 대학원 이상 

48(5.0%)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3분의 1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

로 동거배우자 유무에서는 788명(82.8)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64명

(17.2%)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들은 동거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연구대상자의 552명(54.8%)는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머지 430명(45.2%)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3.49로 보고되어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자

신의 건강상태를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준비항목의 전체평균은 

2.33으로 그 세부항목 중 운동 및 건강검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2.56)을 보였으며,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가 가장 낮은 평균(1.96)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중위

소득은 비취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392명(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위

소득 51~150%이하 276명(29.0%), 중위소득 151%이상 156명(16.4%), 중위소득 50%이하 

126(13.2%)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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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952)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438 46.0

여성 514 54.0

연령대
40대 401 42.1

50대 551 57.9

학력

초졸이하  73  7.7

중졸이하 102 10.7

고졸이하 420 44.1

대졸 309 32.5

대학원이상 48  5.0

동거배우자
있음 788 82.8

없음 164 17.2

종교유무
있음 522 54.8

없음 430 45.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음  25  2.6

좋지 않음 121 12.7

보통 238 25.0

좋음 495 52.0

매우 좋음  73  7.7

평균(표준편차) 3.49(.90)

노후준비

운동 및 건강검진 2.56(.73)

노후 자금 2.47(.72)

사회참여 2.38(.73)

취미활동 2.28(.71)

직업능력 향상 1.96(.66)

평균(표준편차) 2.33(.53)

중위소득(개인기준)

비취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392 41.4

중위소득 50%이하 126 13.2

중위소득 51~150%이하 276 29.0

중위소득 151%이상 15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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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첫째,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5점 만점에 3.10

의 평균값을 보였다. 둘째, 매개변수에서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평균값(1.86)이 취미형 여

가활동의 평균값(1.63) 보다 약간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조사된 베이비부머

의 여가활동 점수는 평균(3점)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n=95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S.E) 첨도(S.E)

삶의만족도 3.10 .60 1.00 5.00 -.210(.079)  .034(.158)

취미형 여가활동 1.63 .55 1.00 5.00 1.050(.079) 1.776(.158)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1.86 .67 1.00 4.82  .637(.079) -.034(.158)

3.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와 여가활동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분석: 성향점

수매칭의 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1) 인터넷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SM에서는 인터넷이용여부에 대한 프로빗이나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이 

모형의 확률값을 점수화하여 유사한 점수(Score)를 갖는 관측치를 묶어나가는 순서로 분석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용이 여가활동의 증진에 미치는 순수효과는 분류된 연구집단(인터넷

을 이용하는 베이비부머)과 비교집단(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사이의 평균 성

과의 차이(ATT)로 측정된다. 

아래 <표 6>는 성향점수 매칭 과정에서 실시된 인터넷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

과이다. 인터넷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대(B=.476, P<.01), 학력(B=1.324, 

P<.001), 중위소득(B=.604, P<.001), 취업여부(B=.870, P<.01)가 유의하였다. Exp(B)값을 통

해 재해석해보면 조사된 베이비부머 중에 40대보다는 50대가 1.610배 인터넷이용의 승산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일수록 인터넷이용의 승산

이 각각 3.759배, 1.829배, 2.386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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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터넷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952)

변수 B S.E Wals Exp(B)

성별  -.179 .201   .794 .836

연령대  .476 .176   7.370 1.610**

학력 1.324 .115 132.109 3.759***

중위소득  .604 .172  12.351 1.829***

취업여부  .870 .322   7.284 2.386**

주관적 건강  .116 .094   1.524 1.123

상수 -4.617 .532  75.322  .010***

-2 Log likelihood = 865.204

*: p <.05, **: p <.01 ***: p < .001

2) 인터넷이용여부와 여가활동의 관계에 대한 PSM 분석결과  

3가지 종류의 성향점수매칭 추정량을 통해 살펴본 인터넷 이용여부가 취미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ATT에 대한 매칭추정량에 대한 표준오차는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bootstrap iteration

은 50회를 실시하였다. 우선, 취미형 여가활동에 인터넷이용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성향

점수를 통제 후 Radius matching과 Kernel matching방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분석되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4% 혹은 25% 정도 높게 취미형 여가활동

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경우, 마찬가

지로 성향점수를 통제 후 Radius matching과 Kernel matching방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분석되

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22.5% 내지 24.5%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인터넷이

용여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을 20%이상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터넷이용여부와 여가활동의 관계에 대한 PSM 분석결과 

(n=952)

종속변수

인터넷이용여부 

Radius matching

(radius=0.001)
Kernel matching 

Nearest-Neighbor 

matching

취미형 

여가활동

ATT .250 .240  .108

S.E .048 .047  .058

t 5.171** 5.303** 1.862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ATT .245 .225  .149

S.E .059 .072  .093

t 4.148** 3.133** 1.603

*: p <.05, **: p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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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붐 세대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단

계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단계는 정보격차를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취미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통제변수를 같이 투

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정보격차와 매개변수인 취미형 여가활

동 및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상태에서 마

찬가지로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가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를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취미형 여가활동을 종속변수로 설

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취미형 여가활동의 변량

(variance)을 30.0%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

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정보격차(중 집단과 비교)(β= -.168, p<.001)가 취미형 여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격차가 없는 집단일수록 정보활용격차

가 있는 집단보다 취미형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격차(하 집단

과 비교)(β= -.209, p<.001)변수 역시 취미형 여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정보격차가 없는 집단일수록 정보이용격차가 있는 집단에 비해 높은 취미형 여

가활동의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두 정보격차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

남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 성별(β= 

-.079, p<.05), 연령대(β= -,070, p<.05), 학력(β= .223, p<.001), 동거배우자 유무(β= .056, 

p<.05), 노후준비(β= .266, p<.001)가 취미형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부머 중 여성일수록, 40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배우자가 있을

수록, 노후준비를 할수록 여가형 여가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의 <표 8>에 제시된 Model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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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보격차가 취미형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n=952) 

구분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상수 .378(.093) .737(.114)

통제변수

성별 -.058(.038) -.052 -.089(.038) -.079*

연령대 -.101(.032) -.089** -.079(.032) -.070*

학력 .170(.019)  .292*** .130(.020)   .223***

중위소득 .022(.017) .044 .005(.017) .010

동거배우자 .072(.043) .049 .083(.042) .056*

종교유무 -.023(.032) -.020 -.028(.032) -.025

노후준비 .308(.033) .293*** .279(.033) .266***

주관적 건강 .002(.018) .003 .001(.018) .002

독립변수

정보격차

(중 집단과 비교)
-.197(.040) -.168***

정보격차

(하 집단과 비교)
-.253(.048) -.209***

R2 .275 .300

Adjusted R2 .268 .292

F 44.626*** 20.242***

R2 Change .025

*: p <.05, **: p <.01 ***: p < .001

이번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를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을 종

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의 변량(variance)을 21.5%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

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정보격차(중 집단과 비교)(β= -.200, p<.001)가 사회참여형 여

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격차가 없는 집단일수록 정보활

용격차가 있는 집단보다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적극적 참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격차(하 집단과 비교)(β= -.215, p<.001)가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정보격차가 없는 집단일수록 정보이용격차가 있는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두 정보격차 변수가 유

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 

학력(β= .052, p<.05), 노후준비(β= .271, p<.001), 주관적 건강(β= .061, p<.05)이 사회참여

형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부머 중 학력이 높을

수록, 노후준비를 할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9>에 제시된 Model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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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보격차가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n=952)

구분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상수 .344(.119) .793(.145)

통제변수

성별 .103(.049) .076* .062(.049) .046

연령대 .019(.041) .014 .046(.040) .033

학력 .100(.024) .142*** .052(.026) .074*

중위소득 .000(.022) -.001 -.023(.022) -.040

동거배우자 .081(.055) .045 .095(.054) .053

종교유무 .068(.041) .050 .063(.040) .047

노후준비 .376(.042) .297*** .343(.042) .271***

주관적 건강 .046(.023) .061* .045(.023) .061*

독립변수

정보격차

(중 집단과 비교)
-.282(.051) -.200***

정보격차

(하 집단과 비교)
-.315(.062) -.215***

R2   .184   .215

Adjusted R2   .177   .206

F 26.561 25.708

R2 Change   .031

*: p <.05, **: p <.01 ***: p < .001

2) 베이비붐세대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이상의 1단계 다중회귀분석이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2단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를 독립변수로, 취미형 여가활동 및 사회참

여형 여가활동을 매개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의 변량(variance)을 44.4%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정보격차는 삶의 만

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매개변수인 취미형 여가

활동(β= .068, p<.05)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β= .151, p<.001)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현상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취미

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을 매개로하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져왔다.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 실시 결과10), 취미형 여가활동의 경로(-2.017, -2.039)와 사회

참여형 여가활동의 경로(-3.785, -2.053)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통제

10) Sobel test는 P<.05고 1.96≤Z≤-1.96이면 영가설 기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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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중 성별(β= -.090, p<.01), 연령대(β= .066, p<.01), 동거배우자(β= .163, p<.001), 

노후준비(β= .328, p<.001), 주관적 건강(β= .280, p<.001)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부머 중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40대일수록, 동거배

우자가 있을수록, 노후준비를 할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0>에 제시된 Model 3와 같다.

<표 10> 베이비붐세대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n=952)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B(S.E) β B(S.E) β

상수
1.008

(.090)

1.104

(.112)

.942

(.112)

통제

변수

성별
-.095

(.037)
-.079*

-.106

(.037)
-.088**

-.108

(.037)
-.090**

연령대
.076

(.031)
 .062*

.081

(.031)
.066**

.081

(.031)
.066**

학력
.044

(.018)
 .070*

.036

(.020)
.057

.019

(.020)
.031

중위소득
.031

(.017)
.058

.023

(.017)
.044

.026

(.017)
.049

동거배우자
.274

(.042)
.172***

.278

(.041)
.175***

.259

(.041)
.163***

종교유무
-.015

(.031)
-.013

-.014

(.031)
-.011

-.020

(.030)
-.017

노후준비
.443

(.032)
.391***

.439

(.033)
.387***

.372

(.034)
.328***

주관적 건강
.192

(.018)
.288***

.193

(.018)
.289***

.186

(.017)
.280***

독립

변수

정보격차

(중 집단과 비교)

-.101

(.039)
-.081**

-.049

(.039)
-.039

정보격차

(하 집단과 비교)

-.065

(.047)
-.050

-.004

(.047)
-.003

매개

변수

(취미형)

여가활동

.073

(.033)
.068*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135

(.026)
.151***

R2 .414 .418 .444

Adjusted R2 .409 .412 .437

F 83.120*** 67.516*** 62.405***

R2 Change .004 .026

*: p <.05, **: p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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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내 정보격차현상이 그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제2차 서울시복지패널조사

에 응답한 베이비부머 총 95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선정된 베이비부머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약 70%이상이 고등학

교 이상의 학력을 보이며, 대학교 졸업이상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의 문항에서 약 80%이상이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보고하였으며, 

노후 준비도의 영역에서는 운동 및 건강검진의 항목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그 밖에 

노후자금과 사회참여가 높은 점수로 분석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약 40%가 비취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의 주요변수로 설정된 여가활

동은 이들의 가족 외 역할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화의 수준에 따라 정보격차의 유형을 분류해본 결과, 컴퓨터 혹은 인터넷을 전

혀 사용하지 않는 정보이용격차 집단이 약 30%을 차지하였다.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정보활용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접근

성의 문제가 베이비붐 세대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은 전체적으로 분석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

다. 세부적으로 취미형 여가활동은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베

이비붐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모의 부양과 자녀의 양육이라는 이중

고로 경험하게되면서 정작 본인의 여가증진에는 소홀히 해왔을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넷째,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정보이용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의 비교분석

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보이용격차의 원인요소로서 기존의 연구들이 규명하고 있는 학력과 

소득이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칭분석을 해본 결과, 인

터넷이용이 베이비부머의 여가증진에 미치는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

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20%이상 증진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정보격차의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PSM분석에서 입증되었듯이 여가활동의 증진차원에서 정보이용격차가 유의

미한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고, 정보이용집단 내에서도 정보활용능력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

이가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취미형 여가활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0대가 50대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은 취미형 여가활동에 보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에서는 성별과 연령대에서는 유의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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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보이지 않았지만 학력, 노후준비, 주관적 건강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미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간의 유의미한 변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현상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은 완전매개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보격차 현상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이나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가활동의 증진

차원에서는 정보화가 베이비부머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현상이 그들의 여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의미하는 정보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 차원이 아니며,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를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

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용격차의 발생은 필요성의 부재를 포함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해석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내 홍보의 수단으로써 인

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이용격차는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단절을 야

기할 수 있으므로 정보이용의 보편성 차원에서 정보화 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들의 정보화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기존에 지

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왔던 컴퓨터교육이 노인의 정보화에 대한 통합

적 시각을 담고 있었다면, 향후 신노년층으로 편입된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 커리큘럼은 정보화 활용능력을 고려한 대상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습득한 정보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실

증적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

끌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화활동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층 사회문

화활동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및 노년층의 낮은 인터넷활용능력으로 인하

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이재광, 박창제, 안동희, 김은정, 2009). 이는 지금까지 노인 정

보화교육이 주로 컴퓨터 기능학습, 문서작성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는 노인 정보화교육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정보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대상

자들이 습득한 정보를 수용하여 이를 사회활동의 촉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김동배, 김상범, 김세진, 2011).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격차현상을 연령계층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노년층으로 편

입될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신노년층의 정보화를 위한 정책적 제

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격차현상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보이용격차와 정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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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함께 고려함에 따라 정보격차의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 기인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을 살펴봄으로써 정보수용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의 연구가 지니는 강점에도 불구하

고, 2차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정보화문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들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전국적인 단

위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조사연구가 요구

되는 바이며, 특히 지역별 격차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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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자립적 

일상생활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노인

의 일상생활능력은 자신이 기초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적 활

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을 제고하는 간접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용이 편리한 근린환경의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접효과를 예

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①근린환경이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 ②근린환경이 노인들의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나

아가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의 통인동·체부동 일대, 강서구의 화곡동 일대, 구로구의 신

도림동 일대, 동작구 사당동 일대, 광진구 능동 일대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총 5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각 개인의 일상생활활동 특성(보행활동, 대중교통이용, 장보기 

등)과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으로서 IADL을 측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각 개인의 연령, 신체적 제약 유형, 가

족 구성원,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개개인

의 주소를 바탕으로 반경 500m의 근린환경 변수를 구축하여 활용하였으며, 여기에는 공원, 보도, 도로, 교

차로수, 시장, 마트,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17.0과 AMOS 17.0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자립적 일상생활 능력을 제고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편리한 보행환경, 상업환경,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실제 노인들의 보행

활동, 상업활동,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행환경과 상업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들

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며, 이 중 특히 보행환경이 좋을수록 상업환경과 대중교통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적인 생활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절한 도시 공간의 조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노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환경은 보행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걷기에 

안전한 보도가 잘 갖춰지고 공원이 많을수록 노인들의 보행활동을 비롯한 장보기 등의 상업활동,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다양한 실외 활동이 장려될 수 있다. 또한, 보다 양호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인의 보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상업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환경 만족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 대한 만족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량과 함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하고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고령사회의 도시계획 및 설계에 중

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함의 외에도 노인의 자립적 생

활능력이라는 객관적이며 동시에 주관적인 건강 지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

공하였다는 학문적 함의를 지닌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틀은 기존의 근린환경과 거주민의 신체활동 및 건강

의 분석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린환경의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_ 3❙

노인의 자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근린환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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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07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UN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1%로 늘어나 빠르게 고

령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다1).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

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인

의 삶의 질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

한, 노인의 건강악화, 경제적 곤란, 외로움, 상실감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노인우울증은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우울증에 취약할뿐더러, 실제 자살

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아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2009년 노인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약 14만8천 명으로 2004년(약8만9천 

명)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유병환자는 이보다 많은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2). 이러한 노인우울증은 다른 연령층의 우울증 환자들과는 달리 신체적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

구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우울증은 노화에 따른 건강의 악화를 비롯하여, 사별과 같은 생활사건, 

재정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핵가족화, 사업화 등으로 가족 및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가 매우 약화되어 노인우울증

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성공적인 노화는 단순한 수

명연장이 아닌, 삶의 질과 의미에 가치를 두면서 개개인의 건강과 다양한 여가활동 등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건강은 단순한 질병의 유무가 아닌, 신체적으로 독립

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보건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CDC, 2006; NICE, 2008; 이경환, 2008). 우선,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노인

이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소수 계층에서 벗어나 주요 사용자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 공간은 노인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건 측면에서 근린 환경이 거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효과(Neighorhood Effect)

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도시의 조성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1) UN(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헙공단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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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란, 근린 환경이 거주민의 보행활동 및 신체적 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여, 나아

가 이들의 건강이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신

체적 활동 능력의 제약이 커지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늘어나면서 정신 건강이 약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근린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나아가 자립적 일상생활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은 자신이 기초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느

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적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린환경이 노인들

의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을 제고하는 간접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용이 편리한 

근린환경의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접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립적 일상생활 능력은 신체적 건강이라는 측면 외에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의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건강도시 ; 근린환경과 거주민의 신체활동 및 건강의 관계

거주민의 건강에 대한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도시환경이 거주민의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본격적인 보건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

의 협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부터라 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도시의 급격한 인구 집중과 주거밀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

럽게 혼잡과 도시 위생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콜레라, 황열병, 장티

푸스, 결핵 등의 다양한 전염병이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전염병은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

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에 도시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던 몇몇 보건 학자들은 

도시 내에서도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몰려있고 혼잡한 지역에서 전염병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경환, 2008). 이에 슬럼지역의 높은 밀도와 혼잡으로 인한 비위

생적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도시 보건과 도시 계획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며, 이에 18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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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이 도입되었다. 이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거주민의 건강은 중

요한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전원도시, 그린벨트, 지역지구제(Zoning) 등의 다양한 

도시계획 기법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후, 보건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협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

한 서구 국가들에서 거주민의 높은 비만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

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증 등 다양한 성인병을 비롯하여 불임의 직·간접

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거주민의 비만율은 유럽과 미국의 서구 국가에서 더욱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전체 의료

비의 약 10% 가량이 사용되며, 유럽에서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의

료보험 예산의 중요 압박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유세진, 2011). 이에 미국 및 유럽에서는 

거주민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보건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요구

되고 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의 역할은 거주민의 보행을 비롯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즉, 도시의 환경이 거주민의 보행을 늘리고 

기타 신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이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위생의 측면에 머무르던 도시계획

의 거주민 건강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변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에 대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

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점이 단순한 신체적 측면

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WHO의 건강도시운동3)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건강도시는 거주자들을 위

한 더 나은 건강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발과 유지를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근린효과의 유무를 검증하기보다, 

근린의 환경이 거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거나, 그 원인을 찾는데 주목

하고 있다. 

3) 1984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2000년의 건강한 도시 토론토’라는 워크샵을 효시로 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UN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유럽에서만 24개국 1,000개의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 국가로 건

강도시 프로젝트가 확장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도봉구, 강남구, 성동구, 원주시, 창원시, 부산 진구, 금산, 

남해군, 제주, 연기군 등 1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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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주요내용 연구 방법론

Colin Manham(1997) 광로 주변 거주민의 보행량
유사실험

- 사전·사후비교

R. C. Brownson(2000)
보행환경개선(trail)에 따른 주민의 보행량 및 

활동량의 증가

special risk factor 

survey

Kevin J. Krizek et al. (2006)
보행로 및 상가와의 접근성이 보행 및 자전

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
t-test

Kate Painter(1996) 
가로 조명의 개선이 보행자의 두려움 및 보

행량에 미치는 영향

유사실험

-사후분석

Steve Allender et al.(2009)  
물리적환경과 거주민의 신체활동에 대한 이

론적 고찰
문헌연구

Scott Doyle et al.(2006)
물리적 환경의 walkability와 안전이 보행량

에 영향
위계선형모형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linical Excellence (2006)

가로 수준 및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거주민의 신체적 활동의 관계

에 대한 문헌연구

문헌연구

Luis F. Gomez et al.(2010)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보행 패턴에 미치는 

영향

유사실험

- 사후분석

Emanuel P Salvador et al.(2010)
브라질 저소득 노인계층의 인지된 환경과 

보행의 관계
회귀분석

이경환 (2008)
근린 환경과 거주민의 다양한 보행활동과의 

관계 분석
위계선형모형

성현곤 (2011) 근린 환경과 거주민의 보행활동의 관계 분석 위계선형모형

<표 1> 건강도시 관련 주요연구 

2. 환경 노년학 (Environmental Gerontology)

환경노년학(Environmental Gerontology)은 노년학 중 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요 관심으로 

하는 분야로서, 로튼(P. Lawton; 1980)이 신체적 능력 및 운동성 약화로 인해 활동공간이 제

한되는 노인들에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즉, 노인들은 신체적 특성 변화로 인한 시력, 청력, 근육 운동능력 등의 신체 기능 저

하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노인에게 환경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이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노인들의 생활이 주로 근린에서 

머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린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로튼(1980)은 개인과 근린 환경 사이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압박 이론을 주장하였

다. 이는 흄윌의 '최적화 원리(Optimization Principle)'에 기반하는 것으로, 최적화 원리는 일

반적으로 인간에게 자극이 주어질 경우, 제한점까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보이지만 그 제한

점을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감정은 감소하게 되며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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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튼은 노인들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환경의 압박이 적절할 

경우에는 노인들이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 감정을 보이며, 적응된 행동을 보이고, 나아가 최

대한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환경의 압박이 노인들 

개개인의 능력에 비해 클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부적응 행동을 보

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압박이론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편리성의 개념과 의미성의 

개념으로 나타나며, 환경에 대한 요구와 노인의 적응능력이 상호작용하여 잠재적인 행태와 

감정상태를 형성하는 것으로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로

튼과 나헤모우의 환경압박이론은 이후, 환경노년학의 많은 연구들에서 주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 즉, 로튼과 나헤모우의 환경압박이론은 단순히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사회학의 연구들이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거주민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은 이들의 일반적인 신체적 조건을 가정할 수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체적 조건 외에도 각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이에 이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거나, 개개인의 

신체적 제약 유형을 분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프와 카프(Carp & Carp, 1984)는 일반주거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및 정신 건강을 

설명하기 위한 유사·보완모델(Complementary and Similarity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

은 마슬로우(A. Maslow; 1943)의 욕구단계설(Needs Hierarchy)을 기본으로 한 생태학적 모델

이며, 르윈(K. Lewin; 1939)의 장이론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 “행동(Behavior)은 인간(Person)

과 환경(Environment)의 함수이며, 이 공식에서 인간과 환경은 상호 의존적인 변인들이다”

라는 개념에 로튼의 이론을 보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은영, 2011). 즉, 행동은 생활

공간의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욕구, 동기, 목표, 심리 등을 통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르윈의 장이론이 행동을 인간과 환경의 함수에 국한하였다면, 카프

와 카프는 인간의 행동을 인간의 특성 및 환경의 특성과 함께 인간과 환경의 적합성을 포

함하여 다루고 있다.

이 때, 유사·보완모델이론은 마슬로우의 욕구단계설 중 낮은 단계의 욕구와 높은 단계의 

욕구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하위모델에 대응시키고 있다. 마슬로우는 욕구

를 5단계로 나누어, 가장 낮은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physiological needs)부터, 안전에의 욕

구(safety needs), 소속과 애정의 욕구(love and belongingness needs), 자기 존중의 욕구

(self-esteem needs), 그리고 가장 고차원의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self-actyalization needs)

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카프와 카프는 그들이 차용한 마슬로우의 욕구단계 중 낮은 단계

의 욕구와 높은 단계의 욕구를 명확히 구분짓지는 않고 있다. 단, 낮은 단계의 욕구를 생활 

유지 욕구(life-maintenance needs)로 규정하며,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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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욕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카프와 카프의 유사보완모델 중 보완모델은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활동에 관련된 욕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 상위의 욕구들은 유사모

델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중 보완모델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관한 낮은 단계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 모델이다.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 일반 노인들의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즉, 일상생

활에서의 활동과 업무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줌으로써 낮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낮은 단계의 욕구에 대한 보완모델의 결과는 노인이 

다른 사람이나 시설의 도움 없이 독립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생활에 대한 만

족도,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된다.

