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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갈등
이병훈 (중앙대 교수)

1 머리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변동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 매우 엄중한 위기를 안겨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삼식 

외, 2010).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이행은 노동시장에서 신규인력의 진입 감소와 기

존 노동력의 노후화와 대거 은퇴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

고 고령자 부양의 사회보장비용을 급속히 증가시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손꼽게 된다(이삼식･박종서 외, 2010). 지난 2000

년에 65세 고령인구의 비중이 7%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현재의 예

상대로라면 2026년까지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이상)로 급속하게 전환함에 따라 우

리 노동시장은 인력의 수급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특히 노동력의 부족

과 노후화로 경제활동의 생산성 저하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성명기 2009).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

기도 하지만, 그 변화과정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각축과 갈등이 크게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찬영 등(2011)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통해 당면하게 

될 핵심 문제를 소위 ‘3S’로 집약하면서 노동력 부족(shortage of labor force)과 생

산성 저하(shrinkage of productivity)와 더불어 일자리 각축(job struggle)을 꼽고 

있다. 박길성(2010) 역시 고령화사회로의 변동과정에서 일자리문제가 세대간 갈등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을 전망하기도 한다. 실제, 제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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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 최근 본격적으로 은퇴연령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 세

대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간에 보이지 않는 일자리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대를 맞이하여 ‘88만원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의 취업좌절이 기성세

대의 일자리독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세대 간 일자리각축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문

제 제기도 대두되고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한편, 1990년대 초반이후 중소기업

의 인력수요와 내국인들의 ‘3D’직종 취업기피로 인해 꾸준하게 늘어난 외국인 노동력

이 우리 경제의 생산활동에 불가결한 존재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저

출산･고령화의 추세에 의해 노동력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우 그들의 고용비

중이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력의 증가세에 더하여,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우리 노동시

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 일부 서구국가들에서 보여지 듯이 심각한 취

업난을 겪고 있는 내국인들의 좌절감이 반다문화적인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에 

기반하는 갈등행동을 표출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연 무시할 수 없다.1)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우리 노동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일자리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스

런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향후 지속 또는 가속

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 노동시장에 일자리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어떠한 양태로 발생할지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2절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변동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구조에 나타나게 

될 주요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3절과 4절에서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과 내국인-이주민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며, 5절의 맺

음말에서는 일자리갈등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기로 한다. 

 

1)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배경하에서 반다문화 인터넷카페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값싼 후진국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서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인 추방을 내세우는 글들이 어렵지 않

게 발견되거나, 심지어 “바퀴벌레 쓸어 담듯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자”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되

기도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중앙일보, 서울신문 2011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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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

[그림 1]에 예시하듯이, 통계청(2006)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의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00년에 4,701만명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인구가 2100년에는 2,10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0년의 기간 동안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2000년의 3,370만명으로부터 2016년의 3,619만명을 정점으로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100년에는 94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5∼49

세의 핵심노동층인구 역시 2000년의 1,982만명으로부터 2008년의 2,066만명을 최고 

수준으로 이르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10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을 

갓 넘어서는 454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업자 규모에 대한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00∼2010년의 기간에 총 취업자수

가 21,156만명으로부터 23,829만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세는 2019년까지 이어져 

2,480만명의 정점을 기록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17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9). 그 결과, [표 1]에서 보여

주듯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중이 2005년의 59.7%에서 2075년까지 

4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개입을 통해서도 51.1%로 줄어

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취업자의 장기적인 변동추이에 대한 통계청의 추계 

수치를 살펴보면, 2005∼2010년의 기간에 연평균 1.1%의 증가세가 보이다가 2021∼

2030년의 기간에 –0.5%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1∼2075년의 기간에 –1.7%로 지속

적으로 그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

의 정책목표에 따르더라도 2021∼2060년의 기간 동안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1.1%로 

확대되다가 2061∼2075년의 기간에 그 감소세가 –0.9%로 완화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2) [그림 2]에서도 보여주듯이, 노동력(경제활동인구)의 장기 변동 추이에 대한 

OECD(2002)의 추계에서도 우리나라는 1980∼2000년의 기간에 연평균 2.12%에 달

하는 증가세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0∼2050년의 

기간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0.91%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미국이나 유

럽 그리고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

2) 문형표 외(2004)에 따르면, 출산율이 1.2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서 총 취업자 수 증가율이 2000년

대 0.97%에서 2020년대 –0.60%로 마이너스 성장기조로 전환된 이후 2030년대 –1.31%, 2040년대 –1.65%

로 감소세가 더욱 완연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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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출산･고령화의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노동력인구가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이 더

욱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 63만명이 부족하며, 2020년에는 무려 152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가 발표되기도 한다(방하남 외 2004; 이삼식･정경희 외 2010).

[그림 1] 장래 인구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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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 추이 전망

(단위: %)

통계청 추계 정부의 정책목표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75

59.7

59.6 (-0.1)

 59.4 (-0.2)

56.3 (-3.1)

52.0 (-4.3)

49.0 (-3.0)

47.7 (-1.3)

47.2 (-0.5)

47.5 (0.3)

59.7

59.6 (-0.1)

59.4 (-0.2)

55.6 (-3.8)

52.1 (-3.5)

50.3 (-1.8)

49.8 (-0.5)

50.5 (0.7)

51.1 (0.6)

(출처) 이삼식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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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변동(년평균 기준) 전망

 (단위: %)

통계청 추계 정부의 정책목표

2005∼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5

1.1

0.5

-0.5

-1.1

-1.3

-1.6

-1.7

1.1

0.5

-0.4

-0.7

-0.8

-1.1

-0.9

(출처) 이삼식 외 (2009)

[그림 2] 노동력 변동추이의 국제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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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동은 노동력인구의 연령분포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0년의 38.5세로부터 2050년의 53.9세로 상승하여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의 연령층별 취업자 구성의 변동추이에 드러나

듯이, 2000~2050년의 기간에 25~49세의 핵심노동층이 전체 취업자에 차지하는 비

중이 66.0%에서 44.0%로 2/3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같

은 기간에 24.4%에서 50.6%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계에서도 여실히 우리나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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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의 고령화 문제를 엿볼 수 있다.3) 

[표 3]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변동추이

통계청 추계 정부의 정책목표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38.5

40.9

43.2

45.3

47.3

49.1

51.0

52.6

53.9

39.7

40.9

42.3

43.1

43.6

44.0

44.1

44.1

43.9

(출처) 이삼식 외 (2009)

[표 4] 연령층별 취업자 구성의 변동추이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5-24세 9.6 7.0 6.5 5.4 5.1 5.4

25-49세 66.0 61.1 53.3 48.5 47.0 44.0

50-64세 19.6 25.5 31.8 32.7 31.2 32.8

65세 이상 4.8 6.4 8.4 13.4 16.7 17.8

(출처) OECD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

자의 감소에 의해 장기적으로 노동력공급 부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

동력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2019년부터 2030년의 기간에 이로 인해 GDP 잠재성

장률이 1.1%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스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이찬영 외 2011). 또

한, 취업인력의 고령화가 신기술 습득과 근로능력 저하에 의해 노동생산성을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성장에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성명기 2009).4) 2008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22.3%에 달하여 도

시지역의 9.1%에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수산업부문의 노후화와 공동

3) 이찬영 등(2011)의 추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비율은 2010년의 57.6%로부터 2030년

의 49.2%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기간에 고령화를 통해 노인인구의 근로능력상실과 노동시장 은

퇴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찬영 등(2011)은 50대 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1% 상승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0.2% 하락할 것이라는 추

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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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식량의 자급자족에 치명적인 제약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이삼식 외 2010).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의 문제

는 출산 관련 산업부문의 생산활동과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등 적잖은 경제적인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이삼식 외 2009).

3 고령자와 청년층의 세대 간 일자리갈등 가능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변동의 장기 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대 말이나 늦어도 2020년대에 들어서면 노동력부족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인 

만큼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구직난 보다는 구인난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

지리라 전망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부터 향후 7-8년의 기간에는 세대 간의 일자

리경합이 주요 사회갈등의 하나로서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

다(박길성 2010; 이찬영 외 2011). 이같이 세대 간 일자리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는 배경에는 작금의 우리 사회에 청년층의 취업난과 1955∼1963년생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개시가 맞물리는 노동시장의 문제현실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규모가 감소하고 이들의 고력화가 이뤄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청년층 공식실업률이 7.0%에 달하여 성인 실업율의 

두 배 이상 높았을 뿐 아니라, 취업준비･구직단념 및 불완전취업 등을 포함하는 실질

실업율의 경우 21.9%(1,086.6천명)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이병

훈 2010). 다른 한편, 총 인구규모가 7,125천명에 달하고 그중 임금노동자수가 3,117

천명에 이르는 제1차 베이비붐세대가 지난 2010년에 정년을 맞아 대거 은퇴하기 시

작하는 가운데, 이들은 가족부양･자녀교육비 등으로 경제활동기간에 노후 은퇴를 제

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퇴직을 강요받는 소위 ‘클럽 샌드위치’로 일컬어지

고 있다(이삼식 외 2010; 방하남 외 2011). 또한 이들의 경우 50대 중반의 퇴직연령

과 60세의 연금수급연령이 불일치하여 퇴직후 공적인 소득보장이 부재함으로써 수년 

동안 ‘소득 없는’ 생활고에 시달릴 것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적 연금이 

지급되는 연령에 이르더라도 우리 사회의 고령층은 그 연금의 소득대체율(41.1%)5)이 

5) 참고로 다른 나라의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미국 78.8%, 일본 56.9%, OECD 평균 68.4%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크게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이삼식 외 2010) 정경희(2009)에 따르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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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아 ‘제2의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국제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은퇴

하는 실질적 은퇴연령이 OECD 국가중에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늦은 67세로 나타나

고 있다(OECD 2004; 방하남 외 2011; 문형표 외 2004). 1차 베이비붐세대의 63.9%

가 노후의 생계대비가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6)(이삼

식･정경희 외 2010), 55-79세의 확대된 고령층인구중에서도 57%가 구직 희망의 의

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이삼식･박종서 외 2010). 그 결과, 우리 노동시

장에서 고령층의 구직경쟁이 매우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실제 50

대와 60대의 일자리경쟁배율이 각각 11대 1과 16.7대 1이라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나

고 있다(박길성 2010).7)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과 베이비붐세대의 신노년층 역시

‘준비되지 않은’은퇴를 맞아 취업전선에 몰리는 상황에서 세대 간의 일자리갈등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찬영 등(2011)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종료에 따른 50

대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20대 청년인구의 감소세가 확대되는 2018년까지 세대 간 

일자리경합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따

르면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2005년 이전까지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이 동조

화현상을 보였으나, 2006-2010년의 기간에는 탈동조화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50대

의 고용률이 1% 증가할 때 20대의 고용률이 0.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어 이미 청

년세대와 고령세대간의 일자리대체-경합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이찬영 

외 2011). 반면, 정부의 국가고용전략회의(2010)에서는 [그림 4]를 예시하며 57세의 

퇴직예정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청년층과 고령층과의 일자리경쟁이 그리 심각한 문제

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이, 2010년 베이비붐세대의 

최근 은퇴 개시를 맞이하여 현실적으로 이들 세대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상충된 현실인식을 드러냈는데, 재정부는 청년실업문

제를 가중시키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청년

층-고령층간의 일자리대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년실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라의 노후준비율이 40% 수준에 그쳐 고령층의 노후생계 어려움

6) 2010년에 실시된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베이

비붐세대 중에서 저학력-저소득자일수록 강한 근로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58.5%가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한편, 20대 청년층의 일자리경쟁 배율은 1.9대 1에 그치고 있다(박길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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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 정년연장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안주엽 2011) .8)

[그림 3]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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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졸자와 57세 퇴직예정자 추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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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년층-고령층의 세대간 일자리경합 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

운데, 안주엽(2011)의�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가 이러한 논란을 객관적으로 

8) 한편, 사회통합위원회의 세대분과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정년연장과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동시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세대공존형 일자리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고용

노동부의 제안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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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소할 수 있는 실증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안주엽

(2011)은 고령층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추이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세대 간 고

용대체와 일자리전쟁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타당치 않으며, 세대 간 고용대체의 가능

성이 낮고 오히려 세대 간 고용보완성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청년층과 고령층간에는 2000년대 들어 직종경합 보다는 직종분리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세대 간의 직종분업을 통한 고용보완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안주엽 2011). 이러한 실증분석은 [표 5]에서 예

시하듯이 청년층과 베이비붐세대의 학력분포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20∼29세 청년층의 경우 81.9%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

하는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71.5%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 있다. 2009년에 실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국

가기관 및 공기업 46.2%, 대기업 17.1%, 전문직 기업 14.1%인 가운데, 55세 이상의 

종업원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에서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 18.4%, 300인 미만

의 중소기업 37.2∼40.4%로 보고되고 있다(이삼식･박종서 외 2010). 따라서, 청년층

-고령층의 세대 간 직종분리와 상이한 학력분포 및 선호 일자리 등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일자리의 경합과 대체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고 저

학력이자만 오랜 근속의 숙련을 보유한 고령층세대와 고학력 청년층세대간에 일자리

분업과 고용보완효과를 구현해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청년실업의 해소를 기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라 꼬집을 수 있지만, 세대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세대 간 일자리경합론 역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여론을 증폭시키는 그릇된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세대 간의 상호 고용보

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에 불구하고 청년층세대와 고령층세대가 현재 함께 

경험하고 있는 취업난의 문제현실에 대해 서로의 탓으로 문제 삼는 사회심리적 분위

기가 확산될 경우에는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연령 연장을 둘러싸고 청년들의 집단적 저항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거나 세대간 ‘박

탈감’충돌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림 5]에서 예시

하듯이 2020년 이후 노동력 부족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총부양비(= 15세 미만

과 65세 이상의 인구수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수 × 100)과 노년부양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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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인구수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수 × 100)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 있다. 다시 말해, 2020년 이후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하는 

고령층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노인 1인 부양 생산층인구 수(잠재적 부양비)가 2008년의 6.8명으로부터 

2020년 4.6명, 그리고 2050년 1.4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이삼식 외 

2009). 따라서, 2020년 이후의 노동력부족시대에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더욱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이전단계에

서부터 청년층-고령층의 일자리분업-고용연대를 정책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5] 청년층과 베이비붐세대의 학력 분포 

(단위: %)

20∼29세의 청년층 1955∼1963년 출생 임금노동자

 고졸 이하 18.1 71.5

 전문대 29.9 5.8

 4년제 대학 49.1 18.2

 대학원 이상 2.9 4.6

(자료)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

[그림 5] 부양비의 장기 추이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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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 가능성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이주

민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은 크게 ① 외국인노

동자, ② 결혼이민자, ③ 북한 이탈주민을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향후 

인구구조 변동과 더불어 우리 사회 안팎의 pull과 push 요인들에 의해 이들 이주민

의 유입을 갈수록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유형별 이주민의 증가추이를 살펴

보고 이들과 관련된 일자리갈등 가능성을 점점키로 한다. 

첫 번째 유형의 이주민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국내 중소사업

장의 인력수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인건비 상

승의 압박과 3D직종에의 내국인 취업기피로 인해 중소사업장에서 외국인 인력의 수

입이 이뤄지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의 산업연수생 제도의 시행과 2003년의 고용허

가제의 법제화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합법적인 절차와 관리체계가 마련됨으

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표 6]에서 예시하듯이 2000년

대에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0년의 307천명으로부터 2008년

의 705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가9) 세계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2010년에는 558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 노동인력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점유비율이 

2008년 3.03%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2.36%로 낮아졌으며, 임금노동자 대비 

점유비율 역시 2008년의 4.5%까지 상승하였다가 2010년에 3.29%로 하락하였다. 외

국인 노동자 중에서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2002년까지는 70%을 넘나드는 수준을 보

이다가 2003년의 고용허가제 시행과 더불어 합법화됨으로써 30∼40% 수준으로 감소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에 의해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표 6]에서 보여주듯이 외국인 노동자의 90% 

이상이 단순기능직의 저숙련 인력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9) 2007년 해외동포의 방문취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중국 등지로부터 동포 노동력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외

국인노동자의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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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외국인인력 추이 

(단위: 천명, %)

체류자수
외국인력

규모

외국인인력

비율

불법체류자

비율

 단순기능 

외국인력 비율

외국인력/

취업자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91

567

629

679

751

747

910

1,066

1,159

1,149

1,261

307

352

387

417

467

429

540

656

705

692

558

62.5

62.1

61.5

61.5

62.2

57.3

59.3

61.5

60.9

60.2

44.3

66.8

77.4

79.7

37.0

44.9

47.7

39.3

34.1

28.4

26.4

9.2

87.6

85.8

84.9

93.2

93.7

92.3

93.1

93.6

93.5

92.9

92.1

1.46

1.63

1.75

1.89

2.08

1.89

2.35

2.82

3.03

2.93

2.36

(출처)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향후 우리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은 단기적으로 경

기동향이나 정부의 인력수급정책 등에 따라 그 등락이 좌우될 것이겠으나, 장기적으

로 2020년 이후 우리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과 내국인 인력의 고학력

에 의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10) 

이같이 향후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증가가 점쳐지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해춘 등(2004)은 이주노동자가 숙련-저숙련

의 내국인 노동자들과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김정호

(2009) 역시 저숙련 외국인 인력이 내국인과의 경쟁관계에 보이기는 하나 일자리경

합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이규용･박성재(2008)는 제조

업･건설업･음식숙박업･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의 내국인 일자리를 구축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유경준･이규용(2009)은 음식숙박업 및 건설업에 국

한하여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10) 이삼식･박종서 등(2010)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검토하는 외국인력 대체이민(replacement migration)

정책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필요성에 의해 2020

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UN보고서에 따르면, 

2030-2050년에는 우리 사회의 노동력 부족으로 15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이진경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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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2010)가 지적하듯이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대체로 내국인 일자리에 주는 영

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자리의 경합이나 구축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는 주로 저숙련-저임금부문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실제, 

최경수(2010)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 노동력의 유입이 사용자와 내국인 숙련노동자에

게는 보완적으로 소득상승의 효과를 안겨주지만, 내국인의 하위 20% 저숙련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 인력공급의 확대와 경합을 통해 소득하락을 야기하여 내국인 노동

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3.0∼4.5% 확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이, 외국인 노

동력의 유입은 저숙련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해당 부문의 내국인 저소득 노동자들

(예: 고령자와 중년 여성 그리고 저학력 청년들)과의 경합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일

정한 긴장이나 갈등관계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11) 따라서, 최근 세계금융위기와 

취업난의 현실 속에서 반다문화적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게 나타나듯이 향후 단･중

기적으로 (특히 2010년 말까지) 경기여건과 노동시장의 일자리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

동자들에 대해 일자리경합을 벌이는 저소득 내국인들의 불만 표출이 더욱 가시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배타적인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의 집단적 정

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있다.12) 다른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열악한 지위와 처우에 항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집단화･조직화되

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

시 현대판 노예제와 같이 운용되고 있던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제

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농성을 벌이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노

동조합인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결성하였고 2003∼2004년에는 고용허가제의 직장이

동 제한을 전면 허용하는 노동허가제의 도입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 중단 

등을 촉구하는 명동성당에서의 장기농성에 돌입하는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전개해오고 있다(설동훈 

11) 최근 중국인력의 유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식당의 주방장들이나 건설부문의 일용 노동자들이 상당한 불

만을 표출하거나 공공연하게 시위사태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저학력 청년들의 알바형 일자리들이 외

국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12) 오계택 등(2007)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노

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의견(14.4%)과 임금이 낮아졌다(20.6%)로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의 불만을 보

이고 있다는 사실에 눈여겨 볼 필요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에서 밝히듯이 일자리의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내국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이에 집단 간 적대

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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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인력수요에 의해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집단화된 움직임이 더

욱 강화될 것으로 손쉽게 점쳐보게 되며, 이들의 갈등행동 표출에 대해 정부의 사전

적 대응이 강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이로 인 내국인-외국인간의 경제적-문화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13)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비정주형 이주에 해당된다면, 국제결혼

과 북한이탈 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체류에 따른 정주형 이주에 따른 파생문제

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인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 2000년대에 부쩍 늘

어나 전체 결혼 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3.5%에서 2010년의 10.5% 

(34,235건)로 3배 증가하였다. 이 같은 국제결혼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다문화가

구 또는 이주민가족이 우리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의 0.56%(27.3만명)으로

부터 2050년에 5%, 2100년 10%로 크게 늘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최경수 2010). 한편,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주민의 수가 2000년대에 들어 상당히 

늘어나 최근 수년 동안 매년 약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1999년에 1000명 수준에 그쳤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에는 2만명을 돌파하였

다(최경수 2010).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리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 말 동독의 이탈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향후 북한체제의 변동에 따라 

대거 유입되어 우리 사회의 상당한 충격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할 중대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체류에 따른 정주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5년 이상 불법적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05년의 49.4천명으로부터 2009년 53.2천명으로 꾸준히 늘

어나고 있다는 점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들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꾸리거나 출신국으로부터 가족들을 이주시켜오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합법-불법 이주민의 규모는 35만명 내외로 현재 그

리 크지 않고, 특히 국제결혼 배우자들의 경우 경제활동참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

져 더욱이 정주화하는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유입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13) 오계택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60%의 사업체가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이 회

사에 도움 된다고 얘기하는 한편,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행동이나 외국인-내국인 근로자간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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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와 유사하게 국제결혼 이민자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

부분 저숙련-저소득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 일반 국민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에 제대로 

적응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그런데, 이

같이 정주화되는 이주민들의 갈등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후속세대와 관련지어 장

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요망된다. 이들 이주민의 1세대가 대부분 저숙련 노

동시장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2세대가 제대로 교육-훈련을 받아 내국인의 자

녀들과 동질적인 취업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주민과 

내국인과의 사회경제적 동화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

러나 이주민들의 후속세대가 인적자원개발에 배제되거나 적절하게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주변부문에 전전하게 되어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갈등발생의 진원지로 자리매김될 개연성이 적잖

다. 이러한 예는 유럽국가들에서 이슬람계 이주민의 후속 세대들이 근로빈곤에서 벗

어나지 못한 채 높은 범죄율과 사회분열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복지부담을 

안겨주어 내국인과 인종적 갈등을 초래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데, 우리 사회에 정주한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치열한 교육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동시장의 이질적 집단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최경수 2010). 실제, 국제결혼 

이주민의 다문화가구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률(83%)이 100%에 가까운 내국인 자

녀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의 경우에는 이주민 자녀(69.2%)로 

내국인 자녀(99%)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경우에도 다문

화가정 자녀와 유사한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불법체류의 외국인 노동자 자

녀들은 가족관계의 미등록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주민 1세대의 저소득 취업과 장시간 노동 및 부

모세대의 언어/문화장벽 등으로 인해 공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

육 투자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자연히 학력격차와 미래 노동시장지위의 이

질성을 줄여주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최근의 노르웨이 인종학살 사

건에서 보여주듯이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자녀에 대한 

다문화적 개방성과 포용성의 가치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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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에 기반하는 심각한 인종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이주민들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그들의 후

속세대가 장차 노동시장에 배제-차별-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의 계층상승이동을 위한 

취업능력이나 일자리기회를 동등하게 갖춰갈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

이 요망된다. 