[그림 1] 카프와 카프의 보완모델 다이어그램 (오찬옥, 1992에서 재인용) 

Ⅲ  분석의 틀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실외활동을 기초적인 일상생활과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근린 환경이 노인의 신체적 활동 및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근린 환경이 노인의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 등 다양한 실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나아가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과 사회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와 ‘ageing in place'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 노인의 

독립적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실외 활동은 크게 보행 활동(근거리 외출),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장거리 외출)을 들 수 있다. 우선, 이러한 노인의 실외활동들은 주로 보행 환

경과 관련이 깊다. 이는 신체적 노화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릎 및 허리 관절

의 약화로 보행 활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의 실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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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하여 주요 이용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연구들 역시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인의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카프와 카프의 유사·보완모델 중 보완모델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노인의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근린의 환경이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

으로는 근린 환경이 해당되는 활동을 장려하여, 그 활동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자립적 일

상생활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보행활동,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행활동은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린환경이 보행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양호한 보행환경에서 그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환경이 양호할수록 그 만족도와 함께 대중교통의 이용도 활발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보기가 쉬운 환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

고 장보기 활동이 장려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은 실제 신체적 능력의 유무보다 개인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

어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 정도 외

에도 해당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보행환경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노인은 근거리 외출에 대한 불편한 정도가 적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보

행활동이 활발할수록 근거리 외출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 평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는 장보기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근린의 상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장

보기 횟수가 많은 노인들의 경우 혼자 장을 보는 데에 불편함을 적게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실제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노인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적게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스스로

의 능력이나 불편한 정도와는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이뤄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

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대변되는 노인들의 장거리 외출 능력은 대중교통 이용량 자체보다 

대중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행환경은 장보기나 대중교통 이용을 비롯한 다양한 실외활동에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외에도 상업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환경 만족도에도 중

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근린에 시장, 마트 등의 상업시설과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하더라도 보행환경이 열악할 경우, 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그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 문제를 위한 연구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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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가설

근린환경과 

근린환경만족도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상업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대중교통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보행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근린의 상업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상업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근린의 대중교통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대중교통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근린환경과

일상생활활동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보행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

• 근린의 상업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상업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

• 근린의 대중교통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침

근린환경만족도와 

자립적 생활능력

• 나아가 노인의 보행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도 정의 영향

을 미침

• 노인의 상업활동이 많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

• 노인의 상업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일상생활활동과

자립적 생활능력

•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

• 노인의 대중교통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도 

정의 영향을 미침

• 노인의 보행활동이 많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

<표 2> 연구의 가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림 2] 분석 다이어그램 

우선,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종로

구의 통인동·체부동 일대, 강서구의 화곡동 일대, 구로구의 신도림동 일대, 동작구 사당동 

일대, 광진구 능동 일대로 하였다. 이들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주거 중

심 지역으로서 중심상업 및 업무기능과 거리가 있는 곳이며, 대규모의 지역 변화가 예정되

어 있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역이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 현재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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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2011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근린환경 지표를 위한 자료 구축은 2010년 자

료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4).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 및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조작

적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근린 환경이 노인의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장려할 수 있는 근린 환경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학에서 일상생활능력이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우선, 일상생활능력

(ADL; Activity of Daily Living)5)은 자신의 신변을 가눌 수 있는 능력으로 앉고, 일어나고, 걷

고, 읽고, 쓰는 기초적인 신체 능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6)은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이라고도 하며, 식사준비, 세

탁,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대중교통 이용, 장보기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일상생활능력(FADL; Functional 

Activity of Daily Living)은 여가생활, 창작, 탐구 및탐색 등의 보다 고도화된 능력을 의미한

다. 이 중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능력은 재활의 의미가 강하며 의료·보건 분야의 역할이 강

조되는 반면, 수단적일상생활능력은 단순한 신체적 자립능력보다 상위 수준의 일상생활능

력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보다 진보된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복잡한 과제 수행 등의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서, 노인복지 및 노인의 삶

의 질, 정신건강 등의 기초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일상생활능력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수단적일상생활능력으로 정의하도록 한

다. 이 때, 수단적일상생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외활동은 보행활동(근거리외출능력), 장

보기, 대중교통이용(장거리외출능력)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노인의 신체활동 

역시 보행활동, 장보기, 대중교통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대다수의 

건강도시 관련 연구들이 거주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보행권 내

의 환경을 꼽고 있다. 단, 행정동 단위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

에서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노인의 신체적 활동 및 생활의 영역이 다른 연령

대에 비해 크게 좁기 때문에 행정동이나 자치구 단위의 물리적 환경이 개개인의 활동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근린환경은 각 개인의 거주지 인근 

4) 근린의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2010년 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나, 경사도는 www.biz-gis.com 에서 제공

하는 자료(2008)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http://srtm.csi.cgiar.org (전세계 DEM 다운로드 사이트)의 자료와 

http://mapcenter.cgpsmapper.com/catalogue.php (전세계 GPS 관련 자료 공유 싸이트)의 자료 및 환경부의 토

지피복 PDF 파일 중 등고선 자료를 취득하여 가공하여 제공되고 있다.

5) ADL은 매우 기초적인 신체 자립능력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

기 등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atz and Akpom, 1987).

6) IADL은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쇼핑, 외출, 대중교통 이용, 은행 업무 등의 능력으로서 보다 진보된 

문제 해결의 기초 능력이며 사회적 기술, 복잡한 과제의 수행 능력의 기초가 되는 지표이다(Lawton and 

Brody,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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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 일반적인 보행권으로 알려진 반경 500m 내의 환경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7)을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 다변량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들이 한 시점에서 

단일 관계만을 시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 반면, 구조방정식모델은 다양한 측면에서 구

성개념들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

로 구조방정식모델은 계량경제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7.0과 AMOS 17.0을 통계패키지로 사용하였다. 

3. 분석 자료

구분 세부조사항목 측정방법 척도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 세 명목

성별 남/여 명목

직업 유/무 명목

운전면허 유/무 명목

종교 - -

가족형태
배우자 유/무 명목

동거자녀 유/무 명목

주소 - -

교육수준 - 명목

경제수준 만원/월 명목

주관적 건강상태 - Likert

신체적 제약유형 Iwarsson (2006) 명목

일상생활활동 

보행 일 명목

장보기 일 명목

대중교통이용 일 명목

자립적 일상생활능력 K-IADL Likert

<표 3> 설문조사 항목의 구성

7) 구조방정식모델은 방법론적으로 보면, 사회학 및 심리학에서 개발된 측정이론에 토대를 둔 확인적 요인분석

과 계량경제학에서 개발된 연립방정식모델에 토대를 둔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성격을 갖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델은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델(structural model)로 구

성되는데, 측정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고 구조모델은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의 성

격이 반영된 것이다. 이 때, 구조방정식모델은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사전에 가설로 설정한 모델을 기초로 분

석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토대로 한 모델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구조방정식모델은 이론을 토대로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모델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가를 검증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항이 된다(배병렬, 2005). 이 때, 가설적인 개념들을 잠재변수(latent variable)라 

하며,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들을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라 한다. 잠재변수와 각각의 

잠재변수를 위해 측정된 관측변수의 관계는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가설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기각될 경우 연구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구조방정식모델은 확인적 접근법(사전적)과 

탐색적 접근법(사후적)이 혼합된 분석법이라고 볼 수 있다(배병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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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서울시 5개 지역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100명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일상생활활동 특성(보행활

동, 대중교통이용, 장보기 등)과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으로서 IADL을 측정하였으며, 이 밖

에도 각 개인의 연령, 신체적 제약 유형, 가족 구성원,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등을 측정하

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 성별, 거주기간, 소득수준, 가족형

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총 28문항)’과 거주환경에 대한 주

관적 평가를 위한 ‘환경 평가 문항(총 45문항)’, 보행, 운동, 쇼핑, 대중교통 이용 등의 일상

생활활동과 도구적집단활동, 표현적집단활동, 종교집단활동, 연고집단활동 등의 사회활동

을 포함하는 ‘노인의 활동 문항(총 22문항)’,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평

가를 위한 ‘사회적지지 문항(총 41문항)’,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을 측정한 ‘삶의 질 

문항(총 35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조사의 구체적 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구분 세부조사항목 내용 척도

근린환경

지표

보행환경

경사도 평균경사도 %

보도
보도량 ㎡

보도연장 m

쇼핑환경

전통시장
시장수 개

시장까지 거리 m

마트
마트수 개

마트까지 거리 m

백화점
백화점 수 개

백화점까지 거리 m

대중교통

환경

버스

버스노선수 개

버스정류장수 개

버스정류장 거리 m

지하철
지하철노선수 개

지하철역사수 개

<표 4> 근린환경 지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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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린환경 자료 구축 이미지 

(좌상; 경사도, 상; 공원, 우상; 보도, 좌하; 근린상업, 하; 시장, 우하; 버스정류장)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개개인의 주소를 바탕으로 반경 500m8)

의 근린환경 변수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단, 근린환경과 거주민의 활동 또는 거주민의 건

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지역 수준의 자료와 개인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자료만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근린환경과 거주민의 활동 또는 거주민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 지역수준의 자료

를 주로 활용하는 이유가 개인의 활동 및 건강이 거시적으로 행정동을 비롯한 지역 수준의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 밖에도 실질적으로는 개

인 수준의 상세한 근린환경의 자료 구축이 쉽지 않은 반면, 행정동별 수준의 자료에의 접근

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 거주민에 비해 활

동 반경이 크게 좁아, 행정동이나 해당구의 지역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이 더욱 힘들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활용되는 근린환경의 변수들을 모두 개인 단위로 구축하기 

위하여, 거주지 반경 500m를 중심으로 경사도, 공원, 보도, 도로, 교차로수, 시장, 마트, 버

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8) 보행권 500m는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의 설정 및 도

시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초적인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관련 이론으로는 우선, 근린주구이론에서 보행권

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크기를 400~800m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Urban Village Movement'는 600m, 

뉴어바니즘에서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약 600~800m), TND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약 400m), TOD는 약 

600m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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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6.2세로 나타났으며, 최저 연령은 60세, 최대 

연령은 96세이다. 응답자 중 남성은 29.6%이며, 여성은 70.4%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현재 

정기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5.7%로 나타났다. 평균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20.4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평생을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의 비율은 전

체의 2.1%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배우자를 사별하고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전체

의 33.2%, 배우자와 단 둘이 사는 비율이 전체의 20.8%,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사는 비

율이 전체의 23.9%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14.2%가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

자의 1.6%는 시설에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33.6%, 100~200만원이 44.5%, 200~300만원이 17.6%, 300만원 이상이 4.2%

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8.1%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4.2%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전체의 3.0% 정도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의 종교 생활을 살펴보

면, 기독교가 전체의 38.1%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17.8%, 천주교가 12.7%, 무교가 24.5%

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설문 응답자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4.2%였으며, 

주요 교통수단은 보행(81.2%), 버스(32.1%), 지하철(28.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관적 건

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약 22.7%였으며,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약 2.1%, 보통이 약 24.2%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신체적 제약 상태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해력 및 기억력 감퇴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노인이 전체의 약 2.5%, 시력이 불편하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 노인이 전체의 약 6.0%, 잘 

들리지 않아 불폄함을 겪고 있는 노인이 전체의 약 35%, 균형을 잡기 힘들거나 잘 넘어지

는 경우가 약 0.6%, 손·발이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1.2%, 체력 및 지

구력이 약한 경우가 약 12.5%, 목이 아프거나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경우가 약 2.5%, 팔을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 약 2.5%,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0.9%, 손끝이 저리

거나 감각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는 비율이 약 5%, 허리나 무릎을 구부리기 힘든 경우가 약 

47.5%, 걷는데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가 약 5%, 휠체어와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든 경우

가 약 5%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약 25.0%는 아무런 신체적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두 가지 이상의 신체적 제약을 함께 지니는 경우가 전체의 약 51.2%로 나타났으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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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상의 신체적 제약을 함께 지니는 경우도 전체의 약 35.4%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신체적 활동 중 산책·외출 등의 보행활동은 전체의 약 58.6%가 매일 10분 

이상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의 약 7.9%는 10분 이상 걷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전체의 약 5.1%는 매일 이용하는 반면, 약 

36.6%는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보기의 경우에는 

매일 장을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4.2%로 나타난 반면, 전혀 장을 보지 않는 노인이 전체

의 약 45.9%로 나타났다. 

설문항목 응답 사례수 (%) 설문항목 응답 사례수 (%)

지역

종로 61 (18)

가족 

구성원수

독거노인 45 (13)

강서 74 (22) 부부 69 (21)

동작 77 (23) 배우자+자녀 79 (24)

광진 67 (20) 자녀 110 (33)

구로 52 (16) 기타 2 (1)

연령

60대 59 (18) 무응답 26 (8)

70대 156 (48)

종교

기독교 126 (38)

80대 109 (33) 천주교 42 (13)

90대 이상 4 (1) 불교 59 (18)

해당지역

거주기간

10년 이하 85(26) 기타 4 (1)

11년~20년 87 (26) 무교 81 (24)

21년~30년 20 (6) 무응답 19 (6)

31년~40년 55 (17) 100만원 이하 93 (28)

소득수준

41년 이상 51 (15) 100만원~300만원 91 (27)

교육수준

무학 115 (35) 300만원~500만원 63 (19)

초등학교 126 (38) 500만원~700만원 50 (15)

중학교 43 (13) 700만원 이상 4 (1)

고등학교 37 (11)
무응답 30 (9)

대학교 이상 10 (3)

<표 5>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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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석결과

[그림 4] 구조방정식 모델 다이어그램 

분석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적합지수(GFI)는 0.901, 비교적합지수(CFI)는 0.907, 

중분적합지수(IFI)는 0.908, 간명표준적합지수(PNFI)는 0.664, 표준  는 3.224, 근사오차평

균의 이중근(RMSEA)는 0.082로 나타나,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9). 

적힙도 지수 분석결과 적합성

GFI 0.901 적합

RMSEA 0.082 적합

TLI 0.877 양호

NFI 0.872 양호

CFI 0.907 적합

IFI 0.908 적합

AGFI 0.851 양호

PNFI 0.664 적합

normed  3.224 양호

<표 6> 모델의 적합성 검정 결과

연구가설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 결과의 계수값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9)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수로 판단하기보다,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부

합지수 등을 통해 검증한다. 이 때, 절대적합지수는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증분적합지수는 기초모델(독립

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간면적합지수는 모델의 간면도를 평가할 때 활용된다. 주요 적합지수와 

수용수준을 살펴보면, AGFI는 0.9 이상, BFI는 0.9 이상, CFI는 0.9 이상, ECVI는 작을수록, GFI는 0.9 이상, 

IFI는 0.9 이상, NFI는 0.9 이상, NNFI는 0.9 이상, normed   은 관대한 수준으로는 5.0 이하, RMSEA는 0.10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배병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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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 S.E. C.R. P

Walk_E → mPARK_AREA 2.009 0.2 10.02 ***

Walk_E → mSLOPE_AR 1.908 0.195 9.793 ***

Walk_E → mPEDI_A 1 　 　 　

PTRANS_E → mBUS_D 1 　 　 　

PTRANS_E → mSBWY_D  0.943 0.098 9.668 ***

SHOPP_E → MARKET_D 1.209 0.248 4.87 ***

SHOPP_E → DSTORE_D 0.634 0.129 4.932 ***

SHOPP_E → GROC_D 1 　 　 　

Walk_E → SAT_WALK 1.919 0.193 9.928 ***

Walk_E → SAT_PTRANS 1.082 0.139 7.768 ***

Walk_E → SAT_COMM 0.828 0.115 7.202 ***

PTRANS_E → SAT_PTRANS -0.021 0.028 -0.74 0.459

SHOPP_E → SAT_COMM 0.133 0.051 2.629 0.009

Walk_E → walk_10_days 0.561 0.225 2.49 0.013

PTRANS_E → ptraffic_days 0.13 0.055 2.359 0.018

SHOPP_E → shopping_days 0.393 0.106 3.709 ***

SAT_WALK → IADL 0.126 0.055 2.303 0.021

SAT_PTRANS → IADL 0.178 0.057 3.125 0.002

SAT_COMM → IADL 0.075 0.062 1.203 0.229

walk_10_days → IADL 0.069 0.024 2.855 0.004

ptraffic_days → IADL -0.044 0.029 -1.529 0.126

shopping_days → IADL 0.061 0.032 1.909 0.056

<표 7> 분석 결과

우선,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상업환경 등의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와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보행환경은 노인들의 보행환경만족도와 실제 

보행활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환경이 양호한 곳에 거주

하는 노인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많이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환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상업환경만족도와 실제 상업활동 횟수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상업환경이 양호한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상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

고 더 활발한 이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환경은 노인들의 대중교통

환경 만족도에는 유의하지 않으나, 실제 대중교통의 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지만, 대중교통환경 자체가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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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환경은 무

엇일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행환경이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상업환경에 대

한 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신체적 제약 유형

이 이동에 관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따라서 보행 활동 자체 외에도 기타 많은 일상생활

에 있어서 보행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비교적 잘 갖춰진 서울의 경우, 더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보다 이들 시설로 접근할 

때의 보행환경이 노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가설검증

근린환경과 

근린환경만족도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상업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채택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대중교통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채택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보행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채택

• 근린의 상업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상업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채택

• 근린의 대중교통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대중교통 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침
기각

근린환경과

일상생활활동

• 근린의 보행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보행 활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침
채택

• 근린의 상업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상업활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침
채택

• 근린의 대중교통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침
채택

근린환경만족도와 

자립적 생활능력

• 나아가 노인의 보행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

에도 정의 영향을 미침
채택

• 노인의 상업활동이 많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
기각

• 노인의 상업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
기각

일상생활활동과

자립적 생활능력

•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
기각

• 노인의 대중교통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자립적 일상

생활능력에도 정의 영향을 미침
채택

• 노인의 보행활동이 많을수록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에 정의 영

향을 미침
채택

<표 8> 분석결과에 따른 연구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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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자립적 생활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자립적 생활능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적 생활능력이 실제 체력보다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불

편한 정도가 중요한 개념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행환경과 대중교통환경에 대해 

만족할 때,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덜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상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자립적 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들 대부분이 스스로 장보기 등의 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

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체 설문응답자의 50.3%는 스스로 장을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

였으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약 65.7%가 장을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에

서 노인들에게 상업환경 자체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실제 일상생활 활동량이 자립적 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보행활동이 활발하고 상업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능력이 높게 나타난 반

면, 대중교통 이용은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능력과 관계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

행활동은 다른 다양한 활동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 더 자주, 더 많이 걷는 노인들

일수록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업활

동의 경우, 상업환경의 만족 자체가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상업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자립적 생활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대중교

통 이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목적 통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활발하게 이용된다. 이 때, 일상생활에서 매일 

장거리 외출이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타 연령층과는 달리,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

이 넓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한 정도와는 상관없이 이

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노인들에게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량은 

자립적 생활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이 도시 공간 사용의 주체로 

자리잡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일상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환경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으로 알려진 자립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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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능력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근린환경이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인의 자립적 생

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장려하고 자립적 생활능

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린환경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거주민의 활동과 건강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근린환경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 때 주로 제시되는 환경의 영향은 ‘환경→활동→건강’의 경로로 그려진다. 그러나 노

인의 자립적 일상생활능력은 질병의 유무나 체력 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건강도 중요하지

만, 이와 함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신감은 본인이 그 활동에 대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익숙해서 형성될 수 있으며, 

본인의 경험 정도 외에 해당 활동들에 대해 편리한 환경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로튼과 나헤모우의 환경압박이론과 카프와 카프의 유사·보완모델 중 보완모델을 

중심으로, ‘환경→활동→자립적생활능력’과 ‘환경→만족도→자립적생활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자립적 

일상생활 능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리한 보행환경, 상업환경, 대

중교통 이용환경은 실제 노인들의 보행활동, 상업활동,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행환경과 상업환경이 양호할수록 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며, 이 중 특

히 보행환경이 좋을수록 상업환경과 대중교통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 마지막

으로 노인들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적인 생활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노인의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근린환경 조성의 도시계

획적 대안은 <표 9>와 같다. 우선, 노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환경은 보행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보행환경의 지표는 보도, 공원, 경사도로서 근린 

환경이 걷기에 안전한 보도가 잘 갖춰지고 공원이 많을수록 노인들의 보행활동을 비롯한 

장보기 등의 상업활동,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다양한 실외 활동이 장려될 수 있다. 또한, 보

다 양호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인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상업환경 

만족도, 대중교통환경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들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량과 함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이 밖에도 보행권 내에 시장, 마트, 근린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버스정류장, 지하

철역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상업활동 및 대중교통이용이 장려되며, 이러한 환

경의 조성과 활동은 노인들의 독립적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고령사회의 도시계획·설계, 주거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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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설계적 대안 효과

• 보도와 공원 건설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활동 장려

• 상업활동 장려

• 대중교통이용 장려

• 보행환경 만족도 제고
• 계단보다 낮은 경사로를 활용하여, 지형의 한계 극복

• 시장, 마트, 근린상업시설 등을 보행권 내에 다양하게 입지시켜 

보다 편리한 상업환경 조성

• 상업활동 장려

• 상업환경 만족도 제고

•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을 보행권 내에 다양하게 입지시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용환경 조성
• 대중교통이용 장려

<표 9> 도시계획·설계적 대안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함의 외에도 노인의 자립적 생활능력이라는 객관적이며 동시에 

주관적인 건강 지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학문

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카프와 카프의 유사·보완모델 중 낮은 욕구

에 속하는 보완모델을 활용하여, 근린환경의 영향을 노인들의 활동이라는 측면 외에 심리

적인 만족도 측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기존의 근린환경과 거주민의 신체활

동 및 건강의 분석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린환경의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와 

횡단면적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근린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세심하게 분석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여성들은 일상생활 영역이 근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 

남성들은 노후에도 보다 넓은 일상생활 영역을 갖고 있어, 실제 설문 응답자 역시 여성 비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설문조사의 샘플링 기법이 

‘convenient sampling'에 기인하기 때문이나, 국내 여건상 ’randomized sampling'기법의 적용

이 매우 힘들어 이는 연구의 한계로 남겨둔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는 노인의 자립적 일상

생활능력만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사회 활동 

및 사회적지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인들의 사회 활동과 사회적지지에도 

근린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고려되어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근린환경에 대한 총체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0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참고문헌

1. 김동근, 2008, 주거지역의 장소애착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김영, 안성진, 박진호, 최진도, 2009, AHP기법을 이용한 건강결정요인 및 건강도시사업 가중

치 분석, 도시행정학보, 22권, 3호, pp.365-387.

3. 김영, 2007, 건강도시, 국토계획, 42권, 1호, pp.5-6.

4. 김영, 2010,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국토: planning and policy, 345권, 

pp.43-56.

5. 김영, 2010, 저출산 시대의 도시정책; 저출산과 고령화 병행시대의 건강도시정책, 도시문제, 

45권, 501호, pp.26-33.

6. 김영, 최진도, 배광환, 2010, 건강도시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우선순위도출에 관한 연구-진주

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권, 4호, pp.151-167.

7. 김윤정, 2008, 노년기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한국학술정보(주), 서울, pp.121-134.

8.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2010,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

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30권, 2호, pp.471-483.

9. 김태현, 2007, 노년학, 파주:교문서

10. 노은이, 김선자, 2009, 서울시 노인 여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

11. 박군석 외, 2006,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춘천:한림대학교출판부

12.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청람

13. 배병렬, 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청람

14. 변수정, 최재필, 2003, 환경-행태분석을 통한 근린형 가로시장의 공간적 활용방안 연구, 건축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권 2호, pp.579-582.

15. 서유석, 1994, 양로원과 근린생활권의 관계성 및 시설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6. 양윤권, 2006, 노인의 신체조성과 운동능력 및 일상생활 기능의 상관성, 파주:한국학술정보

17. 오영희 외,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유병선, 2006,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과제, 파주:한국학술정보

19. 이경환, 2008, 근린 환경이 지역 주민의 보행 시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 임승빈, 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서울:보문당

21. 홍종선, 박용석, 2007, 설문조사자료의 통계 분석, 파주:자유아카데미

22. 홍주우, 1999,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A. Bauman, B. Smith, L. Stoker, B. Bellew, and M. Booth, 1999, Geographical influences 

upon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노인의 자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근린환경에 관한 연구❘81

23(3), pp.322-325.

24. Altman Irwin M. Powell Lawton, Joachim F. Wohlwill, 1984,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Y:Plenum Press

25. Brownson R.C., Houemann R.A., Brown D.R., Jackson-Thompson J, King A.C.,  Malone B.R., 

Sallis J.F., 2000, Promoting physical activity in rural communities: Walking trail access, use, 

and effects. AM J Prev Med, 18(3), pp.235-241.

26. Caplan. G.,1981, Mastery of stress; Pshychosocial aspects, Am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8, 

pp.413-420

27. Emmons K.M., Linnan L.A., Shadel W.G., Marcus B, Abrams D.B., 1999, The Working 

Healthy Project,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41(7), pp.545-555.

28. Gabel K., King L., Bauman A., Vita P., Gill T., Ringby A., Cabon A., 2005, Creating healthy 

environments, Sydnety, NSW Health Department and NSW Centre for Overweight and Obesity.

29. Gordon P.M., Zizzi S.J., Pauline J, 2004, Use of a community trail among new and habitual 

exercisers: a preliminary assessment, Preventing Chronic Disease, 1(4), A11.

30. Hurtock Elizabeth, 1986, Development Psychology, 3rd ed, McGraw Hill.

31. J. F. Sallis et al., 1990, Distance Between Homes and Exercise Facilities Related To Frequency 

of Exercise Among San Die해 Residents, Public Health, 105(2), pp.179-186.

32. Layfield R·Chinn L·Nicholls D, 2003, Pilot home zone schemes: evaluation of The Methleys, 

Leeds,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UK.

33. Lee, Ewing, and Sesso, 2009, Relationship between the built environment and physical activity 

level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on Medicine, 37(4), pp.293-298.

34. M. Powell Lawton, Robert J. Newcomer, Thomas O. Byerts, 1976, Community Planning For An 

Aging Society, 

35. Mangham C·Viscount P.W, 1997, Along the boardwalk: effects of a boardwalk on walking 

behaviour within a Nova Scotia community, Can J Pub Health, 88(5), pp.324-326.

36. New South Wales Health Department, 2002, Walk it: active local parks: the effect of park 

modifications and promotion on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summary report, North Sydney, 

Australia, NSW Health Department.

37. Newmark G.L.·Plaut P.O.·Garb Y, 2004, Shopping travel behaviors in an era of rabid 

economic transition - Evidence from newly built malls in Prague, Czech Republic,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pp.165-174.

38. NICE Public Health Collaborating Centre, 2006a, Physical Activity and the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London.

39. P. Trooped et al., 2001, Associations between Self-Reported and Objective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Use of a Community Rail-Trail, Prevention Medicine, 32, 



82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pp.191-200. 

40. Painter K, 1996, The influence of street lighting improvements on crime, fear and pedestrian 

street use, after dark.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35, pp.193-201.

41. Roger E. Millsap, Alberto Maydeu-Olivares, 2009,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ve Methods 

in Psychology, London:SAGE

42. Roos, N.P. and Havens, B., 1991,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twelve-tear study of 

Manitoba elder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1), pp.63-68.