 

5 소결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사회변동은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안

겨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급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전까지는 이미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

는 청년층과 직장정년으로 대거 은퇴자집단을 이룰 1차 베이비붐세대 사이에 일자리

를 둘러싼 치열한 세대 간 정치(inter-generation politics)가 연출될 것으로 우려 

섞인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세대 간의 학력이나 직종 경력 및 직업선

호 등을 검토해볼 때 청년층-고령층간의 일자리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기 보

다는 세대 간의 상호 분업과 고용보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게 

된다. 물론, 고용 없는 성장의 기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속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이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자신 세대의 일자리문제를 다른 세대의 탓

으로 경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촉발되거나 박탈감의 충돌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

만, 우리 노동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직종분리구조를 잘 헤아려 “세대공

존형 고용체제”를 구현함과 동시에 각 세대별 일자리정책이 효과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학력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

관을 중심으로 2010년대말까지 특단의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

이 창출-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1차 베이비붐세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과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기존 일자리의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세대 간 일자리 연대정책이 널리 기업들에 전파-확산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촉진책이 강구-시행될 필요 있다. 또한, 기존 직장에서 은

퇴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제2의 근로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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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ageing)대책으로서 고령층 대상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 고용안정서비스를 더욱 강화-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고령자의 일자

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도 요망된다. 아울러, 우리 노사관계현실에

서 세대공존형 고용체제를 구체화함에 있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정책협의에 이ㅛ어 소모적인 노사간 논쟁과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촉

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중재-조정 역할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2020년 이후 노동시장에의 인력부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미 60-70만명의 수준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리에 있어 그동안 정부의 정책

이 주되게 사업체의 인력수요 차원에 대해 치중하고 이들을 비인권적 사각지대에 방

치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적이며 조직화된 움직임이 등장-강화되고 있고, 

최근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반다문화적인 외국인혐오증의 불온한 정서가 제한된 수준

이나마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노동시장효과

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그 부정적인 타격이 주로 일부 업종의 –저숙력-저소득 내

국인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인종간 일자리 갈등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여 정부는 저소득 노동시장에 대한 적정한 외국인 노동력수급의 조절과 

타격받는 내국인 노동자집단에 대한 재취업 관련 정책지원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요

망된다. 아울러, 국제결혼 및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그리고 장기불법체류의 외국인노

동자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주화에 따른 이주민가구의 후속세대들이 성장과정에

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충실히 제공하여 이들이 

근로빈곤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노동시장지위에의 주변화-이질성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질성과 통합적 유대감을 갖춰갈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의 비젼과 세부과제가 강구-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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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내부의 갈등
송다영(인천대학교 교수)

1절 고령화와 돌봄을 둘러싼 가족갈등

1.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돌봄 요구 증대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들어

섰으며, 2010년 현재 총인구는 48,875천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

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한국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8년에 불과하

여, 프랑스 39년, 미국 21년, 스웨덴 42년에 비교해볼 때 매우 빠르다. 

고령화 사회는 일을 통해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거나 건강의 상실로 

타인의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해

야 한다.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통한 의료 및 보호체계

의 구축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노인들이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41.4%)였으며 건강문제(40.3%)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고연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서로 다른 방향

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발견된다. 즉 경제적 문제는 고연령화로 가면서 일차적 우선성

이 약화되는 반면(43.7%→37.6%), 건강문제는 반대로 점점 더 비중이 강화된다

(34.9%→46.8%). 65-69세의 젊은 노인층에 비해서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층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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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1). 

<표 1>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65세 이상)

(단위 : %)

계

경제

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 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

로부터 

푸대접

사회

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

활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복

지시설

부족

기타

전체 100.0 41.4 2.0 5.7 40.3 4.4 0.2 1.7 0.9 2.5 1.0

65~69세 100.0 43.8 3.8 6.9 34.9 3.1 0.2 2.6 0.9 3.0 0.8

70~79세 100.0 40.6 1.3 5.2 42.5 4.5 0.2 1.4 0.8 2.2 1.2

80세 이상 100.0 37.6 0.1 4.1 46.8 7.4 - 0.1 1.2 2.0 0.8

자료 : 통계청(2010).「사회조사」. 

물론 이와 같은 통계가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건강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대두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연령이 높아지면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가장 커다란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3.1%→7.4%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노인의 전반적 상황은 치

매나 뇌일혈 등 중증질환에 의해 와병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연령의 고령화에 

따라 누군가 이들을 일상적으로 돌봐야하는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

계청 사회조사(2011)에 의하면 국민연금이나 예금, 적금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고령자가(61.0%)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 중 ‘준비할 능력 없음’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도 

39.5%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절대적으로 노후준비를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라고 인식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후준비를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지와 달리 노후를 성인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

로, 정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독립에 대한 강조와 국가에 의한 노후책임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강고하게 남아 있는 효규범이나 성인자녀에 의한 부양이나 돌봄에 대한 역할

기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근래에 들어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

1) 통계청 사회조사(2011)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은 20.4%에 불과

하였으며, 49.4%는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8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로 올

라갔다. 노인인구의 대다수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이 나빠지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에 문제를 경

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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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노후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늘고 있다(표 2 참조). 2006년에 비해 2010년으로 오면서 부모 스스로 해결하거나

(13.7%→18.4%), 가족/정부/사회(14.9%→37.8%), 정부/사회(4.0%→5.5%)의 책임으

로 받아들이는 추세가 강해진다. 부모부양이 가족책임이라고 보는 견해는 2006년 

67.3%에서 2010년 38.7%로 급감하였다.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도 ‘같이 살고 싶지 않

다’가 과반수(60%)를 넘어 섰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다. 나이

가 들어서도 자식보다는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80%를 넘어 섰으며 양

로원이나 요양원을 제2의 대안으로 하고 있다. 점차 노인들은 노후 소득보장이나 부

양 및 돌봄에서 가족(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표 2> 노인부양에 대한 견해 (65세 이상)

(단위 : %)

계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2006 100.0 13.7 67.3 14.9 4.0 0.1

2008 100.0 16.5 48.1 29.9 5.5 0.0

2010 100.0 18.4 38.3 37.8 5.5 0.1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각년도.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가족의 역할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않는다. <표 2>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모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개인이나 정부/사회의 책임으로 인

식하는 비율이 증가해도 여전히 가족이 책임있다는 비율은 38.3%로 나타나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노인그룹이 61%가 넘고 이들 중 거의 모두가 노후준비 능력이 

없거나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부양의 가족 역할과 책임

은 감소하고 있어도 아직도 가족은 노후시기 돌봄이나 부양의 일차적 단위이다. 한국 

사회에서 친족이나 친척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노인과 성인자녀간 관계는 생존과 돌

봄의 중요한 기본 단위가 되고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노인의 부양이나 돌봄기대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돌봄의 필요나 요구가 증가하면 다른 한편은 지원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실제 80세를 넘어서는 고령층의 압도적 증가

는 점차 돌봄의 필요나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돌봄 요구와 필요 증가와 돌봄 

의무감의 관계가 일상화, 지속화되면 자녀와 부모 양측 모두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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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유발하여 갈등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노부모 돌봄과 부양이 가족간 의사소통

과 정서적 연대를 수반하지 않고, 부양과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 부담이 증가하

여 노부모-자녀간, 형제자매간, 수발자 당사자와 다른 가족원간 상호갈등 수준을 높

인다. 최근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자식들에 의한 ‘현대판 고려장’ 사건들이나 

노인돌보는 일로 시누이가 올케를 살해하는 사건들은 가족구성원간 갈등이 극단적으

로 표출된 사건들이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족내 돌봄문제를 최소화하고 원

활한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피시먼, 2011). 

2. 돌봄을 둘러싼 가족구성원간 갈등 양상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와 자녀, 손자녀 세대가 동시대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기간

이 상당히 길어졌다. 이는 성인 자녀세대가 고령층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

남을 의미하는 동시에, 길어진 교육연한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기간이 쌍방향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가족에 의한 돌봄과 부양을 일차적으

로 우선시하는 사회속에서 이러한 기능이 잘 이루어지면 가족은 유대와 결속도가 높

아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족간 갈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노부모 돌봄은 자

녀(아동)를 돌보는 일에 비해 여러 유형의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보다 다양한 갈등 

양상으로 발현된다. 수발자 부부간 성별 갈등, 형제자매간 갈등, 부양노인-피부양자

녀간 갈등이 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계층,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다. 특히 노부모를 위한 평균 수발기간이 초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장기화

되면서 과거 평균수명이 짧았던 기간과 비교하면 수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가

족내 주수발자(대개 전통적으로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가족내, 가족간에는 돌봄의 방식을 둘러싼 재구조화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 

1) 부양갈등 매개요인

노부모부양은 돌봄 행위에 관련한 부담을 통해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부

담의 크기에 의해 매개된다. 근래에 들어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비공식부문에서

의 돌봄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면서 가족내 돌봄

의 총량 부담은 이를 통해 조절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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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을 외주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갈등이 가족내부 구성원간 갈등으로 향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남편이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 시부모 부양갈등 수준

이 높아짐을 지적하였다(이여봉, 2011). 고령화시대 가족내 부양갈등에 있어 경제적 

계층 차이는 보편주의적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지 않는 한 보다 뚜렷한 차

이를 보일 것이다. 

노부모-자식간 부양- 피부양의 상호간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변인

은 부양갈등을 완화 혹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노

인이 되면서 타인과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저하됨으로써 교환관계가 불균형적으로 

되고 의존적으로 되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자원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불균형, 의존 관계성은 달라진다. 

Lowernstein et al.(2007)에 의하면 세대간 지원이 일어나는 방향을 일방적 노부모 

부양, 일방적 자녀지원, 쌍방지원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쌍방지원 형태에서 

상호간 만족도가 가장 놓게 나타난다. 실제 경제적 자원이 많은 노인은 자녀에게 경

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Grundy, 2005; Litwen, 2004),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최정혜, 2009), 자녀의 부모부양행위의 갈등요소를 

완화하거나 부담을 감소시키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

원제공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노부모-자녀간 관계는 경제적 지원에 

매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2)(최정혜, 2009), 향후 노부모의 재정 상태는 자녀의 

부양행동이나 이에 수반된 갈등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연령 변수도 부양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부모의 연령이 높

아진다는 것은 자녀의 연령대로 함께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즉 고령화로 노부모의 

돌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자녀의 고령화로 돌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

제적, 신체적 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고갈되는 수준으로 간다. 초기 노인(young-old)

이 초고령 노인(old-old)를 부양하게 되면 양측 모두 부양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

게 된다. 노부모-성인자녀간 지원유형을 볼 때, 75세 이상에서는 주로 수혜형의 비

율이 높고 제공형은 낮아지면서 자녀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민아와 한경혜(200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은 아직도 경제적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에게 노부모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

에서는 제공하기만 한다는 유형이 높고, 정서적 지원은 쌍방형, 도구적 지원은 무교환형이 가장 많았다. 

즉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자

녀들로부터 경제적 의존을 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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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nstein et al., 2007). 60세 이상 노인에서는 아직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공

형이 가장 높고, 수혜형, 무교환형, 상호교환형의 순으로 부양부담이 크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자녀연령이 30대일 때는 세대간 부양갈등이 낮은 

것에 비하여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양갈등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과 맥을 같이 한

다(이여봉, 2011).  

2) 가족내부의 제반 갈등과 영향 요인

현대사회에서 노부모 돌봄이 효의식과 같은 도덕적 규범에 의해 당연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노부모 돌봄에 대한 연구들은 노부모 돌봄이 ‘자식으로서

의 도리’라는 규범에 의해 작동되지 않음을 지적한다(김혜경, 2011). 오히려 돌봄은 

가족내 관계(부부간, 형제자매간, 노부모-자식)간 역사, 의무의 상호교환 논리, 경제

적 필요, 사회적 시선, 상황의 불가피성 등이 결합되고 협상되면서 나타나는 행위로 

보고 있다(Lowernstein et al., 2007). 고령사회로의 진전으로 인해 예측되는 가족

내부의 여러 갈등 유형과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간 갈등

전통적으로 장남에 의한 부모부양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부모를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노인들은 이제 자녀와 함

께 살고 싶어 하기 보다는, 좀 더 독립적인 생활과 분리된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표 3 참조). 2007년 보다 2009년에는 이와 같은 독립적 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같

이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노인들이 살고 싶은 거주지로는 ‘자기 집’이 

75.7%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15.9%,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실버타운 등)’ 6.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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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및 살고 싶은 곳, 65세 이상

(단위 : %)

계
같이 살고 

싶음

같이 살고 

싶지않음

살고 싶은 곳

소 계 자기집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기 타

2007 100.0 42.9 57.1 100.0 84.3 10.6 4.6 0.5

2009 100.0 39.4 60.6 100.0 75.7 15.9 6.3 2.1

65~69세 100.0 36.1 63.9 100.0 75.1 15.4 7.9 1.7

70~79세 100.0 39.8 60.2 100.0 77.0 15.6 5.5 2.0

80세 이상 100.0 46.8 53.2 100.0 72.8 18.7 4.6 3.9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각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특히 장남)는 부모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돌봐야 하

는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연령층의 높아질수록, 배우자를 잃고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살게 되는 상황에서는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늘어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희망하는 거주방식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자녀들

과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 40% 사람은 노후에 

자녀와 살고 싶어 하며 이와 같은 선호도는 연령이 증가하고 80세 이상을 넘어가면

서 자녀와의 동거의사가 보다 뚜렷해진다. 

그런데 특정자녀, 주로 장남에 의한 돌봄이 수행될 경우 수발행위는 그의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부간 성별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적 변화속에서도 

성별분업에 기반을 둔 돌봄의 역할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며느리에 의한 수

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노부모 부양은 우선 자녀돌봄의 문제에서 상대적

으로 여유를 얻었던 여성들을 재차 돌봄의 제약 구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준다. 또 자신을 키워 준 부모가 아닌 남편의 부모를 돌보는 상황은 자발성보

다는 제도적 순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 점차 교육수준이 향상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개

인주의나 권리의식이 확대하고 있는 사회속에서 며느리에 의한 시부모부양은 전통과 

현실간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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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혹은 장남은 아니더라도 부모를 주로 모시는 자녀의 경우를 포함하여 부모

부양을 둘러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양부담 갈등은 그들

의 결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시부모와 며느리간 관계에서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부관계 만족도이다. 

부양자녀의 결혼만족도는 부모부양 부담과 역비례한다(김현주, 2001; Suitor and 

Pilemer, 1994; Braun, et al., 2010). 부부관계가 좋으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얻는 

보상감이 있기 때문에 시부모를 모시는 자양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여봉, 2011). 

김현주(2001)는 이와 같은 삼자간 관계를 ‘결혼을 통한 효도’라는 확장된 형태의 세대

교환으로 설명하였다. 부모가 아들을 키우고, 성인 아들은 아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양여성(며

느리)의 부양부담은 동거여부, 교육수준, 가치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즉 동거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가치관이 보수적

일수록 시부모 돌봄과의 갈등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거여부나 취업여

부가 부양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 자녀간 접촉빈도가 전면적이지 않을 경우에 

갈등이 낮다는 것은 의미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동거하지 않거나, 취업으로 인해 접촉빈도가 낮으면 서로의 일상생활이 덜 노출되

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은, 점차 핵가족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가는 가

족구조속에서 노부모-자녀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또 부모부양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보수적인 자녀가 부양책임감 높고 

노부모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여봉, 2011), 점차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부양이나 돌봄 책임이 가족보다는 노인 자신이나 사회

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은 부양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예

고하고 있다. 

2) 부양을 둘러싼 형제자매간 갈등

노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내 부양갈등은 주부양자 이외에도 다른 형제자매들과

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듯이, 형제자매간 부양의무 공

유는 돌봄의 갈등 수준을 떨어뜨린다. 부양부담 완화에 있어 보다 중요한 변인은 자

녀수보다 부양참여 여부이다.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은 형제자매간 경제적, 정서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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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현저히 완화되며, 돌봄의 질도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병은, 2006; Merill, 1996; Sebern, 2005; Lashewicz 

and Keating, 2009). 최근 1-2명의 자녀만을 낳아 기르는 소자녀화 현상으로 형제

자매간 부양을 둘러싼 갈등 조정이 단순해질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별 

부양부담의 몫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소자녀화에 의해 아들과 딸의 가족내 중요도가 전통 사회에 비해 비슷해지

고, 돌봄이 점차 제도적 의무나 규범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딸에 의한 

노부모 돌봄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미 많은 선진국이 거쳐 간 경로이

기도 하다(Bookwala, 2009).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 통계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18세 이상의 인구 중 43.5백만명(전체 인구의 18.9%)은 50세 이

상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급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돌봄제공자-피제공

자의 관계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딸-어머니 관계(36%)이다. 평균적으로 약 50세의 딸

이 약 77세의 어머니를 4년 이상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의 이유는 대다

수 노령에 의한 돌봄의 필요나 알츠하이머, 암과 같은 만성질환 때문이었다(76%). 주

거방식은 함께 살기보다는(20%) 가까이 각자의 집에 살면서(58.0%)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 2009). 

딸에 의한 노부모 돌봄은 며느리에 의한 돌봄에 비해 제도적 의무감으로서 보다

는 애정적 연대에 기초하고 있다. 성장기 동안 보살핌에 대한 기억과 혈연에 뿌리를 

둔 딸과 부모간에는 친밀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행위에 대한 갈등이 상대적

으로 낮을 수 있다. 며느리의 부양갈등은 시부모로부터의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지

원의 총량이나 교환관계의 공평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해3), 딸에 의한 부양갈등

은 공평성이 주요한 변수가 아닌 것을 나타났다(조병은, 2006). 의무와 관계의 상호

성을 고려해볼 때, 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딸의 돌봄역할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딸이 주부양자일 경우 부양분담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주부양자가 장남(혹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딸로 옮겨가는 추세가 

3) 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돌봄은 돌봄을 받아 본 역사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정적 차원의 연대가 약

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남아 있는 효규범에 의해 형성된 ‘시집살이’ 동안의 부정적 관계는 

며느리들이 돌봄상황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봉순･김춘미･이명선(2004)은 며느리에 의한 돌봄 

유형을 분노와 죄책감, 체념과 포기 등 부정적인 경험으로 표현하였으며, 분노와 자신에 대한 학대 속에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가족 체면 지키기를 위한 최소한의 돌봄이라는 소극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34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세미나

진행된다고 할 때, 형제자매간 부양의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예측

된다(이여봉, 2011).

3) 부양자녀와 피부양 노인간 갈등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회에 의한 돌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녀에 

의한 노부모 돌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살아온 세대적 

경험과 생애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돌봄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르기 쉽다. 서로 

돌봄에 대한 기대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것은 부양자녀와 피부양 노인간 

갈등4)으로 점화되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갈등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고에 익숙한 자녀 세대는 부모에 대해서 자신의 갈

등을 표출할 수 있으며, 부모세대도 자신이 가진 전통규범에 의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자녀와 노부모간 갈등은 현실적으로 노부모의 의존성에 의해 발생되는 바, 노인

이 일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가지는 권력 자원은 물적 자원과 관계적 자원이다. 물적 자

원은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노인의 경제력을 의미하며, 관계적 

자원은 애정과 신뢰에 기반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

(Grundy, 2005; 이여봉, 2011).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스스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자식과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자녀

와의 관계가 일방적 의존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최소화된다. 오랜 가족생활

을 통해 이루어진 애정적 결속으로 인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성인자녀와 더 가

깝고 딸이 아들보다 노부모와 더 가깝다. 딸이 며느리에 비해서 돌봄에 보다 긍정적

이고 보상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애정적 연대를 더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병은, 2006; 신화용･조병은, 200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점

차 건강 자원이 고갈되면 노부모 돌봄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자녀의 부담 및 

갈등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노부모가 권력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채 의존적 상태가 되면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이 갈등수준을 넘어서 학대나 방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4) 박인아와 엄기욱(2007)은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을 ‘객관적, 주관적 욕구나 성격, 생활태도,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정서적 대치상태’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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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자녀에게 자신의 생존여부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양 자녀의 돌봄방식에 좌우되기 쉽다. 돌봄에 대한 추가 요청이

나 불만을 토로할 경우에 외면받거나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배우자 

없이 홀로 남은 (초)고령층 여성노인이 학대나 방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김미혜, 2007).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 6년 이상을 살게 되는 여성노인은, 첫째,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기초한 소득보장 방편을 갖고 있지 못하며, 둘째, 고령

연령층으로 들어가면서 중증, 장기 질환을 갖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돌봄요

구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이중적, 중층적 차원의 의존성 증가는 자녀들의 돌

봄부담에 연동되어 돌봄의 질 자체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박인아･엄기욱, 2007).

2절 길어진 노후와 성별간 갈등 

1. 길어진 노후생활과 부부관계 변화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보건통계 보

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3개국 중 20위로 평균수명이 80세(남자 76세, 여자 83

세)로 나타났다. 1971년 62세에 비하면 뚜렷이 증가하였다. 고령화로 노후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반자로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

다(한경혜, 2011; Whisman and Uebelacker, 2009). 점차 자녀들과 노후를 함께 살

지 않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년기 삶의 행복은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간 관

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김영범･박준식, 2002).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구조 중에서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1970년 5.4%에 불과했으나 2005년 18.1%, 2030

년에는 27.4%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2030년에는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부부가족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가구가 자녀가 떠난 후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와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으로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으로 가족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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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산업구조 변화로 점차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되는 노인가구5)는 계속 늘어

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가구가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고령화시대 사회적 현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와 남녀 평등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 사회는 점차 개인의 행복

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

향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고령층에서도 결혼생활이 행복치 않을 경

우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황혼이혼이 5년 미

만의 신혼기 이혼을 앞지르고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구속력이 약화되고 한 

사람이 평생 한 사람과 살아야 하는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복하지 않

은 결혼’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이혼은 노년기 그룹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노인인

구 중에서 이혼과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표 4 참조). 2010

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116,858건)중 65세 이상 남자는 4,346건으로 전체

의 3.7%를, 65세 이상 여자는 1,734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0년 전 

65세 이상 남자의 이혼 비중 1.1%와 여자 0.4%에 비해 각각 2.6% 포인트, 1.1% 포

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혼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재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재혼건수는 남자 2,099건, 여자 702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2.2배, 3.5

배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혼 후 재혼건수로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남자노인은 4.1배, 여성노인은 5.5배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실

을 고려해볼 때, 향후 고령화시대에 노인그룹도 결혼관계에 있어 다양한 선택들이 이

루어질 전망이다.

5)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형태가 크게 변화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

면, 노인부부나 노인 혼자 거주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중 노

인부부 가구와 노인단독가구는 각각 39.0%와 29.4%로 노인가구의 3분의 2이상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다. 이는 2000년 대비하여 각각 7%, 5%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장래인구 추이에 의해서도 노인가구가 

전체 부부가구나 1인가구에서 차지할 비중은 압도적이다. 2020년에는 각각 43.1%, 36.8%, 2030년에는 

54.2%, 49.2%로, 10년 후에는 90% 이상의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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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5세 이상 노인의 이혼･재혼 건수

(단위 : 건)

남 자 여 자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이혼건수 68,279 119,455 128,035 116,858 68,279 119,455 128,035 116,858

65세 이상 591 1,321 2,589 4,346 138 423 916 1,734

재혼건수 39,838 43,370 59,662 53,043 39,843 48,132 66,587 57,451

65세 이상 940  971 1,566 2,099 169 202 413 702

(사별 후) 691 607 687 624 95 109 171 186

(이혼 후) 249 364 879 1,475 74 93 242 516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각년도.

지금까지 노년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문제에 집중되어 온 

것에 비해(정경희 외, 2004; 장혜경 외, 2005)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해 예상되는 노

년기 성별 갈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노년기는 노년기 이전

과 달리 남자-일, 여성-가정이라는 전형적인 공식이 깨지고, 시간의 대부분은 가정

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보내게 되면서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남성은 

노동중심의 생활을 해오다가 더 이상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

신의 역할과 권위,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여성은 자녀출가 후 양육이나 가사노

동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시기에 새로운 돌봄요구자로 등장한 남편에 대해 불

편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노년기 부부간 권력관계의 변동은 소득변화로부터 발생한

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남성이 가지는 권위는 현저히 저하한다. 이에 비해 남

성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 집안내 가사노동의 분담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아직도 

집안일은 보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년부부의 마찰과 갈등

이 발생된다. 여성은 부양자 역할을 상실한 남성에게 보다 많은 분담을, 남성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관계내 갈등이 양산된다. 노년기 부부간 역할간 조정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을 유발하며 장기화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모

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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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년기 부부갈등 양상

1) 성역할 변화에 의한 부부 갈등

성역할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에 따라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람의 삶에 정체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이수

연, 김인순 2011). 남성의 생계부양, 여성의 가족돌봄 역할은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

어왔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중생계자부양구조로 전환하면서 여성의 성역

할 정체성은 변화 과정을 거쳐 온 반면, 남성의 변화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Hochschild(2001)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화하는 남성간 갈등을 ‘지연

된 혁명’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성이 빠르게 사회로 진출하고 이에 따라 일과 가족에

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한 반면, 남성은 장시간 노동관행의 사회 속에서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시장 영역의 일에 투여하고 있을 뿐 가족내 일에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한국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은 38분-42분으로 남성의 가정 내 역할이 거

의 없다.

그런데 결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직업을 중심으로 구성해왔던 남성이 퇴직을 하

거나 은퇴하면서 이들은 역할수행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김경신, 이선미, 

2001). 은퇴는 공식적으로 오랫동안 수행했던 직업의 상실을 의미하며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남성에게 노년기는 ‘역할 없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로의 진입이기도 하다.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내 관계에서도 재조정을 해야 한다. 갑작스레 다가온 

생활 전반의 변화-사회적 관계의 축소, 재정적 상실, 역할 변화는 고립감, 우울, 상

실감을 느끼게 하며 건강수준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무능력하거나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중장년기를 통해 수행해 왔던 가정내 일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노년기 적응이나 재정립 과정에서의 상실감이 단절적이기 보

다는 점진적인 편이다. 즉 여성노인은 이전의 성별 분업에 기반을 둔 성역할을 지속

하는데 반해 남성노인들은 은퇴에 따른 역할 부재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

게 된다(Bookwala, 2005). 특히 경제적 자원과 가부장이라는 권위를 강하게 신뢰해 

왔던 남성은 수입의 감소에 따른 제반 사회적, 부부 관계의 열세를 지나치게 수용하

여 좌절감이나 무기력,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심리적 반작용으로 오히려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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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와 남성우월적 부부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스트레

스를 받으며 갈등이 높아진다. 은퇴 이후 노년기 적응에 혼란을 겪는 남성을 옆에서 

지켜보는 배우자 여성의 갈등도 적지 않다.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전반의 갈등은 아

내가 남편보다 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가치관, 생활습관, 대

화, 친인척 문제, 사회활동 문제 등에서 부인이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신, 이선미, 2001). 은퇴 직후의 과도기적 혼란이 끝나고 난 이후 가족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남성-여성간 성역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갈등수준은 표

면화하기 시작한다. 초기에 남성의 성역할 정체성 혼란과 지체된 모습에 연민을 느끼

던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시간 사용 분배를 두고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갈등은 좀 

더 첨예화하기 쉽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가사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에 비해 남자노

인 가사참여도는 여전히 1/3 수준에 못 미친다(표 5 참조). 성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을 보면 남자가 1시간 1분을, 여자가 3시간 13분으로, 중장년층 그룹에 비해서 남자

노인의 가사일 참여는 19분 늘어났으나 여전히 여성노인이 가사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가사노동을 덜 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간 시간사용 차이는 약 2배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격

차가 심하지 않다. 가사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준비 평균 시간은 국가

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성별 격차는 우리나라가 1시간 26분으로 미국(31분), 영국(26

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벌어진다. 내용별로는 여자노인이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

소 및 정리, 가정관리물품관리, 가족돌보기, 기타 부문에서 모두 남성보다 2-3배 이

상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가족돌보기에서 약 

3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외적이다. 반면 남자노인이 주로 하거나, 여자노인에 

비해 많이 하는 가사노동은 집관리 부문뿐이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에 있어서 성별 

분리는 다른 연령층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나서도 가사

일의 대부분이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별로 수행하는 집안일 내용에도 별다

른 변화가 없다. 결국 노년기가 되어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 특히 일상생

활에서 늘 해야 하는 집안일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년기 일

상은 노년기 부부에게 일상적 갈등을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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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65세 이상, 성별 가사노동시간 사용 현황

(단위: 시간, 분)

한국(2009) 미국(2005) 영국(200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가 사 노 동 2:19 1:01 3:13 2:35 1:49 3:08 3:17 2:48 3:41

 가정관리 2:07 0:52 2:58 2:19 1:35 2:52 3:03 2:32 3:27

 음식준비 1:08 0:17 1:43 0:40 0:22 0:53 0:56 0:41 1:07

 의류관리 0:14 0:02 0:23 0:16 0:04 0:25 0:11 0:06 0:15

 청소 및 정리 0:27 0:16 0:35 0:32 0:16 0:44 0:40 0:20 0:56

 집관리 0:09 0:12 0:07 0:07 0:14 0:02 0:28 0:41 0:17

가정관리물품구입 0:07 0:04 0:10 0:25 0:23 0:27 0:40 0:35 0:44

기타 0:01 0:02 0:01 0:19 0:16 0:21 0:09 0:09 0:09

 가족보살피기 0:12 0:09 0:15 0:15 0:14 0:16 0:14 0:16 0:13

자료: 2009년 한국생활시간조사,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http://www.timeuse.org/mtus)

또한 노년기 부부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전통의 고수라는 상반된 역할 기대 속에

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외에도, 노년기 생활의 지향이나 욕구가 상반되면 갈등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사회적 노동과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부터 부담을 털어낸 노년기 부부

는 한편으로는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한편으로는 정서적, 심

리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간 일정한 긴장이 있다(Carstensen, 

Gottman, and Levenson, 1995). 여자노인과 남자노인이 이들 각각의 욕구 수준이 

같은 경우에는 조화롭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생활지향과 욕구를 갖게 되

면 일상적 갈등과 결합하면서 갈등이 폭발한다. 일본사회에서부터 시작된 ‘젖은 낙엽’ 

증후군은 퇴직이후 장기간 노후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노년기 부부의 역할 및 관계 갈

등을 보여준다. 젖은 낙엽이란 아무 곳에서도 쓸모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

기 짝이 없는 남편을 묘사하는 용어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 ‘젖은 낙엽’은 땔감으

로 쓰일 데도 없고,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부인이 외출할 때는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남편을 지칭한다.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여가시간 사용을 보면 성별간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여

지가 발견된다(표 6 참조). 2009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하루에 평균 6

시간 46분을 교제와 여가에 할애하고 있는데, 미국(8시간 19분), 영국(8시간 47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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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자들의 여가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이

유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년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일이나 가정내 역할을 위한 시간이 줄게 되면서 장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제대로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할 경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 여가시간(6시간 

46분) 중 50% 이상을 주로 TV보기(3시간 27분)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교제활동(57

분), 스포츠 및 집밖레저(47분), 종교활동(22분), 신문･잡지･책 읽기(10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 노인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책이나 

신문 등을 읽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짧고,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레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책이나 신문, 잡기를 읽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

국 노인의 여가시간 사용패턴이 긍정적인 편이다. 

<표 6> 65세 이상, 성별 여가활동시간 현황

(단위: 시간, 분)

주요 여가활동
한국(2009) 미국(2005) 영국(200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교제 및 여가 6:46 7:24 6:20 8:19 9:02 7:48 8:47 9:02 8:36

종교활동 0:22 0:12 0:30 0:11 0:09 0:13 0:06 0:04 0:06

읽기(신문,잡지,책) 0:10 0:20 0:04 1:03 1:00 1:05 1:01 0:59 1:02

TV보기 3:27 3:46 3:14 3:46 4:14 3:25 3:54 4:10 3:41

교제활동 0:57 0:50 1:01 0:52 0:47 0:56 1:13 1:01 1:23

스포츠 및 집밖레저 0:47 1:07 0:33 0:24 0:18 0:25 0:20 0:28 0:13

기타 1:03 1:09 0:58 2:03 2:34 1:44 2:13 2:20 2:11

자료: 2009년 한국생활시간조사,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http://www.timeuse.org/mtus)

 

그런데 성별 여가사용 패턴은 좀 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총량으로 보면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것을 앞의 가사노동 사용시간과 함께 고려해볼 경우 남자노인은 가사노동은 덜 하고 

여가활동은 많이 하고, 여자노인은 가사노동은 많이 하고 여가활동은 적게 하는 것으

로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노인이 일을 여자노인에 비해 1시간 많이 하는(남

자 2시간 14분, 여자 1시간 14분)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가시간의 전체 양은 

성별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을 내용별로 구분을 해보면 구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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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성별 차이가 보인다. 남자노인들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집안에서 소일을 하는 

경향성이 높으며, 여자노인은 집밖에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남자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집에서 주로 하게 되는 ‘읽기(책, 신문, 잡지), TV보기’ 시간구성은 

남자노인이 4시간 6분이고 여자노인은 3시간 18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로 여

가를 보내는 시간이 많다. 미국과 영국도 시간수가 많을 뿐 동일한 양상이다. 성별로 

미국은 남자 5시간 14분, 여자 4시간 30분, 영국은 남자 6시간 9분, 여자 4시간 43

분이다. 반면 집이 아닌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종교활동,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

레저활동’은 남자가 2시간 9분, 여자가 2시간 14분으로 여성들이 보다 바깥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남자 1시간 4분, 여자 1시간 34분, 영국은 남

자 1시간 33분, 여자 1시간 42분으로 역시 여자노인이 바깥에서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 즉 여가활동 구성이 남자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바깥에서 여가의 욕

구를 찾으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바깥으로 나가려는 아내와 집에 있으려

는 남편간 갈등, 일본의 ‘젖은 낙엽’ 증후군은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여가시간 구성방식의 성별차이는 앞서 언급한 가사노동 수행에서의 일

상적 갈등과 결합하면서 노년기 부부의 갈등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독립

적인 생활의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노년기 부부갈등

에 관한 연구(김미혜 외, 2007; 김태현･전길량, 1997)에서는 은퇴이후 남편이 직접적

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더라도 집안내 남편의 존재조차 답답하다거

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노년기는 자녀의 독립과 분가 이후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가 된다. 거의 하루 종일, 365일 부부는 서로의 생활시

간과 주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애주기에서의 부부관계 보다 상호작용 수위

가 높을 수밖에 없다. 노년기 부부의 성별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와 전통의 고수라는 

상반된 역할 기대가 노후생활 성별간 갈등의 핵심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부부로 살게 될 경우, 함께 할 시간이 20-30년이 

되면서 갈등을 참기보다는 해결하고 조정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역할의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한국 사회 대다수의 남성은 부양

의무감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우

월감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집단의 남성우월감 점수는 월등

히 높아서 이들 집단에서 은퇴이후 가정내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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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이수연, 김인순, 2011). 남성우월감이 현실에서의 떨어진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여성과 부딪칠 경우 부부갈등은 충분히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황혼

이혼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노년기 성별 역할 갈등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것은 노년기 인구의 일상적 갈등과 스

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노년기 이전 부부 갈등의 양화

노년기 부부간 갈등은 노후 성별 역할 변화에 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갈등

의 표면화는 노년기 이전의 부부갈등이 매개되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백주희, 

2007; Choi and Marks, 2006: Bookwala, 2005; Cartensen, Gottman and Levensom, 

1995).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사건 11만6858건 중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건은 2만7823건(23.8%)인 것으로 집계됐다(매일경제, 2011년 

10월 8일자). 2006년 19.1%에서 2007년 20.1%, 2008년 23.1%, 2009년 22.8%에 연

이어 지속적으로 장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한 커플이 이혼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말

한다. 우리나라 부부관계 및 갈등에 대한 연구는 성별간 결혼생활에 대한 상호간 인

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선영･김태현, 2002; Tower and Kasl, 1996). 

이로 인해 성별로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혼에 대한 생각 등에서 차

이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의 부부갈등 인지도는 높게 나타나며, 부부간 스트레

스로 인하여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ookwala, 2005). 

한국 부부의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생활만족도나 결혼만족도가 높고 우울수준이 더 

낮은데, 여러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남성위주의 가정문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 기인한다(이선미, 김경신, 2002). 이와 같은 노년기 이전의 부부갈등은 

자녀양육,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잠재 혹은 지체되어 있다가 노년기 성별 관계가 달라

지면서 표면화된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권위적이고 평등치 못했던 부부관계

는 노년기에 갈등으로 표출되기 쉽다. 여성들은 경제적 요인보다도 남편과의 상호작

용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부부간 갈등의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꼽고 있는 점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김미혜 외, 2007).

노년기 부부갈등의 가장 극단적 유형인 황혼이혼은 오래된 부부관계 누적의 폭발

로 해석된다. 노인들도 점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남은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고 결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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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살아내지 않겠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젊었을 때 미리 관계를 유연하

고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지 못한 부부의 경우, 자녀의 독립과 분가이후 개인으로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는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노후에 이혼을 하

는 경우 이미 배우자와 노년기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정서적 이혼을 놓여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간 오랫동안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부갈등이 누적되

는데(Choi and Mark, 2008; Choi and Mark, 2006; Whisman and Uebelacker, 

2009), 노년기에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은 황혼이혼을 결단하게 한다. 장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던 부부가 은퇴 혹은 퇴직 이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 존재가 오히려 고통과 외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떠난 

상태에서 부부는 노년기 가장 주요한 관계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정서적 

지렛대로서 보다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선택하

는 것이다(이선미, 2005).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한 배경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터

부가 약화되고, 부부재산분할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노후생활의 경

제적 생활보장에 대한 선택이 보다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결혼생활의 불행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불

행한 부부관계를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오래 살게 되면서 부부간에 장기간 아프거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에 의해 돌봄을 받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구에서도 자녀보다는 배우자에 의해 돌봄을 받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Choi 

and Marks, 2006). 이와 같이 배우자에 의한 돌봄을 받게 되는 경우, 돌봄의 질은 

이전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는다(Braun et al. 2010; Whisman and Uebelacker, 

2009). 즉 과거 부부관계가 갈등적인 경우는 돌봄을 제공해야 상황은 부부갈등의 연

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지는 반면, 중장년기를 통해 친밀하고 우애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에는 돌봄을 사랑의 연장이나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여긴다. 간헐적으로 부

부관계가 좋았던 경우 돌봄을 더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더 잘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치가 반영되어 배우자로서의 역할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백주

희, 2007).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노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자신이 해야 될 역할로 받

아들이는 반면, 남성이 여성노인을 돌볼 경우에는 자신에게 의존하게 된 배우자에 된 

지배력의 유지나 이웃이나 친구로부터의 인정을 주요하게 인지하고 있다는(Rib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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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차이가 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노후 돌봄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Tower and Kasl, 1996). 미국의 전국단위 조

사에 의하면 치매, 뇌일혈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장기돌봄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식보다 

배우자에 의해서 돌봄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갈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and Marks, 2006). 고령화 시대 점차 자녀들보다는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노후 가족내 돌봄의 제공주체가 자식(통상 

며느리)보다는 배우자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한경혜, 2011; 조병은, 2004). 

평균수명을 고려해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을 돌볼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

다. 노년기 이전의 부부관계가 노년기 부부관계의 변수가 된다. 부부간 대화 및 의사

소통을 통한 전반적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차원이 노력이 

요구된다.

3) 제도로서의 가족 약화

울리히 벡(2006)은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진단하면서 제도로서의 가족이 와해

되고 있음을 주시하였다. 실제 이혼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노년기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혼 수용도에 있어 변화는 유책이혼에서 파탄이

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한 측의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

을 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성격 차이나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 파

탄이혼으로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이혼은 점차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변화

하고 있다.

아직도 65세 이상 노년기층은 이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가 대다수다.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현재 80.9%의 노인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제도로서의 가족유지에 대한 강한 지향을 가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65세 이상 노인그룹에서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

화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 2010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60대 이상 여성노인 중 

이혼을 상담해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폭력

문제와 같은 결정적 귀책 사유보다는 오히려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제적 갈등과 불

신, 주벽 등과 같은 부부관계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1년 5월 20

일). 이것은 전통이나 관습에 많이 얽매어 있는 노인 중에서도 점차 제도로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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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제 가족에서 벗어나는 그룹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혼과 함께 재혼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표 7 참

조). ‘재가(在家) 금지’ 혹은 정절을 중시했던 한국사회의 오랜 유교 전통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재가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22.3%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노인은 재혼에 대해 절대적이든, 상대적

이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보다 허

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7> 재혼에 대한 견해 (65세 이상) 

(단위 : %)

계
해야1)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2)

말아야

한다

잘모르겠다

2006 100.0 29.8 37.0 24.2 9.0

2008 100.0 30.7 41.6 23.2 4.5

2010 100.0 27.0 44.8 22.3 5.9

남 자 100.0 31.2 46.5 16.7 5.6

여 자 100.0 24.1 43.6 26.2 6.1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는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실제 지난 수십년간 변화추이를 보면 <표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 

그룹 중 이혼하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서 사별이 아닌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해체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또 이혼 후 재혼하는 건수도 급증하였고 이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여전히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 이혼, 

재혼 숫자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적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빠른 것이 특징이다. 

1999년과 비교하여 남자노인이 이혼 후 재혼하는 건수는 3배 늘어난 반면, 여자노인

의 비율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여자노인도 점차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65세 이상의 노인 그룹에서 이혼과 재혼과 같은 대안적 삶을 

도모하는 양상은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이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울리히 벡,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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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령화 시대 노인의 부부관계의 질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이 오래 살게 되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중에서 부부관계가 갖는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은퇴후 부부가 사별을 하기 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30-40년에 이르

게 된다. 즉 일을 하러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하는 시기가 평균

수명이 60세에 이르렀던 시기에 비교하면 거의 30년 넘게 길어졌다. 이것은 부부간 

갈등이 상존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커다란 부담을 넘어 불행

스러운 상황에 놓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부장제적 결혼관계가 유지되는 

커플들이 많이 있고, 여성의 의식이 민주적 부부관계로의 지향을 향해 가는데 비해 

전통적인 부부관계에 머물러 있어서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부부관계 내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2008) 조사에서도 노인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노인

이 여성노인보다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갈등

을 더 많이 느끼며 부부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기 부부관계

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주로 여성이 남성을 돌보고 지원을 해

야 하는 상황의 노출은 이들 부부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Bookwala, 2005; 

Sandberg et al., 2009). 따라서 부부관계에 불만이 높고 자녀양육기를 거쳐 자녀와

의 관계에서도 상대적 자율권을 가진 중년기 이후의 여성노인이 이혼을 제기할 가능

성은 향후 높아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노년기 로맨스’를 꿈꾸는 남성노인에 의한 이

혼 제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에서 노혼(老婚)은 이미 하나의 현상으로 자

리잡았다. 노후의 성생활은 물론 노년을 함께 보낼 정서적 의지대상에 대한 욕구가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노혼율을 비교해보면

(2005년 기준) 남성의 재혼을 기준으로 영국은 한국의 4.3배, 스웨덴은 3.9배, 캐나

다는 3.7배에 이른다. 여성은 영국이 4.9배, 러시아가 4.5배에 달한다(헤럴드경제 

2009년 3월 11자 신문 “당당한 노년의 성”). 

4. 고령화 시대 가족내 갈등 완화 방안

1) 가족내 부부간 역할 공유와 가족구성원간 분담구조 구축 

고령화시대 노년기 생활은 부부관계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고령화 사

회가 본격화 될 경우, 노인들은 자녀들과 살기 보다는 배우자와 장기간 생활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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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관계가 될 것이다.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자녀중심형보다 

배우자중심형이 만족도가 높은 반면 모두 긴밀하지 않는 무관계형이 가장 낮았다(김

영범･박준식, 2004; 김태현 외, 1998).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부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

직도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남성중심적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시대 부부가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어 살

아가는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들 부부관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

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노년기는 노년기 이전과 달리 남성과 여성의 주

된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기존 성역할의 경계가 없어진다. 성별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정과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겠다. 가사노동과 같은 일을 여성에게만 부담시키는 기

존 관행을 고수하기보다 부부가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일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돌봄에 있어서도 가족내 분담구조가 필요하다. 가능한 늦추고 싶지만 어느 시

점에선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부모에 대한 부양은 성인자녀들이 맡게 된다. 

이 경우 가족내 돌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노인들이 돌봄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노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구조의 변화, 부부간, 형제자매간 돌봄의 역할을 

상호 분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주수발자가 있다하더라도 이

들이 오롯이 돌봄의 모든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부담을 안게 될 경우 돌봄은 애정

이 아닌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돌보는 자(caregiver)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이차적으로는 돌봄을 받는 자(care-receipient)의 돌봄의 질을 하

락시킬 것이다. 고립된 상황에서 가족내 돌봄을 수행하게 될 때 돌봄제공자의 우울

증, 신체적 피로와 건강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장기적 돌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내 돌봄 분담구조의 정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여성에게만 노부모의 돌봄을 전담하는 비대칭적 돌봄 구조를 벗어나 남-녀간, 

주수발자-부수발자간, 형제자매간 돌봄 공유와 분담을 수행하는 구조속에서 돌봄이 

연대와 결속의 축이 될 수 있다. 주부양자 자녀(대개 장남)의 부양책임 과다는 가족

유대감을 와해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고령화로 노부모 부양의 기간이 장기화되

고 있다. 노부모 부양이 주부양자녀, 노부모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참여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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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공유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노부모와 자녀간 돌봄갈등이 증폭될 때는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

적으로 완전히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이다. 부모와 성인자녀가 돌봄을 

둘러싸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부모의 절대적 의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 장기요양에 결합되어 자녀가 경제적 부양을 혼자서 

짊어지게 될 경우 노인-자녀간, 형제자매간, 주수발자 부분간 갈등을 첨예해질 수밖

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부양체계가 보다 완전하게 구축되어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자녀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자녀들이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가족내 돌봄을 적

절히 결합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정부로부터의 돌봄서비스 확대는 노인돌봄을 

둘러싼 가족내 갈등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돌봄제공자를 위한 

각종 휴식이나 쉼터 서비스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망도 확충되어야 하겠다. 영국은 

노인돌봄에 있어 가족의 중심적 역할과 부담을 축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추가적 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내 제공함으로써 이들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일례로 Age Concern은 전국단위 조직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이 보다 지

역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서비스를 연

결시키고 노인을 위한 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Cares Network도 전국단위 조직

으로 노부모에게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돌봄제공자에게 이용가능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이 힘든 상황에서는 때로 돌봄을 포기할 수 있도록 재정적 문제나 정서적 문제, 

자존감 등에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박기남, 2011: 

313). 미국에서도 노인돌봄이 가족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가구 중 약 41%는 외부

에서 가사보조인, 활동보조인, 간병인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 가구 중 37%는 외부 유급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가족구성원이 보조하

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혼자서 모든 케어를 담당하는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 2009). 

돌봄이 가족에 의해 전담되거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이나 제도적 의무로 강제되면 

부모-자녀간 연대나 애정은 급격히 약화될수 밖에 없으며 가족갈등으로 변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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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효규범이 더 이상 강력하게 사회구성원을 규제하지 않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

기 때문에 가족내 돌봄만을 강조하는 돌봄체계는 오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부터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가

족에 의한 돌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을 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노인에게도 가족(자녀)에 대한 의존성 약화로 가족내 

돌봄관계에 협상력이 제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에 

들어 선진국의 재정위기와 함께 가족내 노인돌봄에 대한 현금급여화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현금급여의 확대를 일부에서는 돌봄 선택방식의 다양화로 설명하기도 하

지만 점차 노인돌봄의 가족화로 가족내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부정적 측면도 강화되

고 있다.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간 균형을 잃지 않는 정책지향성을 제고하여

야 할 것이다. 