43. Space Syntax Ltd., 2002, Millennium Bridge and Environs: Pedestrian impact assessment study, 

Space Syntax Ltd, London.

44. Space Syntax Ltd., 2004b, Paternoster Square: Comparative study of pedestrian flows following 

the re-design of the public space, Space Syntax Ltd, London.

45. William H. Whytes,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NY:Project for Public Spaces



시차적 접근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적시성과 정합성 분석 

- 저출산·고령화 전망과 실천적 대응전략 모색

❙발표_ 4❙

박장선·김양경 _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시차적 접근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적시성과 정합성 분석❘85

요 약

경제성장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발전 시켜 왔

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감소에 대응 하여 이전 까지 발전 시켜왔던 사회·경제 시스템을 변화 시

켜야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제를 던져 주었다. 선행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과 재원 투입을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변

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준 높은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들만큼이나 빠른 성장에 의해 생긴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한계적 상황에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만 한계적 상황이 집중적인 재원과 

노력의 투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정합성이 담보된 원인변수를 적절한 시간에 투입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대한 집중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천적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이다.

시차이론에 따르면 정책이 추진되어 소기에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 

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합성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인변수들 간의 선후관계(sequence)에 따

라 담보되며, 정책도입의 적시성(timing)이 담보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저출

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인구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지만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시차적 요소와 선후관계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 요소들의 관계를 살펴 적절한 시기에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차적 접근은 유용한 틀을 제공해준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한계적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요구 받고 있

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을 분리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시차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러한 요소간의 선후관계를 살피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개별 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

가 원래 목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의 

내·외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을 통한 출산율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기까지에는 일정시간이상의 

시차가 존재 하지만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 요구 속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보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자녀관의 변화, 양·보

육의 부담 증가 등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최고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은 양·보육·

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고용의 불안정과 주택마련의 어려움은 결혼을 통한 전통적 가족 내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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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선행적 경험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 일련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악화나 실업률의 증가 등 외적 충격이 가해진다면 출산포기로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하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히려 출산율 하락을 

경험 하고 있다. 여기에 일련의 저출산 대책 요소들 간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정합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집중적이며 수준 높은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시차적 특성과 요소들 간의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

약해 보자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편적 수당의 지원이다. 가정 내 아동을 위한 보편적 수당은 

부분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서 외적 충격에 의한 출산포기

를 막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른 양·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의 향

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 하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은 

출산율 향상을 이끄는 원인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사교육 비중이 높고 자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원하는 상황에서 출산율 향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신뢰 받을 수 있는 공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확

대 하며,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부담 상쇄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출산촉진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의 보편적 원인의 선행적 해결방안은 혼외출산율 향상과 그에 따른 합계 출산율 

견인 측면이 강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족구조 내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률의 감소와 만혼화 문제 해결이 선행 되지 않는 다면 출산율 하락의 보편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출산율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은 맥락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방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노력과 관계기관의 수준 높은 협력, 그리고 제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이 급격한 인구감소위기의 국가에서 

조화·안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Ⅰ  서론

경제성장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유래 없는 경제 발전과 인구증가를 

경험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발전 시켜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

상은 인구감소에 대응 하여 이전 까지 발전 시켜왔던 사회·경제 시스템을 변화 시켜야 하

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제를 던져 주었다. 분명 전 지구적 측면에서 보면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제반되는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1) 하지만 인구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 성

장을 기반으로 제도 정비와 사회 시스템 발전을 해온 국가들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새

로운 위기에 직면해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는 점2)에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1) 세계 인구는 시간당 9200명, 하루 22만 1천명이 늘어나고 있다(조지 매그너스, 2010, p. 48).

2) 선진국들 중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국가는 1976년 21%를 보였으나, 2009년 에는 55%로 증가 

하였음. (이삼식외, 2010 재인용,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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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 하고 있으며, 경제적 발전은 인간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생명의 연장은 개인의 소득이 삶

의 질로 연결 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은퇴 이후의 절대적 시간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켰으며, 경제적 풍요와 편안한 삶은 복합적인 측면에

서 기존의 가치관을 변화 시켜 기본 가족 단위에서의 출산의 필요성을 약화 시켰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직접적인 출산율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 시대에 

태어나 거대한 인구 집단을 형성 하며 국가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되었던 베이비부머 세대

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은퇴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와 확대를 요구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통계청의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 에 따르면 더 이상 한국의 평균 가구 형태는 4인 가구가 아닌 2인 가구와 1인 

가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 출산율 2.1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출

산율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격하게 가구의 형태가 변화한 것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가구의 핵가족화 에서 기인한 가구형태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우리나라 고령사회에 큭 악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

는 사회는 필수적으로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와 복지재정의 증가를 요구 받는다. 이를 실행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세수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저출산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이다. 둘

째로는 가구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고령자의 비공식 보호(Informal Care)3)를 수행했던 기존

의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빠르게 넓어진다는 

점에 있다. 이는 사회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킨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은 자명

하며,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사회보장범위와 수준의 지속적 확대와 증가가 예상

되는 가운데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

는 변화의 원인변수가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현상을 겪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대책에 대한 집중

적인 재원투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여타 선진국에 비해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재원이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시스템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많은 부작용을 내포

하고 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제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산재가 

그 것이다. 집중적인 재원과 노력의 투입을 위해서는 큰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3) 제공되는 보호서비스가 조직적 장치를 통해서 전달되는가에 따라 공식적과 비공식적이 나누어진다(최성재

외, 2000,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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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회의 양극화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제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산재는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가져

올 사회적 문제들만큼이나 빠른 성장에 의해 생긴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한계적 상황에 

있는 것이다. 즉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만 한계적 상황이 집중적인 

재원과 노력의 투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 보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빠른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둘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해본 후 바람직한 사회 발전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그림 1] 주요국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중 추이

 

<그림 1>을 보면 현재 인구 위기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로 인

한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

소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과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자 비중의 증

가로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인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국가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 하게 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부양비를 증가 시키며, 복

지수요의 증가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즉, 일을 하며 세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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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담자는 점점 감소하지만 복지재정의 수혜자는 점점 늘어가게 되며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

고 있으며 많은 재정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전망과 대응

<표 1> 국가별 고령화 속도 추이 비교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 연수

7%(고령화) 14%(고령) 20%(초고령)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결과, 2006.

1970~80년대 우리나라의 정책구호는 ‘3.3.35 운동’(3년 터울로 자녀 3명만 35세 이전에 낳

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명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산

아제한 구호와 함께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의 합

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95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

책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시작 했으며, 그 결과로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했다. 그리

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재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장기 대응방안을 모색하

기 시작했다. 단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구정책이 180도 선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단기간에 변화 했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고령인구 편입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의 부각이었다. 60~80 년대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하며 급격한 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 하면서 사회보

장 확대가 요구 되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기존 재정 시스템

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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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년 부양비 및 노인 1명당 생산 가능인구 변동 추이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1년 약 15.5%를 보이고 있는 노년 부양비가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되는 2026년에는 30.9%, 2050년 에는 72%로 급증할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그림 2>. 즉 과거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

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금 수급 등 사회보장을 받을 수혜자로 급격히 편중 되어 

과도한 재정 지출이 요구 되는 시점에서 부양의 부담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것이다.

기혼여성 중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1997년 73.7%가 그렇다고 대답하

였으나, 2005년 에는 23.4%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2010, 

p. 191). 물론 여성가족부가 2010년 미혼여성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4%

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적 대응 추

진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출산촉진을 이끌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어 2010년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다룬 기존 연구나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적 대응 방안으로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 일-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부모의 

안정된 노동 시장 참여 그리고 노동인구의 양적 증가라는 측면에서 이민정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연금개혁이나 재정확충을 통해 

대응 하고 있다. 연금 수급연령 조정과 조기은퇴에 대한 억제,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참

여 유도 등이 그것이다. 

위 와 같은 정책 적 대응은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최선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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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단계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정책

분야 주요추진계획 내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

한 환경 조성

일 ․ 가정 양립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휴직전 급여 40%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청구권 ․ 근로시간 계좌제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유급 3일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명단 공표제

출산 ․ 양육비 부담 

경감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됩

2011년 출생아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보육 ․ 교육지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셋째아 이상: 주택특별공급, 퇴직후 재고용 등

고령사회 삶의 질 향

상 기반 구축

베이비붐 세대

노후소득 대책

퇴직 및 개인연금 소득공제액 300 → 400만원

퇴직일시금 소득공제한도 45% → 40%

임금피크제 활성화

현세대 노인대책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주택의 5%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인력활용 및

제도개성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

언론매체를 통한 가족가치 및 노후중요성 홍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자료 : 공공사회연구소, 제갈현숙, ’10

 

하지만 선진국의 선행적 경험에 의한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발전 적인 변화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특히 <그림-1>에서와 같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급격한 생산가능인구비중 감소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국

가의 모델이 실효성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며,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함께 현재 세계 최저

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출산율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의 해결을 위해 다음절에서는 시차적 접근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에 대한 적시성과 정합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론적 접근 이 후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고 선진국의 대책과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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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차이론에 입각한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적시성 분석

1. 이론적 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일련의 사회 문제 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

로 정책 추진이 원인 이라면 정책 추진으로 인한 변화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차 

이론은 정책의 정태적 인과 관계를 파악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시차의 개념 도입을 통

해 동태적 측면에서 정책의 인과 관계를 설명 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시간을 하

나의 주요한 시각이나 요소로 보아서 시차에 의해 발생되는 주요한 독립변수들을 보다 정

교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경과에 어떻게 상관되고 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이달곤, 2005). 즉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시 했던 인과관계에 본질

적으로 내포되고 있던 시차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초점을 두고 검토

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사회현상간의 인과관계는 원인변수 들이 작동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원인변수 작동의 시차적 문제를 말하며 이런 선후관계(sequence)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선후 관계에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

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는 두 개의 원인변수가 서로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①보상관

계 혹은 후속관계, 하나의 원인변수가 선행되어야 또 다른 원인변수가 효과를 발휘하는 ②

선행관계가 있을 수 있다. 원인변수들이 서로 ⓑ모순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

기에는 상황에 따라 모순관계가 되는 ①상황적 모순관계와 본질적으로 서로 모순 관계에 

있어 하나가 실현되려면 하나는 희생되어야 하는 ②본질적 모순관계가 있다. 원인 변수들

의 이와 같은 관계는 제도의 도입과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용을 잘 구성 하는 것과 더

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시간적 배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정정길외, 2003).

둘째, 결과변수나 원인변수의 변화과정상의 특정 시점에서 작동되는 원인변수는 다른 시

점에서 작동되는 것과 일반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 한다.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변수들이 

특정 시점에서 작용 할 때 현재의 결과 변수가 같아도 동일한 변화를 이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즉 현재가 같아도 과거가 다르다면 결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변화를 인지하는 주체의 인지상의 시차가 다른 결정과 행동을 초래 한다. 즉 새로

운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이 문제 해결에 기여 한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려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성숙될 때 까지 숙성기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차적 접근방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도변화나 개혁전략을 마련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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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며, 여타 선진국과 달리 급격한 고도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고도성장 전

략을 수정하는 일련의 제도개혁이 시도되면서 시차적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급속한 변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 능력의 제약이 있는 정부에 의한 정책추진의 실패, 장래

의 발전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력과 그 방법의 불

투명성 등이 시차적 접근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겠다(정

정길 외, 2010, pp. 766-767).

2. 분석방법

시차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분석요소는 원인변수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적절

한 시점, 즉 정책 추진의 적시성(timing)을 효과적으로 강화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제도를 어느 시기에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점과 제도의 도입이후 변화과정 상에서 어느 시

점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게 해주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3, p. 195).

정책이 추진되어 소기에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 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정합성은 원인변수들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또는 최소한 중립적 관

계를 유지 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를 내적 정합성이라 한다. 또한 원인변수가 도입될 때 영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외적 정합성이라 한다.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원인변수들의 우선적 배치는 요소들의 선후관계에 따라 고려

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의 도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서 선후관계(sequence)란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

소들의 시간적 배열 또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앞에서 보았듯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저출

산 현상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가 고령화되므로 저출산 해결이 넓은 

의미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 생산가능인구로 편입

되기에는 적게는 15년 길게는 25년 이 걸린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가 생산가능

인구비중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일-가정의 양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오히려 고령화를 촉진하고 부양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즉 이와 같이 언뜻 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인구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지만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시차

적 요소와 선후관계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 요소들의 관계를 살펴 적절한 시기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선 다음 절에서 큰 범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의 내외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무

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선행되어야 하는 원인변수의 대상을 좁혀 

선행적 경험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각 요소들의 선후관계와 시차적 특성을 파악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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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안을 살펴보겠다.

3.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 도입의 적시성(timing) 분석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 한 바 있듯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은 결국 생산가

능인구비중의 감소에 기인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측면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비중이 감소하므로 서 기존 경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응도 생산가능인구비중 감소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통

합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이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변화를 단시간에 경험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통합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재정확대와 집중적인 노력과 시간의 투입에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는 한국을 위한 권고안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세금이 GDP 절반에 육박하

는 북유럽 국가처럼 공공지출 비중을 높게 책정하여 출산율을 촉진할 여지와 제반조건이 

조성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OECD, 2011). 

또한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 영향을 고려하면서 실정에 맞

는 약간 수정된 형태의 노인 복지국가 유지를 골자로 하는 전략 중심으로 하는 세계고령화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Paul Hewitt [미국 세대간 평생연구소(Americans for Generational 

Equity)] 회장은 ‘한국과 정도는 덜하지만 일본과 일부 EU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각한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노인 복지국가 모델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하겠다(2009, pp. 

5-6).’라는 평을 논문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처해있는 위와 같은 한계적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모

두 추진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정

책 추진은 소기의 목표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요소들을 분리해 적절한 

시간에 정합성을 이루어 추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 양 측면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대책의 선후관계를 파악 한 후 적시성 있

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4.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추진의 내적 요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의한 결과변수 간의 내적 상관관계에 따르는 내적요인과 저

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외적요인의 상관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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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본 <그림 1>과 같이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림 3>과 같이 베이비붐 세대 이후 출산율의 급

격한 하락과 관련이 깊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인 1955년부터 1963년 생 출생자수는 약 

712만 명에서 715만 명 정도로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을 형성(정경희 외, 

2010) 하고 있지만, 베이비부머 세 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베이

비부머의 본격적인 고령인구 편입 시기(<그림 1>에서 2020년 이후)에 부양인구인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이다. 

[그림 3]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현재부터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 시켜도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태어난 출생아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될 2025년과 2035년 사이와 그전 사이의 생산가능인

구 감소 추세는 급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의 변화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차를 가지

고 노동인구에 변화는 주는 것이다(이삼식외, 2010, p. 469). 이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본격화 된 것이며 사회보장 범위의 확충이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대표적 공공부조인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60년 전후로 예상4) 되고 있는 시점

에서 사회보장의 범위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해

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사회·경제 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자녀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매우 복합적인 측면에서 기인한다. 때문

에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 하고 대응을 해온 국가들의 정책을 보면 출산율 향상을 위

한 대응 방안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보다 훨씬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추

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보장 시스템 유지를 가능 하게 하므로 여기에 대책의 

시급성이 있다. 

4) 정부가 예상한 연금고갈 시점은 당초 2060년 이었으며, 재정적 문제로 고갈시점이 2050년으로 앞당겨 질수도 

있다.(한국경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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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추진의 외적 요인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르는 사회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밝힌 바 있듯 집중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 하다. 특히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

에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특성상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당이 추진하는 

당론은 유권자의 분포와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유권자의 지지와 여론이 형성 되

어 야지만 큰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 한 것이다. 

여기서 추론해 볼 때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2020년부터 유권자의 22.2%

가 고령자 일 것으로 예상되며5), 이는 현재(65세 이상 유권자 16.8%)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여론과 유권자가 많아짐을 의미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측면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되고 있다(김양회 외, 2010, p. 253).

저출산 대책 보다 고령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선행 될 경우 또 한 가지 문

제가 있다. 대부분의 고령자 대책은 현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에서 밀려난 인구 층에 대한 

사회공공부조의 확대 및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발전이 선행되며 그에 따른 사회

복지의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지원 확대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제 2 금융위기까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

화 대책 추진은 자칫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한다는 인식을 저해 하고 사회적으로 고령자

를 부양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서 세대 간 갈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

론 고령자 및 은퇴자를 노동시장으로 재유입 하여 경제활동참여자로 편입시키는 여러 가지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책도 자칫 세대 

간 분열6)을 조장할 수 있다.

6.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적시성(timing) 분석 결과

앞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요인과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외

적요인 살펴보았다.

고령화 현상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 발전에 의한 개인 삶의 질 적 

향상과 노후 삶에 대한 기대심리의 향상 등의 사회·경제 발전에서 오는 불가피 한 현상이

다. 때문에 해결 수단이라는 측면으로만 봤을 때 재정확충과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 그리고 

5) 통계청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65세 이상유권자/전체유권자*100 으로 산출.

6)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과 ,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유입과 같은 고령자 일자리 정책과 현재 경제 활동인구로 유

입하는 층의 일자리 대체성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로 봤을 때 일자리 대체에 대한 관련성이 없다(안주엽, 

2011)는 쪽이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인식적인 측면에서 자칫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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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여성을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영역으로 편입 시키면서 총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귀결 되므로 해결을 이끌어 낼 원인변수의 복합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단순

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고령자 군에 속하는 베이비부머의 63.9% 가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경희 외, 2010), 현재의 은퇴자중 66%가 근로경험 있고, 은

퇴자의 절반이상인 53%가 앞으로도 근로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 것(신세라, 2009)으로 

나타나 앞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유도만 이루어진다면 어

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유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이 기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노동인구 구조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일정수준 이상의 시차가 존재 하지만 저출산 

해결을 통해 노동인구 유지를 통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와 부양비 감소를 이끌어 내면 고

령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크며, 아직 우리니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는 시점까지 제도적 개입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있다.

총체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통합적

인 추진이 어려운 한계적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보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자녀관

의 변화, 양·보육의 부담 증가 등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류연규, 2005) 이러한 원인들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따라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사회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수준과 경쟁수준 향상(류연규, 2005 재인용, p. 36)으로 인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율이 하락되고 있으며, 양육·교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고용의 불안정과 주택마련비용의 증가라는 요소들을 더 할 수 있겠다(이상호외, 2010). 

<그림 4>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가임기에 낮아졌다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 

전후로 상승하는 ‘M-curve' 현상7)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의 평균 여성의 경

제 활동 참가율 변동 모형이 우리나라 남성의 변동 양상과 비슷한 점을 고려 할 때, 경제활

동과 육아 사이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 상당수 여성이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녀양육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입성하려는 현상.(한국경제 경제용

어사전 발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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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또한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말 우리나라 연간 소득 대비 서울의 주택가격

은 중간소득대비 8.68배로 나타났다. 즉, 주택 구입을 위해선 1년간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8개월 이상을 모아야 하며, 소득의 20%를 매년 저금을 한다면 거의 40년을 모아

야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도권에 대한 인

구편중이 심하고 주택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

정 구성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으며, OECD 국가 들 중 가장 많은 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원인들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

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저출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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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비교 국가 중 최저인 1.4%의 혼외출산율을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신윤정, 

2009). 남성과 여성이 형성하는 전통적 가정 내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출산이 결혼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수적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미

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차별로 나타난다.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높은 국

가가 혼외출산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과 결

혼과 관련된 요소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선행적 경험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경

제 성장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와 개인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에 따른 자

녀관의 변화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물론 상이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국가의 사회 

시스템이나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저출산 현상의 정도와 진행 속도 등의 차이는 존

재 하나 출산율 하락과 특정 시점 이 후 국가적 차원의 위기 인식과 대응방안이 따른 다는 

변화모습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때문에 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을 인식하고 대응 했던 선진국의 대책

과 시책을 상대로 각 국가의 저출산 원인의 다른 변수는 통제하고 대상 국가들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통된 정책의 시작 시점과 변화를 이끌어 낸 시점, 정책의 선후 관계 등만을 

파악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Ⅵ  해외 저출산 대책 사례

1.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그림 6]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대책

프랑스 최초의 출산율 감소는 1920년 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차 세계대전을 직

접 적으로 겪은 프랑스 사회는 전쟁의 충격 속에서 가정의 약 30%가 출산을 하지 않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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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정 년도에 출생인구가 인구가 존재 하지 않는 함몰현상을 

겪게 된다. 현재 프랑스의 강력한 가족정책의 기반이 되었던 ‘가족법’ 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 되었으며, 양차 대전 중 감소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1945년 사회보장 예산 중 절

반가량이 가족정책에 할당 되었을 정도로 강력한 출산촉진 의지를 담고 있었다(김양회외, 

2010, p. 146).

이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급격히 상승 하던 1960년 대 후반 [A]지점까지 가족정책

은 출산촉진의지를 내포한 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즉 모성 보호 작용을 했다. 이때 까

지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전통적 남성부양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에 [B]지점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 하게 되었고, 이

에 정부는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참여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보육서비스 확충을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 증가 시점에서 시행된 일련의 저출산 대책에

는 강력한 출산촉진의지가 내포되었던 이전과 는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의도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합계출산율의 변화에서도 증명된다. 전후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의 영향으

로 1965년 에도 합계 출산율 2.85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후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를 보였고 1980년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를 인식하고 적극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이루어 왔지만 그림의 [B]와 [C] 시점

에서 정부는 일과 가정 사이에 중립적 위치에서 출산촉진의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진 

않았다.

1997년에 [D] 지점 들어서 프랑스 정부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신 가족 정책’ 을 추진한다. 

이때부터 양육과 경제활동참여 라는 양 측면에서 여성 선택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의도

한 이전의 정책과 달리 본격적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국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공적

영역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까지 프랑스 정부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정책에 매년44조5천억 원씩을 15년간 투입하였으며, 좀 더 큰 범위로 가족정책으로 넓

히면서 매년 프랑스 GDP의 3.8%인 약 120조 원을 투입하였다(최윤식외, 2010, p. 84).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 출산률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출

산과 양육의 공적 영역화로 일컬어지는 양-보육과 교육에 대한 수준 높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다.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료이고, 아이가 경제활동 영역에 편입될 때 까지 지

원 되는 각종 보조금 지급, 임신한 산모에게 특별 수당 지급, 출산 여성이 휴직할 경우 3년

간 매달 500유로 안팎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별도의 수당이 있으며, 한 부모 수당, 개학 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긍정적인 정책적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랑스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

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양호한 출산율로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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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이 다른 유럽국가 들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 약화에서 기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의 증가와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김양회 외, 

2010, pp. 134-145). 

2. 영국의 저출산 대책

[그림 7]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대책

 

영국은 2010년 통계청 기준 1.84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 하며 유럽 내에서 아일랜드와 프

랑스 다음인 3위의 수준에 있다. 또한, 2060년 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호한 수준의 노동인구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북유럽 국

가 및 프랑스와 달리 가족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지양해 왔으며 1997년 [C]지점에 들어 

토니 블레어 총리의 신노동당 집권 이 후 에서야 ‘제 3의 물결’ 이라는 정책적 구호 아래 적

극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 가족정책이 늦게 

시작 되었고, 저출산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지는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저출산이 야기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정책

을 추진 해왔다. 그럼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준비된 가족정책 덕

분이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

다(김승권, 2003).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말부터 출산율 저하경향이 두드러졌

다. 1938년 경 출산율이 20세기 초반의 3분의 2도 되지 못했으며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

각심이 일기에 충분했다(황혜원, 2005 재인용, p. 145). 이러한 배경에 추진된 '아동수당법

‘으로 대표되는 가족 정책과 더불어 가족 정책을 고용참가율의 제고와 시장에 입각한 보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장의 역동성을 통해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라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시켰다는 점(김양회외, 2010, p. 93)은 전통적 영미식 가족 정책이 실시되었던 

[B]지점 시점에서도 별다른 출산율 하락 이 없게 된 동력이 되었다. 여기서 특이 한 점은 [A]

지점 사이 프랑스와 달리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별다른 정책 적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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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안정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안정적인 노동인구 구조를 확보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적극적인 가족정책의 성

과와 더불어 외부 노동인력의 유입을 이끌어 냈다는데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영국 내 생산

가능인구 중 이민자 비중은 12%를 차지 할 정도로 큰 노동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저

출산이 야기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노동인구의 부족분을 개방적 이민정책의 추진으로 외

부 인력으로 대체한 것 이다. 

영국은 이민자의 순유입 증가와 노동인구로의 편입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시켜온 안정적

인 출산율로 인하여 비교적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부양비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

로 예상 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고령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비교적 적은 수준이며 이

는 안정적인 부양비 유지를 수월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예로 영국은 연금지급수급연령의 

조정만으로 2051년 예상 되는 부양비를 49%에서 34%로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김양회외, 2010, p. 81).

Ⅶ  원인변수들의 선후관계 파악과 정합성 분석

저출산 현상을 겪었던 국가들의 보편적인 출산율 하락 요인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졌다는 측면과 양육·교육 부담이 증가한 원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사교육비용이 출산·양육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 기피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고용불안정과 주택 마련의 어

려움은 결혼률 감소와 만혼화를 통한 출산율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이상호외,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 요인은 보편적인 저출산 원인의 외적요인으

로 볼 수 있으며, 원인변수들의 구체적인 선후관계 파악을 위해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역

할을 했다고 평가 받는  보편적인 원인변수의 내적 요소들의 선후관계와 정합성을 살펴보

고 이후 외적 요소들의 선후 관계와 정합성을 분석해 보겠다.

1. 보편적 원인의 내적요소 간의 선후관계와 정합성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들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요소들은 일·가정의 양립환경 조성과 양육·교육의 부담 감소였다. 보편적인 아동수당 도

입 등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전반적으로 일정부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 보육 서

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어 출산율 향상의 

외적측면에서 정합성이 있었다. 또한 내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

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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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랑스의 경우 모성보호와 출산향상이라는 측면이 강했던 ‘가족법’의 

배경으로 ‘단일연금수당’8)을 도입하였고, 영국은 아동을 가진 보편적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

수당 도입을 통해 강력한 출산 촉진의지를 담았으며, 출산·육아·보육 등의 책임이 개인과 

가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일정부분이상 국가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두 국가 모두 [A]시점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전까지 

인구 대체 수준을 훨씬 상회 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전통적 남성부양 중심의 가정에서 출산촉진의 의도로 보편적 수당을 

도입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본격적으로 증가된 [B]시점에서도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보이지 않았던 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프랑스의 경우 [B]시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입된 원

인변수 적인 측면이 강했다. 영국의 경우 또한 [C] 시점에서 고용제고와 아동빈곤 퇴치를 

위해 시장에 입각한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이루어 냈다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프랑스는 1997년 양성 평등에 입각한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新 가족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공보육 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조기사회화 유도라는 정부의 의도가 프

랑스 중산층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높은 수준의 참여율을 이끌어 냈다(김양회외 ,2010). 이

러한 공보육 시스템의 높은 참여율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와 보완적으로 양·

보육 부담을 감소시켰다.

2. 보편적 원인의 외적요소 간의 선후관계와 정합성

 

프랑스와 영국이 효과적인 보육서비스와 확대와 질적 향상으로 육아의 부담을 감소시켰

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해 OECD 국가 들 중 가장 높은 사교

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향신문, 2006). 즉 내 자녀는 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높은 수준의 보육과 교육시스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다. 이는 2005년 여성부의 설문조사 결과 중·고소득층임에도 과중한 양육부담을 느끼며, 

믿고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저소득층에서도 양육의 가장 어려움은 비용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양육의 부담을 감소하고 점진적으로 일

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의 원인변수가 되기 위해선 보

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자녀가 높은 수준

의 보육서비스를 받는다는 신뢰가 없다면 보육서비스가 확대된다 해도 확대된 보육서비스

로 끌어드릴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0’에 따르면 보

8) ‘단일연금수당’은 당시 남성부양가족 중심에서 보편적인 수당지급을 통해 출산촉진의도가 있었다. (김양회외, 

2010,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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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 이용률은 2004년 11.2%에서 2009년 33.5%로 늘어난 반면, ‘육아부담’ 비율이 1997년 

29.3%에서 2009년 47.6%로 늘어났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출산과 

육아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만족도가 높지 못하

다면 결국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고 육아에 전념하게 된다. 결국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

용률 증가를 이끌어도 일정시간 후 만족도가 없다면 육아에 부담을 느끼고 경제활동에서 

이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영

국과 같은 시장에 입각한 보육서비스의 확충 보다는 프랑스식의 공보육 시스템의 질적 향

상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질적 향상을 통한 신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입각한 보육서비스 확대는 보육료 인상을 동반하여 보육환경의 차별을 가속화함(참여연대, 

2010)으로서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양·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 효과를 상쇄 시킬 것이

다. 즉 질적 향상을 통한 공보육 시스템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육의 재정지원에 앞서 

신뢰 받는 공보육시스템의 확대가 선행 되어야만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과 출산 육아

의 어려움 감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출산율 향상이라는 결과 변수를 이끌어 낼 수 있

을 것이다.

두 사례국 모두 50%에 육박하는 혼외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1964년 7.2% 

를 차지하던 혼외 출산 비율이 2002년 40.6% 로 상승(황혜원, 2004) 했으며, 프랑스 또한 

1985년 25%였던 혼외 출산 비율 2008년 현재 50%를 넘어섰다(OECD, 2009).  즉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가족이 수행했던 영역을 공공구조를 통해서든 시장구조를 통해서든 공공영역

으로의 전환을 이루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는 전통적 가

족의 틀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으로서 출산을 촉진하

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혼률을 높이는 것과 양·보육·교육의 공적영역화9)를 이루는 

것은 출산촉진이라는 결과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상호 보완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비교적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인식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은 출산

과 양육의 공적영역화를 통한 부담경감이 혼외출산율을 높이며 출산율 상승을 견인 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 했지만, 전통적 가족 구성을 지향하고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

다. 즉, 결혼률이 높아지고 만혼화가 감소하는 것이 양·보육의 공적영역화에 선행되어야지

만 시너지효과를 갖는 선행관계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결혼률 감소와 만혼화 해결을 위해 고용 불안정과 주택마련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육서비스 확충과 일련의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해결

9) 양육과 보육의 지원과 확대를 통해 부담의 일정부분이상이 국가나 사회와 공유됨으로서 가정과 개인의 부담

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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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소들과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급여 보존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

는 요소들이 출산율 향상이라는 결과 변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을 통한 전통

적 가족범위 내에서의 출산율 향상이 혼외출산 향상 보다 국가 부담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

된다. 즉, 혼외출산은 전통적 가정이 수행하는 비공식적 보호(Infomal Care)가 국가에 이행

됨으로서 국가 부담이 더욱 가중 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10) 

3. 저출산 대책과 출산율 향상의 변화역사와 인과법칙

 

앞서 살펴본 프랑스와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 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즉 출산촉진을 위한 

기존의 원인변수가 출산율 상승을 견인 하는 측면 보다는 일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 시키

는 측면이 더 크다 할 수 있겠다. 또한 Mcdonald(2002)에 의하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행했지만 어떤 국가도 획기적인 출산율 증가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서용석, 2010 

재인용, p. 3). 이점에서 볼 때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기간 내에 OECD 평

균 출산율까지 올려 야 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두 사례국 모두 전술한바 있듯 보편적 수당지급으로 인한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이 일

정 부분이상 국가에 있다는 인식 구축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 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련의 원인변수들이 실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

락하여 최저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선행적 경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원인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는 길지만 두 사

례국 보다는 짧은 시차를 두고 일련의 원인변수들을 집중적으로 도입11)하였지만 현재 별다

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차이론에서 설명하는 결과변수나 원인변수의 변화과정상의 특정 시점에서 작동되

는 원인변수는 다른 시점에서 작동되는 것과 일반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 한다는 개념으

로 일정부분 설명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과거 수년간 매출액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A기업, 상승추세에 있는 B기업, 하락 추세에 있는 C기업 이렇게 3개의 기업이 현재 비슷한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세 기업이 모두 동일한 판매 전략을 도입할 경우 세 기

업모두 동일한 결과 변수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재가 같아도 과거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것이다(정정길외, 2010).

10) 혼외출산율의 증가와 국가부담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공식적 보호를 확대 

하는 것은 자금문제와 관련하여 미래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박창제 외, 2002, 

p. 70)

11)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시 후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시를 시작한 시

점에서 제1차 계획의 경우 출산율 향상 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일본은 엔젤 

플랜 과 추가적인 저출산 대책을 15년 이상 시행 했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는 여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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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고 이어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여

타 국가들보다 훨씬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을 보여 왔다. 때문에 선행적 경험으로 출산율 향

상에 도움이 되는 원인변수들과 논리적으로 출산촉진에 도움이 될만한 원인 변수들을 도입 

하고 있지만, 급격한 출산율 하락 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실효성이 선행적 

경험을 통해 출산율 상승을 경험한 국가들과 같은 결과 변수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 도 있

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2명의 세계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례국들 보

다 수준 높은 원인변수를 투입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있다. 여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선

후관계(sequence)를 파악하여 적시성(timing)과 정합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원인

변수를 도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적시성과 정합성에 따른 대응 전략 방안

저출산 원인과 관련한 각 요소들의 시차적 특성과 정합성 분석의 결과를 도식화 하면 다

음 그림과 같다. 

저출산 대책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시차적 특성과 요소들 간의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편적 수당의 지원이다. 가정 내 아동

을 위한 보편적 수당은 부분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변화를 이끌

어 냄으로서 외적 충격에 의한 출산포기를 막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8] 저출산 원인과 대책 프레임

 

사회발전에 따른 양·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 하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은 출산율 향상

을 이끄는 원인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사교육 비중이 높고 자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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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출산율 향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신뢰 받을 수 있는 공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 하며,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부담 상쇄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출산

촉진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현상의 보편적 원인의 선행적 해결방안이 앞서 살펴본 사례 국에서 혼외출산율 

향상과 그에 따른 합계 출산율 견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나

라는 전통적 가족구조 내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률의 감소와 

만혼화 문제 해결이 선행 되지 않는 다면 출산율 하락의 보편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출산율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감소와 노동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와 부양비 증가 등 총체적

인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임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대한 높은 수

준의 대응을 한 번에 추진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합성이 담보된 원인변수를 적절한 시간에 투입하

는 것이 문제해결에 대한 집중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실천적 측면

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이다.

2005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했지만 

무리한 정책나열로 인해 집중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범정부적

인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정적인 작용을 하였지만 이제

는 실천적인 대응과 가시적인 실효성이 필요한 때이다.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해결

방식은 자칫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개별 원인변수들의 수준을 떨어뜨려 실효성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적 대응방안 수립과 관계기관의 수준 높은 

협력, 그리고 제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식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야기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집중할 때 이다.

저출산을 경험하고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 대체 수준

인 2.1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다음단계에서 자녀의 경제

적 효용보다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小자녀 규범이 형성된 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전희경, 

2009 재인용, p. 8). 물론 자녀의 가치를 경제적 효용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당분간은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던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 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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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경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경제 시스템은 양

성평등, 남녀의 동등한 수준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개인 삶의 질 중시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Population Bonus’12)에 기반한 사회·경제발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담론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나 단시간에 고도성장을 보인 우리나라에

서 더욱 부각 되었다. 경제 발전 후 부각된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

통가치들이 어느 정도 무시되어도 인구증가가 주는 보너스는 너무도 달콤하였기에 사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新성장동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보너스로 가려졌던 

위와 같은 일련의 가치들이 인구감소사회의 新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제반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

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논문에서 제시한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을 통해 급격한 인구감소위기의 국가에서 조화·안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12) ‘Population Bonus’ : 노인인구는 서서히 증가한 반면 아동인구수는 대폭적으로 하락하여 총 부양율은 오히

려 감소하는 현상.(보사연, 2010,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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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각광받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마련에 관해 고찰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베이

비붐 세대에 속한 40-50대의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이와 같은 영향력이 배우자관계 만족도로 인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수준 및 복지에 대한 수요와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복

지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조사한 ‘2010년 2차 서울시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40-50대의 중년기 성인 914명을 최종

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은퇴기로 접어들 때 기대되는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배

우자와 함께 영화, 공연, 스포츠,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배우자와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사

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우

자와의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이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함께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

가 높아졌다. 둘째,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할 경우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증가하며, 이와 같은 배우자관계 만족

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실천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특성에 관한 정확한 파악을 시작으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야하며, 그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에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인식적인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발표 _ 5❙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



114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면서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쇼크’(매일경제, 2009)이다. 주요 신문사들은 곧 수면위로 떠

오르게 될 파급효과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연재함으로써 노후준비가 미흡한 채 

정년을 맞게 될 베이비부머들을 긴장케 했다. 

한편 이러한 기사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실상 베이비붐 세대 전

체가 썰물처럼 한꺼번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10~20년 간 대응 여력을 활용

하여 중장기적 측면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삼성경제연구원, 2010). 

한국 역사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함

인희, 2002),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행동으로 몸소 보였으며 경제 호황기에 사회에 진출

하여 폭넓은 취업이나 승진 기회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형성한 주역

들이다(송양민, 2010). 이들은 또한 정보화 및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하며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린 세대로, 최인영(2007)은 베이비붐 세대를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똑똑한 예비노인이라고 하였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에서 

발표한 ‘2010 서울서베이 사회상 조사’에 따르면, 일보다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베이비

부머가 50.1%, 이전 세대가 40.5%로 베이비붐 세대의 의식이 기존 노인층과는 크게 달라졌

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령화 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이들

의 니즈(needs)를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은퇴 후 가정에 머물기보다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

려는 ‘호모 헌드레드’의 요구(조선일보, 2011)에 비해, 100세 시대를 채워 갈 컨텐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매일경제, 2011).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

단 베이비붐 세대가 선배 세대처럼 TV 시청이나 가족 모임에 의존하지 않고 활기찬 노후생

활을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건강한 노인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또 베

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가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들이 가진 성장 잠재력이 

꽃피우기 시작한다면 이후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노년층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도는 국가

가 들이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여가를 사(社)적 영역으로 보고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연금, 부

동산, 일자리 창출 정책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정책으로 여가생활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

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함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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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시간자원 외에 관계적 측면에서 ‘배우자’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조망해 보면 결국 배우자의 지원,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여가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의 측면에서 여가문화산업

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통해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 실버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

해 이들의 여가생활과 베이비붐 세대가 맞이하게 될 사회 환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제3, 4장에서는 서울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가 배우

자와의 여가활동이 배우자관계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여가

활동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배우

자와 함께 노후에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기술하

였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장기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한국 사회 노년부부의 건강한 삶 

및 여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전쟁이 끝난 후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 출산율이 급증하여 그 때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김하나, 

2010).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구분은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

우 한국전쟁이 끝난 후 가정과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1955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2만 명이 해당되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4

년까지 태어난 7800만 명이, 일본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690만 명이 베이비붐 세대

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국가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일본(단카이 세대)

1955년~1963년생 1946~1964년생 1946년~1949년생

712만명(인구의 14.6%) 7700만명(인구의 30%) 680만명 (인구의 5%)

- 1인당 부동산·금융자산

: 3억 260만원

- 주식보유자 비중 20%

- 1인당 평균자산: 약 10억원

- 주식보유자 비중 30%

- 1인당 금융자산

: 약 2억 4400만원

- 주식보유자 비중 7%

<자료: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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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은퇴 등의 사회적 이슈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이

비붐 세대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시니어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력을 가진 새

로운 소비주체로서 이들의 집단 은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행동 특성 

2011년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그들의 미흡한 노후준비와 저축생활로 인

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 중 하나로 화두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보는 관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TORES 

Magazine에서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재조명하였는데, 특별히 베이비

붐 세대를 각 시장이 주목해야할 강력한 소비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1946년에서 1954년 사이에 태어난 1

차 베이비붐 세대는 여행이나 정원 가꾸기를 하며 개인적인, 혹은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에 지출하며 1955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을 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

적으로 주요한 소비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인데, 국

가를 막론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정보감각이 뛰어나고, 은퇴로 인해 

시간도 풍부하며, 소비의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하나, 2010).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뿐 아

니라 블로그와 PDA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적극적이며, 동시에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구매활동을 하

고 있다. 실제로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95%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76%가 라디오를 청취

하며, 57%가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93%에 달하는 숫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텔

레비전이나 기사에서 본 것을 검색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

간 수준의 경제적인 여력을 갖추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재정적으로는 노후를 위한 완벽

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비재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 주저함이 없어 이들

이 2015년까지 미국 총 소비의 25%를 차지하며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새로운 소비 파워로 떠오르면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

다. 우리나라 전체 실버 세대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뉴 시니어(New senior)는 더 이

상 노약자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세대로 각광받고 있다. 저출산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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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원회에 의하면 국내 실버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 43조 9612억에서 2020년 기준 

148조 5969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 여가, 금융, 의료기기, 주책, 요양 등 

시니어 관련 산업들이 기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4.7%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베이

비붐 세대들의 은퇴는 기존 노년층의 은퇴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이고 독립적, 능동적인 성향에 따라 여가를 일종의 수단으

로 보는 레저관이 여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에

는 단체여행이나 효도 관광에 의존했다면 부부만이 함께하는 여유 있는 여행이나 자유여행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MC 미디어, 2011). 이러한 점에서 배우자와 함께 하는 

형태의 여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베이비붐 세

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40-49세의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최고 지출항목인 교육비(21%) 이외에도 교통(11%), 통신(6%), 오락·문화(5%)도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82년에 시작된 프로야구 시대, 프로축구, 88 서

울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와 팝, 대학가요제, 대중문화의 확산을 경험하면서 문화에 대

한 베이비붐 세대의 눈높이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시니어 마켓의 승패를 쥐고 있는 구매력을 갖춘 집단인 것이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를 많이 함에 따라 여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역으로 

각종 여가활동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생활

일반적으로 여가란 일의 반대 개념으로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는 베이비붐 세대를 예비노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노인 여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고찰

하였다. 나항진(2004)은 노년기 여가란 단순히 남는 시간이나 일정한 역할 및 노동으로부터

의 휴식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노인이 일차적으로 노인 자신을 위하여 흥미를 갖고 자유시

간에 행한 활동 일체로 보았다. 

한편 노년기 여가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로 원치 않게 여

가투성이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의 여가와는 다르며(박재간․김태현, 1986), 

다소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가를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TV시청이나 바둑 등의 소극적 여가는 노년학 이론 

중에서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유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의 맥락에

서 볼 수 있다. 반면, 적극적 여가는 노인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그 노인이 행복하다고 보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뒷받침한다. 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수행하던 활동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까지 고려하였을 때, 

노년기 여가는 활동 자체보다 이전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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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 실태를 연구하는 것은 이들의 노년기 여가활동을 보다 정확히 

예측해 줌으로써 정책 고안을 위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여가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여가에 대한 접근과 태도가 사회집단마다 상

이하여 대부분 통합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성기원 ․ 이연숙 ․ 장윤정, 2005).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10b)에서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가

를 다양하게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여가활동의 목적유형에 따르면 창조형(글쓰기, 노래부르

기, 사진찍기 등), 루틴한 행위를 수행하는 규칙형(바둑, 낚시, 등산 등), 소비형(영화감상, 

여행, 스포츠관람 등) 여가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여가 및 문화산업

의 활성화라는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소비형 여가를 여가의 협의 개념으로서 조작적 정의

한다. 즉 영화, 연극, 음악회, 미술관 등의 예술 관람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도서 구매나 도

서관 이용, 축제, 유적지, 박물관 등의 여행과 같이 문화생활과 소비적 특성을 띠는 여가활

동을 의미한다.

소비형 여가를 많이 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고용형태로는 

취업중일 때, 직종으로는 사무직, 전문가 및 관리자가 높게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b). 베이비붐 세대는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 역시 성별, 거주지, 교육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책읽기, 영화감상을 비롯한 공연 관람 및 

감상, 운동, 교양강좌 수강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산책, 화

초가꾸기, 친목모임, 라디오 듣기, 음악듣기, 노래부르기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 노후 주거

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 역시 젊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대학이상의 높

은 교육수준일수록, 소득이 500만 원 이상으로 높을수록 문화여가의 혜택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a).

여가활동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우울(김도훈 외, 1997), 정신건강(임호

남, 2010), 성공적 노화(나항진, 2002) 등으로 설명된 바 있으며, 공통적으로 여가활동이 많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2010) 최

근에는 특정 유형의 여가 프로그램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대부분 편의표집에 의한 소수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뢰도가 

높은 정교한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규모 조사로 예비노인의 여가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b)에서는 교육수준, 수입수준 이외에 배우자 유무가 있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오히려 여가생활만족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가생활이 

아직까지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기보다 혼자 하는 여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된 바 있다. 

한편 임창희 ․ 한수진(2008)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 유무와 여가활동의 관

계를 연구하였는데, 유배우자 노인들이 무배우자에 비해 더 많은 여가활동 영역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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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배우자 노인은 소일거리 여가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부부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최진이, 2010)에서 부부여가활

동에 있어 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반응

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한

국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활동 자체보다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

는 점을 시사해 준다. 추가적으로 결혼기간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으

로 나누었을 때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중·노년층 집단의 기혼자들은 배우자의 지지에 

의해 여가만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

을 하였을 때 노인 여가생활이 달라지며,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질에 따라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

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며, 둘의 관계를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어

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베이비붐 세대의 배우자관계 만족도

베이비붐 세대의 부부들은 자녀수의 감소와 가사노동을 대폭 덜어주는 가정용품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이전 세대보다 여유로워진 시간을 이용하여 책을 읽고 학원을 다니며 자기계

발에 적극적이다. 일터 중심의 문화에서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고, 사회생활

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 바쁜 부부의 모습이 베이비붐 세대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정성호, 2006).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 결혼한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더 이상 당연시 되지 않는 현 추세에 따라 이처럼 여유로운 활동을 하며 배우자와 함께 보

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만큼 중·노년기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시금 중요시되

기 시작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a)의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동거자에 대해서는 ‘부부끼리, 혹은 혼

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효 사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년기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부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

기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조기 은퇴와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인해 은퇴 후 20~30년을 부부 두 사

람이 함께 살게 된 최초의 세대로서 가족 복지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관계이다. 또한, 국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연구(신동아, 2010)를 통해 은퇴 후 

직장에서 벗어나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부부만 함께 지내야 할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신들의 

부부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베이비붐 세대들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 부부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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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중·노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한경혜․송지

은, 2001; 권은비, 2010; 김재엽․김동배․최선희, 1998).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고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

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 결과

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Kamp et al, 2008; Proulx, Helms, Buehler, 2007; 조은경 

․ 정혜정, 2008). 즉, 사회 전체의 행복도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는 베이

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개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5.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인생의 후반기인 중·고령기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바

라보고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순돌·김정원, 2010). 이는 현재 생활에 대한 기

대와 현실 간 합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만족

하는 의미의 개념이다(김귀분·권영숙·이은자·서운주·김인숙·오혜경·정미영·김세란, 

1999).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노령화되어가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

는데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연구 결과(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2011)에 따르면, 한국 베이비붐 세대 중 42%는 행복하다고 생각, 불행하다

는 전체 6%의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에는 몇 가지 측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주관적 경제상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임연옥·박재연·윤현숙, 2010). 이는 박희봉·이희창(2005)의 연구에서도 일

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며 심지어 다른 국가에서도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삶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객관적인 경제상태가 아닌 주관적인 경제상

태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여가생활을 하였

다. 박미석(2002)은 여가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이는 여

가활동이 자신의 존재감이나 보람, 흥미를 느끼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에게 거주지역은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

고 있다. 임연옥·박재연·윤현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에게 거주지역이라

는 환경적인 측면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

비붐 세대의 경우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사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

다고 한다. 즉,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베이비붐 세대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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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현황, 거주지에 따라 여가생활이 삶의 만족

도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기엔 어렵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만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생활이 그들의 삶

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

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제3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 수준 및 복지에 

대한 수요와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를 구축하고자 조사한 '2010년 2차 서울시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원 자료는 2010

년 당시 40~50대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을 베

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추후 은퇴기와 노년기에 접어들 40~50대로 선정함으로써 이들이 

은퇴기로 접어들 때 예측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배우자

와의 여가활동으로 인한 배우자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제적인 

은퇴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예측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였다.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은 2차년도(2010년)에 배우자와 함께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의 관람

과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의 참여를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복

지패널 2차년도에서 조사된 6,204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대상을 제외하고 총 914명을 최

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주관

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인 중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0’, ‘여성=1’ 으로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65.1%, 여성이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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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성이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 남성은 68.5%, 

여성은 31.5%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고,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안 한 집단 역시 남

성 60.1%, 여성 39.9%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초대졸 이상=4’으로 측

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초대졸 이상의 경우가 52.3%로 압도적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36.1%), 중학교 졸업(7.2%), 초등학교 이하(4.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62.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졸업(30.4%), 중학교 졸업(5.1%), 초등학교 졸업(1.8%)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 여

가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초대졸 이상

(37.0%), 중학교 졸업(10.3%), 초등학교 이하(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취업유무는 전체적으로 취업상태(70%)가 비취업상태(30%)보다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배

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는 취업자의 경우(71.4%)가 비취업자(28.6%)보다 많

았고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역시 취업자(67.9%)가 비취업자

(32.1%)보다 많았다. 이는 대상이 40~50대로 인한 결과라고 보인다.

<표 1>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기술통계

단위: 빈도(%)

변인 구분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경우

(n=546)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안한 경우

(n=368)

합계

(n=914)

성별
남성 374(68.5)  221(60.1) 595(65.1)

여성 172(31.5)  147(39.9) 319(34.9)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0( 1.8)   30( 8.2)  40( 4.4)

중학교 졸업  28( 5.1)   38(10.3)  66( 7.2)

고등학교 졸업 166(30.4)  164(44.6) 330(36.1)

초대졸 이상 342(62.6)  136(37.0) 478(52.3)

취업

유무

비취업 156(28.6)  118(32.1) 274(30.0)

취업 390(71.4)  250(67.9) 640(70.0)

월평균가

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17( 3.1)   23( 6.3)  40( 4.4)

100~200만원  37( 6.8)   74(20.1) 111(12.1)

200~400만원 186(34.1)  143(38.9) 329(36.0)

400만원 이상 306(56.0)  128(34.8) 434(47.5)

M

(SD)

458.92만원

(319.88)

331.53만원

(203.57)

407.63만원

(2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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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구 총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2’, ‘200~400만원=3’, ‘400만원 

이상=4’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평균 약 407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이 4.4%, 100~200만원이 12.1%로 나타났고, 200~400만원 36.0%, 400만원 이상 

47.5%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 평균 약 458만원이며 구체적

으로 100만원 미만이 3.1%, 100~200만원이 6.8%로 나타났고 200~400만원 34.1%, 400만원 

이상 56.0%으로 400만원 이상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

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평균 약 331만원으로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에 비

해 월평균 소득이 약 127만원 정도 적었다. 세부적으로 200~400만원(38.9%), 400만원 이상

(34.8%)이 대다수였으며, 100~200만원(20.1%), 100만원 미만(6.3%)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역코딩하여,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매우 건강하다=5’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지난 한 달간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의 활동을 부부가 

같이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간 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의 활

동을 부부가 같이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의 문항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정도’, ‘2주에 1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에 응답한 경우를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경

우, ‘한 달에 한 번 도 안했다’에 응답한 경우를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는 546명이고, 배우

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안한 집단의 경우는 368명이었다. 이 때,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이 준거변수로 사용되었다.