3)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생활안정

노년기 생활보장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노후 생활의 질과 정도를 결정하는 근

본적인 문제다. 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자녀에 의한 돌봄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통

계청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직도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식을 부양해나가는 중･

장년기를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되고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그룹이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갖는 

노인 그룹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비율도 적

지 않다.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은 직접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가

족내 노인돌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다. 노년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많은 선진국은 연금 및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후 소

득보장제도 도입으로 선진국 노인빈곤율은 상당히 해소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도 소수의 노인그룹만이 연금이나 급여를 통해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

들은 노동시장 기여분에 기초한 현재의 연금제도 설계로는 노후 생활보장 방편을 확

보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취약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여성노인 등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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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의 가정내 돌봄에 대한 기여를 

연금으로 보장받는 분할연금, 아동출산과 양육을 위해 노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금크레딧 제도 등이 요구된다. 향후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후 소득보장제도

의 실질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도 소득보장을 한 축으로, 돌봄정책을 한 축으로 새롭게 방

향을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후에 주택은 노인들에게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으로

서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원이

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급속한 가운데 노인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 모두를 성인자녀가 부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선진국은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담보하고 있다. 또 

2세대, 3세대가 동일한 거주지에서 함께 살기 보다는 별도의 거주지에 살면서 돌봄

을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성인자녀-노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케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이 개인단위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

위할 수 없을 경우,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연금으로 받고 

거주는 노인공동주택(nursing home)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노부모 돌봄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과 도

구적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겠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제도가 정착되고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기본 안전망이 

확충된다면, 가족(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은 보다 자발성에 기초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부모-자녀간 애정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즐거운 행위로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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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성 관련 갈등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미래 사회전망에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 사회, 생태환경의 새로운 변화는 가

족의 새로운 위기환경을 구성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세제해택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녀양육비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공적급여에 대한 면세 등이 이에 해당

□ 조세혜택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논쟁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각종 조세혜택이 확대되면 총노동비용 대비 조세 및 사회보험 등의 부담률을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Wedge)가 증가하고, 조세격차가 증가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을 왜곡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

◦ 반면 자녀양육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사회구조적 특징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

족한 실정에서 양육비용 완화와 양육의 계층화 해소를 위한 조세혜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

◦ 조세정책은 이와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상반되는 관점에 따라 사회

적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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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역

세제지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자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 해당자녀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인인 경우 : 추가 100만원

▖자녀 2인 초과하는 경우 : 1인당 추가 2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
▖영유아 : 1인당 300만원 ▖초중고 : 1인당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의료비 공제(한도) ▖자녀의료비중 총 급여의 3% 초과금액 (최대 700만원)

보험료 공제(한도)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최대 100만원)

□ 특히 조세혜택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지원조건

의 차별화가 적용되고 있음

◦ 지원의 차별화는 정책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차별

화는 불가피하게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 가족규모에 따른 조세혜택의 차별화 전략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갈등의 쟁점을 

유발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관점에서 가족규모에 따른 과세형평성의 몇 가지 쟁점을 고

찰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가족규모에 따른 조세제도 현황

□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통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우대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증가에 긍정

적 영향을 주기 위한 배경

◦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기의 진전1)을 이루어 왔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 현황 (2011년 11월 현재)>

1)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경험도 :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7.5%,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1.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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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역

세제지원

(비과세)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

별공급(공공주택 특

별분양 및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미성년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공공주택의 10%, 민영

주택의 3%를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

주택자금

대출지원
대출시 금리 우대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중

 무주택 세대주

･ 구입자금 대출시 0.5%p 

금리 우대 (→금리 4.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자녀이상 출

산시 가입기간을 추

가로 인정

▖둘째이상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 

인정)

･ 1인당 평균 연 260천원

전기료 감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사용량 제한없이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출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고, 추가로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추가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 금액은 1982년 24만원, 1989년 48만원으로 2배 증가, 1996년 100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 150만원으로 조정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화 없었음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

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

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는 2006년 12월 도입이후, 2010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

수준까지 확대

◦ 교육비공제는 특별공제로써,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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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

- 교육비공제는 1996년 도입되었고, 당시는 유치원아만 대상이었으나, 1998년 영

유, 1999년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

- 1인 공제한도액은 1999년 100만원, 2003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단

계적으로 확대

◦ 6세 이하 자녀를 위하여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는 2003년까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었으나, 

2004년부터 동시 공제 가능

-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2003년까지 50만원이었으나 이후 100만원으로 확대 

◦ 연구(우석진, 2010)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현재의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소득공제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명목 공제액이 고

정되어 있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공제액이 하락하는 효과

가 나날수도 있음

       출처: 우석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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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서 출산에 유리한 사회여건을 조성

하기 위하여 가족규모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음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교수업료 지원

-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국가근로장학사업 대상 선정시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 우

선 선발

-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국가장학제도 신설시 수혜가능 인원수가 정해진 장학

금의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우선순위 부여

◦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후 재고용

-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

- 희망자에 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및 재고용시 임금피크제 적용

- ’13년까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점, 국가 

재정부담, 높은 청년실업률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년 이후 

실시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11년)

- 자녀 2인 : 추가 50만원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시 : 추가 100만원 → 200만원

-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 (’10.7.5 시행)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 전체 공급량의 3% → 5%

※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총 공급량의 10%를 다자녀 가정에 특별공

급중

-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율 추가인하 : 4.7%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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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규모와 세제지원의 국제비교

□ 가족지원에 대한 공적 지출규모

◦ 가족지원에 대한 공적 지출은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이

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적 현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

는 서비스지출, 그리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을 

포함

<그림> GDP 대비 가족지원비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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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11. 11.

◦ OECD 국가의 가족지원 총지출은 2007년 기준 GDP 대비 2.2%. 프랑스나 영국

의 경우 GDP 대비 3.5%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칠레, 멕

시코는 1%이하 수준이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 주요선진국은 서비스나 세제지원보다 현금지원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현금지원이 매우 낮고, 조세지원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한국과 함께 칠레,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과 미국은 

서비스 지출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는 세제지원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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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조세부담률

◦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8년 기준 34.8%였지만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6.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 중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수준

◦ 덴마크의 경우 GDP의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

스,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40%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멕시코가 21.0%로 가장 낮았고, 미국 26.1%, 호주 27.1%, 일본 28.1% 수

준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GDP 대비 조세부담률, 200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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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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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8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9, 2010.

□ 조세격차(Tax Wedge)2) 국가비교

◦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은 평균 임금을 받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34.9%

2)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로서 조세, 사회보험 등의 종합적

인 부담률을 나타냄. 세액: 개인소득세+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세-공적지원액(Cash 

Benefits). 총 노동비용: 총임금소득+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고용세. 총노동비용대비 세액 비율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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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국가들은 41% 수준

- 한국은 19.8%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 2자녀 기혼자(1인 근로자가구)기준으로 OECD 평균 조세부담은 24.8%로 무자녀 

독신자에 비하여 10.1% 낮은 수준

- 반면 한국은 17.5%로, 무자녀 독신자에 비하여 2.3% 낮은 수준으로, 결혼 및 

출산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

<표>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구분 무자녀 독신자 2자녀 기혼자(단일소득)

한국 19.8% 17.5%

OECD 평균 34.9% 24.8%

출처: OECD, 2011, Taxing Wages 2009-2010.

◦ 2000~2010년 기간 동안 변화추이는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이 무자녀 독신

자 기준으로 평균 1.8%감소(2000년 36.7% → 2009년 34.9%)

-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자동적으로 

증가함을 감안할 때, OECD 국가들이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개혁을 해온 

것으로 해석

- 동 기간 중 한국의 조세부담은 3.5% 증가(2000년 16.3% → 2009년 19.8%)

◦ 소득계층별로 OECD 국가들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했으나 한국

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더 크게 증가

<표> 가구형태별, 소득수준 별 조세격차 변화추이 비교, 2000~2009

구분
평균소득 50~80% 평균소득의 180~250%

무자녀 독신자 2자녀 기혼 무자녀 독신자 2자녀 기혼자

한국 2.7 1.8 0.4 -0.3

OECD 평균 -2.1 -3.9 -1.3 -1.6

출처: OECD, 2011, Taxing Wages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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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임금소득 대비 부담률3)

◦ 2010년 현재, OECD 국가들은 무자녀 독신자 기준 평균 24.3%수준, EU 국가

들은 28%

- 한국은 11.9%로 회원국들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2자녀 기혼자의 경우 OECD 평균은 18.8%로 무자녀 독신자에 비해 5.5%p가 감

소한 반면 한국은 9.4%로 2.5%p 감소에 그침

□ 총임금소득 대비 순 부담률4)

◦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현금지원액을 감안해도 부담률에 변화가 

없었으나, 2자녀 기혼자의 경우 부담률이 12.5%로서, 정부 현금지원을 통해 부

담률이 6.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개국(체코, 뉴질랜드)은 현금지원을 통해 순 부담률이 음수로 나타남

- 반면,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가족상황에 무관하게, 정부 현금지원이 근로

자의 부담률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가구형태별 총임금 대비 조세격차 비교, 

구분
총임금대비 부담률 총임금 대비 순 부담률

무자녀 독신자 2자녀 기혼 무자녀 독신자 2자녀 기혼자

한국 11.9% 9.4% 11.9% 9.4%

OECD 평균 24.3% 18.8% 24.3% 12.5%

출처: OECD, 2011, Taxing Wages 2009-2010.

□ 정책적 시사점

<효율성 측면>

◦ 조세격차(Tax Wedge)는 노동에 대산 수요, 공급을 왜곡하여 노동시장의 효율

성을 저해하는 등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요소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의 Tax 

Wedge가 낮은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

3) 총 임금소득(Gross Wage Earnings) 중 개인소득세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

중으로,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질세율. (개인소득세+근로자 부담 사회보장 기여금)/총임금소득

4) 총 임금소득 대비 부담률에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지원액(Cash Benefits)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 부담

률. (개인소득세+근로자 부담 사회보장세-정부 현금지원액/총임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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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측면>

◦ 결혼, 출산 등 부양가족이 증가할 경우 제공되는 조세상의 혜택이나 재정적 지

원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취약

- 특히 OECD 평균 대비 격차의 상당부분은 정부 직접 재정지원(Cash Benefit) 

결여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2000~2009 기간 중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Tax Wedge가 더 많이 증가

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

4 가족규모와 과세 형평성의 사회갈등 요인

□ 후기 산업사회의 가족 생태환경은 부양부담의 피로감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

◦ 일반적으로 후기 산업사회는 위험사회(risk society)라는 특성을 가지며,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가족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조건 형성(장경섭, 2011a, 2011b)

◦ 한국의 경우 가족 생태환경은 서구 일반적 상황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장경섭, 

2011b)

-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 체제의 형성과 강화로 귀결, 자본주

의 초국가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고용과 소득 불안이 가족 차원의 사회재생산 

불안정화로 귀결

- 한국의 가족은 산업화시기의 엄청난 성취 이면으로 심각한 ‘기능적 과부하’를 

겪고 있음

□ 재분배의 관점에서 과세체계의 사회갈등요인

◦ 우리나라에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냄

- 2009년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의 비율이 약 27%이고, 과세 미달자가 아니라

도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각종 공제후 실질적인 세부담이 미미하기 때문에 중

산층 이하에서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

- 2009년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은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약 14.5%. 반면 소

득 상위 10%의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의 약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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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공제금액도 1인당 평균은 62만원이지만, 소득 상위 10%의 경우 75만원

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따라서 소득공제는 그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 귀속되는 성격이 있고, 소득 

대비 혜택의 비율이 가장 큰 집단은 중상위 소득계층

- 가족형태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특히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부담 자체가 낮기 때문(최준옥 송헌재, 2010)

- 또한 출산에 따른 고정비용과 유지비용(maintenance cost)이 크다는 점을 고

려했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상위분위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상

황은 인적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역진적일 수 있음(우석진, 2010)

◦ 다른 한편,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조세격차의 변화추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욱 크게 증가

- 그리고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지출이 OECD 평균수준에 비해 매우 낮고, OECD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현금지원 등이 매우 취약한 실정

◦ 요컨대 가족규모에 따른 현재의 소득공제 과세체계는 저소득층 보다 중상위 소

득계층에 그 영향력이 더욱 크고, 지난 10년간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계층의 조

세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5 정책 개선방향

□ 사회 갈등은 집단간 격차가 사회적 합의수준을 넘어설 때 확대될 수 있음

◦ 아직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은 갈등요인이라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하여 자녀수가 많은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향후 다른 사람들

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회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60.0%의 국민들이 찬성, 자녀가 많은 가국에 대한 세금혜택 증가에 대

해서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90.8%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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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은 공공재(낸시 폴브레, 2007)

◦ 아동이 공공재인 이유는 그들의 계발된 능력과 자질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의미이며

◦ 부모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는 부모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보

완하는 책임을 져야함

◦ 강력한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빈곤아동이 많지 않음.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대한 관대한 공적 지원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경제적 의미에 대해 사회

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비시장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 아동의 빈곤과 복지를 단지 부모(가족)의 책임 하에 두는 사회는 미래전망이 불

투명

□ 사회재생산은 공헌적 권리

◦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재생산은 Bryan Turner가 지적한 “공헌적 권리

(contributory right)”로서의 시민권임이 어느 때보다 확연(장경섭, 2011a)

- 사회재생산과 관련된 가족위기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을 고려

해, 종합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을 통해 사회재생산을 ‘사회화’시키는 국가적 

노력의 ‘급진성’이 요구

□ 향후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 등으로 전환하는 방

안과,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을 위한 현금지원 강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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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 처분 및 상속을 둘러싼 갈등
김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한국의 상속과 부양의식 

상속은 일반적으로 호주･재산･제사상속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

로 장자우대 상속을 따랐으며 이 경우 상속은 제사나 호주의 지위와 더불어 재산이 

동시에 승계되었다. 또한 장자우대 상속에 따른 장자부양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상속과 

부양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범장치가 분명하였다. 즉 장자우대상속은 부모부양의 의

무를 장자에게 지우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서 부모에 대한 부양동기는 의무적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신화용 외, 1997). 

또한 이러한 의무적 특성과 함께 효 사상을 바탕으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

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노후에 대한 책임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가족부양체계를 전

통적으로 유지해 왔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부모부양은, 과거에 입은 은혜에 대한 보

답이자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교환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

로 효행자라고 인정받으려는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족부양체계에서 부모세대의 자산은 자연스럽게 부양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녀세

대로 이전되었으며 상속과 부양이 독립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199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 차남, 아들딸 구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균분상속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에서 장자우대, 아

들우대 상속의식이 우세하였다. 균분상속은 재산상속을 강제로 집행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상속분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를 바탕으로 장자 또는 아들 중심의 상속이 이

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장자에게 여전히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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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분상속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확대되고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상속관행의 변화

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부양을 담당해오던 전

통적 가족부양체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균분상속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확대됨에 따

라 장자우대상속과 장자부양이라는 전통적 상속부양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노후기간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로 인해 노후

부양에 대한 부담은 세대를 막론하고 점차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설계계획보다 자녀의 교육, 결혼, 분가 시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위해서 사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져 자금을 마련하여 경제적 지

원을 아끼지 않는 형태의 증여가 보편적 정서였으며 재산상속에서도 자녀에게 많은 

부분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열, 1997). 아직도 부모는 자식의 학업, 

결혼자금, 사업자금,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여러 가

지 형태로 사전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 또한 부모가 연로하게 되면 보살핀다

는 생각이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부모 부양의식이 희박해지고 있

으며 과거세대의 효의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석재은(2009)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

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

세대는 아직까지 효사상을 바탕으로 가족부양체계를 기대하지만 젊은 세대는 더 이

상 노후부양책임을 자녀세대에게 지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도 젊은 세대일수록 약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세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기가 불확실해지고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다

라 부모세대의 상속의식도 변화되고 있다. 부모입장에서 늘어난 노후기간에 대한 대

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체계가 해체에 따라 독립적인 노후준비가 요구되

고 있다. 과거의 부모세대와 달리 지금은 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재산을 갖고 있

다가 사후에 상속시키려 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사전상속의 경우도 재산의 일부만 

상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돈희 외, 2002). 

김기경 외(2001)의 연구에서 서울시 12곳의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상속관련 

의식 및 행동을 조사한 결과 사전상속을 한 경우는 약 35%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약 65%는 사전상속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전상속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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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즉 자신의 노후대책 등의 이유로 

사전상속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1) 결과 65세 이상 응답자의 

약 30%는 상속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속을 전혀 안 해 줄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가깝게 닥친 본인

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자녀에 대한 재산상속 계획

(단위 : %, 명)

전혀 

안해줄 

예정

(안해줌) 

조금 해줄 

예정

(해줌)

해줄만큼 

최대한 

해줄 

예정(해줌)

모르

겠음
계 명 평균

전체 21.3 46.3 31.3 1.1 100.0 (2,968) 2.10 

연령( x 2=61.5***)

 20대 17.5 43.5 37.2 1.7 100.0 ( 519) 2.20 

 30대 19.2 45.6 34.1 1.1 100.0 ( 630) 2.15 

 40대 19.5 52.9 27.0 0.6 100.0 ( 662) 2.08 

 50~64세 22.6 49.8 26.7 1.0 100.0 ( 709) 2.04 

 65세이상 29.2 35.3 33.9 1.6 100.0 ( 448) 2.05 

자료: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대한 국민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 서양의 상속 및 부양의식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상생활의 접촉, 상호도움,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및 개인적 돌봄을 주고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면에서 동･서양의 차이가 없지만 서구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

이 상속에 따른 부양의무가 강요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는 노부모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

지 않아 상속이 부모부양의 댓가로 여겨지지 않으며 (김기태 외, 2001) 규범적으로 

세대 간의 독립을 강조하며 발달된 사회복지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 자녀간의 관

계는 비교적 자발적, 애정적,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상속은 세대 간의 지속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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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신화용 외, 1997). 서구사회의 세대관계는 세대 

간의 독립과 세대내의 유대감을 강조하며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가 자발적이고 

애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도 아

들에 의한 부양보다는 애정적 관계인 자녀에 의한 부양이 많으며, 따라서 부양과 상

속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녀보다는 배우자 우선상속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산이 많은 

경우 자녀뿐만이 아닌 자선단체 등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련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이므로 미망인은 성인자녀와 독립

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녀상속을 할 경우 보편적인 관행은 

자녀균등상속이며 부모에게 특별한 역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녀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 부양의 대가로 상속을 차별화하기도 한다. 

3 고령화에 따른 상속 갈등

고령화에 따른 재산상속 및 부양의식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규범의 상실을 초래하

며 가족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

민인식조사 (201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

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에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 많은 세대일수록 상속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로서 그에 따른 

갈등상황을 젊은 세대에 비해서 심각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여

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갈등발생에 찬성한다는 응답비

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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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평균

전체 16.8 47.1 25.3 10.7 0.1 100.0 (3,000) 2.70 

연령( x 2=57.4***)

 20대 10.6 44.2 30.0 15.2 100.0 (527) 2.50 

 30대 14.2 47.8 27.9 10.1 100.0 (634) 2.66 

 40대 18.5 44.4 26.0 11.1 100.0 (665) 2.70 

 50~64세 20.2 49.5 21.2 8.9 0.1 100.0 (721) 2.81 

 65세이상 19.6 49.7 21.6 8.8 0.2 100.0 (453) 2.80 

자료: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대한 국민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상속 및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갈등은 크게 두 부분으로 표출된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간의 갖는 세대 간 갈등이며 둘째는 자녀들 간의 갈등이다. 

먼저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간 갈등을 살펴보자. 부모입장에서는 평균수명이 연장

되어 소득 없는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보건의료비를 포함한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부담

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가능한 한 사후에 상속하려는 유인이 있다. 또한 길어진 노후

는 노후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으로 노후 필요자금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섣불리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난 후 건강 등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할 경우 노후보장제도가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양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때로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세대는 상속을 가능한 한 늦게까지 유보함으로써 노후

대비에 보다 안전을 기하고자 한다. 반면 자녀들은 결혼, 분가 등 필요할 때 상속받기

를 원하며 사전상속을 기대하는 경우 자녀세대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속액의 분배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다른 요구도에 의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부모세대가 노후보장을 위해 재산의 일부만을 사전 상속하고자 할 

경우 자녀들은 본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속 액에 대한 불만이 쌓일 가능성이 있

다. 일반적으로 노인과 성인자녀관계는 부모가 자립할 능력이 있을 때 자녀와 우호적

으로 상호작용하며 자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교환자원으로 여기는 경향

이 있는데 자녀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부모 자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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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이용한 노후보장시스템의 일환으로 정

부는 2004년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

택을 주거 공간으로 생각하기보다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자녀에게 상속하여야 

한다는 의식 등의 이유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가족부양체계

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세대는 본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현존재산을 상속

하기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부모

의 재산 활용과 상속분에 대해서 자녀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대 간 갈등의 또 다른 유형은 상속 후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상속 시기나 상속

액에 대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속 후 자녀에게서 기대했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부모는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한 경우 상속받은 자녀

로부터 자신의 노후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심리적인 부분까지 당연히 

보살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족갈등이 유발된

다. 김기경 외(2001)의 연구에서 재산상속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부모를 모시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주원(2000)의 연구에서 부모세대는 재

산을 상속함으로써 가계를 계승하고, 위계와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함께 후손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노후를 자녀에게 직･간

접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경제적･교환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자녀

세대에게 재산상속은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력을 향상시켜주는 단순한 경제적 의미로

서의 역할이 강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다른 의미해석이 또 다른 상속갈등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과도기적인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점차 

가족부양체계는 사라지고 노후부양은 자녀세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부모세대로부터 상속을 기대하는 정도도 약화되고 부모세대가 

본인들의 자산을 노후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자녀세대들 또한 자신들의 노후부양 책임을 자녀에게 기대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노후자금확보가 자녀세대를 위한 상속에 우선시 될 

것이다. 강유진 (2005)의 연구에서 30, 40, 50대의 노후준비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

부분의 응답자가 노후준비의 주체는 개인 스스로가 되어야 하며 가족과 자녀에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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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부양의

무가 개인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점차적으로 상속과 부양의 연결

고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 상속은 가계를 계승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 

의미는 점차 약화되고 단순히 세대 간 자원 이동에 따른 경제적 의미가 점차 강화될 

것이다. 현재의 50-60대 부모세대는 자식에 대한 자원이전을 많이 함과 동시에 부모

부양도 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녀에게 노후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과도기에 있

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갈등 관계는 부양책임과 상속권을 둘러싼 자녀간 갈등이다. 균분상속이 법

제화됨에 따라 딸들이 자신의 상속권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

황이고 이러한 의견이 가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자 상속권에 따른 부양의무

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며 자녀는 평등하게 상속권을 부여받는다. 균분상속이 사회적으

로 수용됨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특정인에게 부양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녀스스로도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모를 부양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증가하는 상황은 자녀입장에서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상속 권리는 점차 평등해 지지만 그에 비추어 부양의무도 평

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균분상속 하에서도 장자에게 보다 큰 부양의 의

무를 지울 가능성이 많으며 장자입장에서는 장자우대상은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부양

의무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인해 가족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장남은 사회 규

범적 의무인 부모부양 등의 책임을 더 많이 수행함에 따라 더 많은 상속분을 기대하나 

다른 자녀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족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상속과 부양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은 평균수명의 연장으

로 인해 노년기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후부양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한동안 이를 둘러싼 가족갈등은 사회적으로 심화될 여지가 있다. 