3) 매개변인

매개변인으로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배우자와의 요즈음 결혼 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의 문항에 

1~10점으로 측정되었고, 1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

하는 것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

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의 5가지 문항에 1~7점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들의 점수를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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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삶의 만족도라고 재 코딩하였고, 재 코딩한 변인은 0~20점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0점

에 가까울수록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2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는 것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9 이었다.

제4장  연구 결과

1. 삶의 만족도와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삶의 만족도와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아래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평균 9.41점(SD=5.26), 배우자 관계 만족도

는 평균 7.19점(SD=5.26)으로 삶의 만족도는 0~20점 분포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삶

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1~10점의 분포로 보았을 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 삶의 만족도

(M=10.69)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안한 집단의 경우(M=7.51)보다 높았으며,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M=7.68)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안한 집단의 경우

(M=6.46)보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에 대한 삶의 만족도와 배우자 관계 만족도

변인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유무 n M(SD)

삶의 만족도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경우 546 10.69(5.00)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안한 경우 368 7.51(5.07)

합계 914 9.41(5.26)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경우 546 7.68(1.27)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안한 경우 368 6.46(1.67)

합계 914 7.19(1.57)

2.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했는지의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는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교육수준, 취업유무, 월평균 가구총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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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였다.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했는지의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 3>을 통해

서 제시하였다. 먼저,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경우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18, p < .001). 즉,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삶의 만족도(N=913)

B SE β

독립변인

 배우자와의 여가활동a     2.341 .338     .218***

통제변인

 (상수)     -.991 .934

 성별     -.065 .396  -.006

 교육수준      .453 .226   .069*

 취업유무      .353 .424   .031

 월평균 가구 총소득     1.288 .222    .205***

 주관적 건강상태      .843 .193    .139***

R
2

  .187

F 34.868***

*p < .05, **p < .01, ***p < .001.
a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안 한 경우=0,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한 경우=1

3.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했는지의 유무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매개되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는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교육

수준, 취업유무, 월평균 가구총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를 통제하였다. 배우자와의 여

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에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매개변인으

로 영향을 주었음을 살펴보고자,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방법을 이용하여 증

명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변인을 검증하고자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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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경로 a). 둘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경로 b).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을 함께 통제하면 이전에 종속변인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독립변인의 영향

력(경로 c)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거나 감소될 때(경로 c'),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으로서의 실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3단계에

서 독립변인의 회귀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완전 매개변인(perfect mediator)이라 하

고, 독립변인의 회귀 계수가 유의하지만 이전 단계의 회귀 계수보다 감소한 경우를 부분 매

개변인(partial mediator)라고 한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 Baron과 

Kenny(1986)의 이론에 따라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먼저,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배우자 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경로 a),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경

로 b).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배우자 관계 만

족도를 고려하기 전보다 감소해야 한다(경로 c → 경로 c'). 본 연구에서는 경로 a, b, c가 

유의미한지 확인하였고,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의 값이 경로 c와 비교하여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하였다. 그 다음, 이 회귀계수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그림 1]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

              a
<매개변인>

배우자 관계 만족도
    b

c'

<독립변인>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c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

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로 a를 보면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은 배우자 관계 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07, p < .001). 즉 배우자와 함께 여

가활동을 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경로 b를 살펴보면,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 = .37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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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에 대한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경로 a, b)

측정변인
경로 a (n=913) 경로 b (n=914)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a

  .980 .199   .307***

매개변인

  배우자 관계 만족도  1.251 .102   .372***

통제변인

  (상수) 4.692 .273 -6.916 1.006

  성별 -.306 .116  -.093**   .187 .376  .017

  교육수준  .143 .066  .073*   .407 .213  .062

  취업유무 -.096 .124 -.028   .373 .401  .032

  월평균 가구 총소득  .355 .065   .190***   .949 .212   .151***

  주관적 건강상태  .123 .056  .068*   .702 .183   .116***

R
2

.216 .266

F 41.593*** 55.114***

*p < .05, **p < .01, ***p < .001.
a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안 한 경우=0,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한 경우=1

마지막으로 경로 c를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β = .218, p < .001), 배우자 관계 만족도를 투입하면,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β = .115, p < .001).

<표 4>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에 대한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경로 c)

측정변인

 경로 c (n=913)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a

 2.341 .338   .218***  1.237 .336   .115***

매개변인

 배우자 관계 만족도  1.127 .107   .335***

통제변인

 (상수)  -.991 .934 -6.281 1.016

 성별  -.065 .396 -.006  .279 .376 .025

 교육수준  .453 .226  .069*  .291 .214 .044

 취업유무  .353 .424  .031  .461 .401 .040

 월평균 가구 총소득 1.288 .222   .205***  .888 .213   .141***

 주관적 건강상태  .843 .193   .139***  .704 .183   .117***

R
2

  .187   .276

F 34.868*** 49.254***

*p < .05, **p < .01, ***p < .001.
a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안 한 경우=0,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한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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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 대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에 제시하였다. 경

로 a, b의 Test 통계량은 4.569(p < .000)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관계 만

족도가 배우자와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에 대한 배우자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Input Test Statistic

a  .980

4.569***
b 1.251

Sa  .199

Sb  .102

제5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

으로 각광받는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은퇴 후 여가활동

을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베이

비붐 세대에 속한 40~50대에서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고, 이와 같은 영향력이 배우자관계 만족도로 인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함께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활동을 할 경우 배우자관계 만족

도가 증가하며 이와 같은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

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들은 여가활용에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

계청의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2009)을 주제로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들의 여가활용법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휴식, 수면, 가사일 등의 비율이 높고 여가의 

본질이라고 간주되는 공연장 등의 여가활동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이라

고 할 만한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입장률은 노인의 경우 10% 이하의 굉장히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스웨덴과 같은 외국의 노인 여가 실태를 보면 문화예술 

관람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5~74세 노인의 클

래식 음악회, 뮤지컬 관람률은 오히려 44세 이하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태만을 보고 비교하기 어렵지만, 노인 여가산업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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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노

인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돋보였다. 게이츠헤드(Gateshead)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

이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었다. 또 비영리법인인 타이네사이드시네마는 매주 금요일 아침에 노인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선호하는 영화와 상영시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

으로 회원제 운영의 Silverscreen 모임을 만들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노인들의 

니즈가 겉으로 표출되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그것을 탐색하고, 알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활발한 문화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다양한 활동참여의 경험, 취미나 자기개발을 해온 

베이비붐 세대들 대다수에게는 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

존 노년 세대와는 달리 여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부

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2010)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선호되는 

여가활동으로 운동, 산책, 등산, 독서 등의 순으로 정적인 여가활동보다는 동적인 여가활동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후기 베이비

붐 세대일수록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문화를 지원하고 진흥하는 것은 그들의 여가 문화적 자산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문화 능력을 개발시켜주기에 여가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욕구를 채

워줄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소

극적 여가에서 벗어나 영역의 무한한 확대가 가능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은 다

양한 주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베이비부머의 선택권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들을 위한 문화와 여가의 정책적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해

야 한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주무부서는 노인과 문화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는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

이다. 둘째, 정책의 실행 주체는 지역사회 단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top-down 방식보다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각 특성에 맞게 모델을 개

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노인의 니즈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의 문화예술 소양이 충

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노인의 연령, 계층,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개별적 접근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한국 노인의 특성은 가족관계이다. 중·고령자들의 노

년기 삶은 배우자 중심의 가족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형태가 부모-자

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 노년의 삶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가구구성에 있어 서울의 경우 부부가구가 29.3%, 독신가구가 26.3%

를 차지하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이는 전국 수치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이 있지만 

노년기 가족은 자녀보다는 배우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를 향상시키기 



130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위한 정책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중년 여성이 남편들과 소원해진 관

계에 대한 보상심리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 한류에 편승하는 현상이 몇 년 째 언론에 보

도되고 있다. 일본 여성에게 한류에 대한 열정은 콘서트, 여행, 박물관 등의 소비성 문화예

술 여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여가가 그들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

이 아니라 가족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머니투데이, 2010). 한국 중년들이 일본의 전철

을 밟지 않으려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두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우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증가하는 여가활동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가 다양하므로 

그들의 지역, 계층별 욕구에 적합한 여가문화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 나

아가 사회참여활동이 줄어드는 중․노년기에 여가문화 및 활동을 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

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회의 일원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가 향유할 수 있

는 그들만의 문화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연극 <친정엄

마>, <늙은부부 이야기>, 가수 조용필 콘서트, 뮤지컬 <맘마미아>는 그들의 생애과업에 관

련된 내용을 다루고, 젊은 시절 들었던 가요 및 팝송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 기획, 유통 단계에 있는 담당자

들이 베이비붐 세대를 타겟으로 삼아 세분화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

야 할 점은 단순히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를 겨냥한 자극적 컨텐츠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

로서의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범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성공적 노화의 인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건전한 컨텐츠를 구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향후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와 그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는 중년층 이상을 구성원으

로 하는 청춘합창단을 만들어 큰 화제가 되었다. 여기서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문화수용 뿐 

아니라 문화생산까지 참여하는 문화적 성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베이비붐 세

대의 문화적 수준은 젊은이들의 생각보다 더 높고 열정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미국 

시카고의 ‘매더라이프 웨이즈’라는 회사가 시니어를 위한 스타벅스인 ‘매더카페 플러스’를 

만들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 재테크, 컴퓨터, 언어, 여행, 쇼핑, 요리, 영화 등의 다양한 문

화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한다(서울시․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2008).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

인을 타겟으로 한 사례가 민간부문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시니어복합 

문화공간은 우리나라에도 실버 전용 호프집으로 알려진 ‘먹고 갈래 지고 갈래’(매일경제, 

2008)를 성공사례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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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또 민간부문이 시니어 문화 컨텐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을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에게 물리적·인식적 접근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요즈음 복지 프

로그램은 바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찾

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노인 전용 좌석을 배치하는 섬세한 노력이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들이 쉽게 문화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인

식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는 미디어에 익숙하고,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을 제

한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넷째,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소득수준에 맞게 여가

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보편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몇 가

지로 설명할 수 있더라도 이들 안에는 가지각색의 삶이 공존한다. 그러므로 개별화된 전략

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실버산업에서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된

다. 타겟으로 하는 대상이 너무 다양한 소득수준이라면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

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텐츠 기획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여가 보장은 소득보장, 의료보장만큼이나 노인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들의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와 보람 등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전

반적인 생활만족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여가생활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소득수준에 맞게 여가를 즐기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미 조사 및 수집되어 있는 패널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력을 매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의 파악이 

다소 어려웠고 이는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종단연구가 

아닌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 세대들의 배우자관계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의 향상에 있어 배우자와의 여가생활 

참여가 영향을 미치지만, 온전히 배우자와의 여가생활 참여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엔 어려운 

설계방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가 아닌 종단 연구를 설계하여 여가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간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이 변수는 조사 기관의 문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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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변수의 

다양한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계점을 보안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속변인을 삶의 만족도에 반하는, 즉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까지 포함하

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의 

편의상 연구대상의 특성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은퇴 후 여가생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

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 서울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로 한정했으며 코딩된 자료의 특성

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정확한 연령 구분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뿐 아니라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45-55세의 베이비붐 세대들을 조

사함으로써 그들의 은퇴 후 여가생활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예측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지

역, 연령, 혹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매개됨을 밝힘으로써, 여가를 개인이 아닌 가족의 차원에서 바라보았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혼자, 친구, 혹은 타인과 하는 여가가 아닌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를 살펴봄으로

써,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여가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양한 연령을 다루지 않아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여가활동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던 기관, 시설에서 이

루어지는 여가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여가의 의미에서 탈피하여, 문화, 영화, 공연, 스포츠, 

산책, 조깅, 등산, 운동과 같이 확장된 여가의 의미를 고려하여 여가의 또 다른 측면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b)의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고 밝

혀졌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도시거주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며, 

여러 도시들 중에서 서울지역으로 한정지어 다양한 지역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도시의 대표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

비붐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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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출산 현상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문제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출산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 논문의 목적은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출산력의 양(quantum), 템포(tempo) 그리고 가임기 여

성의 수로 요인분해하고 각각의 요인이 출생아수의 변화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나아가 이를 반영한 출산정책을 제시하여 출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 논문에서는 Sobotka, Lutz 그리고 Philipov(2005)가 제시한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필요

한 모든 출생아수, 모친의 연령별 출산순위별 출생건수(15세-49세) 등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

았다. 우선 전국수준에서 요인분해 방법을 실시하고, 지역 간의 차이점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도 수준에서 

동일한 방법을 다시 실시하였다. 전국수준의 경우 부정확성이 존재하는 1970~80년의 출생 건수 데이터는 

제외하고, 1981~2009년의 데이터만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시도수준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최대한 고

려하여 1992~2010년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수준에서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 초반까지는 템포(tempo) 효과가 다른 요인에 비해서 출생

아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1990년 중반부터 출산력의 양(quantum)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수는 1990년 중반에 정

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여성들의 가임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아수 감소는 출산력의 양(quantum)

의 감소 및 가임기 여성의 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7년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2000년 이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여러 원인들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쇄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각 가정

의 경제적 위기감은 출산지연으로(tempo) 이어지고, 이러한 각 가정의 장기적 출산지연은 소규모 가족 선

호사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선호사상이 확산(diffusion)되면 반영구적인 실제 출생아 수 감소(quantum)

로 이어질 수 있다. 동 논문은 이러한 현상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동 논문은 지역별로 각각의 효과적인 출산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수준의 차이 및 특성을 고

려하여 위에서 제시한 요인분해 분석을 시도 수준에서도 실시하였다. 전국수준에서도 관찰되었듯이 시도수

준에서도 1990년 후반부터는 quantum이 fertility decline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

은 tempo효과에 관한 것으로, quantum에 비하면 fertility decline에 대한 영향력은 작지만 시도별 차이가 

뚜렷했다는 점이다. 광역시의 tempo효과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반면, 각도의 tempo효과는 기준년(1991

년)과 대비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시(광역시)의 여성들이 지방의 여성들보다 출

산을 더 많이 지연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발표 _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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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수의 규모는 시도 전반에 걸쳐 1990년 중반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전국 수준에서의 추세와 일치한다. 특히 부산 (-31.61%), 강원도 (-33.15%), 충청북도 

(-30.01%), 전라남도 (-33.46%) 그리고 제주도(-32.23%)의 경우 감소세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수

준이므로, 각 시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 논문의 지역별 요

인별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각 시도의 정책입안자들이 각 시도별로 맞춤형 출산정책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대표적인 tempo 개선 정책의 예로는, 교육제도 개선(학위취득 기간 단축 등), 고졸취업자 지원, 신혼부

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병영제도 개선(병역기간 단축, 전문직업군인 체제로 변환 등)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각 개인이 자신의 주요 생애사건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tempo 효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표적인 quantum 개선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절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현물지원, 세금

면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출산을 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pro-natal policy(quantum에 초점)를 펼쳤지만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주요 생애사건에 대하여 각 개인의 주도권이 얼마간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각 개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출산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tempo정책을 실시하여 period fertility를 단기간에 올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quantum 정책을 병행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cohort fertility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논문은 출산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별 요인별로 분석하여, 전국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출산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자료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정책의 효율이 전국적․지역적으로 극대화되길 바란다.

Ⅰ  Introduction

The expression of ‘lowest-low fertility’ was coined by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to 

indicate a period in which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stands at 1.3 or below. This 

terminology accurately re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and has triggered a 

substantial volume of research on fertility decline in Korea. Intensive studies are being carried 

out by demographers to find causes and solutions for fertility decline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Korea. There is a great deal of 

literature that explores links between the low levels of TFR and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tempo distortions). In their 1978 paper, Donaldson and Nichols (1978) state that 

changes in fertility in Korea is limited to changes in period fertility and the timing of fertility 

has not received the attention it deserves. In addition, they further emphasize that it is vital 

to document the changes in tempo in conjunction with the decline in period fertility 

(Donaldson and Nichols, 1978)

Yet, there have not been serious efforts in addressing Korea’s rapid fertility declin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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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the effects of tempo distortions on the period Total Fertility Rate (TFR) due to 

changes in the timing of childbearing. The observed TFR consists of 2 distinct components: 

(1) a quantum component (equals to the TFR without tempo distortions) that observes the 

level of fertility in the absence of tempo distortions and (2) a tempo component that is 

responsible for advancement or postponement of births (Bongaarts, 1999). Therefore, it is 

crucial to analyze both components in order to capture an accurate and a complete picture 

of future fertility trends in Korea.

The impact of tempo distortions on fertility has been investigated notably by Ryder (1964) 

and Bongaarts and Feeney (1998, 2006). Bongaarts and Feeney (1998) have suggested a 

simple method that removes such tempo effects from the TFR, so called the tempo-adjusted 

fertility. Since then, other researchers (Bongaarts and Sobotka 2010, Ortega and Kohler 2002, 

Schoen 2004) have attempted to improve methods that remove tempo distortions. Barkalov 

(2005) used ‘age-parity-birth interval standardized indicators’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tempo 

and quantum effects on the Russian fertility changes in the 1980s and 1990s. Sobotka, Lutz 

and Philipov (2005, hereafter referred to as SLP) used a simple method that decomposes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births into changes in the ‘mean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changes in fertility level (quantum) and changes in the timing of childbearing 

(temp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ly SLP (2005)’s decomposition method to Korea’s birth 

data to measure the magnitude of each component (tempo, quantum, and mean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affecting the number of births in the context of the extremely low 

fertility in Korea. In particular, the period from 1997 to the 2000s is of special interest 

because Korea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which has presumably impacted 

the childbearing patterns in Korea as represented in which the TFR fell below 1.3 signaling 

the commencement of lowest-low fertility. The decomposition of Korea’s fertility data into the 

4 components mentioned above enable us to identify notable changes or patterns in these 

periods that might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 explaining Korea’s recent childbearing 

patterns.

First, the decomposition method is applied to the fertility data at the national level. At the 

later section of this paper, the same decomposition method is applied to the fertility data at 

the regional level.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analyses, this paper attempts to show how 

main factors of fertility (tempo, quantum, mean generation size, interaction) influence the 

fluctuations of the number of births in Korea. Furthermore, instead of implementing a 

uniform fertility policies to all regions in Korea, this analytical method enables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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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lement customized policy measures both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by exploring 

the magnitudes of influential factors. Such customized policy measures are not only cost 

effective but will als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Ⅱ  SLP Decomposition Methods

This section briefly explains the main concepts of the SLP decomposition method. The 

main objective of this method is to utilize multiplicative indexes to separate the effects of 

fertility quantum, tempo and the mean generation size on the total number of births. SLP 

starts their decomposition method by linking the observed number of live births B in a year 

t with the period TFR based on the works of Calot (1984):

Mean generation size (G) = 


   
[1]

G = 




















[2]

where   is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 and   is the age-specific total population of 

women. As shown in equation [1] and [2], G is the number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which are weighted at each age x by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fertility at this age to the 

total TFR. The index of tempo distortion   (TFR divided by tempo adjusted TFR) is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tempo distortion due to fertility postponement. SLP’s tempo adjusted 

fertility rat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method proposed by Kohler and Ortega (2002). For 

simplicity, this paper uses the tempo adjusted TFR (adjTFR) of Bongaarts and Feeny (1998) 

which is also a tempo free indicator which essentially yields similar result to the method 

proposed by Kohler and Ortega (2002). As an illustration, if there is no fertility 

postponement, ideally the value of   equals to 1. If the value of   falls below 1, then it is 

an indication that the fertility postponement is present since adjusted TFR exceeds the TFR in 

the numerator. Using the equations [1] and [2], SLP estimates the ‘hypothetical number of 

births' which supposedly has no tempo effects which suggests that no number of births lost 

or gained due to tempo effec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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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rther extension of equation [3] yields equation [4] below which expresses number of 

births B in the year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births in the year  by introducing 

the indexes of change to capture the relative change between (, )

        
  

  
[4]

where    
 

 
 represents the relative change in mean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between (, ) and    
 

 
 represents the relative change in fertility 

quantum between (, ). Using the indexes of change mentioned above, the change in 

number of births between (, ) is expressed as below:

∆   ∆∆ ∆ ∆ [5]

the changes in the magnitude of each factors between ( , ) are computed as follows:

∆       


  [6]

∆        


  [7]

∆        


  [8]

where ∆ captures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irths due to tempo distortions; ∆  

computes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irths due to changes in fertility quantum; ∆  

reflects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irths due to the changing mean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  describes all interactions between ∆ , ∆  and ∆ . The 

two way and three way interactions can be computed as follows:

∆         [9]

∆         [10]

∆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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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termining the magnitudes of tempo, quantum and the 

mean generation size effects

1. At the national level

The decomposition methods described in section Ⅱ is applied to Korea’s fertility data 

(accessed and downloaded from Statistics Korea’s homepage, Statistics Korea, 2011). Figure 1 

shows the mean age of mother by birth order of 1
st
, 2

nd
 and 3

rd
 child. As shown in the figure 

1, the mean age of mothers increased steadily from 1981 suggesting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and increase in tempo distortions. The mean age of mothers by birth order of 

2
nd

 and 3
rd
 child stabilized briefly from 1981 to 1984 before displaying a steady rise signaling 

the onset of fertility postponement.

Figure 1: Mean age of mother by birth order of 1
st
, 2

nd
 and 3

rd
 child

Figure 2 shows that Korea experienced a rapid decline in the number of births where the 

number of births decreased by half in just the past 20 years. There was a sharp fall in the 

number of births in the early 1980’s and this fall corresponds to the sharp increase of tempo 

distortions which is reflected in index  . Shortly after the steep fall,   rebounded and 

peaked in 1995 reducing the size of tempo distortions. However, it decreased again with the 

outbreak of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dditionally, Figure 2 shows that the index of 

quantum change displays a steady pattern of decline pushing the number of births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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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shows that the mean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steadily increased and 

peaked in the mid 1990s, then started to decline thereafter. This decline suggests that the 

mothers born in the baby boom period have passed their active reproductive ages and the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is not being sufficiently replenished with new potential 

mothers to reverse suc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potential mothers.

Figure 2: Fluctuations in the total number of births in respect to the reference year (1983) 

and the relative tempo effects, quantum change, and the mean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in Korea

Similar to the analysis performed by SLP(2005), Table 1 provides the mean absolute number 

of annual births missing or gained due to the tempo, quantum and the mean generation 

size and interaction effect among these factors. The mean missing or gained births in each 

year is found by subtracting the mean annual births from the hypothetical births, which is 

free of tempo effects, in the reference year t0. Missing or gained birth are also further 

decomposed by each factors. Table 1 shows that for the observation period of 1984-2009, 

quantum (-18.49%) and tempo (-14.30%) effects dominated the fluctuations in the number of 

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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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uggests that the tempo effects were a significant factor in driving the decline in 

total number of births until the early 1990s. The increase in the mean generation size of 

potential mothers in the 1990s was not strong enough to provide any significant impact in 

which to offset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irths. However, since the mid 1990s to date,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irths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fall in fertility 

quantum combined with declining size of potential mothers. 

Table 1. Mean absolute number of annual births missing or gained by factors

Reference year t0 1983

Period for analysis 1984-2009

Births in reference year t0 769,155

Hypothetical births in t0 838,889

Mean annual births 601,727

Mean annual missing or gained births -237,162

Decomposing Mean annual missing or gained births by factors(Relative to the reference year t0)

Tempo -120,031 (-14.30%)

Quantum -155,163 (-18.49%)

Mean generation size 23,778 (2.83%)

Interaction 14,254 (1.70%)

Total Missing Births (1984-2009): -6,166,207

Decomposing total missing births by factors (Relative to the reference year t0):

Tempo -3,120,813

Quantum -4,034,230

Mean generation size 618,230

Interaction 3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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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composition of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births due to tempo, quantum, 

mean generation size of mothers and interactions among these factors.

2.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dominance of fertility quantum decline 

at the national level

A close examination of Figure 3 reveals that since the mid 1990s to date, the decline in 

fertility quantum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fall in the number of births in Korea relative 

to other factors mentioned in this paper. As previously hypothesized a pattern is observable 

from the period of 1997 to the 2000s. The magnitude of tempo distortions that drives the 

decline of total number of births steadily increases from 1997 and reaches a peak in 2004. 

Then it steadily decreases from 2004 to date. It is important to provide some possible 

explanations to such variations in tempo distortions from 1997 to the 2000s. Furthermore, a 

detailed investigation is necessary as for what has happened that induced a gradual decrease 

in tempo distortions since 2004.

2-1. Economic conditions

One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caused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in Korea. High unemployment induced the postponement of marriage among 

young people. Orsal and Goldstein (2010) constructed statistical model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economic conditions on the TFR using the panel dataset for 22 OECD countries 

(this dataset excludes Korea and includes Japan). The purpose of their model was main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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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the “explanation of short term variations in fertility”. They observed that good 

economic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a higher TFR which bad economic conditions 

contribute to a lower TFR. Furthermore, the status of economic conditions does not only lead 

to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but it also effects fertility quantum (Orsal and Goldstein, 

2010). In light of Orsal and Goldstein’s reasoning, postponements due to bad economic 

conditions are reflected in the increase of the magnitude of tempo distortions from 1997 to 

2004. However increase in tempo distortions halt in 2004 although economic conditions did 

not improve significantly. This divergence suggests that other than fertility response to 

economic conditions are required to explain such a change in the magnitude of tempo 

distortions after 2004. Possible explanations are briefly discussed below.