4 저출산에 따른 상속 갈등

일반적으로 가족크기가 큰 가족은 형제자매사이에서 유산상속액에 대한 경쟁 때

문에 유산상속 액이 적어지며, 또 자녀가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적자본투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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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산상속을 위한 자산액이 적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Cooney & 

Uhlenberg; 배화선, 2008; 홍공숙 외, 1995).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비생활 유지, 

인적자본 투자에 따라 자본축적가능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 간의 유산상속 

액에 대한 경쟁 때문에 유산상속 확률도 줄어들고 1인당 유산상속액도 적어진다는 것

이다. 홍공숙 외 (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1명 증가하면 유산상속 확률은 0.56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은 자녀들간 유산상속에 대한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며 1인

당 유산상속액도 증가시켜 상속을 둘러싼 자녀들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가족내 노후부양을 책임질 가족자원의 심각한 감소를 의미

한다. 기존의 연구결과 (석재은, 2009) 가족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

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즉 가족자원이 적을수록 가족부

양체계는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가족부양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족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은 감소하는 측

면이 있겠으나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부담은 집중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할 경우 상속 시기나 상속액에 대해 세대 

간 자녀들 간 갈등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 후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부양의 의무

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한 자녀만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를 분담할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부양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부모세대는 상속에 따른 부양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노인세대는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한 한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는 은연중에 부모재산이 보두 자신에게 상속될 것

으로 기대하게 되며 사전에 부보가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등과 같은 서비스 수요

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상속분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갈등을 유

발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자녀 가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한자녀 가구

의 자녀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시대에 상속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자칫 세대 간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로의 상속과 부양기대가 어긋나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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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주변 가족들이 없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각

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5 갈등 해소 방안 

가. 공적노후보장시스템 강화

상속을 둘러싼 가족갈등은 무엇보다도 노후보장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상속갈등의 원인은 부모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모의 부양기대에 벗어난 자

녀의 태도에 있으며 자녀입장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부양기대와 기대이하의 상속액 

등에 기인한다. 여러 가지 현상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의 전통적 장자상속과 장자부양

에 근간을 둔 가족부양체계가 실제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갈등해소 방안의 최우선 책은 사회적으로 공적노후부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노후보장체계가 미흡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족부양체계가 유일한 대안 이였으나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자녀들의 낮은 부모부양의식은 더 이상 자녀를 통한 

노후보장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전통적으로 상속에 따른 부양이 수반되는 형태에서 

점차 상속과 부양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에서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지거나 공적시스템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

향후 평균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좀 더 현실적인 공적노후보장체계마련이 시급한 정책과제 이다. 공적노후부양체계가 

마련된 사회일수록 상속에 따른 부양의무는 약화될 것이고 세대 간 관계는 의존적 관

계에서 점차 독립적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부양의무는 상속의 대가로 이행되기 보다

는 애정적 선택행위로 이루어질 것이며 저출산 가정에서 자칫 세대 간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가족갈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독립적인 노후설계 교육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부모세대는 이제 자신의 

노후를 독립적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부모세대는 재산상속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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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녀에게 노후를 보장받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재산상속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계획적인 

노후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상속 또한 계획적인 노후설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후설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도 계획적인 노후설계와 재산상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노후보장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 상속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속 후 자녀의 태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연한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자녀세대의 부모부양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에게 암묵적으

로 자신의 노후를 부탁한다는 것은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독립적인 노

후설계가 요구되며 계획적인 노후설계 하에서 재산상속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가계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제공이 활성화 된다면 좀 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상

속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한 상속보상체계 강화

점차 상속과 부양의무의 연결고리는 약화되어 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상속

인에게 부양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양기여분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

한 후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기여분을 인정받도록 하

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는 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상 현행 부양기여분제도는 부모

부양을 유인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김은아, 2006). 따라서 부모부

양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부양기여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상속법을 통한 부모부양유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즉, 법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상속상 유리한 지위를 인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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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사회문화 갈등
김선업(고려대학교 교수)

1절 다세대 관계 : 연대와 갈등 

1. 연령 통합론과 갈등론

고령화 저출산은 “다세대 관계(mutigenerational realtionship)”의 본격적인 출현

을 의미한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출생서열에 따른 대(代)의 개념으로 볼 때 최소 

3세대가 공존하며 향후 4세대의 공존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SHARE :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호주, 덴마

크,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50대 응답자의 25%가 4세대 가족이며, 노르웨이는 50대 

할머니의 20%가 부모 중 한 명이 생존해 있고, 헝가리는 80세 이상의 거의 50%가 4

세대 가족구조에 진입해 있다(Hagestad and Herlofson, 2005). 생존과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다세대 양상은 가족 내부와 전체 사회의 세대 관계 모두에서 발

생하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세대 관계의 동학이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임을 뜻한다

(Bentson, 2001). 또한 인구의 연령별 분포가 피라미드 형에 각 연령집단 크기가 비

슷해지는 평평한 플랫형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른 세대별 분포가 다층화된다. 

이와 같은 다세대 관계의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가?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

관계의 갈등의 구체적 양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다세대 관계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통

합론과 갈등론의 일반적 주장을 간략히 검토해 보자. 연령통합론이 세대간 협력과 연

대의 계기라는 측면을 부각한다면 갈등론은 세대간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유인으

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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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적 사회통합의 시각에서 다세대는 사회적 연대와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Riley, 2000). 사회적 차원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문화적 측면에

서는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여러 가치를 공유하여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러 세대간에 걸쳐 상호 자원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호혜적

이고 보완적 관계가 성립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참여와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지식과 

경험의 학습 다세대의 츨현으로 연령적 연대가 촉진되고 사회통합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갈등론적 견해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서 다자간 제로섬 양상을 띠게 되며 

특히 인구구조의 플랫화로 연령집단별 크기가 비슷해짐으로써 연령 집단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다세대 중간에 낀 “샌드위치 세대”는 양면적 부

담이 가중되어 복합적 갈등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옛 문화와 최신 문화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문화적 긴장이 야기된다. 

그런데 연령통합론이나 갈등론은 어디까지나 고령사회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전

망이며 사회에 실제 존재하는 연령관계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서 매우 복합적 양상

을 띤다. 분명한 것은 고령화 사회의 통합과 갈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층적 세대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연령관계가 전체 사회의 연대 혹은 갈등에 어떻게 작용하는

가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고령화가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의 연령집단의 관계를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령집단 간 혹은 집단 내 통합과 갈등에 미치는 효과라

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갈등의 여러 형태 중 일차적으로 경제적 갈등의 양상

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화가 사회전체 차원에서 각 세대 간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한다.

둘째로는 정책과 정치를 둘러싼 사회갈등으로 연금 등 사회보험, 이념 및 시니어

의 정치적 파워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다.

셋째로는 일상적 갈등으로 일상적 생활에서 노소 및 연령집단간 소통과 대화의 

양상과 잠재적 갈등을 비롯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연령주의 현상을 검토한다.

본 장에서 다루는 사회갈등이 반드시 현재 분출하고 있는 갈등에 국한된 것은 아

니다. 일부는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현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잠재적 갈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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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와 사회 갈등의 동학 

릴리(Riley, 1985: 390)에 따르면, 연령이나 출생시기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관념적 갈등,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을 구분하고 

있다. ‘관념적 갈등’이 가치와 목표의 충돌 때문에 발생한다면 ‘권력 갈등’은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지배할 때 발생하고, ‘배분적 갈등’은 희소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상대적 보상이나 기여의 몫을 둘러싸고 빚어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터너는 고령화와 

관련한 사회갈등을 경제적 계급,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문화적 생활양식을 둘러 싼 

일련의 갈등(Turner, 1989)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경제적 계급을 둘러싼 갈

등에 정치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맥락에서 연령집단간 

갈등을 분석한 바 있다. 

세대 및 연령 갈등은 전형적으로 문화적 혹은 관념 갈등의 성격을 지녀왔다. 산업

화과정에서 직업의 분화, 생활공간의 분리 등으로 세대별로 가치관의 지연 현상이 나

타났고 이는 전기 산업화 사회에서 연령 갈등의 기본 토대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후

기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고령화로 길어진 노년으로 생산영역에서의 은퇴 시기

를 결정하거나 은퇴 이후 부양을 분담하는데 있어서 세대간 협약이 요구되었고 이 과

정에서 자원의 할당과 배분을 둘러 싼 다기한 사회 갈등들이 분출하게 된다. 동시에 

핵가족을 뛰어넘는 수준의 재구조화 과정에 돌입한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과 자녀 양육이 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국가는 세계화

와 신자유의의의 효율화의 압력을 떠안으면서 복지예산에 대한 합의적 분할이라는 

지난한 책무를 맡는다. 

또 다른 공간에서 정보화는 일상적 삶의 방식의 근간을 뒤 흔들면서 사회관계와 

소통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는데 질적으로 판이한 생활공간에 적응을 위하여 기존 세

대들은 젊은 세대로 부터의 전면적 재사회화에 필적하는 세대덮기에 둘러싸이는 인

류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사이버 공간은 또 다른 권력의 쟁취를 위해서 

사투해야 하는 세대경쟁의 새로운 장으로 공인되었다. 이렇듯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한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갈등은 특별한 거처를 지정하지 않은 채 물질적 자원의 배분 

영역, 정치적 영역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을 넘나들면서 통합과 소통을 희구하는 상황

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전면적 수준에서 사회갈등이 동시적으로 분출하는 사례는 내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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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쟁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갈등들은 여러 영역에서 중첩되거나 때로

는 분화하면서 진화하거나 퇴화한다. 연령집단간 갈등이 시발되고 비교적 쉽게 포착

될 수 있는 영역은 전체 사회적 공간이라기 보다는 가족, 직장, 일자리, 사회복지 등

과 같은 독립적 영역이다. 각 영역에서의 갈등은 때로는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작용하

기도 때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이라 함은 각 영역별로 연령 집단의 분리나 

갈등이 타 영역의 갈등과 무관한 채 진행돠는 것이라면 중첩은 서로 결합하여 전체 

사회차원에서 집단 분리를 강화하는 양상을 말한다. 예컨대 문화적 규범의 공백 혹은 

타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부모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경제적 압력은 노인 학대

를 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효 규범을 전제하지 않아도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

움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효의 규범은 부양의 스트레스나 경제적 압력에 적응하

는 효과적인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갈등분석은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을 일단 확정하고 이를 강화하거나 약화

시키는 인자를 점차 확인해가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제적 생존과 적응은 오늘

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간 생활의 가장 핵심 영역이며 경제적 갈등은 모든 사회갈등

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고령화 이후 연령갈등을 둘러싼 논쟁도 역시 연령집단이 

경제적 갈등 범주로 작동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Turner, 1989 ; Irwen, 1996). 

고령화로 인한 다세대 사회에서 세대내의 경제적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다

른 세대와의 기회와 재화의 불평등을 수반한다면 세대나 연령집단은 경제적 갈등의 

행위자가 된다. 그런데 집단 내 갈등은 집단 간 갈등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양자를 

결합한 코저(Coser) 이래로 양자의 관련성은 갈등의 역학을 규명하는 기본 작업이 되

어 왔다. 연령집단을 가로지르는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이를 통합시키는 다른 

지제나 집단이 존재한다면 집단간 갈등은 약화된다. 예컨대 연령집단의 갈등화는 이

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갈등집단인 계급이나 혹은 이를 통합시키는 기제인 연령이질

적 집단인 가족내부 연대에 의해서 약화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갈등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시대적 상황에서 

분출되는 다기한 갈등을 포함하면서 기본 축을 설정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억제시키

는 인자를 포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갈등과 세대형평

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념과 정치적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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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고령화와 경제적 갈등 

1. 세대내 불평등 

 최근 한국사회에서 세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들은 대체로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해서 세대내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 코호트와 근로 소득 불평등을 1998년과 2007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신광영의 분석에 따르면(2009), 동 기간동안 세대간 불평등은 약화되었으나 세대 

내 불평등이 심화되어 전체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세대내 불

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 동안 전체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

악하고 있다. 이상붕의 분석결과도 비슷하다(이상붕, 2010). KLIPS 2차부터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8년간 30대 이상의 연령 집단내와 집단간 불평들을 정

도를 부와 소득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소득보다는 부에 의한 불평등

이 약 5배 정도 크며 연령 집단 차원에서 집단 간 불평등보다는 집단 내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상호(2008)도 가구의 자산 분포 불평등을 분석하였는

데, 이를 성, 연령, 학력, 직업으로 요인 분해한 결과 연령대에 따른 가구 순자산의 

불평등도는 그룹 내 불평등 기여도가 그룹 간 불평등 기여도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들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결정요인이 여전히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대내 계급 분화가 세대 간 분화에 비해서 두드러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세대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실체를 지니지 못하는 범주에 그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유럽과 

미국에서처럼 부와 권력을 독점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힘 있는 고령자 집단을 상정

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대 내 불평등에 비해서 세대 간 불평등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세대 간에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흔히 구조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경제적 계급만이 갈등의 유일한 유발 요

인은 아니다. 사회갈등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객관적 토대만을 준거로 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이 갈등의 단위로 작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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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이 적지 않다 

어떻튼 세대 내부의 불평등의 심화는 세대갈등과 관련해서 세대간 갈등 못지않게 

세대 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환기해 준다.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진전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현상의 하나가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화 

현상이다. 우리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근년에 들어와 축소되기 보다 오히려 확대

되고 있는데 2006년에 30%인 빈곤율이 2007년(31%), 2008년(32.5%)을 거치면서 커

지고 있으며 OECD 회원국(노인의 평균 상대빈곤율 13.3%)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빈

곤율)이 가장 높다(OECD, 2010).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에 의하면 IMF이후 불평등이 증가한 상황에서 특히 

노인의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이 타 연령층에 비해서 더욱 크다. 2002년 당시 노인 

빈곤율은 17.4%로 전체 빈곤율 9.53%에 비해 무려 7.78%p나 높았으며, 1990~2002

년 동안 전체 빈곤율은 1.7% 증가한 반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7% 증가하여 무

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인가? 빈

곤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진단이 다를 것이다. 노인 빈곤의 원인은 

노인기에 이르러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기본 원인이 있지만 과거의 노동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있다. 은퇴 전에 비숙련근로자이었거

나 비정규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노후에도 계속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

며(홍백의, 2005). 50대의 경제적 형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 또한 

50대에 형성된 순자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가치는 60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고령자의 경우에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발견은 

중고령 남성노동자 취업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결과로 일맥상통한다(이성용 방하남, 

2009). 따라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축적한 고령자와 그렇지 못한 고령자는 은퇴 이후

에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한다. 

공적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공적 서비스는 사적 서비스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긴요한 수단이다. 2010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공적연

금 수급자는 160만명 정도로 우리 사회 노인의 70% 이상이 무연금자라고 할 수 있

다. 여기에 2008년 1월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면 노인의 대다수가 연금수

급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액이 최대 91,200원(부부가구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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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노후 생계비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만으로도 노인 집단 내 불평등의 개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분배 기능이 미약하며 역으로 연금 유형간 격차는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측면마저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하위 

25%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인 반면 상위 25%의 경우는 

11.4%로 무려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공적연금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김수완･조유미, 2005). 노후의 주된 소득원인 

공. 연금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6만원(최고 

124만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170만원(최고 500만원 초과)으로 6배 이상 크며, 군

인연금 270만원, 사학연금 240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노인 중에는 월평균 연

금액이 170~270만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70~120만원 

수준의 완전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는 이들, 그리고 이들보다 월등히 많은 이들이 

월 20~30만원 수준의 특례노령연금(국민연금)과 10만원에 미달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연금이 전혀 없이 기초노령연금만을 받는 이들이 있다. 이와 같

은 연금 격차는 취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연금 외 소득까지를 고려하면 

더욱 확대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을 지니는 이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이들

에 비해 근로기에 형성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더 크고 60대 전반의 취

업소득 수준도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는 향후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적인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지 읺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위험성이 더욱 크다

는 사실이다. 

2. 사회적 결과 

그렇다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고령세대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먼저 노인 세대 내부의 불평등은 준거성이 높은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과 좌절을 낳을 소지가 그만큼 크다.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노인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례를 비롯하여 현실에 대한 소

극적이고 일탈적 적응 양식이 보다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노인범죄율은 이를 반영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노인범죄는 2000년 이후 노

인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다 2006년부터 증가하는 폭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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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전년 대비 32.2%가 급증하여 2008년 이후 전체 

노인범죄자의 수는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곽대경, 2011). 

연령별로 61~70세 노인의 범죄율은 물론 71세 이상의 노인범죄도 2007년 이후 가파

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인구의 노령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노인범

죄자의 증가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의 경제활동, 노인복지예산과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경제적 원인론이 설득력이 크다.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

활동참가율이나 국가의 노인복지예산 규모가 낮을수록 형법범죄를 비롯하여 특히 사

기, 절도, 주거침입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이 실증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확대를 주창하는 집합적 요구나 정치적 요구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

적인 대응양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령자들

은 여전히 지역주의를 비롯한 연고주의적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제외하고 

정치사회적 참여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노인실태조사의 사회적 참여 현황에 따르

면 평상시 참여단체로는 대다수 친목단체(59.6%)와 종교단체(45.6%)이며,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1.5%), 이익 및 정치단체(0.6%)의 참여는 극소수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의 정치조직화는 은퇴자 협회나 직능대표와 같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층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 내부의 블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심화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흔히 산업화 세대로 불리워지는 60대 이상 연령층은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충성

심과 자부심이 크며 권위주의체제와 극심한 생존 경쟁에 순응해 왔던 세대라는 점에

서 권익주창적이고 참여적 대응보다 개인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들이 지닌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성향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노화과정

을 겪으면서 가족 내부의 갈등을 경험할 개연성은 윗 세대보다 높다. 이 같은 양상은 

곧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도 베이비부머 막내 세대인 386세대의 고령 

단계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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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고령화와 정책적 이념적 갈등

1. 연금과 세대형평성

유럽을 위시한 서구 고령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세대형평성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은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 사회갈등으로 등장하고 있다. 각 세대가 응당받아야 할 양

보다 다른 세대 즉 노인세대가 더 받고 있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사

례는 2003년 독일에서는 복지축소 문제로 벌어진 ‘세대 간 전쟁’이다. 기민련 청년조

직의 미스펠더 의장이 “85세 노인의 고관절 대체 비용을 더 이상 젊은이들이 지불 할 

수 없다.” 라고 발언했고, 발언은 즉각 노인층의 엄청난 저항을 몰고 온 바 있다. 지

난 프랑스의 소요사태로 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마다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이다. 일

본의 경우, 아직 극단적 형태로 분출되지 않았지만, 2005년 현재 70세 이상의 고령층

은 낸 돈의 8.3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데 비해서 당시 20세 미만, 1985년 이후 

출생자는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2.3배만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고 분석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재경부, 2011)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부담은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세대에 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분석하는 세대간 회계 분석(Inter-generational 

Accounting)에 따르면 미래세대는 현재 세대 보다 2.4배나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

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면서 추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진단

했다. 이 같은 결과는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추

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며 재정의 지

속 가능성 확보도 어려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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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세대간 회계 결과

세대별 재정부담(GDP대비 %)
세대간 불평등도 

현재 세대 미래세대 

11.8 27.8 135

1) 현행 재정제도 유지 : 복지제도, 조세부담율, 사회보험료 등

2) (미래세대 순재정부담 - 현세대 순재정부담)/현세대 순 재정부담 x 100(기획재경부, 2011. 거시경제

안정보고서)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연금과 관련한 세대형평성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가? 한국의 연금제도의 단계나 특성에 비추어 일단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어 수급자의 수가 많지 않다. 2008

년에 이르러 완전 연금 수령자가 처음 발생하여 전체 노령인구에서 연금수행자가 차

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다. 또한 가족 

내부의 세대 간 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부모의 연금이나 소득이 전이되거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연금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다. 또한 연금재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인구고령화의 효

과가 아직은 과정되었다는 지적도 있다(박길성, 2011). 

이상의 진단은 연금의 세대형평성 문제가 서구사회에서 제기된 맥락과 질적으로 

다르며 갈등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 자제에 대한 부담금이나 형평의 

문제보다는 한정된 복지재정을 할당해야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

는 있다. 예컨대 전체 복지 부분에서 보육이나 아동 복지와 견주어 노인복지에 과도

하게 지출된다거나 또한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재정악화가 언젠가 자신들에게 부담

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등 공공 시설 이용시 노인우대, 노인에 대한 연금 

확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알아보자.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노인 우대의 확

대와 연금 확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연령집단별 

차이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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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고령자 대상 대책에 대한 연령별 의견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대중교통 요금

노인우대확대

찬성 86.7 86.9 91.8 88.3 82.0 82.6 82.3

적극찬성 41.3 33.8 43.2 44.8 38.7 48.2 42.5

연금 등 

노인경제적

복지 확대

찬성 89.0 89.6 93.1 90.4 85.8 86.1 85.4

적극찬성 45.2 37.6 50.0 46.7 42.7 45.7 4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령별 노인우대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육수준, 경제적 계층, 성별 이념성향에 

따라서 구분해 보더라도 역시 집단별 뚜렷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표3> 배경변인별 노인우대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전체 33.8 43.2 44.8 38.7 43.8 45.2 41.4

교육

수준

고졸이하 31.5 46.2 44.9 38.0 42.6 44.6 40.9

대학이상 36.4 41.7 44.7 40.1 48.2 50.0 41.8

경제적

계층

하 34.5 43.0 48.1 40.6 45.3 44.1 42.8

상 32.1 44.2 41.9 35.1 25.8 60.0 38.9

성별
남 37.6 46.3 49.9 44.8 46.1 44.7 45.1

녀 29.7 39.9 39.6 32.6 41.7 45.6 37.7

이념

성향 

보수 34.3 45.1 44.3 37.6 43.4 36.2 40.4

중도 39.7 39.4 41.9 36.5 46.5 55.4 41.7

진보 26.3 47.2 48.6 44.8 38.5 46.2 4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령별 연금 확대에 대한 의견도 20대에서 약간 낮은 것을 제외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교육수준, 경제적 계층, 성별 및 이념성향별 하위집단별로는 경제적 하

층과 이념적 진보에서 연금확대 적극 찬성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 앞서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 하위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60대와 70세 이상의 경제적 계

층이 낮은 층에서 연금확대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지만 젊은 층의 경우

에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않으며 집단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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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배경변인별 연금 등 노인복지정책에 확대에 대한 의견 

연금확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전체 37.6 50.0 46.9 42.7 45.7 49.0 45.9

교육

수준

고졸이하 33,3 56.9 46.9 42.5 44.9 47.7 44.6

대학이상 42.2 46.9 46.9 43.5 48.2 58.8 45.9

경제적

계층

하 36.9 51.2 50.7 43.6 47.0 50.0 46.9

상 37.1 49.6 43.5 41.1 29.0 30.0 42.7

성별
남 37.2 50.6 48.7 43.0 48.1 50.0 45.9

녀 38.0 49.4 45.1 42.3 43.5 48.3 44.5

이념 

성향

보수 30.4 52.5 44.8 38.9 43.4 40.8 42.0

중도 38.3 46.2 48.1 41.4 48.8 58.9 45.8

진보 42.3 53.4 47.6 52.6 44.2 48.1 4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명시한 경우에는 세대별 격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래의 표는 연금의 노인층 수혜율,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에 대해서 노년세대에 비해서 자녀세대와 손자녀세대의 친성의견이 

높다. 이는 연금 개혁이 장차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세대형평성의 차

원에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다.

<표5> 연금개혁에 대한 세대별 의견 

찬성 중립 반대 합계

현재의 연금 제도는 젊은 

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층의 수혜율을 

낮추어야 한다

노인세대 28.9 37.5 33.6 100.0

자녀세대 38.2 35.9 26.3 100.0

손자녀세대 42.9 31.6 25.5 100.0

계 34.3 35.9 29.8 100.0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급수급연령을 

약간 더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세대 42.6 37.9 19.5 100.0

자녀세대 47.3 36.9 15.9 100.0

손자녀세대 52.4 33.3 13.7 100.0

계 46.0 36.9 17.3 100.0

<자료>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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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념과 정치

우리의 조사에서 나타난 이념 성향은 40세 이하와 50세 이상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대에서는 진보 보수가 비슷하며 20,30대는 진보가 보수에 비해 

많다. 50대 이상에서는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 큰 편차를 보여준다.

<그림1> 연령별 이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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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이 같은 결과는 연령집단별 이념에 관한 일반적 경향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만 

70세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하위 표본에 관한 조사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고

령차 층의 이념성향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육수준, 경제적 계

층 및 성별로 연령집단 내부의 이념 분화 양상을 살펴보자. 

교육수준과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이념성향에 대한 편차가 60대에서 크게 증가하

고 70대 이상에서도 차이가 크다. 특히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가 두드려져 70세 

이상 중 경제적 상층(평균소득 이상 소득자)의 70%가 보수인데 비해서 진보는 전혀 

없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경제적 계층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보

수가 진보에 비해서 배 이상 많다. 

상대적으로 30대와 40대는 경제적 계층에 따른 이념 차이는 없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가 더 많아(진보 비율 :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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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 25.6%, 30대 대학이상 32.5%, 40대 고졸 이하 28.2%, 40대 대학 이상 

34.8%) 60세 이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50대는 대학 이상과 경제적 상

층에서 보수가 약간 많으나 타 연령층에 비해서 내부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수

준이나 경제적 계층에 따른 이념의 내부 분화가 가장 적은 연령 집단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50대는 여러 정치적 지향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령집단 내부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30.40대에서는 남성이 진보가 약간 높은데 비해서 60세 이

상에서 진보 비율은 여성이 오히려 높아 역시 연령집단별로 양상이 다르다.