2-2. Recuperation of delayed births

Recuperation of delayed births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offers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decreasing trend of tempo distortions from 2004, in which people started 

to recuperate from delayed births and marriage due to the dire economic conditions brought 

by the Crisis. Frejka et al (2010) devise a “recuperation index” that measures the degree of 

recuperation of all postponed births. Using the “recuperation index”, they show that there 

was an “appreciable recuperation among Korean women born in the 1960s and 1970s” (Frejka 

et al, 2010).

2-3. Diffusion

In 2009, Korea’s TFR was 1.15 which is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Rapi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in the last 50 years have decreased the level of fertility in Korea. 

The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fits rather well in explaining the very low fertility occurring 

in Korea. In other words, the theory suggests that the “increase in child survival together with 

rising costs and declining economic value of children is considered to be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of the fertility transition” (Bongaarts, 2006). Yet, the persistence of the lowest-low 

fertility phenomenon combined with the steadily decreasing temporal distortions since 2004 

suggest that the fertility response to economic conditions or the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alone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recent trends of fertility decline in Korea.

As an alternative, theory of diffusion is applicable in explaining the recent changes in 

fertility in Korea. Pollak and Watkins (1993) provide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diffusion of preferences regarding “fertility regulation and family size”. Chung and Das Gupta 



Incorporating tempo, quantum and mean generation size effects into fertility policies❘149

(2007) observe that Korea’s small and homogeneous population characteristics are optimal for 

rapid diffusion of ideas or preferences. They also note that recent decline in the preference 

for sons, initiated among educated urban elites, is due to the swift “diffusion of new 

information and snowballing of adoption” across the Korean population. In Figure 3 of this 

paper, the magnitudes of both tempo distortions and quantum effects in 2007 were the 

lowest for the observation periods of 1997~2009. The TFR of 2007 (1.24) increased from 2006 

(1.11) then fell again in 2008 (1.18). Such a temporary hike in TFR in 2007 is thought to be 

due to the effects of zodiacal preferences on the childbearing behavior in Korea. For 

example, 2007 was the Year of the Golden Pig where there is a belief that babies born in 

these years will live a happy and fortunate life. Lee and Paik (2006) elaborate such effects on 

the fertility and sex ratio at birth in Korea. However, as Chung and Das Gupta (2007) 

demonstrate, parents are becoming less concerned in making childbearing decisions based on 

the animals of the zodiac. Even though the impact of such effects has decreased over the 

examined periods, the cultural belief might still significantly affect fertility decisions.

According to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rend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re is a decline i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to bear.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decreased from 2.06 in 2005 to 1.87 in 2009 for single 

male respondents. For female respondents, that figures decreased from 2.05in 2005 to 1.79 in 

2009 suggesting women feel more pressured in balancing work and household chores. Such 

results support our findings that changes in fertility preferenc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cent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phenomenon of persistent lowest-low fertility coupled with steadily decreasing tempo 

distortions in Korea since 2004 suggest that the recent low fertility trends in Korea is mainly 

due to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 for small family size (reducing the quantum level) 

rather than the change in tempo distortions. This observation deserves careful considerations 

because if the decline in fertility is not attributable to temporal aspects and such trends 

continue in the future due to changes in preferences concerning fertility as previously 

mentioned, then there is a concern that such a decline in fertility quantum could lead to 

permanent reductions in fertility quantum.

3. At the regional level (major observations)

The decomposition methods described in section Ⅱ is applied to Korea’s fertility data at the 

regional level (accessed and downloaded from Statistics Korea’s homepage,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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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 customized fertility policy to different regions since their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re very different. Furthermore, it is vital to identify which factors 

have influence on the fluctuations of the number of births at the regional level, so that policy 

makers in each region could decide whether they should focus more on tempo or quantum 

driven policy or on policies that concentrate on increasing the size of potential mothers. 

The fertility data of 7 metropolitan cities ('Si') and 9 provinces ('Do') are investigated for 

the observation period of 1992~2010. The observation period is selected based on data 

availability. As shown in Table 2 and Figure 4, quantum effects dominate the fertility decline 

all across the analyzed administrative units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s obtained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is a sharp contrast in the direction of tempo effects betwee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refer to the signs of tempo effects in Table 2). Although 

smaller in magnitudes in comparison to quantum effects, the tempo effects still seem to be 

persistent in the metropolitan cities whereas the tempo effects seem to be significantly 

mitigated in the provinces. This result empirically confirms the general belief that couples in 

the cities are more prone to delay births in comparison to couples in the rural area.

Table 2. The magnitudes of fluctuations on the number of births by factors in relative to 

the reference year

(unit : %)

City/Region Tempo Quantum Mean generation size Interaction

서울 -6.08 -22.43 -22.72 8.39

부산 -3.53 -23.44 -31.61 10.11

인천 -2.63 -23.46 -14.91 4.65

광주 -6.51 -15.48 -3.45 2.18

대구 -0.18 -15.06 -26.52 4.96

대전 -4.60 -16.62 -1.22 1.09

울산 -5.72 -13.06 -26.29 4.93

경기도 -2.19 -18.32 -1.82 -0.19

강원도 10.49 -18.65 -33.15 1.63

충청북도 7.97 -18.58 -30.01 2.27

충청남도 0.72 -3.06 -20.99 0.42

전라북도 7.35 -16.86 -27.73 2.28

전라남도 -0.07 -7.24 -33.46 3.12

경상북도 5.29 -24.05 -24.97 4.19

경상남도 -1.68 -40.43 -9.21 5.08

제주도 16.56 -20.68 -32.23 -1.28

* Period for analysis : 1992~2010 (Ulsan : 1999 ~2010)



Incorporating tempo, quantum and mean generation size effects into fertility policies❘151

Figure 3: Decomposition of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births due to factors (tempo, 

quantum, mean generation size, interaction)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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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bserved in Figure 2 at the national level, the mean generation size also started to 

decline around mid 1990s at the regional level. It is noteworthy that Pusan (-31.61%), 

Gangwon-do (-33.15%), Chungcheongbuk-do (-30.01%), Jeollanam-do (-33.46%) and Jeju-do 

(-32.23%) have experienced an alarming level of reduction of potential mothers. Policy 

makers in these areas should consider the option of increasing the mean generation size as 

a top priority when drafting their fertility policies. There could be many explanations for such 

a large reduction. One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young people have moved to other 

lucrative places where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to upgrade their lives. Although 

interesting, this paper will not go in details for finding causal mechanism since it goe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By inspecting Table 2, policy makers should be able to 

identify on which factors they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in addressing the current low 

fertility phenomenon.

4. Quantum and tempo policies

As previously mentioned it is important for policy makers to decide which policies, either 

tempo or quantum policies, to implement for policy effectiveness. In this section, examples of 

quantum and tempo policies are presented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olicies. Lutz and Skirbekk (2005) propose several policy options that address the tempo 

effects in low fertility countries which includes education reforms. They propose that reducing 

the years in school would stop the rising mean ages at childbearing which is one of the 

many examples of tempo policies. In essence, tempo policies are related to shortening or 

removing barriers that hinder individuals taking control of their own major life events such as 

marriage, finding a job, compulsory military services and so on. In Korea's unique context, 

reducing the period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s is a possible form of tempo policy. Of 

course, reducing the military service period must accompany substantial investments in other 

areas, for example, upgrading weapon systems, gradually moving from conscription policy to 

hiring well qualified professional soldiers, flexible policies that allow married soldiers to 

commute from their home and so on. It is also important that government provide sufficient 

policy measures for high school graduates to smoothly secure their places in our society. The 

policy measures should focus on concrete social and economical measures so that they do 

not feel that they have been deprived of better opportunities by not getting a college 

education.

Best known quantum policies include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for additiona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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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entioned before, good economic condition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rtility leve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olicies geared for economic developments are another forms of 

quantum policies. Public education system reform which leads to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cost incurred by households is another form of quantum policy. Despite of Korea's 

pronatalist (quantum) policy measures, the fertility level continues to remain low. For that 

reason, Lutz and Skirbekk (2005) recommends “considering the option of tempo-related 

policies”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Tempo and quantum effects have complex interaction 

that can not be completely explained. However, prolonged tempo effects seem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quantum decline. Therefore policies that address both tempo and 

quantum effects should be implemented. The immediate goal should be increasing the period 

fertility in the short term in the hope of increasing the cohort fertility in the long term.  

Ⅳ  Conclusion

Since the mid-1990s the declining fertility quantum effect has been influencing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births in Korea. At the national level,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intensified due to dire economic conditions, as reflected in the increase in the magnitude of 

tempo distortions from 1997 to 2004. Recuperation of delayed births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is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decreasing trend of tempo distortions from 

2004. The persistent lowest-low fertility coupled with steadily decreasing tempo distortions in 

Korea since 2004 suggest that the recent low fertility trend in Korea is mainly due to rapid 

diffusion of preference for small family size rather than a change in tempo distortions.

At the regional level there are significant variations amo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fluctuations of the number of births between the administrative units.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enables policy makers whether they should focus more on tempo or 

quantum driven policy or on policies that focus on increasing the size of potential mothers. 

Tempo and quantum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jointly considering the local 

circumstances and cost effectiveness. So far quantum focused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have not been successful. Implementing tempo-related polic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quantum-related policies in the rural areas should be reviewed as an option. Policies that 

focus on increasing mean generation size are also urgent in some selected cities and 

provinces. It often takes a long time before any fertility policies start to show their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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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goals. Often times, many of them fail to achieve their policy objectives. That's why 

policy makers should carefully design fertility policies based on a sound methodology instead 

of implementing a uniform policy that disregards the impacts of major factors(tempo, 

quantum, mean generation size, interaction). Until more effective policies that focus on 

addressing the impacts of such major factors are implemented in our society, it is likely that 

the diffusion of low fertility preferences will continue at its accelerated rate which is a sign 

that Korea has already fallen into the “Low Fertility Trap” (Lutz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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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은 “황혼육아”라 지칭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되는 시점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이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에서 손자

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된 조부모들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또한 조부모의 연령 특성에 따라 65세를 기준으로 중년기 돌봄자와 노년기 돌봄자로의 전이로 나

누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2005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

(2009년)까지에 걸쳐 구축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lS)를 이

용하였으며, 3차년도의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v.3.4로 분석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3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6,629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총 3,96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변인은 독립변수로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의), 종속변수로 우울(3차년도)로 측

정하였고,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설계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포함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종단적 연구설계인 시차효과모델(Lagged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즉, 모든 분석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기간, 결혼여부, 취업여부, 가계 총소득)과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로 생활만족

도(2차년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우울 점수가 3차년도부

터 측정되었음으로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다른 차원인 생활만족도의 사전 점수를 통제하는 것으로 대

체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손자녀 돌봄자가 비돌봄자보다 우울 수준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를 할 경우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를 분석하기 위해, 65세를 기준으로 중년기 돌봄자와 노년기 

돌봄자로 나누어 각각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을 때, 노년기 돌봄자로의 전이의 경우에만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중년기 돌봄자는 비돌봄자보다 우

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 돌봄자는 비돌봄자보다 우울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중년기 돌봄자와는 상반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즉, 노년기에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 경험은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조합해볼 때,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을 통해 수혜자로 자리매김

❙발표 _ 7❙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황혼육아”: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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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로 인한 효과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손자녀 돌봄이 신체적 건강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손자녀

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멤버십 카

드의 제공을 통해 각종 건강시설(물리치료실, 운동시설 및 트레이너 등) 이용 및 의료 관련 혜택을 지원하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조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 외부활동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 노년들이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돌봄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조부모들의 정서와 요구사

항에 따른 멘토링 사업,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손자녀 돌봄을 

통해 조부모, 성인 자녀, 손자녀가 속한 가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내 가족 임파워먼트(family empowerment) 프로그램, 손자녀 학교체계 등 조부모를 둘러싼 다양

한 지원체계들과 결합하여 조부모들의 역량과 책임감 뿐 아니라 조부모가 속한 가족까지 강화시키는데 실

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Kelly, Whitley & Sipe, 2007, 재인용)는 점에서 황혼육아를 통한 가족강화를 장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들에게 노년기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손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 혹은 손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돌봄을 경험한 노년층이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돌봄 봉사를 하거나, 새로 전이를 경험하

는 조부모들에게 멘토링 및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적인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손자녀 돌봄 

지원”이나 “장모 수당”등의 경제적인 지원책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손자녀를 돌보

는 조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보상감을 강화시켜줄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손자녀 돌봄자인 조부모를 저출산 시대의 숨겨진 양육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노년기 조부모의 경우 이러한 돌봄자 역할로의 전이가 우울 수준을 낮춰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가 저출산 문제 완화와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구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근거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저출산 ․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이다. 201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2.01명), 프랑스(1.99), 영국(1.94), 이탈리

아(1.41), 독일(1.38), 일본(1.37) 등 OECD 34개 회원국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동아일보, 

2011. 09. 07).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최근 10년간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도 우

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

자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전망치가 보고되고 있다. 저출산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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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취업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혼여성 중 취업을 한 여성은 51.4%에 이르고 있다(통계

청, 2010). 하지만 여성들의 높아진 사회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육의 발전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은 주로 양적인 확충에 치중하고 있어서 새

로운 아동서비스의 보편화와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김윤옥, 2009). 

여성들이 취업 등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식보육 서비스

보다는 비공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들의 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의 

이유가 공식보육 서비스의 비용과 신뢰성 문제(장혜경 ․ 홍승아 ․ 김영란 ․ 김수정, 2005) 때문

이라는 지적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보육환경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취업모들에게 있어

서 비공식보육 자원이 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대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비공식 

보육서비스는 주로 혈연관계를 통해서 제공되거나, 비공식 시장에서 보모의 서비스를 구매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다(장혜경 ․ 홍승아 ․ 김영란 ․ 김수정, 2005). 최근에는 노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건

강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성인자녀에게 부양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성인자녀의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 ․ 가정 양

립 사회환경 조성과 건강하게 출산 ․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손자녀 양육 지원 정책 또한 마련되고 있다(광주광

역시, 2011). 아울러 일각에서는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을 “황혼육아”라 지칭하고, 언론

에서는 황혼육아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도하는 등,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조선일보, 2011. 07. 06).    

한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연구들의 대다수가 조부

모의 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세대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손자녀의 적응요인을 중심

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며(송요현, 2011), 연구대상을 조부모에 맞추어 진행된 선행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족 부양자와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를 설명함에 있어

서는, 현상에 대한 현재 맥락을 반영하고,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 가족의 특성(linked or 

interdependent lives)을 잘 보여줄 있는 라이프코스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적용한 연

구가 증가하고 있으며,(Marks, Lambert, Jun, & Song, 2008; Moen, Robison, & Demptster- 

McLain, 1995),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Musil 외(2011)는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를 경험할 경우 스트레스와 가족간 갈등 수준 등이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지만, 조부모

의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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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된 조부모들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하

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3차년도 까지 구축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가 배포됨에 따라, 조부

모의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패널 자료의 특성상 돌

봄자 뿐만 아니라 비돌봄자를 포함하여 돌봄으로 인한 문제나 증상의 정도를 특정 연령대

의 일반 집단과 비교할 수 있고, 돌봄의 적응으로 인한 차이를 보다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Haley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2005년)에서 3차년도(2009년)까지 구축된 국민노후보장패널조

사를 이용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부모의 연령 특성에 따라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

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른가?

Ⅱ  이론적 배경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성인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발표한 아동보육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0~3세 영 ․ 유아

의 70%, 미취학 아동의 35%는 최소 낮 동안에 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해 돌보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취업률 증가, 맞벌이 부부의 보편화로 인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기존에 부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던 조부모의 역할이 손자녀 돌

봄에 있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조부모의 역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

겠다(김미숙, 2010).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1.4%에 이르고 

있으나(통계청, 2010) 취업모의 다양한 근무여건과 자녀 연령에 적합한 보육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조부모는 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양육자의 부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겠다(정미경, 2005) 

생애과정상에서 결혼, 자녀 양육, 은퇴 등의 주요한 과업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손자

녀를 돌보게 되는 것은 노인에게 정신건강 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

다. 줄어든 사회활동과 자녀의 출가 등으로 얻게 된 여유 시간과 기타 여력을 자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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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사용하고자 했던 노인에게는 손자녀 돌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스트레스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이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성인 자녀의 경제활동에 일조할 수 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족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

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년층도 있을 것이다.   

손자녀 돌봄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에 얻는 안녕감이나 보상감, 복지감, 만족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들을 보고

하고 있는 한편(김미영, 2001; 김오남, 2007; 박지은, 2009) 우울, 스트레스,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측면 또한 보고되고 있다(권인수, 2000; 강미란, 2003; 김봉미, 2005; 이성주, 2007).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노년기가 신체적으로 체력이 저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육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외부활동에의 제한으로 고립감

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또,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성인 자녀와 갈등을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백경흔, 2009; Jendrick, 1994; Minkler & Roe, 1996; Hayslip, 

Henerson & Lambert, 1998).

반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노인이 

유능감을 느끼거나 심리적 소외감이 줄어들고, 손자녀 돌봄 활동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 개

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 성인 자녀에게 자신이 짐스럽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urton & Devries, 1992; King & Elder, 1998; 권인수, 

2000; 한혜자 ․류창희 ․ 이영세, 2001).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에 대해 연구

한 김문정(2009)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노인이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존감

과 삶의 의지를 높이는 등 조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가족 부양자와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를 설명함에 있어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Cook, Cohler, Pickett, & Beeler, 1997; 

Kramer & Lambert, 1999; Marks, Lambert, Jun, & Song, 2008; Moen, Robison, & Demptster-McLain, 

1995; Moen, Dempster-McClain, & Williams, 1992; Zhan, 2002). 이는 생애과정 관점이 현상

에 대한 현재 맥락을 반영하고, 상호의존적인 가족의 특성(linked or interdependent lives)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이를 설명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양은 대부분 

장기간 지속되고, 부양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진다는 점에서 부양 

연구에서 생애과정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와 함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르면 노인은 생물학적 변화와 육체적 건강의 약

화를 제외하고는 중년과 동일한 사회적 ․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퇴 등의 사회적 

역할부재에 대신할만한 활동을 찾아 사회참여를 추구한다(Neugarten et al., 1961). 즉, 노년

기에 생활만족과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실된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장인협 ․ 최성재, 1996). 이때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 활동



166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은 노년기의 역할 상실 혹은 감소를 대체하고,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일반적 개념인 이성 중심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돌봄활동을 생산활

동의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으나(김승용 ․ 정미경, 2006) 최근 들어 가사노

동, 자원봉사 및 돌봄활동 또한 광범위한 의미의 생산활동으로서 재개념화 되고 있다

(Herzog et al., 1989). 특히 자녀의 돌봄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중대한 사회

적 노동이라는 가치인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됨에따라(강희경 ․ 조복희, 2003; 김영란, 2003), 

자녀의 돌봄활동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경제적 보상이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혜경, 

2004; 장혜경 ․ 홍승아 ․ 김영란 ․ 김수정, 2005).     

한편, 이제까지 실시되어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손자녀를 돌보

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횡단 자료를 수집하여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실제로 조부모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으로 인

해 유의미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보다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손자녀 돌봄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다 명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노년기의 우울

정신건강의 부정적 차원의 하나인 우울(Depression)은 사람의 감정 중 두려움, 불안, 슬

픔, 즐거움, 놀라움, 분노 등과 같은 정서상태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고 부적응 상

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이민숙 ․ 김나영, 2007). 이영호(2006)에 따르면 우울은 노

인성 정신장애로 분류되며,  심할 경우에는 자기비하, 무력감, 의욕상실, 절망감, 죄책감 등

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불면, 식욕상실, 두통, 체중의 감소 및 성욕의 감퇴 등과 같은 신

체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김기정 ․ 표갑수, 2008). 우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정서 중 하나지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생애시점별로 연령군에 따른 우울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노인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 및 불

안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김윤정, 1999; 허준수 ․ 유수

현, 2002; 최영애, 2003).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신장애로는 기질성 정신장애(organic 

mental disorder)와 노인성 치매가 있지만 우울 또한 비기질적 정신장애(nonorganic mental 

disorder)로써 자주 나타나는 장애라는 견해가 많다(Atchley, 1991). Gerner(1989), Krause(2004), 

Lawrence 외(2006) 등은 노인우울이 젊은 층과는 달리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쇠퇴와 

각종 질환, 사회로부터의 감정적 고립, 가족 ․ 친인척 및 친구와의 사별, 경제적 어려움, 은

퇴, 교육수준 및 성격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김지미 ․ 이정애, 2010 재인용). 또 노

후생활에의 적응에 문제가 있을 때, 소외 및 외로움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거나 알맞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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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원체계를 얻지 못할 때에도 노인우울이 나타난다(이평숙 ․ 이영미 ․임지영 ․ 황라일 ․

박은영, 2004).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고승덕 ․ 송애리 ․ 최윤신, 2001). 

한편, 고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 우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

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2009년에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노인은 14만7,721명으로 2004년 8만40명에서 5년 

새 65.9%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 노인 가운데 우울증 환자 비율도 노인 10만

명당 2만5,979명으로 26%에 달해 2004년(18%)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 비율이 높아 전체 우울증 노인 14만여명 중 10만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일보, 2011. 03. 14). 우울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

인 우울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

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75세 이

상 자살률은 10만명당 무려 160명이 넘는 수준이다(메디컬 투데이, 2011. 09. 27) 고령일수

록 자살률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자살률은 123.3명으로 가장 높고, 70대 83.5명, 60대 52.7

명, 50대 40.1명 등의 순이다(매일신문, 2011. 09. 10).

우리나라 노인 우울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신체건강수

준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강희숙ㆍ김근조, 2000; 김미혜 ․ 이

금륭 ․ 정순둘, 2000; 고승덕 ․ 송애리 ․ 최윤신, 2001; 김경자, 2002; 강영희, 2005; 김현숙 ․ 김희

영, 2007)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서경헌 ․ 김영숙, 

2003; 이미진 ․ 이가옥, 2005; 김병수 ․ 장홍석 ․ 이준영 ․ 서국희 ․ 홍진표 ․ 함봉진 ․ 조맹제, 2003). 

또, 연령이 높고,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만성질환이 있고, 수입이 없는 경우 우울감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승덕 ․ 송애리 ․ 최윤신, 2001; 최영애, 2003; 이미진 ․ 이가옥, 2005; 

허준수 ․ 유수현, 2005; 김기정 ․ 표갑수, 2008).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노인의 우울위험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진순 ․금란 ․ 손태용 ․ 홍금덕, 1999; 오미나, 2003) 사회적 지

지의 상실은 노년기 삶의 만족 저하와 우울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인정, 

2007; 양순미 ․임춘식 ․ 오윤자, 2007) 더불어,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단체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으면 노년기의 사회적응도가 높아지는데(허정무 외, 2005), Gazmaraian 외(2000)에 의하면 

활동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활동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김기정 ․ 표갑수, 2008 재인용). 즉, 노인이 생산적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경우 생활 만족도와 정신건강상태를 증진시키므로 생활 활력이 노인의 우울감 감소

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김기정 ․ 표갑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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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령자의 정의 

중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중고령자가 처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 고령 인구를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는 많은 노년학자들에 의하면, 고령 인구는 3개 계층으로 분리된

다. Neugarten(1974)은 연소 노인(young-old, 55~64세), 은퇴자들이 많이 포함된 중고령 노인

(middle-old, 65~74세), 신체적으로 약하고 고립된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 노인

(old-old, 75세 이상)하였고, 60~74세 연소노인(young-old), 75~84세 중고령 노인(middle-old), 

85세 이상의 고령노인(old-old)(Atchley, 1988), 또는 연소노인(young-old, 55~65세), 노인(old, 

66~85세), 최고령 노인(oldest-old, 86세 이상)등으로 구별하기도 한다(Carey, 2003; 윤지은, 

2009 재인용).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을 규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65세 기준은 국

제적으로 고령화 사회나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연령으로써 65세 

이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피부양 인구로 규정된다(윤지은, 2009).

그러나 경제활동 연구에 있어서 고령자 또는 중고령자에 대한 연령 기준은 대체로 노년

학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낮은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

상을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령자는 정책 대상으로

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력을 가진 자 가운데 고령자를 규정하는 것이다(윤지은, 

2009). 또한 65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합의된 규정은 없어서 경제활동 연구에 있어서 중고령자라

는 용어는 정확히 어떤 대상을 말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구자순, 2002). 이와 같이 중고령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노인 복지 증진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으로 규정하

고 있는 65세를 기준으로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lS)의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9년)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3차년도의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v.3.4를 사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만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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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가구와 만 50세 이상의 개인 및 그의 배우자 8,68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널조사의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6,629명을 대상 중 

결측값을 제외한 총 3,9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패널 조

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돌봐주

고 있는 손자녀가 있습니까?”의 문항에 응답한 경우를 선정하였다. 이 때, 국민노후보장패

널조사에서의 ‘돌봐주고 있는 손자녀’는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손자녀와 가까운 곳

에 거주하는 비동거 손자녀를 포함하며, 응답자 및 응답자의 배우자가 거의 도맡아 돌봐주

는 손자녀’를 의미한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를 포함하는 세대단위로 측정하였기 때

문에 2차적으로는 “손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의 문항에 ‘배우자 혼자’인 경

우를 제외하고, ‘본인’과 ‘함께’라고 대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년도에서는 손자녀 

돌봄자가 아니었으나, 2차년도에는 손자녀 돌봄자가 된 경우를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로 

보았으며, 준거집단으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손자녀 돌봄자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인 경우는 166명이고, 손자녀 비돌봄자는 3,801명이었다. 