<표6> 배경변수별 연령별 이념 분포 

교육수준별 경계적 계층별 성별 

고졸 이하 대학이상 하 상 남 여 

20대

보수 25.7 26.7 25.4 26.2 31.4 20.4

중도 39.1 42.2 36.9 44.3 34.3 47.6

진보 35.1 31.1 37.7 29.5 34.3 32.0

30대

보수 27.2 24.9 22.3 30.2 26.7 24.4

중도 47.2 42.6 46.6 40.3 40.8 47.4

진보 25.6 32.5 31.1 29.5 32.5 28.2

40대

보수 35.7 28.8 34.0 30.0 31.0 32.8

중도 36.1 36.4 34.3 37.7 33.6 39.0

진보 28.2 34.8 31.7 32.3 35.4 28.2

50대

보수 40.1 45.2 40.8 43.2 44.1 39.8

중도 37.7 36.7 38.9 34.6 35.1 39.4

진보 22.2 18.1 20.3 22.2 20.8 20.8

60대

보수 43.4 50.0 41.8 71.0 53.9 35.7

중도 40.0 35.7 41.1 19.4 31.8 46.4

진보 16.6 14.3 17.1 9.7 14.3 17.9

70세

이상

보수 40.0 76.5 43.7 70.0 59.6 34.4

중도 41.5 11.8 37.8 30.0 26.3 45.6

진보 18.5 11.8 18.5 0.0 14.0 2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한편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유권자의 규모의 확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니어 파워”의 증대는 정치의 전반적 보수화를 가져오며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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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구체적인 이유로 첫째 인구규모가 커짐으로서의 전체 유

권자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둘째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다양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며 셋째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

치에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권익 집단이 활성화된 사실을 든다.

그러나 시니어 파워 가설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시니어 파워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은 노인층이 젊은 층에 비해서 선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여

전히 선거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은 아니다. 또한 노인 유권자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노인에 유리한 정책들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노년층을 타켓으로 하는 이슈가 많이 제기되지만 노인관련 정책은 다양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에 그치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인들이 투표선택 시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노인유권자 비율이 늘었

다고 해서 특별히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외양적으로 볼 때 한국의 선거 때마다 확인되는 노소 갈등은 한국의 정치 대표적 

갈등 양상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갈등 요인은 노인층의 높은 투표율과 노인층의 

보수적 투표성향으로 인한 젊은 사람과의 이념적 갈등이다. 

아래의 표는 한국의 거에서 50대 이후의 유권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

을 보여준다. 또한 표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타 연령층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으며 타 연령과 비교한 상대적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20.30대의 투표율은 선거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총선에 비해서 

대선시에 상대적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7> 연령별 선거별 유권자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0년 총선 25.0 26.4 20.4 13.1 15.1

2002년 대선 23.2 25.1 22.4 12.9 16.4

2004년 총선 22.1 24.9 22.8 13.2 16.9

2007년 대선 19.4 22.9 22.5 15.4 18.1

2008년 총선 19.0 22.4 22.6 15.7 1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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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연령별 선거별 투표율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2000년 16대 총선 39.9 34.2 45.1 56.5 66.8 77.6 75.2

2002년 16대 대선 57.9 55.2 64.3 70.8 76.3 83.7 78.7

2004년 17대 총선 46.0 43.3 53.2 59.8 66.0 74.8 71.5

2007년 17대 대선 51.1 42.9 51.3 58.5 66.3 76.6 76.3

2008년 18대 총선 32.9 24.2 31.0 39.4 47.9 60.3 6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지난 선거시 정당 지지도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일단 고령자의 투표성향이 여

당 및 보수주의 후보에 대한 동질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의 한국사회에서 세대별 정치성향을 차이를 뜻하는 정치 균열은 이념적 지향

에서 두드러지는데 한국사회의 노소간 이념 대립은 분배와 성장과 같은 경제적 문제

보다는 국가안보와 대북관에서 두드러진다. 예컨대 작년 천안함 침몰 사건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의 대응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대에서는 67.7%에 이르고 

있지만 70대는 34.4%, 60대는 16.9%에 그치고 있다. 

<표9> 연령별 선거별 지방선거 지지후보와 정당 

5회 지방선거 선거구 후보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울 오세훈 34.0 27.8 39.8 57.6 71.8

한명숙 56.7 64.2 54.2 38.8 26.0

경기 김문수 34.7 31.7 46.1 66.5 80.7

유시민 65.2 68.3 53.9 33.5 19.3

인천 안상수 30.1 26.1 37.4 53.8 69.8

송영길 65.5 70.5 60.7 45.2 29.4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2년대선
이회창 34.9 34.2 47.9 57.9 63.5

노무현 59.0 59.3 48.1 40.1 34.9

2007년 대선
이명박 37.4 50.0 56.2 56.2 69.0

정동영 25.4 21.3 25.4 25.4 19.3

2008년 총선

(정당투표)

한나라 22.9 33.4 40.4 32.5 52.7

통합 민주당 30.3 27.4 18.0 26.9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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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재연되고 있는 세대간 장치균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고령층의 

투표성향이 여당과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로 고착화된데 비해서 20,30대의 투표행위

는 선거때마다 변화하는 ‘스윙보팅’의 양상 마저 보임으로써 갈등 양상을 간헐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노년세대가 세대 전체의 기득권이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

하려는 의도와 연결될 수는 없다. 한국사회에서의 노소의 이념 대립은 대북관계를 둘

러싼 코호트 효과와 연령주기적 특성과 젊은 세대의 변화 열망이 강력하게 결합된 효

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최근 한 조사결과는 이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표면화된 세대 간 단절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

에 대해서 ‘젊은 층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다음 

이유로는 ‘50대 이상과 40대 이하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

문’(24.8%),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하지 않아서’(20.9%), ‘살아온 경험이 

너무 달라서’(17.3%) 순으로 꼽혔다. 

연령별로 ‘젊은 층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은 연령별로 40대에

서 42.0%에 달했고, 30대(34.3%)와 50대(32.0%)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 19∼29

세는 세대 간 단절현상의 주된 원인을 ‘젊은 층의 열악한 경제 상황’(20.5%)보다는 

‘나이든 층과 젊은 층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33.8%)이라고 진단

했다.

실상이 무엇이건간에 선거에서의 분출되는 세대 균열과 갈등은 전체 사회의 세대

관계에 적지 않은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가 세대마다 입장에 대한 배

려와 이해의 계기로 작용하는 면도 전혀 없지 않지만 세대 갈등에 대한 담론이 과잉

생산되고 타 연령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재생산되는 측면이 더 크다. 

말하자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배움의 효과보다는 부정과 배제를 통한 

세대정체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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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의식과 일상 : 연령통합적인가? 연령분리적인가?

1. 세대갈등과 나이에 대한 인식

가. 세대갈등의 심각성

사회적 갈등의식에 대한 시계열적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세대갈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자.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에서 2007년과 2010년에 조사한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김선업. 윤인진, 2009 ; 윤인진, 2011)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계층갈

등(58.7%), 노사갈등(44.3%) 지역갈등(39.7%)의 순이었으며 세대갈등을 꼽은 비율은 

19.6%에 그쳤다. 2010년의 조사에서도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들고 있으나 지역갈등의 비율은 크게 하락한데 비해서 세대 갈등은 이념갈등과 함께 

심각성의 수준이 증가한 대표적 갈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10>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2007년과 2010년)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정부주민

갈등

2007년 조사 58.7 44.3 39.7 14.1 19.6 23.7

2010년 조사 45.1 41.1 27.6 32.7 27.0 25.1

<자료>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07, 2010,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현재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한 두 개의 조사결과는 노인세대와 비노인세

대간 그리고 연령집단별로 세대갈등의 인식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

다면 세대문제의 심각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일까?

<표11> 세대별 세대갈등의 심각성

매우 

심각

약간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합계

노인세대 13.6 69.2 17.2 0.0 100.0

비노인세대 11.0 67.4 21.6 0.0 100.0

전체 12.3 68.3 19.4 0.0 100.0

<자료>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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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연령별 세대갈등의 심각성

매우 심각
심각한

편
보통

심각하지

않은 편

거의

심각하지

않음

합계

20대 9.1 27.4 47.0 15.7 0.9 100.0

30대 6.5 35.3 45.1 12.0 1.1 100.0

40대 7.8 35.5 43.1 12.6 0.3 100.0

50대 7.0 37.6 41.0 13.6 0.9 100.0

전체 7.6 34.1 44.2 13.3 0.8 100.0

<자료>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07, 2010,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직접 분석하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무엇보다도 

개인이 경험하는 세대에 대한 갈등과 불만의 정도와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된다(김선업, 2009 ; 보건복지가족부, 1999). 일상영역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세대 갈

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차원에서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물

론 선거때 나타나곤 하는 세대갈등 양상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회적 사건이나 트랜

드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대 갈등이나 인식이 사회적 차

원의 갈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런데 노인 세대와 비 노인세대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노인세대의 사회적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개인적 경험으

로 스트레스나 자존감 상실이나 자녀로 부터의 돌봄과 같은 가족 관계 문제인데 비해

서 젊은 세대들은 노인의 이미지나 문화적 노인차별 인식과 같은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 부정적 태도나 차별적 인식이 관계가 있다. 즉 노인세대에서 세대갈등은 가정 내 

문제의 외현임에 비해서 비 노인세대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정

과는 관계가 없는 가족 바깥의 사회 문제로만 인식한다. 

공통적인 것은 노인 비노인세대 모두 세대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스트레스가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세대갈등에 영향을 주

고 있어 자신을 둘러싼 불리한 환경으로 경험하는 불만과 스트레스 등의 좌절에 대한 

반발로서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를 공격이나 비난의 목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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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이에 대한 인식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나이듦(혹은 젊음)에 대한 인식을 조직운용시 나이, 고위 

공직임용시 연령 및 나이듦의 경륜에 대한 대한 일반적 인정을 대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표13> 나이에 대한 인식 항목 분포

① 

매우

동의

② 

대체로 

동의

③ 

대체로

동의

안함

④

전혀

동의

안함

계 동의율 평균 

조직은 나이든 사람

보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13.6 41.2 38.7 6.5 100.0 54.8 2.38

정부나 국회 등 공

적 요직에 젊은 사

람들이 지금보다 많

아져야 한다 

24.6 44.8 26.1 4.4 100.0 69.5 2.10

어르신들의 말씀 중 

귀담아 들을 이야기

는 별로 없다

(40대 이하) 

9.3 22.5 39.5 28.7 100.0 31.8 2.88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말씀 중 

귀담아들을 이야기

는 별로 없다고 생

각한다(50대 이상)

35.6 41.1 16.6 6.7 100.0 76.7 1.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먼저 “조직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의견에 

대해서 긍정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약간 앞선다(찬성 54.6%, 반대 45.2%). 연령별로는 

오히려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이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적극 

찬성 비율 : 20대 8.9%, 30대 9.5%, 40대 10.7%, 50대 12.7%, 60대 20.8%, 70세 

이상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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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젊은

사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4 59.5 50.3 50.1 60.8 74.2

대학 이상 59.0 56.2 46.5 36.7 48.2 61.8

경제적

계층

하 58.7 55.5 47.1 48.8 58.9 72.6

상 57.1 58.5 47.6 40.5 54.8 60.0

성별
남 56.0 55.1 44.7 43.7 59.1 70.2

녀 58.4 59.4 51.8 48.4 58.3 74.4

<그럼2> “조직은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에 대한 연령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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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령별 의견을 교육수준, 경제적 계층, 성별 및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별로 경제적 계층과 교육수준에 따른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상

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젊은 사람의 조직 운영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40대 이하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대학이상의 경우만 보면 적극 찬성의견은 50

대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경제적 계층의 경우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교육수준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은퇴하기 전인 50대까지의 고학력자는 나이

가 많을수록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조직운영에 적합하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표14> 배경변인별 “조직은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에 대한 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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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젊은

사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이념성향

보수 54.3 59.9 49.3 46.6 61.5 70.0

중도 56.5 55.2 46.5 43.8 55.9 72.3

진보 60.0 57.8 49.1 49.1 57.7 8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공적 요직에 젊은 사람을 더 많이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모든 연령층

에서 찬성의견이 훨씬 많으나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 비해서 찬성의견이 적다. 이와 같은 연령별 경향은 앞서 조직운용의 사례와 상

당히 다르다. 앞서 조직운용이 나이에 따른 능력을 가리킨다면 공직의 고위직 중용은 

사회전반의 권력과 통제적 리더쉽 즉 정치적 역량을 의미한다고 볼 때 젊은 층에서는 

조직운용보다 정치적 리더쉽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비해서 60대 

이상은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림3>연령별 “공적 요직에 젊은 사람을 더 많이 중용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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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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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이 놓은 집단에서 50대 이후의 찬성 의견이 크게 감소

한다. 이념별로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진보가 보수에 비해서 찬성의견이 

다소 앞서고 있어 진보이념이 젊은 연령층과의 친화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5>연령별 배경변인별 “공적 요직에 젊은 사람을 더 많이 중용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

고위직 중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5.0 79.4 73.5 63.9 66.0 67.2

대학 이상 77.7 75.3 67.4 55.9 42.9 41.2

경제적

계층

하 77.4 78.5 69.8 61.4 63.1 63.2

상 74.8 72.8 69.6 60.5 58.1 58.1

성별
남 75.5 76.0 68.1 59.1 61.7 48.2

녀 77.2 76.6 72.1 63.9 62.5 74.3

이념

성향

보수 76.1 72.2 65.6 56.8 58.7 52.8

중도 72.4 75.9 67.2 64.6 66.1 70.3

진보 81.1 80.3 77.8 65.5 61.5 76.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르신의 말씀에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의견(40대 이하 대상) 반대의견이 찬

성의견에 비해 많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반대의견이 많다(20대    30대, 78.4%, 40대 

68.0%). 즉 나이가 젊을수록 나이듦의 경륜을 더 인정한다.

반면 고령세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말씀 중 귀담아들을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50세 이상)는 의견에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50대 

73.1%, 60대 80.5%)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의 의견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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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어르신의 말씀에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다”의 반대의견이 

연령별 분포 

<그림5>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말씀 중 귀담아들을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의 

찬성의견의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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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표16> “어르신의 말씀에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다”의 반대의견의 연령별 분포(40

대 이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말씀 중 귀담아들을 이야기는 별

로 없다고 생각한다”의 반대의견의 연령별 분포(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교육

수준

고졸이하 75.4 63.6 58.2 25.1 20.8 20.8

대학이상 81.7 70.0 62.3 31.1 14.3 20.6

경제적

계층

하 75.0 67.5 60.7 22.7 18.5 20.0

상 81.0 68.2 60.1 35.7 29.0 20.0

성별
남 78.0 70.2 63.4 23.3 16.9 18.4

녀 78.8 65.6 57.4 30.5 22.0 22.2

이념

성향

보수 76.1 67.3 60.4 26.1 18.9 22.3

중도 81.3 68.5 65.6 28.4 20.5 21.4

진보 76.6 67.9 54.7 25.9 19.2 1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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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젊은 사람들은 고령자들의 경륜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하는데 비해서 고령자

층들 스스로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륜을 인정하는 않는다고 평가하는 불일치

가 발견되고 있다. 교육수준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연령별 분석에서는 의미있는 경향

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같은 결과는 고령자들이 일반적 사회상황을 근거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

한 결과이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응답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일수록 젊

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능력과 자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의 고령자에 대한 기본 예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일수록 점증하는 스스로에 대한 배제양상을 확인해 주

는 결과이기도 하다. 

2. 세대간 일상적 소통 

가. 일상생활에서의 소통 

일상생활에서 세대가 다른 사람끼리 소통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소통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는 일상생활

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세대 갈등의 양상을 판단하는 경험적 근거라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아래 조사결과는 현재 한국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상대와의 세대 차이는 이념, 지

지정당, 종교 보다는 소통이 비교적 용이한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선

업, 2011). 세대,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의 사회 계층, 성별 요인은 소통이 가능하

다고 비율이 어렵다는 비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이를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보는 비

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빈부차이와 같은 계층간 갈등 양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관계에서 소통의 가능성애 대해서는 비교

적 낙관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지지정당, 이념, 종교는 일종

의 범주적 폐쇄성을 수반하고 있는 속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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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아래와 같은 사람들과 소통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가?”의 분포 

나와 __________________
소통

비율

소통점수

(100점 만점)

소통

됨
보통

소통

안됨
계 평균

표준

편차 

나이가 많은 사람과 44.7 41.2 14.1 100.0 44.7 55.8 19.3

나이가 적은 사람과 40.6 41.9 17.5 100.0 40.6 57.8 19.5

이념이 다른 사람과 17.4 48.1 34.5 100.0 17.4 44.7 19.6

학력이 높은 사람과 38.8 51.7 9.5 100.0 38.8 57.5 17.1

학력이 낮은 사람과 38.2 50.9 10.9 100.0 38.2 56.9 17.3

경제적 형편이 나은 사람과 39.9 48.7 11.4 100.0 39.9 57.5 17.6

경제적 형편이 못한 사람과 42.5 50.5 7.0 100.0 42.5 58.1 16.4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과 19.0 53.2 27.8 100.0 19.0 46.8 20.0

종교가 다른 사람과 23.8 47.7 28.5 100.0 23.8 47.8 21.4

성별이 다른 사람과 36.5 55.7 16.7 100.0 36.5 57.6 16.4

취향/기호가 다른 사람과 40.6 52.6 16.7 100.0 40.6 53.7 18.0

<자료>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10.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이와 같은 결과를 한국사회에서 집단간 소통의 단절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의 차

원에 머물기 보다는 문화적 자원을 준거로 하는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거시적 갈등이나 “심각성”이 

일상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식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세대 차이가 있는 사람간의 대화가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

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대 문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념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준거로 한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그리고 대화의 방식과 방향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화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알아

보자. 

먼저 대화의 정도에서 의사소통의 경험으로 세대차이가 있는 사람과 대화나 토론

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보다 많다. 이념차이와 비교해 보면 대화의 빈도

가 약간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상대와의 대화의 방향성은 “내가 상대를 설득” “상대가 나를 설득”의 부분 소통적 



1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문화 갈등

일방향성. “서로 주의를 기울였다”의 소통적 쌍방향성,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하는 

비소통적 일방향성으로 구분해 볼 때 서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소통적 쌍방향성이 반

수 이상이며 부분 소통/일방향성이 36.4%인데 이 중에서 내가 상대를 설득하는 경우

가 상대가 나를 설득하는 경우보다 2배정도 많다. 이와 같은 다른 세대간 방향성을 

세대 관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의 쌍방향성의 정도를 지니고 있지만 내가 상

대를 설득하는 비율이 이념간 대화에 비해서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가 나를 설득하기 보다는 내가 상대를 설득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상대가 나를 설득하기 보다는 내가 상대를 설득하는 비율

이 높으며 특히 40대에서 그렇다. 

<표18> 세대 차이 및 이념 차이가 있는 상대와 대화 정도 및 대화의 방향성

대화 정도 대화 방향성 

자주 가끔 
거의 

안함 
계

상대가 

나를 

설득

내가

상대

설득 

서로

자신만

의주장

서로

주의를 

기울임 

계

세대 차이가 

있는 사람과 
2.7 40.9 56.4 100.0 10.3 26.1 8.7 54.6 100.0

이념 차이가

있는 사람과 
2.2 35.8 61.9 100.0 8.2 18.4 14.8 58.3 100.0

<자료>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10.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표19> 연령별 세대차이가 있는 사람과의 대화시 대화 방향성 

대화 방향성 

상대가 

나를 설득

내가

상대 설득 

서로

자신만의

주장

서로

주의를 

가울임 

계

20대 16.9 21.3 12.4 49.4 100.0

30대 12.6 24.4 10.9 52.1 100.0

40대 6.2 30.1 6.2 57.5 100.0

50대 7.4 26.6 6.4 59.6 100.0

계 10.3 26.1 8.7 54.6 100.0

<자료>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10.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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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적 대화 

세대간 정치적 대화는 사회적 차원의 소통과 교류를 함축하는 양식이다. 

세대간 정치적 대화 경험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70세 이상에서 가장 낮다. 

<그림6> 세대간 정치적 대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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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령별 교육수준, 경제적 계층 및 성에 따른 차이로는 40대 이하에서는 배경변수

별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비해서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적 요

인과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경제적 계층과 교육수준이 나을수록 젊은 세

대와 정치적 대화를 더 자주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가 크다. 

<표20> 성별 교육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타 세대와 정치적 대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교육수준
고졸 이하 58.3 63.1 73.1 68.3 64.9 50.0

대학 이상 61.8 61.6 71.2 71.8 80.4 58.8

경제적

계층

하 61.2 62.5 71.3 66.6 65.2 51.1

상 61.4 61.2 72.8 74.1 87.1 60.0

성별 
남 60.3 65.0 74.0 71.7 70.1 58.8

녀 59.6 58.8 69.9 67.4 65.5 4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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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성향에 따른 정치적 대화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첫째 

30,40대의 젊은 세대는 진보성향에서 윗 세대와 정치적 대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

고 있으며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중도성향의 정치적 대화가 가장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30,40대 진보성향과 60대의 보수 성향처럼 자기 세대의 이념

성이 분명할수록 다른 세대와 정치적 대화를 즐겨한다는 사실은 이를 통해서 다른 세

대나 연령집단에 대한 갈등이 나 격차의식이 내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7> 이념별 연령별 정치적 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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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 차원의 극심한 세대간 이념적 긴장이 양상이 미시 

차원에서는 상호 인정과 공존의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일상에서의 다른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령집단간 교류 양식에 대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적어도 세대간 교류와 상호인정의 여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적 양상도 동시에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낮은 자존감과 현실에서 대한 좌절과 부정적 이미지들이 세대간 교류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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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공간과 연령주의

인터넷 공간은 노소에 대한 연령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이와 세대의 다름”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내집단/외집

단적 구분의 대표적 범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소의 이미지 대립이 가장 극심하게 작

동하는 영역의 하나이다. 종종 인터넷 공간에서 현실의 연령주의가 재생산되어 다시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댓글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

는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표현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인터넷 공간은 노년

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의 재생산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공간의 사이버 공간은 선호적 연결과 적합성이라는 네트워크적 

특성으로 오프공간에 비해서 보다 빠른 시간에 동질화에 도달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적 연령주의가 확산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나이를 중시하는 오프세계에서의 억제된 심성이 온라인에서 해소하려는 욕구와 관계

가 있다. 과거에 비해서 연령에 따른 위계의 정도는 약화되고 있지만 개인적 관계나 

조직적 상황에서 연령은 여전히 권위적 속성을 함축한다. 이 같은 심성이 개인적 경

험에서 연유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나이듦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투영된다. 