또한 이를 노인이 되는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64세 이하의 돌봄자(이하 ‘중년기 돌봄자’)

와 65세 이상의 돌봄자(이하 ‘노년기 돌봄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측정변인

1)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취업여부, 가계총소

득)과 1차년도 생활 만족도 점수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성=0’, ‘여성=1’로 측정하였는데, 돌

봄자 집단과 비돌봄자 집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고,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를 기준으로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하였다. 이를 다

시 55세를 기준으로 54세 이하, 55세 이상~64세 이하로 구분하고, 74세를 기준으로 65세 이

상~74세 이하,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돌봄자 집단은 평균 64.39세, 비돌봄자 집단은 평

균 67.68세로 약 3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 이상=4’로 측정하였는데, 돌봄자 집단과 비돌봄자 집단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

음=0’으로 측정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취업여부는 ‘취업=1’과 ‘비취업=0’으로 측정하였다. 돌봄자 집단은 비돌봄자 집단보다 비

취업자가 많았다. 가계 총소득은 결측치를 평균값으로 대체한 후 ‘1,000만원 미만=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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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2’,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3’, ‘3,000만원 이상=4’로 나누

어 측정하였다. 돌봄자 집단은 약 2,842만원, 비돌봄자 집단은 약 2,194만원으로 돌봄자 집

단이 비돌봄자 집단 보다 가계 총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기술통계

단위: 빈도(%)

변인 구분
돌봄자 

(N=166)

비돌봄자

(N=3,801)

성별
남성  47(28.3) 1,539(40.5)

여성 119(71.7) 2,262(59.5)

연령

54세 이하 18(10.8)   159(4.2)

55세 이상~64세 이하 66(39.8) 1,173(30.9)

65세 이상~74세 이하 69(41.6) 1,723(45.3)

75세 이상 13( 7.8)   746(19.6)

M(SD) 64.39세(7.25) 67.68세(8.04)

교육수준

무학 이하  25(15.1)  842(22.2)

초등학교 졸업  85(51.2) 1,509(39.7)

중학교 졸업  29(17.5)  635(16.7)

고등학교 이상  27(16.3)  815(21.4)

취업여부
비취업 118(71.1) 2,125(55.9)

취업  48(28.9) 1,672(44.0)

결혼여부
배우자 없음  46(27.7)  988(26.0)

배우자 있음 120(72.3) 2,813(74.0)

가계 총소득
M

(SD)

28,429천원

(27,774.73)

 21,944천원

  (24,048.62)

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측치의 차이로 인해 n수가 다를 수 있음.

2) 독립변인

독립변인인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는 1차년도에는 돌봄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가 2차년

도에 돌봄자 역할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 1, 2차년도 모두 비돌봄자인 경우가 

준거변수로 사용되었다. 

3)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우울은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년도부터 측정되었으며, Derogatis(1977)가 개발

한 간이정신진단검사 도구 SCL-90-R을 김광일 등(1984)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총 

9가지 차원의 정신진단검사 목록 중 우울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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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설계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단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를 포함시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론하는 모델인 ‘시차내생변수를 포함하는 모델(Models with Lagged 

Endogenous Variables)’을 적용하였다(전혜정, 2004). ‘시차내생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은 종속

변수의 사전점수를 통제하기 위해 1차년도의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함께 방정식의 우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본 모델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i2 = α+ β1Yi1 + β2Xi + ei2”

이러한 ‘시차내생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은 어떤 시기에 측정된 값을 독립변수로 이용하느

냐에 따라 하위모델로 나뉘는데, 이 중 사전의 독립변수 값을 이용하는 ‘시차효과모델

(Lagged Effect Model)’을 채택하였다. 즉, 모든 분석에서 1차년도의 종속변수의 점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국민노후보장패널

의 경우 우울 점수가 3차년도부터 측정되었음으로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다른 차원인 

생활만족도의 사전 점수를 통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귀하의 생

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손자녀 돌봄자

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른지 알아

보기 위해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우울의 일반적 경향 

<표 2>에는 전체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우울에 대해 제시하였고, <표 3>에서는 65세를 기

준으로 중년기와 노년기를 나누어 각각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우울을 나타냈다. 전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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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비돌봄자보다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자로의 전이가 비돌봄자 역

할의 유지보다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다시 연령에 따라 나누어 중년기 돌봄자와 

중년기 비돌봄자를 비교하였을 때, 중년기 돌봄자는 중년기 비돌봄자보다 우울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 돌봄자와 노년기 비돌봄자를 비교하였을 때, 노년기 돌

봄자는 노년기 비돌봄자보다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에는 돌봄자로

의 전이가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과 달리, 노년기에는 돌봄자로의 전이로 인해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표 2>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우울

변인
돌봄자 비돌봄자

n M(SD) n M(SD)

우울 166 21.73(10.05) 3,763 23.50(10.64)

<표 3> 연령에 따른 돌봄자와 비돌봄자의 우울

변인

돌봄자 비돌봄자

중년기 돌봄자 노년기 돌봄자 중년기 비돌봄자 노년기 비돌봄자

n M(SD) n M(SD) n M(SD) n M(SD)

우울 84
21.73

(10.49)
82

21.73

(9.65)
1,324

20.94

(9.01)
2,439

24.88

(11.18)

2. 돌봄자 역할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

부, 취업여부, 가계 총소득)과 2차년도 생활 만족도 점수가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1) 돌봄자 역할로의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표 4), 돌봄자로의 전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377). 즉,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 경험

이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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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돌봄자로의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우울(N=3,924)

B β

(상수) 40.505

성별   .454    .021

연령    1.158***    .087

교육수준    -.712***    -.070

결혼여부   -1.429***    -.059

취업여부   -1.855***    -.087

가계 총소득    -.626***     -.067

생활 만족도(2차년도)   -5.070***    -.335

돌봄자로의 전이
a 

-1.377    -.026

R
2

.212

F 131.633***

*p < .05, **p < .01, ***p < .001
a

준거변수는 비돌봄자임.

3. 연령에 따른 돌봄자 역할로의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연령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취업여부, 가계 총소득)과 2차년도 정신건강 점수(생활 만

족도)가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이 때, 노인이 되는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중년

기와 노년기로 나누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령에 따른 돌봄자 역할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조부모의 연령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표 5), 중년기 돌봄자로의 전이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B = -.402). 반면에 노년기 돌봄자로의 전이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B = -2.497, p < .05). 즉, 노년기에 접어든 조부모만이 손자녀 돌봄자 역할로의 

전이를 경험할 경우에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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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에 따른 돌봄자 역할로의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64세 이하(N=1,405) 65세 이상(N=2,519)

B β B β

(상수) 40.181 46.735

성별  .611 .032   .060 .003

교육수준    -.705** -.072     -.888*** -.086

결혼여부    -2.801*** -.109   -1.300** -.054

취업여부   -1.483**  -.080    -2.504*** -.108

가계 총소득   -.217 -.025     -.829*** -.083

생활 만족도(2차년도)    -4.442*** -.326    -5.341*** -.341

돌봄자로의 전이
a 

  -.402 -.010   -2.497* -.040

R
2

.172 .196

F 41.365*** 87.361***

*p < .05, **p < .01, ***p < .001
a

준거변수는 비돌봄자임.

Ⅴ  결론 및 논의

손자녀 돌봄자로의 전이를 경험할 경우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를 65세를 기준으로 중년기 돌봄자와 노년기 돌봄자로 나누어보았을 때

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중년기 돌봄자의 경우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졌으나, 노년기 돌봄자의 경우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층에 따라 손자녀 돌봄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기에는 손자녀

를 돌봄 활동으로 만족감이나 보람감을 크게 느끼거나 이를 생산적 활동이라고 여기기 보

다는, 유급 노동에 종사하거나 동년배 집단과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

다. 그러나 노년기의 경우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에게 손자녀를 

돌봄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려를 위해 자신이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육아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력을 길러낸다는 점에서 국

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생산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중요한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

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조부모에게 만족감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노년기의 

경우 사회적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유

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손자녀 돌봄 활동이 성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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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의 주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조부모-성인 자녀 관계 증진에 기여하여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기와 노년기라는 인

간발달단계에 따라 손자녀 돌봄자로의 역할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조합해볼 때,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을 통해 수

혜자로 자리매김하고, 이로 인한 효과가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손자녀 돌봄이 신체적 건강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황

혼육아”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 돌봄 활동이 노년기 조부모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일

각에서 우려하는 조부모의 신체 건강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지

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를 위하여 이들에게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혜택을 강화하고, 손자녀 돌봄 조부모를 위한 의료비 멤버십 카드를 제공하여 질

병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거나, 맞춤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각종 건강시설(물리치료실, 

운동시설 및 트레이너 등) 이용 관련 혜택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조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조부모

들이 받는 양육스트레스의 이유를 크게 1) 사회적 외부활동의 제한, 2) 양육스트레스로 구

분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돌봄

으로 인하여 사회적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여행, 문화센터 놀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에

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해 노년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도 외부에서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책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 돌봄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조부모-성인 자녀, 조부모-손자녀 등 세대간 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조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케어할 수 있는 멘토링,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손자녀 돌봄을 통해 조부모, 성인 자녀, 손자녀가 속한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내 가족 임파워먼트(family 

empowerment) 프로그램, 손자녀 학교체계 등 조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지원체계들과 결합

하여 조부모들의 역량과 책임감 뿐 아니라 조부모가 속한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Kelly, Whitley & Sipe, 2007).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의 맞

벌이, 저출산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가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황혼육아가 어떠한 역

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황혼육아

를 통한 가족강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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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들에게 노년기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급증하는 노년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바람직

한 해결책이 교육을 통해 의식구조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자녀 돌봄을 

노년층의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손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손자녀 돌봄을 성

공적으로 이행한 조부모들이 늘어가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검증된다면, 돌봄을 

경험한 노년층이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돌봄 봉사를 하거나, 새로 전이를 경험하는 조부모

들에게 멘토링 및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적인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손자녀 돌봄 지원”이나 “장모 수당”등의 경제적인 지원의 확대도 고려 가능하다. 이러

한 정책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보상감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지출에 대한 조부모

의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세부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 여부와 아동을 

맡기는 부모의 취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둘째, 정신건강은 여러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만 분석에 사용하였

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3차년도 자료부터 우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시차효과모델을 사용시 우울의 사전의 통제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노년기 돌봄자는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노년기 대상은 2007년을 기준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인 코호

트의 경우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확

률표집법에 의한 대규모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기존

의 횡단적 연구설계와는 달리 종단적 연구설계를 채택하여 돌봄자로의 전이 경험을 살펴보

고 우울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는 점,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우울 점수를 통제함으로써 

모델의 설명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부양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

구는 65세를 기준으로 중년기와 노년기로 나누어 각각의 돌봄자에 대해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비돌봄자 집단을 준거 변수로 분석하여 돌봄자의 전이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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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손자녀 돌봄자인 조부모를 저출산 시대의 숨겨진 양육 자원

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노년기 조부모의 경우 이러한 돌봄자 역할로의 전

이가 우울 수준을 낮춰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가 저출산 문제 완화와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구 활용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근거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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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이 3층 노후보장체계의 중추로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공적연금을 보완하며 나아가 자본시장의 규모확대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납입단계, 운용

단계, 지급단계별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첫째, 부담금의 납입단계에서는 의무 적립수준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보다 2.5배에 달하는 공

무원연금과 비교하여, 추가부담금의 기여 없이는 퇴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2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통계청과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한 소득공제 

규모가 2009년 기준 총 한도 300만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함을 밝혀, 기존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제시

하던 소득공제 한도 확대방안의 부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매칭형제도의 확대를 제시하

고, 매칭형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으로 활성화의 동기를 제시하였다. 

둘째,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가 일반계좌에서 비과세되는 부분까지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상쇄됨을 밝혔다. 따라서 과세이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퇴직연금

계좌가 가진 장점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반계좌에서 운용되는 상품의 비과세소득은 퇴직연금제도의 범주에

서도 비과세되도록 조치가 취해지도록 제안하고, 그 방안으로 상품 거래와 펀드 결산 시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셋째, 지급단계에서 연금수령의 과세체계를 고려해볼 때 일시금 대비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공적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보다 불리하게 개정하는 방안은 과도한 중간정산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며, 

연금소득공제 확대를 늘리는 방안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분리과세 상한선을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적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연금소득자의 세무

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금소득세율 5.5%는 퇴직소득세율을 상회하는 측면이 있으

므로 연금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발표 _ 8❙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퇴직연금 과세체계 개선 방안

Towards a More Rational Pension Tax Policy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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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진입에 있어 기록적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

례 없는 고령화의 진행은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재정수지의 악화,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 등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부터 개인적 차원의 문제까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급속히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림 1]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자료 : UN. (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에서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며, 특히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

축이 그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개혁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고, 이 

중 기업연금의 강화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 고령화의 

진전은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적연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렇게 발생되

는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한 역할을 사적연금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은 가입률 및 납입금액 측면에서 빈부의 격차가 투영되어 사회안전망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고,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인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에서 공공성을 띄는 국가적 대안

의 중심이 된다. 또한, 기업연금의 성장은 자본시장의 수급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함과 동

시에 시장 규모 확대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와 더불어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견상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완성하였다.2) 그러나 2011년 6월말 기준, 전

1) UN은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로, 21% 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

2)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순으로 구축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인데, 우리나라

는 1993년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른 가계저축 감소로 인한 제도권에서의 자금이탈을 상쇄할 목적 등의 측

면에서 개인연금이 먼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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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약 70%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3) 또한 퇴직급여의 수령 시 연금형태로 급여

를 수령하기 보다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와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

러한 퇴직연금제도의 미정착은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기능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퇴직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노후소득원의 핵심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금융시장의 규모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

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 후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퇴직연금제도 관련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의 납

입단계, 적립금의 운용단계, 급여의 지급단계 등 각 단계별로 나누어 현재 과세체계를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본

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3층 노후보장체계의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와 

그와 관련된 과세제도로 한다.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나 퇴직보험제도 및 퇴직신탁제도는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퇴직급여제도라는 전체적인 개념에서만 포괄적으로 분

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다만, 과세체계 비교연구를 위하여 개인연금,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

금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과세체계에 관한 현행법령 및 규정, 개편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다. 현행 세법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적연금 관련 법령을 포함해서 퇴직연금제도 이외의 분야에 제공되는 세제혜택과 조세지

원 사항들을 비교 연구한다. 그 밖에 각종 국내외 문헌연구와 관련자료, 설문조사자료, 통

계자료 등을 분석한다.

3) 금융감독원. (2011). 2011년 6월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게시



186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 방향�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제2장  퇴직연금제도 개관 및 현황

2.1 퇴직연금제도 개요

2.1.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유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 퇴직보험, 퇴직신탁을 대체할 목적으로 마련된 근로자를 위

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기업이 급여의 지급 시 일부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및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4)로 구

분하고 있으며, 특례조항으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기업형IRA)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5) 

이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기업형 IRA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 이외에 근로자 개인

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자금의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액까지는 세제혜택이 부

여된다.6)

과거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해 노후자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된다는 문제점을 지

적 받아왔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주

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간 중에 확정급여형(DB)

이나 확정기여형(DC) 제도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개인퇴

직계좌를 통해서 노후까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다.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 규약이 노동부에 신고, 수리되어야 한다. 근로자대표

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사용자가 설정

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능하지

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시와 같이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규약이 수리되면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 간에 운용관

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각 계약별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선

4) 2011년 7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과거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용어를 기준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6) 2012년 시행될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IRA에 대한 추가부담금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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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단일 금융기관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다른 금융기

관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복수의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두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절차 전반은 통상 퇴직연금

사업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1.2 퇴직연금제도의 변천

퇴직연금과 같은 근대적인 모습의 노후보장제도는 1889년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 April 1815 – 30 July 1898)가 도입한 초창기 노령 ․ 장애보험으로 규

정된다. 물론 19세기 전에도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는 노후보장수단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리스 ․ 로마 시대의 군인에게 지급되던 평생연금이나, 중세시대에의 신부나 신도가 받던 연

금 등이 그것이다.7) 우리나라 역시 고려 말기에 ‘과전’8)이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한 관료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존재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초창기 사회보장 프로그램

을 시초로 보는 이유는 제도의 성격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8세기 이

전에 보여지던 제도들은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로써 존재했다기보다는 특정 계층과 특정 

계급의 품위 유지 명목의 기득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제도가 범사회

적 노후보장 시스템으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은퇴 이후의 삶이 길지 않았고, 현대와 

같은 핵가족 체제가 아닌 다음에서야 후손들의 지원을 통해 노후를 연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인류가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노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시

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형태의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자생

적으로 발생되었다. 17세기 일본에서 시행된 ‘노렝와케’9)와 American Express의 확정기여형 

연금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이 후, 금융기관이 매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

되었고, 현대식 퇴직연금은 미국이 세제 우대 퇴직연금을 도입하고(1942), General Motors가 

채택하면서(1952) 보급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

준법이 1961년 12월 4일 제1차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명시하면서 마련되었다.10) 1997

년 새롭게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도입으로 퇴직금의 조기 소

7) 로마에서는 군인으로 20년 근무하고 예비역 5년을 마친 자에게 평생연금을 지급했고, 중세시대에는 퇴직한 

신부나 신도의 재직 중의 기여도에 따라 교회가 ‘코로디(Corrody)’라는 연금을 지급했다.

8) 과전(科田, 1391~1466)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퇴직한 관료에게 허용한 토지로, 후에 토지가 부족해지

자 폐지되었다. 이 밖에도 세종 때는 의정부의 정승을 지내고 나이가 들어 벼슬을 물러난 자에게 녹을 감하

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세조 3년(1457)에도 이들에게 녹을 지급하기 위해 봉조청이라는 직제를 제정하

고 후에 봉조하로 개정한 바 있다.

9) 노렝와케(暖簾分汁)는 종업원들에게 같은 옥호를 사용하는 분점을 차려주던 관행을 말한다.

10)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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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근거가 없었

기 때문에 법정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웠

다.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예치제도로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가 각각 1998년, 2000

년에 도입되었는데,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IMF 구제금융 요청으

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발족된 노사정위원회11)는 1998년에 퇴직금제도 개선을 의제

로 채택하였다. 2001년에는 당시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퇴직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제안하였고, 이 의제가 경제사회소위원회로 이관되어 2년에 걸친 논의를 거치게 된

다. 그러나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정부입법이 추진되면서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되었다. 결국 2004년 12월 

29일 기해 정부입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연금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8월에 시행령, 9월에 시행규칙이 차례로 공포되었다.12)

2.2 퇴직연금시장의 현황과 특징

2.2.1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

[그림 2] 퇴직연금 적립금규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2011). ’11.6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금융권역별, 전체).

11) 1997년 12월 26일 대통령 당선자가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노사단체 지도부에 요청하면

서 이듬해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월 6일 발표된 합의사항에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을 포함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2) 19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어 퇴직금의 연금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금지급의 개념을 갖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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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약 36.6조원(365,904억원)으로 매년 

약 2배씩 성장세를 시현중이다.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112,861개소로 전체 사업장 

대비 7.5%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 14.7%로 4인 이하 사업장

의 도입률 3.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1.4% 수

준이다.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월대비 월평균 증가율은 약 13% 정도인데 12

월만을 따로 평균하면 30%를 웃돈다. 12월의 적립금 증가율이 다른 달의 경우에 대비하여 

2배 이상 급증하는 이유는 신규 퇴직연금 계약증가에 따른 자금의 유입과 기존 계약의 추

가자금 납입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연말 실적향상을 위해 평균보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신규계약 체결을 통한 신규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는 결산이 12월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산 월이 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부담을 줄일 수 있

는 세무상 절세 가능금액 한도가 정확히 산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12월에 이루

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에 관리하던 퇴직급여제도가 통상12월을 납입일로 정했던 

업무상의 관성이 퇴직연금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10년 12월에

는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법인세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적립금 유입액이 기존을 크게 

상회하였다.

퇴직연금의 적립금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데에는 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혜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역할이 주요했다

고 평가된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가 충분한 수익을 담보하지 않는 

수준임 에도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경쟁 속에서 자가발전하며 제도의 질을 높이는데 기

여했다.13)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감독당국의 역할부재, 관련규정의 개

선 지연으로 일부 부정적인 결과들을 양산하기도 했는데, 시장의 경쟁구도와 자산구성 등

이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신규유치 경쟁심화는 사후관리 및 운영으로의 자원투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제도별 적립금의 규모를 보면 확정급여형(DB)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입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입장에서 기존 법정퇴직금제도,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

도에서의 전환충격 측면을 볼 때, 확정급여형(DB) 제도가 개별 근로자의 역할을 크게 요

구하지 않는 등, 구조적으로나 실무진의 업무차원에서도 기존 제도와 유사성을 띄기 때문

으로 풀이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개별 근로자를 모두 대면하고 제도

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제도도입에 대한 동의절차, 투자성향의 분석, 적합한 상품의 제공

과 서류 징구, 전산등록작업 등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시간과 비

13) 2011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퇴직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그리

고 기타 상품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적립금대비 연 2%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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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확정급여형(DB) 제도로의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인 측면만을 본다면, 귀납적으로도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퇴직연금 제도의 

성장 초기에는 확정급여형(DB) 제도 중심으로 구성되다가 향후 확정기여형 (DC) 제도로 중

심이 이동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제도 유형별 적립금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2011). ’11.6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금융권역별, 전체).

[그림 4] DB/DC Asset split, change over the last 10 years

      자료 : Towers Watson. (2011). Global Pensions Asset Study.

2.2.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주가폭락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퇴직

연금 자산은 주식형 상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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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 정도의 비율로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어느 한 상품에 편중되지 않고 

자산을 일정한 균형에 따라 나누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과 채권 뿐 아니라 실물자산이나 헤지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자산의 규모

가 꾸준히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그림 5] Aggregate P714) Allocation from 1995 to 2010

      자료 : Towers Watson. (2011). Global Pensions Asset Study.

[그림 6] 자산유형별 적립금 운용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2011). ’11.6월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금융권역별, 전체).

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자산의 운용현황을 보면 91%이상이 원리금보장(금리)형

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약 6%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ELS와 국공채를 

포함한 예수금 형태의 대기자금 및 단기자금으로 3%가 배분되어 있다.

14) Australia, Canada, Japan, Netherland, Switzerland, UK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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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주요 선진국처럼 시장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과거와 같이 저

축을 통한 자산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시대에 도래해 있다.

[그림 7]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실질금리 추이1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8] 업권별 퇴직연금 자산배분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2011). ’11.6월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금융권역별, 전체).

따라서 퇴직연금 자산을 원리금보장(금리)형으로 운용하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로 자산

을 운용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90%이상

의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업권별로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증권사를 제외한 은행 및 보험

사들의 자산은 극단적으로 원리금보장(금리)형에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형적인 구

조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투자에 대한 올바른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

15) 국고채 및 산금채는 시장금리, 정기예금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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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적립금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방향과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퇴직연금 자산이 원리금보장(금리)형 일색으로 구성되다 보니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쟁력

이 퇴직연금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나 적절한 자산배분 및 상품운용 능력보다는 

제시하는 금리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실 없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

의 금리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고금리 선호 풍조와 금리경쟁 체제

는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었다. 이런 시장 환경은 금융기관들 간에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발

시켰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고금리 일색으로 대변되자 감독 

당국에서 관련 현상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16)

2.2.3 소결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퇴직연금의 확대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 사회가 연착륙시

키는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노후보장시스템의 안정

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방향성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시장참여자들

의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 규모의 증대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범위 확대, 합리적인 자산배분과 운용의 

선진화, 부담금 수준의 상향과 중도소진의 제한, 연금지급 기능의 강화와 수요확대를 위한 

혜택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2009년 퇴직연금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

용에 따르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세제와 관련된 요구가 약 46.5%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인식과 요구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의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퇴직연금

이 고려해야 할 핵심기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퇴직연

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진일보해야 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시장 무문별한 고금리경쟁에 대한 지도(2010년 4월 6일), 퇴직연금 원리금보

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 마련(2011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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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자료 : 류건식, 이상우. (2009).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과세체계 및 문제점

3.1.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체계 (E-E-T형)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과세체계는 우리나라가 연금소득 전반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E-E-T형 방식이다. E-E-T 방식은 최종적으로 급여가 발생하는 수령단계에 과세하는 방식으

로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17)

[그림 10] E-E-T형의 단계별 과세

     자료: 금융감독원

17) E-E-T형 방식과 달리 연금의 납입 단계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운용 및 수령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

을 따로 구분하여 T-E-E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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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기인 납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또는 손비인정)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낮춰 실직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금가입자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추가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적연금의 과세방식

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인다. 공적연금은 

추가기여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소득에서 공제하여 기여 단계에서 전액을 과세 이연하는 

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공제 한도(합산하여 연400만원)를 두고 있어 한도를 초과

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거꾸로 T-E-E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그림 11]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른 소득분류 및 과세방법

     자료 : 삼성증권

퇴직급여의 수령 형태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각 수령 형태별로 소득분류

와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퇴직소

득으로 분류하여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소득의 발생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과세는 일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통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축소시키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근속년수를 토대로 연분연승법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과

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하고, 지급하는 시점에 5.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단,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

은 타 연금소득과 합산한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부

여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5월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

별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고 과다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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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이미 납입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3.2. 부담금 납입단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기여하는 것이 가능

한데, 납입에 대한 강제성 없이 세제혜택만으로 추가납입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

금은,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2009년 12월 31

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보수월액18)에서 기준소득월액19)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부담률 역시 기준소득월액의 5.525%수준에서 2012년 까지 7%로 점진적으

로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매월 적립금은 정부가 납

입하는 부담금과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의 약 21%에 상당하는 수

준으로, 의무 적립수준만을 비교할 때 확정기여형(DC)의 8.33%보다 2.5배 높은 규모로 볼 

수 있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단지 연

간 급여의 1/12수준으로 적립금이 누적되며, 이는 OECD, World Bank 등이 제시하는 퇴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20%20)에 비춰볼 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1> 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차이

구분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추가기여 급여공제 방식으로 의무
확정급여형(DB) 가입자: 불가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자율

납입금액
기준소득월액(비과세소득제외,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7%
납입한도 없음.