두 번째 배경은 인터넷 공간이 연령적 동질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은 소

수자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세계의 이슈와 중첩성

이 낮은 이슈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대문제와 같이 현실세계와의 중첩성이 큰 

이슈인 경우에 다수자에 의한 유유상종은 소수에 대한 공격과 배제의 경향을 드러낸

다. 매체의 세대 분리에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연령적 유유상종이 가족화된다. 중년과 

노령연령층은 신문 등의 전통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비해서 젊은 세대는 인

터넷이 정보를 얻는 대표적 공간이며 최근에는 트윗 등의 SNS를 통해서 다중적 접근

이 이루어진다. 한국사회의 현재 고령화 단계는 고령자 층이 증가하지만 젊은 연령층

이 크게 감소되는 단계가 아니며 매체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줄고 있지만, 이를 활용

하는 적극적인 수용력이나 활용도의 격차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공간

에서 고령자는 소수자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의 상호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스템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자(박길성 김선업 김상용 2009). 투입 → 처리(경과) → 산출의 일반적 경

로를 상정하는 시스템 모델에서 투입과 산출은 현실세계의 요소를, 경과 과정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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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공간의 활동과 기능을 각각 의미한다. 즉 사이버 공간이 현실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정이 투입이라면 산출은 사이버 공간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산출이

다. 이렇게 본다면 인터넷에서 연령주의의 현실세계에서 증폭된 가치나 이슈가 사이

버 공간을 거치면서 더욱 확산되어 다시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진행되

는 이른바 ‘메가폰 형(megaphone type)’ 유형이다. 즉 현실에서 확산된 가치나 정보

가 사이버 공간을 거치면서 현실세계에 대한 파급이나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형태이

다. 메가폰 형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유형이다. 사이버 공간

에서 현실적 제약들이 작용하지 않아서 현실세계에서 확산된 욕구나 가치 욕구들이 

더욱 증폭되거나 확산되기 쉽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정치적 이슈나 사회전반에 관심이 확산되어 있고 새로운 정보나 가치에 

대한 요구가 광범위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이

나 증폭과정을 거쳐 집합행동이나 대중적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핵심 

집단의 영향력이 크고 욕구나 동기가 분화수준이 낮은 데 비해서 현실세계의 대안적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현실에 대한 파급성은 그만큼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8> 메가폰형 확산 과정 

전술한 세대갈등과 부정적 연령주의 양상이 오늘날 사이버 공간 전반에 현재화되

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잠재요인으로 본다면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세대관계는 극심한 세대갈등의 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세대 연대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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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 

돈 텝스코트는 일찍이 N세대의 등장으로 세대 관계의 양상이 냉전, 평화로운 공

존, 네트워크사회, 세대 폭발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인터넷 공간에서이 세대 관계의 향후 양상을 점검해 보자. 

첫 번째는 ‘냉전’으로 표현되는 상태이다.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고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수동적인 매체로 전락시킨다. 학

습과 조직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 역시 힘을 발휘하

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이 시나리오는 결국 세대갈등에 직면하여 기성세대

가 기존의 통제방식에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현실성이 있지만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된 사회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근자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의 진화는 이미 Web2.0를 돌

입하여 빠른 자기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시도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평화로운 공존의 시나리오는 기존 세대의 매체와 기관이 젊은 세대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신세대 문화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과 미디어를 이해한다. 반면에 

젊은 세대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참여는 이전 보다 소극적이 된다. 소극적인 채 제자

리를 지키고 지난 수십년처럼 양 세대가 평화롭게 공존한다. 이 시나리오는 어느 정

도 정보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산업사회적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 없다는 점에서 기성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의 하나이다. 또한 사회 변

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적 전망에 해당한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세대 폭발이다. 기존 세대가 신세대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

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그래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신세대가 미디어

를 통해 토론을 벌이거나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펼침에 따라 새로운 문

화가 형성된다. 이들 중 일부는 현상에 반기를 드는 세력으로 등장하며 사회적 불화

와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는 세대 폭발의 위기가 직면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에 정통한 젊은 세대들이나 혁신가들이 기존 사회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커적 행위의 정당성도 확보된다. 기술에 능통한 젊은 세대의 적응

양식은 적극적 도전이지만 매우 도전적이고 전개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 

가능성은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와 지향을 기성 세대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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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렇지만 자신들이 사회를 바꿀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현실화된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으며, 기성세

대가 자신들 보다 정작 디지털 매체에 능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

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갖고 있어서 결국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마지막은 가장 이상적인 전망으로 네트워크사회의 전개이다. 기성 세대가 신세대

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세대 간 상호이해가 증진된다. 교육도 스스로의 개혁을 

시도하며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기업은 신세대의 젊은 회사의 경영방식을 습

득하여 ‘네트워크’조직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새로운 형태의 

정부도 등장하게 되고 민주주의도 참 뜻을 발휘하여 시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 전반적인 경제발전으로 계급간 불균형이나 세대 내

부의 빈부격차도 해소되어 간다. 

이상의 시나리오 가운데 한국사회의 사이버 공간의 세대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현 시점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장 네트워크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도 세대갈등의 장애가 일거에 극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보다 현실성 있는 진단은 세대폭발과 평화로운 공존이다. 공존은 기

본적으로 현재의 세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보사회적 요소 또한 수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성이 크다. 문화적 전통으로서의 연령주의, 여전히 가족내의 

결속을 중시하는 한국적 가족주의 등 기존의 세대적 통제를 유지한다는 제반 제도들

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세대공존의 시나리오는 노소의 세

대 대립이 촉발할 잠재성이 항상 상존하며 전술한 몇몇 조건들은 이미 더 이상 효과

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어쩌면 근자의 한국의 사이버 공간은 세대폭발 단계에 진입

했을 수도 있다. 세대폭발은 새로운 세대들이 더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주체적 역량을 확보할수록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대전선이 형성되

는 과장에서 연령주의는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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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결론 

첫째, 한국사회에서 고령화에 따른 불평등은 세대 내부의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

으며, 세대갈등과 관련해서 세대간 갈등보다는 세대내 갈등이 내연해 있음을 다시 확

인하였다. 세대내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고령자들의 사회적 적응

양식은 적극적 양식보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판단은 이들의 정치적 감수성과 자원, 가치 등의 코호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

하다.. 밤죄를 비롯한 일탈적 적응유형이나 소득보전을 위한 적극적 복지의 실현이 

궁극적 해결 방안이겠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노인범죄를 비롯한 예상되는 노인의 사회적 부적응과 일탈 

사례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현실이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와 함께 더욱 증대될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연금과 관련한 세대형평성을 둘러싼 세대갈등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가까운 시기에 세대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연금을 비롯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세대합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

단되지만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세대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특히 40대 

이하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선택과 공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고령자와 젊은 세대간 이념대립과 정치적 지향에 따른 간격은 

매우 분명하며 이는 갈등의 잠재적 토대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

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대립이 분배나 복지와 같은 정첵 선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

화와 기존체계나 국가 수호와 안전과 같은 매우 규범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상호 이해와 타협을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

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정치적 갈등의 유발

과 촉발은 젊은 세대로부터 출발하며 고령세대는 항상 방어적 스탠스를 유지한 채로 

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세대간 소통은 한편으로는 예상보다 활발하고 경륜에 대한 존

중의 정도도 낮지 않다. 동시에 권한과 배분의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도전 또한 만만

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협약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가까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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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판단된다.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대간 교류의 상당 부분은 가족적 

연대에 기초하고 있다고 추측되며 여전히 한국사회의 가족 내부의 가족주의적 연대

는 기능적 부담을 지닌 채로 전체 사회의 사회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

로 보인다. 동시에 고령자의 자존과 자원의 고갈은 현실의 부적응과 함깨 세대관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전체 사회 차원에서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는 모두 자신 

세대의 불만과 좌절에 대한 공격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조짐은 사이버 공간의 현실에

서 관찰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연령분리와 연령주의를 증폭 재생산하는 대표적 

영역이며 동시에 향후 한국사회의 노소간 세대 관계의 전개를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

이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애서의 세대관계는 이미 세대 폭발의 단계로 진입한 듯이 

보이며 의도와는 관계없이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나 연령 차별주의는 세대전선을 

강화하는 구축물로서 확대재생산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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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와 지역 갈등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1절 저출산과 가족형성과정에서의 갈등

자연상태에서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는 105~106 정도이다(UN, 1987). 출

생 이후 영유아기를 포함하여 전 생애주기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에 비

해 높다. 이에 따라 출생당시 높은 출생성비는 연령 진행에 따라 점차 낮아지며, 주

로 결혼하는 연령기로서 20대후반~30대초반 사이에는 성비가 거의 100으로 균형상

태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성비는 100 이하에서 점

점 더 낮아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비는 저출산현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1970년대만 해도 사회문화적으로 자녀의 성 즉 남아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강하여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아를 갖기 위해 계속 출산을 하는 경향이 강하였

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과 교육수준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 사

회발전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면서도 

그 중에 반드시 남아가 포함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은 소자녀-남아선호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음파검사의 의료기술을 통해 태아의 성 감별이 

가능해지자, 태아의 성이 여아일 때는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는 경향이 높았다(이삼

식, 1997). 태아 성에 따른 인위적인 출산 조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출생성비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7년까지 106 수준을 상회하는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출생성비

는 1990년에 심지어 116.5까지 높아진 적도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약 10년 동안 출생성비의 추이는 출산율 추이와 강한 부적인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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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남아가 초과하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이들 인구가 결혼적령기에 도

달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신부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그림 1] 합계출산율과 출생성비 추이, 1970~2010

    자료 : 통계청, KOSIS.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비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로 인하여 세대 간 인구규모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최근에 ‘연하남’이라고 해서 신랑

이 신부보다 어린 경우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결혼

문화로 신랑이 신부보다 평균적으로 3세 정도가 더 많은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남성은 본인이 속한 연령층보다 늦게 태어난 수적으로 상대적으로 적

은 연령층의 여성 중에서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

비를 왜곡시키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사회현상은 고학력화와 사회진출 욕구의 증가에 따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을 더 늦추거나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독신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통계를 제시해보자. 2010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82.4%로 남성(81.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2009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결과에 의하면(이삼식･최효진 외, 2009), 결

혼을 반드시 하겠다는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23.4%인데 비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6.9%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초혼연령도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우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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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세에서 2010년 28.91세로 연평균 2.42세가 증가하여, 남성의 경우 29.55세에

서 31.84세로 연평균 2.29세 증가한 것에 비해 빠르게 만혼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태어날 당시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게 태어 난데다가 출산율 차이로 

인하여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여성의 만혼화 경향이 더 강

한 삼중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부 부족’이 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생성비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1980년대 후반 출생 세대는 2011년 현재 25세 전후이

며, 출생성비가 가장 높았던 1990년생은 현재 21세로 이들은 향후 10년 내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주로 혼

인하는 연령층에 도달하는 여성인구(27~31세)와 남성(30~34세)1) 간의 차이는 

-31,896명으로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다소나마 많게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10년 

내에 결혼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리고 출생당시 성비가 아주 높았던 연령층 인구에서

는 남성초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0년 기준으로 25~29세 남성인구와 

22~26세 여성인구 간의 차이는 342,464명으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4세 남성인구와 17~21세 여성인구 간의 차이는 73,837명으로 역시 남성이 더 

많다. 

[그림 2] 남성(세)과 여성(-3세) 규모, 20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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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1) 2010년도 인구동태조사 결과로서 남성의 평균초혼연령 31.84세, 여성의 평균초혼연령 28.91세에 ±2세를 

도하여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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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혼한 인구를 제외한 미혼인구만을 살펴보아도 출생성비가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에서 남녀간 혼인연령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남성초과현상이 나타난다. 

향후 10년 내에 결혼할 미혼남성인구(25~29세)와 미혼여성인구(22~26세) 간의 차이

는 225,969명으로 남성이 더 많다. 미혼남성인구(20~24세)와 미혼여성인구(17~21

세) 간의 차이도 68,361명으로 남성이 더 많다. 

 

〈표 1〉미혼남녀 규모, 2010 기준

(단위 : 명)

전체 인구 미혼인구

남성(A) 여성(B) A-B 남성(A) 여성(B) A-B

20~24 1,625,371 17~21 1,551,534 73,837 20-24 1606605 17-21 1538244 68361

25~29 1,802,805 22~26 1,460,341 342,464 25-29 1540459 22-26 1314490 225969

30~34 1,866,397 27~31 1,898,293 -31,896 30-34 936549 27-31 978311 -41762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 미혼남성(세)과 미혼여성(-3세) 간의 규모 비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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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 )

남 성 여 성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신부 부족’ 사태는 한국사회에 여러 문

제(갈등)를 파생시킬 것이다. 특히 ‘신부 부족’ 사태는 한국사회의 한계계층에 속한 

농촌 또는 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학력과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남성들이 심지어 40

세가 넘어서도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실례로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의 결과로서 35~39세에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의 미혼율은 무학인 경우 

74.2%, 초등학교 졸업 60.8%, 중학교 졸업 51.9%, 고등학교 졸업 31.8%, 대학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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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이상) 22.7% 등으로 학력 간 차이가 아주 크다. 이러한 남성의 미혼율은 동

일한 연령층 동일한 학력계층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 35~39세 여성으로 

무학인 계층의 미혼율은 44.8%, 초등학교 졸업 20.6%, 중학교 졸업 13.4%, 고등학

교 졸업 9.8%, 대학졸업(4년제 이상) 15.0% 등이다.

이들 한계계층의 노총각들은 사회와 여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

러한 불만은 자칫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저출산･고령

화와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20세 이상 3,000명) 중 

72.5%(매우 찬성 21.4% 포함)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면서 결혼 시 신부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표 2〉교육수준별 남녀의 미혼율, 2010

(단위 :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남성 10.1 4.9 22.7 35.0 47.9 46.2 20.0 11.8 

15~19세 97.4 98.1 99.6 99.7 99.7 99.9 - -

20~24세 97.9 93.9 91.5 96.5 98.8 99.5 99.1 98.1 

25~29세 92.0 84.8 80.4 78.9 83.0 89.5 87.3 86.5 

30~34세 83.8 74.5 67.7 52.9 48.8 50.2 40.1 42.7 

35~39세 74.2 60.8 51.9 31.8 25.2 22.7 14.4 13.7 

40~44세 58.6 41.5 33.3 17.6 11.5 9.8 6.1 5.2 

45~49세 44.5 22.1 15.1 8.0 5.1 4.2 2.7 2.3 

여성 1.7 1.0 13.0 24.2 42.5 46.5 37.0 31.3 

15~19세 95.4 94.2 99.5 99.6 99.7 99.8 - -

20~24세 83.0 50.2 58.6 86.1 96.6 98.7 98.6 97.9 

25~29세 72.9 47.8 46.5 53.6 67.2 77.4 79.7 81.4 

30~34세 60.4 37.5 31.0 23.7 27.1 33.4 37.2 44.5 

35~39세 44.8 20.6 13.4 9.8 12.2 15.0 21.9 28.9 

40~44세 29.2 6.8 4.6 4.5 6.8 8.0 14.6 20.4 

45~49세 15.5 2.4 1.9 2.5 4.5 5.2 10.0 16.8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이들 비자발적 한계계층의 노총각 중 일부는 이른바 지참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큰 비용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외국에서 신부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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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들 한계계층의 비자발적 노총각들이 

외국 신부를 맞이하여 가족을 형성하고는 있다고 하나, 외국 신부와의 문화적 차이, 

언어 차이 등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즉, ‘신부 부족’은 그 자

체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국제결혼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절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갈등

1. 인구감소와 지역 간 갈등

한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성은 인구변동요소로서 출산(fertility), 사망(mortality) 

및 이동(migration)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합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저출산･고령화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201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전북 진안군으로 2.41이

며,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는 부산 서구로 0.78로 나타난다. 이 두 지역 간의 출산율 

차이는 무려 1.63이나 된다.   

<표 3>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또는 낮은 기초지자체 10순위, 2010

순위
상위 10위 하위 10위 

시･군･구 합계출산율 시･군･구 합계출산율

1 진안군 2.410 수영구 0.912 

2 강진군 2.339 관악구 0.881 

3 영암군 2.172 광주 동구 0.874 

4 인제군 2.004 대구 중구 0.872 

5 보성군 2.003 강남구 0.862 

6 봉화군 1.932 종로구 0.837 

7 광양시 1.886 대구 서구 0.828 

8 거제시 1.883 대구 남구 0.822 

9 임실군 1.877 울릉군 0.796 

10 완주군 1.866 부산 서구 0.780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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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구증감률 증가 감소

40%

이상

20~40

%

10~20

%

0~

10%

-5~

0%

-10~

-5%
-10% 시군구 % 시군구 %

서울 25 1 15 7 2 16 64.0 9 36.0 

부산 16 1 1 2 7 5 4 25.0 12 75.0 

대구 8 1 2 4 1 3 37.5 5 62.5 

인천 10 2 8 10 100.0 0 0.0 

광주 5 1 2 1 1 3 60.0 2 40.0 

대전 5 1 1 2 1 2 40.0 3 60.0 

통계청의 인구추계(2006)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의 규모는 2018년을 정

점으로 감소하며,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에 14%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그리고 2026년에 20%로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

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 규모의 변동과 고령화 수준은 천차

만별이다.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출산현상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사회적 

이동(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전입인구(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하여 주로 

가임기 인구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가 출산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인구 고령화수준도 전국 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지역 혹은 대도시의 구 

도심지역에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전출)로 인하여 마이너스 순이동(전출이 전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주로 젊은 가임연령층 인구의 전출로 인하여 출산도 급격

하게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도 급격하게 진척되어 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규모(주민등록인구 기준)가 2005~2010년 간 감소한 기초지자체

는 전국에서 무려 123지역으로 기초지자체 중 53.5%에 이른다. 인구가 5년간 5% 이

내로 감소한 기초지자체는 74지역(32.2%), 5% 이상~10% 미만 감소한 기초지자체는 

45지역(19.6%), 10% 이상 감소한 기초지자체도 4지역(1.7%)에 이른다. 개별 기초지

자체로는 경상남도 합천군 인구의 감소율이 -12.2%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고흥군 

-11.8%, 군위군 -10.7%, 대구 서구 -10.5%, 영도구 -9.9%, 부산 서구 -9.7%, 청

송군 -8.8%, 광주 동구 -8.8%, 의성군 -8.7% 등의 순이다.

〈표 4〉시･군･구의 2005~2010년 간 인구 증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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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구증감률 증가 감소

40%

이상

20~40

%

10~20

%

0~

10%

-5~

0%

-10~

-5%
-10% 시군구 % 시군구 %

울산 5 1 1 2 1 2 40.0 3 60.0 

경기 31 2 4 7 15 3 28 90.3 3 9.7 

강원 18 6 10 2 6 33.3 12 66.7 

충북 12 1 5 4 2 6 50.0 6 50.0 

충남 16 3 2 8 3 5 31.3 11 68.8 

전북 14 3 3 8 3 21.4 11 78.6 

전남 22 1 3 4 13 1 4 18.2 18 81.8 

경북 23 2 4 9 7 1 6 26.1 17 73.9 

경남 18 4 4 9 1 8 44.4 10 55.6 

제주 2 1 1 1 50.0 1 50.0 

전국 230 2 14 18 73 74 45 4 107 46.5 123 53.5

100.0 0.9 6.1 7.8 31.7 32.2 19.6 1.7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고령화 수준이 이미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총 21.7%이며, 20% 이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28.7%이다.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전남 고흥군으로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인 무려 32.0%에 달한다. 

이외에도 경북 군위군 31.8%, 경북 의성군 31.7%, 경남 합천군 31.2%, 경남 남해군 

30.4%, 경남 의령군 30.4%, 경북 영양군 30.4%, 경북 예천군 29.7%, 전남 함평군 

29.5%, 전남 보성군 29.5% 등의 순으로 3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이와 반

대로 고령화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는 울산 북구로 5.3%에 불과하다.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는 약 6배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수준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주로 젊은층 인구부터 줄어

들기 시작하여 인구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

는 등 경제적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특히 젊은 인구의 이탈이 추가

로 진행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가임기인구의 감소는 출생아수의 감소를 가져

와 그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기초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면, 행정구역 기준, 재정보전금, 교부

금, 지자체 조직의 직제 및 정원이 감소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살펴보자. 

우선, 인구 규모에 따른 행정구역 기준에 관한 제도이다. 행정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3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

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133❙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갈등 

에서는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앞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

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

상인 군(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 및,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되,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등

은 인구 2만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실례로 경상남도 마산시는 지난 1980년대 말에 인구가 50만명을 넘게 되자 시역

을 둘로 나누어 '합포구'와 '회원구'의 구제(區制)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인

구의 감소 및 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1년 1월 1일자로 구제를 폐지한 바 있

다(마산시 홈페이지). 

인구 규모에 따른 지자체 행정조직에 관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가 별표 1이나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ㆍ국ㆍ본부

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

야 한다. 인구 10만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실ㆍ과ㆍ담당관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

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

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ㆍ군ㆍ구의 실ㆍ과ㆍ담당관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

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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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재정보전금에 관한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 따르면 일반재정

보전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

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광역시

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

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

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자체 스스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시책 중 하나는 출산장려금제도

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던 

시기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2006년부

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저출산대책을 시행

하기 이전부터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였다. 2001년 5지역, 2002년 2지역, 2003년 

4지역, 2004년 8지역, 2005년 56지역이다(이삼식 외, 2009). 이는 그만큼 많은 지역

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의 인구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삼식 외, 2009).2) 실로 출산장려금제도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에서 자구책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통해 지역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

한 시책들은 지역주민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의 사안으로 간

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의 각종 출산장려정책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흡입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삼식 외(2009)의 

연구에서 실시한 「출산축하금에 관한 주민의식조사」결과, 출산축하금을 (타 지역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향후 추가 출산 시 출산축

하금 지원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비수혜자 중 이주 의향이 

2) 출산축하금을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 최초시행시기를 살펴보면, 구지역은 3.8%만이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한 반면, 군지역의 경우 69.7%, 시지역의 경우 70.4%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

구유출이 심하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일찍이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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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22.4%, 이주 의향이 없는 경우 74.9%로 나타났다. 출산축하금액이 더 큰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진 비율은 비수혜자의 경우 32.7%로 기수혜자의 2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축하금 지원 여부 및 금액 정도가 한 지역에서 타 지역

으로의 인구 흡입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5〉출산축하금 비수혜자가 출산축하금 지원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단 : 명, %)

현자녀수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n)

출산축하금 지원지역으로 이주 의향

현 비수혜자 22.4  74.9 2.7 100.0(263)

출산축하금 지원액이 더 큰 지역으로 

이주의향

현 비수혜자 32.7 65.8 1.5 100.0(263)

현 수혜자 28.5 70.2 1.4 100.0(362)

자료: 이삼식 외(2009)의 결과 재구성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장려

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조례 등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 기초지자체의 인구 증

가를 위한 조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타 지역에서 유입

(전입)하는 인구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인구유인시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입 인구 혹은 세대를 대상으로 비용 지원, 기념품이나 상품권 지원, 장

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정착금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기

초지자체에서는 정주인구 증대에 기여한 유공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

을 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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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기초지자체의 인구증가시책 사례 

지역 조례명 주요 내용

 포천시
포천시인구증가

시책지원조례

-전입대학생 지원금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지원

 강릉시 인구늘리기지원에관한조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전입대학생 지원금. 대학(교) 생활관 후생복지사업

 삼척시 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
-대학생, 군장병,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고등학생, 

기타 전입세대에 비용 지원(5~20만원)

 고성군 인구늘리기지원에관한조례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원

-전입 대학생 전입기념품 지원

 아산시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

지원조례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대학생 및 기업체 기숙사 입

주 직원 대상 상품권 지급

 청양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전입세대 지원(종량제봉투 지급,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지원)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홍성군 
인구증가등을위한

지원 조례
-전입세대에게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전입장려지원

 경주시
경주시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입 대학생 인센티브

 고령군 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

-전입자･거주군민･입주기업체에 대한 대책

-정주인구증대 유공기관･단체 및 민간인･공무원 포상 

-기타 군수가 인구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관한조례

-고등학생, 대학생 학자금 지원

-기관 또는 기업체 임직원 지원 

 창녕군 인구증가를위한지원조례

-전입장려지원 : 전입정착금,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민세, 관람권, 고등학생학자

금, 전입학생지원금

자료: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지자체에서 기업 또는 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주택단지(신도시) 조성, 복지서비

스 확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금전적인 인센티브 등을 통해 타 지역 주민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과 무관하며 오히려 예산 지출의 부담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들이 서로 다른 지자체의 인구를 소위 

‘빼오기’ 식으로 금전적인 보상액을 증액시키는 등 경쟁이 발생하여 지자체 간 갈등

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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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의 금액은 아주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지자

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금액을 증액시키기도 한다. 그간 언론에서 발표한 

몇몇의 사례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출생지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

고 있는 신생아 및 부모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노원구는 “저출산대책은 

국가 차원의 문제인데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중앙정부 보조 없이 자체적

으로 추진토록 하다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오히려 주민들의 위화감 조성

은 물론 인권차별 소지마저 있다”며 시정 건의서를 지난 18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국가

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

하는 곳은 18개구이고, 재정형편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는 구도 중랑･은평･마포･강서･구

로･동작･강동 등 7개구나 된다. ○○○ 노원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자치단체 간에 차등 