소득공제 납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자료 : 금융감독원

실제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평균적인 퇴직일시

금 및 퇴직연금의 충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18) 보수월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

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퇴직연금에서의 평균임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19)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던 성과급여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2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운영 매뉴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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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정기

승급지수

소득분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천원)

1 2 3 4 5 6 7 8 9 10

30 1.00000 618 1,073 1,431 1,748 2,006 2,239 2,548 2,834 3,454 4,673

31 1.04801 647 1,124 1,500 1,832 2,102 2,347 2,670 2,970 3,620 4,897

32 1.09603 677 1,176 1,568 1,916 2,198 2,454 2,793 3,106 3,786 5,122

33 1.14404 707 1,227 1,637 2,000 2,295 2,562 2,915 3,242 3,951 5,346

34 1.19205 736 1,279 1,706 2,083 2,391 2,669 3,037 3,378 4,117 5,570

35 1.24007 766 1,330 1,774 2,167 2,487 2,777 3,160 3,514 4,283 5,795

36 1.28808 796 1,382 1,843 2,251 2,584 2,884 3,282 3,650 4,449 6,019

37 1.33264 823 1,430 1,907 2,329 2,673 2,984 3,395 3,776 4,603 6,227

38 1.35906 840 1,458 1,945 2,375 2,726 3,043 3,463 3,851 4,694 6,351

39 1.38548 856 1,486 1,982 2,422 2,779 3,102 3,530 3,926 4,785 6,474

40 1.41190 872 1,515 2,020 2,468 2,832 3,161 3,597 4,001 4,877 6,598

41 1.43832 889 1,543 2,058 2,514 2,885 3,221 3,665 4,076 4,968 6,721

42 1.46474 905 1,571 2,096 2,560 2,938 3,280 3,732 4,150 5,059 6,844

43 1.49116 921 1,600 2,134 2,606 2,991 3,339 3,799 4,225 5,150 6,968

44 1.51758 937 1,628 2,171 2,652 3,044 3,398 3,867 4,300 5,242 7,091

근로소득액 및 가구주의 연령의 전체평균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2> 전체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2011, 2Q)

구분 가구주연령 (세) 근로소득 (천원) 소비지출 (천원)

전체평균 45.53 3,494 2,437

1 분위 53.36  954 1,096

2 분위 46.65 1,656 1,610

3 분위 44.11 2,209 1,871

4 분위 44.79 2,699 2,218

5 분위 43.58 3,097 2,294

6 분위 43.51 3,457 2,513

7 분위 45.79 3,934 2,652

8 분위 43.69 4,375 2,913

9 분위 44.72 5,333 3,217

10 분위 46.87 7,215 3,976

자료 : 통계청

전체평균에 승급률을 반영하여 연령별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

면 다음과 같다.

<표 3> 근로자가구 연령별 (30~55세)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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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정기

승급지수

소득분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천원)

1 2 3 4 5 6 7 8 9 10

45 1.54400 954 1,656 2,209 2,699 3,097 3,457 3,934 4,375 5,333 7,215

46 1.57043 970 1,685 2,247 2,745 3,150 3,516 4,001 4,450 5,424 7,338

47 1.59685 986 1,713 2,285 2,791 3,203 3,576 4,069 4,525 5,515 7,462

48 1.62327 1,003 1,742 2,323 2,837 3,256 3,635 4,136 4,600 5,607 7,585

49 1.64969 1,019 1,770 2,360 2,883 3,309 3,694 4,203 4,674 5,698 7,709

50 1.67611 1,035 1,798 2,398 2,930 3,362 3,753 4,270 4,749 5,789 7,832

51 1.70253 1,052 1,827 2,436 2,976 3,415 3,812 4,338 4,824 5,880 7,956

52 1.72895 1,068 1,855 2,474 3,022 3,468 3,871 4,405 4,899 5,972 8,079

53 1.75537 1,084 1,883 2,512 3,068 3,521 3,931 4,472 4,974 6,063 8,202

54 1.78180 1,101 1,912 2,549 3,114 3,574 3,990 4,540 5,049 6,154 8,326

55 1.80822 1,117 1,940 2,587 3,160 3,627 4,049 4,607 5,124 6,246 8,449

  

<표 3>에서 추정한 월평균 근로소득을 토대로, 30세부터 55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되

는 45세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을 소득분위별로 미래가

치 (FV)와 현재가치(PV)로 각각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가치의 할인을 위한 물가상승률

은 3%, 연금 산출의 예정이율은 4%로 가정하였고 연금수령기간 동안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표 4> 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 수령액

소득

구분

현재월평균

근로소득

(천원)

퇴직일시금 수령액 퇴직연금 월 수령액 (25년간)

FV(천원) PV(천원) FV (천원) PV(천원) 소득대체율(%)

1 분위 954 27,518 20,476 141 105 11.01

2 분위 1,656 47,790 35,560 245 182 11.01

3 분위 2,209 63,736 47,426 327 243 11.01

4 분위 2,699 77,857 57,933 399 297 11.01

5 분위 3,097 89,344 66,481 458 341 11.01

6 분위 3,457 99,743 74,218 512 381 11.01

7 분위 3,934 113,494 84,450 582 433 11.01

8 분위 4,375 126,219 93,919 647 482 11.01

9 분위 5,333 153,857 114,484 789 587 11.01

10 분위 7,215 208,150 154,883 1,068 794 11.01

산출된 결과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11% 정도로 추

산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대체 적정수준인 20%를 기준으로 볼 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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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적극적인 추가기여가 없이는 퇴직연금이 사회적 보장 제도로써 노후 삶의 경제적

인 안정성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

로 할 때,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추가기여금을 

소득분위별로 산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추가납입액

소득

구분

현재월평균

근로소득 

(천원)

소득대체

적정수준

(천원)

퇴직일시금

(천원)

적정일시금

(천원)

부족액

(천원)

필요액/연

(천원)

1 분위 954 191 27,518 49,982 22,465 1,786

2 분위 1,656 331 47,790 86,803 39,014 3,102

3 분위 2,209 442 63,736 115,768 52,032 4,137

4 분위 2,699 540 77,857 141,417 63,560 5,053

5 분위 3,097 619 89,344 162,282 72,938 5,799

6 분위 3,457 691 99,743 181,170 81,427 6,474

7 분위 3,934 787 113,494 206,147 92,653 7,366

8 분위 4,375 875 126,219 229,261 103,042 8,192

9 분위 5,333 1,067 153,857 279,461 125,604 9,986

10 분위 7,215 1,443 208,150 378,076 169,927 13,510

<표 5>에서 산출된 연간 추가납입 필요액은 연평균 급여의 15.6% 수준이며, 소득분위별

로 볼 때, 1, 2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연 400만원 이상의 추가기여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한도(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액을 대폭 확대하거나 별도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것은 설

득력이 낮아 보인다.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실제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납부되는 금액은 전체 연

말정산 신고자를 평균할 때 총 소득공제 한도액의 9%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득수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을 따로 평균해도, 추가납입액이 총 한도의 절반을 넘지 못

한다. 이런 연유로 소득공제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안

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늘린다고 하더라도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21)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6>과 같이 고소득 근로자(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은 3%

를 넘지 못한다는 통계는 소득공제 확대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1) 전승훈, 강성호, 임병인. (2007). 개인연금의 가처분소득탄력성과 세제혜택. 보험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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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체 근로자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소득공제 규모 추이

       자료 : 통계청, 국세청

<표 6> 10분위 분표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2009년)

구분
비과세 포함

급여총계 (천원)

과세대상 총급여액 

(천원)

결정세액

(천원)

실효세율

(%)

전체 37,750 36,966 1,509 4.00

상위10%내 97,779 96,052 10,274 10.51

상위20%내 58,616 57,516 2,501 4.27

상위30%내 46,562 45,629 1,139 2.45

상위40%내 38,750 37,952 479 1.24

상위50%내 32,870 32,182 266 0.81

상위60%내 28,193 27,581 178 0.63

상위70%내 24,269 23,716 118 0.49

상위80%내 20,030 19,502 70 0.35

상위90%내 16,325 15,838 37 0.23

상위100%내 14,107 13,695 12 0.08

자료: 통계청, 국세청

3.3. 운용단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

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퇴직시점의 급여수준과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확정

되는 확정급여형(DB)가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퇴직

계좌(IRA) 가입자의 경우는 적립된 퇴직금을 가입자가 직접 예금, 채권, 펀드, ELS/D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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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성과를 수령하기 때문에, 가용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세제

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1년) 상품으로 운용하는 가입자의 경우를 가

정해보면, 일반계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후 실질이자율이 3.38%

에 불과하나 퇴직연금계좌에서는 4%가 전부 원금에 더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실질이자율

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금의 규모도 더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수령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

도,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는 이자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현행 개인퇴직계좌(IRA)와 같이 추가불입이 자유롭지 않아 원금

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퇴직연금계좌와 일반계좌의 복리효과를 비교해보면 

<그림 13>과 같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금이 

꾸준히 추가 불입된다. 이 경우 복리효과에 일부 희석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13] 운용단계 비과세에 따른 복리효과 (매년 퇴직소득세 정산 후 수령액 비교)

<표 7> 운용단계 비과세에 따른 복리효과 (시점별 퇴직소득세 정산 후 수령액 비교)

구분　
일시 납입 매년 적립

IRA (%) 일반예금(%) 복리효과(%) DC (%) 일반예금(%) 복리효과(%)

5 년 121 118 + 2.70 110 108 + 1.20

10 년 146 139 + 6.64 119 117 + 2.63

15 년 177 165 + 12.18 130 125 +4.82

20 년 214 195 + 29.83 140 134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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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원리금보장(금리)형 상품의 경우 일반계좌에 대비해서 퇴직연금계좌로 운

용할 경우 어느 정도 세제혜택이 부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익증권과 같은 실적배당

형 상품의 경우,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인한 증가분까지 퇴직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불

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직접거래뿐 아니라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도 과세대상에서 제

외된다. 이와 같은 과세원칙은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을 뿐, 급여의 수령 시 전

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즉 동일한 수익증권이라도 가입자가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별도의 

일반계좌에서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퇴직연금에서는 과세대상

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운용단계 비과세라는 세제상의 혜택을 상당부분 상쇄

시키게 되는 것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서는 현재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고,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편입 또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용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와 감독규정의 선진화에 따라, 향후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 주식에의 투자도 허

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4. 지급단계

[그림 14]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른 소득분류 및 과세방법2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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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지급단계의 수령형태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금

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되고, 다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600

만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수령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조항은 2000년 12월 29일에야 신설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

터 연금이 소득화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면서 

연금기여금의 불입액에 대하여는 전액공제(사적연금은 한도 내)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전 

납입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2002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으로 

편입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2002년 이전 불입분은 전액 비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림 15]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그림 16>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22)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적립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퇴직

연금제도의 활성화와 맞물려 연금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세제개선 연구결과들이 연금수령 선택 시 일시금 수령에 대비

22) 공무원연급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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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연금소득공제의 확대, 일시금 수령 시 세제상 

불이익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의 수령기간이 짧거나 퇴직급여 자체가 큰 경우라

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높아져 일시금 대비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수령기간이 길

수록 퇴직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20년간 연금

으로 받는다면 실효세율은 퇴직 소득세보다 낮은 2.86% 수준이다.

<표 8> 연금과 일시금 수령 시 세액부담 비교23)

퇴직급여 일시금 퇴직소득세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실효세율 비교

5 년 (%) 10 년 (%) 15 년 (%) 20 년 (%)

 50,000,000 2.38  2.36 1.21 0.66 0.31

140,000,000 3.39  6.99 3.14 2.58 2.18

200,000,000 3.56  8.96 5.56 3.37 2.86

250,000,000 3.64 10.25 6.88 4.96 3.54

260,000,000 3.66 10.73 7.10 5.22 3.83

그러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편이 세제상 더 유리

한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결론지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

관이 지급 시 일정액을 원천징수 한 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되

는 예납적 원천징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이 이루어

져 타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세가 종결되는 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지급 금융기

관은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되고 소득자가 직접 연간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표 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원천징수 방법

구분 원천징수 및 기타 연말정산

공적연금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단,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음)

사적연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 5%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하지 않음

퇴직연금도 타 사적연금과 같이 예납적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3) 근무기간 20년, 연금의 예정이율 4%, 종합소득공제 360만원(기본공제대상자 2인, 표준공제 60만원)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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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확정되면 기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추징의 여지만을 남겨놓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고지를 통하여 세금을 추징하겠지만,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 5.5%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는 한 별도의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연금수령을 선택하는 수많은 가입자들이 최소 

5.5% 이상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 받는 방안이 있

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불합리한 과다징수를 피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익

숙하던 대부분의 근로자가 은퇴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하여 이행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 편, 국민연금의 수령연령이 65세로 연장된 것과 현재의 정년퇴직연령이 대부분 55세

임을 고려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 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

안 주 소득원으로 퇴직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가교연금”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대체로 

일시금 수령의 경우 보다 훨씬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고,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율 5.5%를 

초과하기 십상이므로 세금 추징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4장  과세체계 개선 방안

4.1 납입액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4.1.1. 매칭형제도 실행을 위한 법인세 세액감면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추가납입을 통

하여 퇴직금재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추가납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유인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공제의 확대를 통해서는 추가납입을 유도하기 어

렵고, 오히려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추가적으로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낮추게 되어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의 저해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과 같이 

본인납입금에 대한 의무화 및 전액공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어 시행의 수월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국

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환기시키고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교육함으로써 근로

자들에게 추가불입이 절실함을 주지시키는 교육과 홍보인데, 이것만으로 극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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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4)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현재의 가용자산의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저축하도록 유인하

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이외의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며 그 중 하나로 매칭형제도

의 확대 및 활성화를 제안할 수 있다. 매칭형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수준을 기업이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에서 401(k)와 같은 확정

기여형 제도에 가입한 기업들은 많은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외국계 기업들 중 일부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한 형태

로 매칭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현행 세제에서는 매칭형제도를 통해 기업이 납입하는 기

여금 역시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보아 전액을 손비 인정하고 있으므로 타 인건비 지급과 

세제상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기업에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매칭형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재의 가용소득이 

아닌 미래 은퇴자금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대비 근로자의 만족

이 극대화되기 위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같은 비용을 들이고 근로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매칭형제도를 실행하기 보다는 성과

급이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칭형제도를 통한 추가부담금에 대해 기업에 부여하는 혜택은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손비인정 외에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들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산출세액에서 매칭형 부담금의 일정비율을 공제하

여주는 방식인데, 세액공제 제도에는 당기 손실에 따른 이월공제 역시 허용되고 있어 손비

인정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매칭형 부담금의 크기와 세액공

제금액이 비례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득실을 고려하여 도입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손비인정과 세액공제가 실효성 측면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

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세액감면은 보다 매력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세액감면이란 산

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로, 매칭부담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도입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실한 매칭형제도를 악용한 세액감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칭형제도의 매칭비율과 한도를 표준화 하거나 또는 기여금의 수준에 대한 법제화 등의 

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24) Duflo, Esther, and Saez, Emmanuel. (2002). “The Role of Informat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Retirement 

Plan Decisions: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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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매칭형제도에 대한 법인세 혜택별 기대효과

구분 방법 기대효과

손비인정

법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을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킴.

타 인건비와 동일하여 퇴직급여로 입

금 요인이 약함

세액공제

매칭한 금액의 일부를 산출세액 에서 공제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

도 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

매칭형 부담금과 세액공제 금액이 비

례하여, 도입여부가 기업의 득실에 따

라 도입이 결정될 수 있음

세액감면

매칭형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법에서 정

한 산출세액의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유사)

매칭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제도 도

입 자체로 혜택이 부여되므로 손쉬운 

도입이 기대됨

세액감면제도의 활성화가 과도한 기업에의 지원이 세수감면을 초래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지원, 투자진작, 일자리창출 등 정책적인 

이유로 법인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곧 도래할 초고령 사회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기업에서 충분히 도입할 여지가 있는 개편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4.1.2. 매칭형제도의 설계 방안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은 가입자의 능동적인 의지에 따라서 부담여부가 달라진다. 가입자

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것임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거나 회사에 통보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추가부담금이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할 때 회

사가 매칭형제도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매칭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매칭형제도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 제도가 

설정되고 실행되도록 기업의 측면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화된 가입절차와 최소

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매칭형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회사의 제도설계와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자동실행 방식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25)

매칭형제도의 설정은, 비율로 기여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급여의 인상에 따른 부담금의 

증대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의 승진 등에 따라 급여공제율을 점차 

높여가는 제도의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25) Madrian, Brigitte C., and Shea, Dennis F. (2001).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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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매칭형제도 설정의 예시 (월급여 100만원 기준)

급여공제

비율 (%)

회사의 매칭부담 

한도 (%)

급여 공제액

(원)

회사의 부담금

(원)

총 추가기여액

(원)

 5 60  50,000 30,000  80,000

10 30 100,000 30,000 130,000

15 20 150,000 30,000 180,000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승진 시 마다 급여공제비율을 늘리면서 동시에 

회사의 기여한도를 축소시키는 제도를 설계하여 제공하면, 회사의 실질부담율을 고정시키

고도 총 기여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최초 설정 시에 공제율을 승급에 따라 늘리

도록 지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경절차를 배제할 수 있어 반발을 최소화하게 되고, 결론

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4.2 운용단계에서의 세제에 대한 개선 방안

E-E-T형 과세체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운용하는 데에 부여되는 혜택으로 인식

되고 있다. 운용단계에서의 전액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퇴직연금계좌에서 정기예금 등 운용수익이 전액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운용하

는 경우라면 가입자는 이자소득세의 징수 없이 이자가 온전히 원금에 더해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 그리고 이들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체계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구조로 보여진다. 즉, 

퇴직연금 이외의 계좌에서 운용했을 경우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퇴직연금계좌 

내에서 운용함으로써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어 과세이연의 장점을 반감시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퇴직연금계좌와 일반계좌에서 동일한 채권혼합형펀드로 1년간 운용한

다고 하면, 이 펀드가 주식과 채권을 운용한 운용수익으로 10.40%를 발생시켰을 때의 세후

손익이 산출되는 구조는 <표 12>와 같다.

<표 12> 퇴직연금계좌와 일반계좌의 세후 손익 비교

구분 퇴직연금펀드 (천원) 일반펀드 (천원)

투자금액 100,000 100,000

편입주식 운용수익 8,000 8,000

편입채권 운용수익 2,400 2,400

비과세대상(주식시세차익분) 8,000

과세대상 10,400 2,400

배당소득세 -370

퇴직소득세 -412

total 109,988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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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조를 볼 때 편입주식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

는 과세구조상 일반계좌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지도록 되어있다.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2 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원천을 구분하여 상장주식

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확정기여형(DC) 계좌로의 입금은 소득공제로, 개인퇴직계좌(IRA)로의 입금은 과세 

이연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계좌와의 과세구조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주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일반

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오히려 과세범위에 포함시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

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을 퇴직연금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운용했을 때의 과세여부는 <표 13>과 같다.

<표 13> 퇴직연금으로 운용 가능한 상품의 소득별 과세여부 (일반계좌로 운용 시)

구분 과세제외 과세

정기예금 없음 소득 전액

GIC(이율보증형) 없음 소득 전액

ELS/DLS 없음 소득 전액

펀드 상장주식 매매차익 주식배당, 채권이자 등

채권 직접거래손익, 원금상승분 액면이자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IRA, 

401(k), Keogh와 같이 운용수익에 대하여 인출단계까지 세금이 유예되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상당한 혜택으로 간주된다. 일례로 1997년 처음 발행된 재무부 인플

레이션 방어증권(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26) 에 대한 투자는 미국정부의 

신용이 뒷받침되고 투자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잠식되는 부분도 헤지가 되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치의 상승분이 전부 과세소

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위한 상품으로 보다 더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타 선진국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을 확대하여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

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계좌에서의 상품운용이 

상당한 매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전술한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26) Inflation과 관계된 상품은 1981년 영국의 국채인 Inflation-linked Gilts 이후로 1991년 캐나다의 Real Return 

Bond, 그리고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에서도 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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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과세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상대적인 불이익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운용되는 상품의 비과세소득은 퇴직연금제도의 범주에서도 

비과세되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용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상품 거래와 펀드 결산 시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구분하고 비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누계 관리하여 인출시점에 소득에서 구분하는 방식 등이 현실적인 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의 개선

4.3.1. 기존 개선안에 대한 검토

현행 연금세제의 문제점은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퇴직소득세보다 높다는 점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중 40%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뿐 아니라 연분연승법으로 계

산하기 때문에 연간 쌓이는 퇴직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율 중 최저세율

인 6%를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급여로 2.4억원을 수령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

직급여로 적립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률공제 40%를 차감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1,200

만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임원

이나 고액연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 

3.96%를 넘을 수 없다.27)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세제개선 연구에서는 일시금 대비 연금 수령의 수요를 늘리

기 위해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더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공제 확대와 퇴직소득세에 대한 공제 축소로 연금수령자의 실효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같은 주장에 힘입어 지난 2010년 12월말

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가 45%에서 40%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세액부담 측면에서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한 구간에 있는 가입자라 할지

라도 실제로 해당 세율을 적용 받기는 쉽지 않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확정 짓는 공적연금

과 달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매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급여의 수령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퇴직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 줄일수록 현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과도한 중간정산 

움직임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가 별다른 소득창출이 없을 것으로 예측

되는 연금수령 시점에 매년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가입자로 하여

금 연금수령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종합과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 편견, 막연한 두려움 역시 연금수령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27) 최저세율 6.6%*(1-0.4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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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분리과세를 통한 대안의 제안

연금소득과세체계상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연간600만원 이상이 되

면 가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분리과세의 상한선인 연간 600만

원은 2001년 연금소득 관련세법의 신설과 함께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소득에 해당하는 연

금이 2001년 이후 불입분만 과세되는 공적연금과 신설된 개인연금뿐임을 고려하여 볼 때, 

600만원이라는 분리과세 상한선에는 퇴직연금을 통한 연금수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는 추가적인 연금소득의 발생과 그간

의 물가상승, 그리고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의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600만원 수준을 상향조

정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더 많은 세금의 납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금

을 수령하는 기간 내내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 종합소득으로 

인한 갑작스런 세금 증가의 위험 때문에 합리적인 가입자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후생활에서 쓰게 될 세후연금실수령액의 예측가

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적 분리과세 신청을 통하여 연금소득자의 세무적 안정성을 높여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기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제도처럼 분리과세 신

청자는 원천징수만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연금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이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금소득세율 5.5%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율을 상회

하는 측면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시 현행보다 저율로 과세하여 퇴직

소득세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퇴직자금 인출 시 보다는 연금방식의 수

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이어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3층 노

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퇴

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착,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2011년 6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10%를 넘지 못했으며, 전체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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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약 70%가 기존 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의 도입현황과 특징을 살

펴보면, 70% 이상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90% 이상이 원리금보장(금리)형으로 편중돼 운용되고 있다. 선진국의 도입사례와 운용형태

를 비교해볼 때, 이러한 현황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도입취지인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등에 부합하

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3층 노

후소득보장체계의 중추로서 공적연금을 보완함은 물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자

본시장의 규모 확대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분

석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가 연금소득 전반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E-E-T형 방식에 대해 

살펴본 후, 부담금의 납입단계, 적립금의 운용단계, 급여의 지급단계 등 각 단계별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제도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담금의 납입단계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립수준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2.5배 많은 규모임을 밝히고, 퇴직연금계정에 추가부담금의 기여 없이는 

OECD와 World Bank등이 제시하는 퇴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2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통계청과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퇴직

연금의 평균적인 소득대체율을 11% 정도로 추산하였고, 기존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제시

하던 소득공제 한도 확대방안의 부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소득공제 한도상향 논리는 현재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데, 사실상 연말정산 신고자의 개인연금 및 퇴

직연금 납부를 통한 소득공제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총 한도 300만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소득수준 상위 10%만을 따로 추려도 총 한도액의 약 40%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은 세수의 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 저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매칭형제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매칭형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퇴직

연금 추가 기여 액에 기업이 일정한도를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을 

통해 동기를 보강하였다. 법인세 혜택은 손비인정과 세액공제, 세액감면 방식이 가능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칭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제도 도입 자체로 혜택이 부여되는 세

액감면 방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추가적으로 매칭형제도의 설계방안으로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논의를 차용한 자동실행 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퇴직연금계좌와 일반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과세체계의 분석을 

통한 개선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퇴직연금계좌는 과세이연을 통해 납세로 

인한 자금의 유출 없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출 시 일반계좌에서 

비과세되는 부분까지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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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전통적인 투자방식인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되는 매매차익이나 원금상승분에 대해서 

일반계좌는 전액 과세를 제외하지만 퇴직연금계좌에서는 과세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어 가입

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세이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퇴직연금계좌가 가진 

장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운용되는 상품의 비과세소득은 

퇴직연금제도의 범주에서도 비과세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퇴직연금계좌는 운용단계

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상품 거래와 펀드 결산 시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구분하고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누계 관리하여 인출시점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대안이 가

능할 것이다.

셋째, 지급단계에서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체계를 고려해볼 때 일시금 대비 불리할 수 있

다는 점과 공적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원천징수 한 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예납적 원천징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대부분 납세가 종결되는 반면, 퇴직연

금은 5.5% 원천징수 후 소득자가 직접 연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정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익숙하던 가

입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하여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정한 세금만을 납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추징과

세의 여지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논의된 퇴직소득세

를 보다 불리하게 세법을 개정하는 안은 법 시행에 앞서 일시금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중간정산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고, 연금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은 궁극적으로는 종합소득

세 신고라는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고려되지 

않고 2001년에 정해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상한선 600만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선

택적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연금소득자의 세무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분리과세 신청자는 원천징수만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다. 다만, 연금소득세율 5.5%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율을 상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

금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금소득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검

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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