지원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선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는 인

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한 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

이 아니라 중앙정부 등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 동기부여 등 구조적 문제를 파악, 시급히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2008년 9월 24일자)  

서울 강남구가 이달 초 출산양육지원금(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다른 자치구들

이 출산양육지원금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 낳으면 강남에선 몇 백만원씩 주는

데 우리 구청은 뭘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폭주해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송파구는 강남구와 인접한데다 서초구와 함께 ‘잘사는 강남3구’로 통하다보니 

요즘 민원 폭주에 죽을 맛이다. 송파구 이정갑 가정복지과장은 21일 “강남구가 타 자치구

에 비해 출산지원금이 월등히 많다보니 우리 구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올 초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강남구의 지

원금이 타 자치구를 크게 웃돌면서 자치구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000만원 

등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었다. 둘째나 셋째 출산시 10만∼100만원을 주고 있는 다른 자

치구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특히 출산지원금 지급 최하위 자치구와 비교하면 셋째의 경

우 최고 25배, 넷째는 50배, 다섯째는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 

(국민일보, 2009년 6월 21일자)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다. 요즘 들어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

지 않는 자치단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출산지원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하

지만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다르고 지급액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역기능도 생겨

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자치단체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출산장려금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빚어지고 있는 것. 정작 인구 유입이 절실한 가난한 자치단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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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한 재정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

서 ‘원정출산’이란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적은 지자체에 사는 주부들이 장

려금이 많은 곳으로 원정을 가 출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몇달 전 대전에 살던 주부 김모(35)씨는 충남 시골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첫째 아이를 

낳았다. 대전시가 셋째 아이의 출산에 한해서만 약간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안 김

씨는 임신 후 곧바로 충남의 시댁으로 주소를 옮겼다. 김씨는 그곳에서 첫째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 30만원을 받았다. 몸조리를 마친 그는 살던 집이 있는 대전으로 다시 주소를 

돌려놓았다. 김씨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병원비에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

은 각 지역별로 비일비재하다. 강원 고성군의 경우 2007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98명이 

출산장려금을 받았지만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다. 이 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산모의 대다

수에 해당하는 숫자다. 경북 영천시는 2008년 665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1년 안

에 10% 가까운 65명이 영천을 떠났다. 고치운 강원도 저출산고령화 담당은 “얼마 전 인

천에 거주하는 산모가 ‘평창군은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주느냐.’고 묻는 등 출산장려금 관

련 문의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온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10년 1월 7일자) 

이미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 인구는 당분간 소폭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도 이미 지역 간 인구 쟁탈은 암묵적(저출산대책의 이

름으로)으로 혹은 명시적(인구증가시책조례 등을 통하여)으로 시작되었다. 전국 인구

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그 경우 지역 간 인구 쟁탈은 더욱 심

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저출산현상의 후

유증으로 지역 간 ‘인구 쟁탈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국민(20세 이상) 3,000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저출산으

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데 72.0%(전적으로 찬성 

18.7% 포함)가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데 여성(73.4%)이 남

성(7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고 있으나, 그 강도 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

다 더 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지자체의 인구 유인정책으로서 출

산축하금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른 문제점(지가 하락, 교육환경 열악화, 지역경제 침체 등)에 

더 민감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부 남성의 경우 갈등에 동의 정도가 강한 

이유도 지역경제 침체 등에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계층별

로는 젊은층(20대~30대)에서 74.2%가 지역 간 인구 쟁탈의 갈등 발생에 동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년층(65세 이상) 71.7%, 중장년층(40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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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 70.2%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른 문제점(지가 

하락, 교육환경 열악화, 지역경제 침체 등)에 젊은 계층의 인구가 더 민감하기 때문

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7〉“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 간 인구를 자기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8.7 53.3 23.5 3.8 0.7 100.0 (3,000)

성별( x 2=27.9***)

 남성 20.2 50.3 23.8 5.2 0.4 100.0 (1,489)

 여성 17.1 56.3 23.2 2.4 1.0 100.0 (1,511)

연령( x 2=23.1**)

 20대~30대 17.5 56.7 22.3 3.4 0.1 100.0 (1,161)

 40대~64세 18.8 51.4 25.0 3.8 0.9 100.0 (1,386)

 65세 이상 21.4 50.3 21.9 4.9 1.5 100.0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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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1 

이와 같은 갈등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으로 회

복시켜야 할 것이다. 전체 인구 규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

역이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른바 

‘작아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인구의 감소를 억

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두 가지 측면에

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 측면은 유입된 외국인(이민자) 역시 저출산의 

속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이들 역시 고령화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외국인(이민자)의 계속적인 유입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외국인(이민자)의 비중을 

높여 또 다른 사회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

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거나 더디게 회복하는 경우 인구의 감소는 불가피 할 것이

다. 그 경우 현재 지자체에 대한 일부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와 

‘군’의 행정구역을 규정하는 조건으로서 인구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교부금 등과 관련한 제도에서 인구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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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인간의 이동은 천부적인 인권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료하게 규정하

고 있다.3) 이에 따라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 다만, 지자체 수준에

서 인구의 이동을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은 소모적인 방법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 지역이 보다 발전하고 역동적이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경우 

인구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티부모형(Tiebout 

model)을 언급하고자 한다. 허쉬만(A.Hirschman)은「퇴장, 불평 그리고 충성(Exit, 

Voice and Loyalty)」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화나 편지 등을 통해 불평(voice option)하거나 아예 그 조직을 이탈(exit 

option)하여 불만을 표현한다고 하여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제

시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

우 주민들은 매력적인 정책 내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역의 인구 감소와 내･외국인 간 갈등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부 부족,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단순기능직종에서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적게 태어나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사망자가 증

가하여 내국인이 감소하는 동시에, 그 지역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

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기초지자체의 전체 주민 중 외국인주민(한국국적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이민

자, 외국인근로자 등 포함) 비중이 10%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2008년 만해도 전국에 

전혀 없었으나, 2011년에는 2곳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비중이 8~10%인 기초지자체

도 2008년 1곳에서 2011년 3곳으로, 6~8%인 기초지자체는 동 기간 5곳에서 9곳으

로, 4~6%인 기초지자체도 11곳에서 12곳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전체 주민 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이를 감안할 때, 향

후에 전체 주민 중 외국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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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2008, 2011

(단위 : %)

전체 주민 중 외국인주민 비중 2008년 2011년

0~2%미만 179개 125개

2~4%미만 36개 79개

4~6%미만 11개 12개

6~8%미만 5개 9개

8~10%미만 1개 3개

10%이상 - 2개

계 232개 230개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 각년도 

2008년에 전체 주민 중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로는 서울 영등포구 9.7%, 

서울 금천구 7.8%, 부산 강서구 7.2%, 서울 구로구 6.8%, 경기 김포시 6.4%, 경기 

화성시 6.1%, 경기 포천시 5.9%, 충북 음성군 5.7% 등의 순이었다. 2011년에는 서울 

영등포구 12.4%, 서울 금천구 10.1%, 서울 구로구 8.8%, 전남 영암군 8.3%, 서울 

중구 8.0%, 경기 포천시 7.7%, 경기도 안산 7.1%, 충북 음성군 6.9% 등의 순이다. 

동일한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더 높아졌으며, 외국인의 유입이 빠르

게 이루어진 다른 기초지자체도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9〉외국인비율이 높은 자치구 

(단위 : %)

2008 2011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2.4%

2 서울특별시 금천구 7.8% 서울특별시 금천구 10.1%

3 부산광역시 강서구 7.2% 서울특별시 구로구 8.8%

4 서울특별시 구로구 6.8% 전라남도 영암군 8.3%

5 경기도 김포시 6.4% 서울특별시 중구 8.0%

6 경기도 화성시 6.1% 경기도 포천시 7.7%

7 경기도 포천시 5.9% 경기도 안산시 7.1%

8 충청북도 음성군 5.7% 충청북도 음성군 6.9%

9 서울특별시 종로구 5.5% 서울특별시 용산구 6.9%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5.3% 서울특별시 종로구 6.8%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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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오랜 이민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필연적으로 내

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인구 중 외국인주민의 비중이 

적을 경우 소수(minority)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눈에 잘 띄지 않을뿐더러 세력화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전 주민 중 외국인주민의 비중이 높아지면 특히 집단적으로 거

주지를 형성하면 그 위세가 커지면서 원 주민들은 위협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

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인종이 보다 다양화해 질 것이다. <표 

3>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주민 중 주요 권역이나 국가 출신의 비중

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시아 출신이 61.7%로 압도적이며, 동남아 출신은 22.0%, 

미국 출신이 5.2%, 남부아시아 출신이 4.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소의 차이가 

있으나 출신 권역이 다양하며, 이 표에서 모든 국가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야말로 전 세계 국가들의 출신이 다 모여 산다고 할 수 있다. 부분에서 온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지역사회 내 갈등이 비단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출

신 국가(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역)가 다른 외국인들 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10〉국적별 외국인주민, 2011

국적 외국인주민

전체 1,265,006 100.0 

동북아

소계 780,593 61.7 

중국 208,761 16.5 

중국(한국계중국) 488,100 38.6 

대만 24,093 1.9 

일본 35,076 2.8 

몽골 24,563 1.9 

동남아

소계 278,507 22.0 

베트남 139,285 11.0 

필리핀 58,426 4.6 

태국 30,039 2.4 

인도네시아 28,207 2.2 

기타 22,550 1.8 

남부아시아 51,441 4.1 

중앙아시아 27,184 2.1 

미국 65,772 5.2 

러시아 8,141 0.6 

기타 53,368 4.2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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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갈등을 사회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는 자체가 어렵고, 발생빈도나 정도

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외국인비중의 증가에 따른 갈등은 기존에 언론에서 발표한 사례들을 탐색하고 분석

함으로써 논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갈등사례는 단순한 예측 내지 

전망 등은 제외하고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지역사회 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갈등 사례에 대한 것이다.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를 빠져 나오면 거리는 온통 붉은 색의 중국 간자체 

간판이다. 가리봉동에 살던 조선족 일부가 신길동, 독산동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와 커다

란 타운을 이뤘다. 조선족･중국인 타운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런데 폐쇄적인 중국인들의 

특성상, 접근이 쉽지 않아 대림동이 게토(ghetto･강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빈민가를 뜻한다)화 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의 차이나타운, 대림동을 

찾아가 보았다. (중략) 붉은 바탕에 흰색의 중국 간자체 간판을 단 ‘중국전화국’ ‘두만강

식당’은 중국의 어느 거리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식당 직원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양꼬치부터 된장찌개까지 100여개가 넘는 음식 이름이 10여쪽이 넘는 메뉴판에 빼곡한 것

도 중국식이다. 중국식품점, 빵집, 여행사, 음식점 등이 2차선 도로 좌우를 가득 메웠다. 

행정사 업무와 여행 업무를 같이 하는 여행사와 환전소 그리고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방 또한 이색풍경이다. (중략) 가게 주인도 손님도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해 중국의 

어느 거리에 온 듯 했다.

(중략) 때문에 생활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선족 중국동포들과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고성방가, 치안불안 등이며 여기에 최근 부쩍 늘

어난 불법 도박장(일명 활동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치안이

다. 상가들이 밀집한 중앙시장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진숙(36)씨는 걱정이 

많다. “아이들의 하교길이 걱정되어 늘 데리러 간다”며 “치안대책을 세우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작년 한해 동안 대림동에서 형사 입건된 외국인 피의

자는 220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역에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4447명) 20명 중 1명이 

대림동에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중앙시장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이상권씨(52)는 

“대림동 중앙시장 일대 화교타운 생성으로 인해 주민과 아이들의 치안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지역 일대 CCTV 설치와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

민인 진모씨(53)는 “동포들이 운영하는 마작게임장이 단순한 오락에서 도박장으로 변질되

고 있다”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특히 아이들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전했다.

대림동이 ‘치안사각지대’로 변모함에도 불구, 주민들이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게 이 지역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폐쇄적인 중국인들의 특성상 접근도 

쉽지 않고, 무리를 이뤄 범죄를 은폐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 심지어 “국내에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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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한 외국인 조직 폭력배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초기에는 힘든 타

국생활로 서로 위안을 삼거나 친목 도모를 위해 모인 단체들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질하

다, 급기야 조직폭력 형태로 변해버린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마약, 납치, 청부살

인 등 저지르는 범죄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하략) (뉴스포스트 2011년 4월 18

일자)

경찰서별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경찰서는 서울 

구로서로 총 2346건이었다. 경기 안산 단원서는 2212건, 영등포서는 2195건으로 뒤를 이

었다. 특히 구로구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이미 연평균 건수에 육박하는 635건이 발생했

다. 최근 3년 평균 782건으로 하루 평균 2.14건이 나타났다. (중략) 유 의원은 “외국인 범

죄가 날로 조직화･흉포화 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밀집지역 일대가 슬럼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1년 9월 26일자) 

나이지리아인인 ㅇ씨 등은 2007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종업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ㅇ씨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아프리카인은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

이다. ㅇ씨가 “우리가 흑인이기 때문이냐”고 따져 묻자 종업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중략) 인종이나 출신 국가, 피부색, 인종 등 ‘다문화적 요소’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26

일 “관련 진정 접수 사례를 취합한 결과, 2005년 32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종

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은 모두 50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까지 한자릿수였던 

진정 건수는 2009년 2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2건이 접수됐다. ‘출신 국가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은 같은 기간 213건에 이르렀다. 관련 진정은 2007년 37건으로 가

장 많았고, 2008년 28건, 2009년 19건, 지난해 27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겨레신문, 2011년 7월 26일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30대 귀화 여성이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즈

베키스탄 출신 여성은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사우나를 찾았으나 '외국인 출입금지는 영

업방침' 앞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4년 전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했

지만 소용없었다. (부산일보 2011년 10월 15일자)

외국인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내국인 간 갈등이 발

생한 사례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11년 6월 외국인 주민이 50%를 차지하는 안산 다문화 특구에 국

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려다가 시민단체 및 종교 소상인 단체들이 “안산을 범죄소굴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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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찍어 지역상권을 무너뜨린다”는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시사코리아, 2011년 

10월 4일자)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다문화 반대 움직임이 날로 커지고 조직화되는 경우다. 현재 관

련 시민단체만도 10여 개에 이르고 일부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 수가 6천 명에 이를 

만큼 세력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를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 노동자를 국내로 들이지 말라

며 노동부에 압력을 넣고 방송국을 대상으로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까지 표출하

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

그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별적 차원에서 움직이던 국내 반다문화주의 움직임은 최

근 경기 악화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하는 양상이다. 초

기 개별적으로 악플이나 선동성 글을 올리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다문화를 반대하는 집단

행동 및 집회를 여는 등 하나의 세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에 ‘이슬람 국가를 노동 송출 국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글을 1500개 이상 

올려 게시판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다문화를 미화했다며 서울 여의도 KBS 방

송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문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항의 전화나 e메일 테러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동아일보, 2011년 7월 26일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인터넷을 모니터링한 결과, 뿌리깊은 순혈주의와 중동지

역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 존재로 부각시키는 경향, 특정국가와 피부색

에 대한 편견이 담긴 글을 다수 발견했다. 예컨대 '혼혈인 증가를 막으려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 '동남아 마약상 같은 외모' 등이다. (한국일보, 2011년 5월 9일자)

다음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간 갈등사례들이다. 

동티모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반감을 품고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민족 갈등 때문에 국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길가던 인도네시

아인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동티모르인 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로페(21) 등 4

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티모르인들은 지난달 3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인도네시아인 5명이 동티모르인들을 

모욕하는 발언과 욕설을 한 데 앙심을 품고 동료를 불러 모았다. 이들은 그 사이 인도네

시아인들이 공원을 떠나 찾을 수 없게 되자, 길 가던 다른 인도네시아인 2명에게 달려들

어 각목과 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2011년 6월 1일자) 

시흥시 정왕동 공장 기숙사에서는 베트남 전통 도박인 ‘쏙디아’를 벌인 베트남인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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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거됐다. 도박장을 연 Y모씨와 3명은 도박 만이 아니라 도박장에 출입한 불법체류자

를 폭행해 금품을 갈취했다. (시사코리아 2011년 10월 4일자)

이와 같이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일반국민도 상당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20세 이상 선인 중 71.3%가 그러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상대

적으로 그러한 갈등에 위협감을 더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노년층, 

젊은층, 중장년층 순으로 그러한 갈등의 발생에 대해 상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표 11〉“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종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3.8 57.5 23.4 4.9 0.3 100.0 (3,000)

성별( x 2=11.3*)

 남성 13.6 56.7 23.9 5.8 0.1 100.0 (1,489)

 여성 14.1 58.2 23.0 4.1 0.6 100.0 (1,511)

연령( x 2=19.5*)

 20대~30대 13.8 57.6 23.7 4.9 100.0 (1,161)

 40대~64세 12.8 56.8 24.9 5.1 0.4 100.0 (1,386)

 65세 이상 17.0 59.2 18.3 4.6 0.9 100.0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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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지역사회 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갈등, 외국인주민 간 갈등, 

그리고 외국인을 둘러싼 내국인 간 갈등은 주로 외국인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

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폭력 등으로 

사건화 되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룬 것들에 한정된다. 사건화가 되지 않아 언론에

서 다루지 않은 그 외의 사례들도 무수히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도시 외국인 밀집

지역은 주로 일하는 장소에의 근접성 때문에 조성된다. 반면, 대도시 인근 농촌 혹은 

중소도시에서 외국인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일을 대도시에서 주로 하

나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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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자의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원주민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외국

인주민은 빠르게 증가하여 지역사회 내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은 이미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게다가 세계 최저 수

준의 출산율이 단기간에 인구대체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

은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더욱이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력의 미스매칭(mis- 

matching)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인구학적 

현상에 연유하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

기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인종 간 갈등은 그 종류나 특성 및 정도에 대해 외국인주

민의 규모(비중)이나 구성의 변동과 연동시켜 사전적으로 예측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인종 간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종합화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내국인 주민, 시민사회단체, 외국

인주민 출신국적, 법적 지위 등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입장(이해관계)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내국

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문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 서로 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

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의 집단 거주화 및 슬럼화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

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협의와 협조를 구하도

록 한다. 

끝으로, 저출산현상은 한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는 

내국인 감소에 따른 외국인 규모 및 비중의 증가의 영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자체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과의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커다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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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Ⅰ 조사 개요

□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1. 5.1~12.20 동안 “저출산․고령

화와 사회갈등” 주제에 대해 연구 추진

◦ 동 연구의 일부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유형과 수준에 관한 국민인

식조사 실시

- 조사대상 : 20세 이상 남녀 3,000명(지역․성․ 연령 기준 전국 표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항목 : 가족, 사회문화, 고용, 사회보장 부문의 총 33개 항목

- 조사기간 : 2011.08.30 ~ 09.19(15일간)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화조사실

Ⅱ 총괄

□ 저출산․길어진 노후(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부문 갈등유형 중 부모부양부담 갈

등, 다문화가족내 갈등, 남편돌봄부담 갈등, 상속지연 갈등 순으로 국민의 동의정

도가 높음

◦ 부모부양부담관련 갈등 발생에 대한 동의정도(77.0%)가 가장 높아, 전통적인 사

적부양부담체계의 붕괴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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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기인한 다문화가족 내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75.5%)도 높은 

수준으로 다문화가족을 불안정(비정상적)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

재함을 시사

◦ 길어진 노후 여성의 남편돌봄부담관련 노부부간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는 69.1%

로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노후에도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 표명 

◦ 길어진 노후 부모의 상속관련 시기 지연 또는 태도 변화 관련 부모-자녀간 및 

자녀간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는 63.9%로 전통적인 상속문화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화부문의 갈등유형 중 세대간 문화적 갈등, 신부부족 

갈등, 인구증대관련 지자체간 갈등, 지역사회내 인종간 갈등,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관련 갈등 순으로 국민의 동의정도가 높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세대와 젊은세대간 문화적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는 

83.6%로 노인인구의 절대수 증가와 함께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층 증가로 인하

여 서로 사고관이 다른 세대들 간 상호 주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 

◦ 출생성비 차이로 인한 신부부족관련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는 72.5%로, 여성의 

결혼가치관 약화(만혼화, 독신화)와 함께 신부부족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 가능 

◦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자체 간 인구유입경쟁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는 

72.0%로 현재 지자체의 인구시책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외국인․이민자 증가에 따른 인종간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는 71.3%로 비교적 높

으며, 이는 외국인 등 증가로 배타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관련 갈등에 대한 동의정도는 

67.0%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당연시 하는 경향과

도 연관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문의 갈등유형 중 고령자의 일자리 요구관련 정부

와의 갈등 82.5%, 연령차별 갈등 79.5%,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75.8%,일자리

를 둘러싼 고령자-청년층 간 갈등 71.4% 순으로 국민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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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를 둘러싸고 다양한 계충 혹은 주체간 갈등이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부문의 갈등유형 중 자녀수에 따른 과세 등 형평성 

문제관련 갈등 60.1%, 사회보장부담으로 인한 노동기피 41.5%로 다른 부문에 비

해 상대적으로 동의정도가 낮음

◦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부담을 

둘러싸고 세대간 및 집단간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Ⅲ 부문별 결과 

1. 저출산․고령화와 가족갈등 

* 자녀수 감소 및 평균수명 상승 등에 따른 가족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 

  - 가족갈등 : 부모-자녀간, 부모간, 자녀간, 구성원간 등 갈등  

□ “자녀수가 줄어들어 오래 살게 될 부모의 부양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이 발

생할 것이다”에 대해 77.0% 찬성(전적 찬성 31.0%)

◦ 중․장년층(40~65세) 78.3%, 젊은층(20~30대) 77.5%, 노인층(65세 이상) 

72.0% 순

- 중장년층은 형제자녀수 적은 관계로 실제 부양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

문으로 간주

- 젊은층은 독자이거나 형제자매가 1명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 부모 부양

부담에 대해 우려감 표명

- 노인층은 본인 스스로가 피부양자 위치에 있으면서 소수 자녀의 부양에 대해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가능  

□ “평균수명 연장으로 여성의 남편돌봄부담 기간이 길어져 노부부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69.1% 찬성(전적 찬성 17.8%)

◦ 여성의 71.9%가 동의하여 남성(66.4%)에 비해 동의정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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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당사자로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관행이 유지될 것으로 인식하여 길어

진 노후 남편돌봄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을 시사 

◦ 젊은세대일수록 동의정도가 높음(젊은층 71.3%, 중장년층 70.1%, 노년층 60.7% 순)

- 젊은세대일수록 양성평등 가치관(남녀간 가사분담 등)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

- 현 노인층(특히 남성)은 전통적인 사고관이 강하여 노후 여성의 남편돌봄을 당

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갈등으로 덜 인식 경향 

□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으로써 가

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 63.9% 찬성(전적 찬성 16.8%)

◦ 고연령층일수록 갈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노인층 

69.3%, 중장년층 66.5%, 젊은층 58.7% 순) 

- 현 노인층의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간 갈등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

였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됨. 

□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내 식구들(부모, 자녀, 노부모) 간 갈

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75.5% 찬성(전적 찬성 17.6%) 

◦ 국민들 사이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이 일반가정과 

달리 불안정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 1] 저출산․고령화와 가족갈등의 제 영역별 찬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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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문화 갈등 

* 출생성비 불균형 및 여성의 결혼가치관 약화, 노인인구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외국

인 증가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 

  - 사회문화적 갈등 :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지역간 등 갈등  

□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면서 결혼 시 신부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

할 것이다”에 대해 72.5% 찬성(전적 찬성 21.4%) 

◦ 여성(75.6%)이 남성(69.4%)보다 더 갈등으로 인식

- 여성들 사이에 결혼가치관이 약화되어 만혼화 및 독신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연관시킬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응답자 여성들 중 ‘여성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심리적 

이유도 존재 

◦ 고연령층일수록 미혼층에 비해 기혼층에서 동의정도가 높음(노인층 76.6%, 중

장년층 73.5%, 젊은층 69.7% 순; 기혼층 74.3%, 미혼층 66.6%). 

- 젊은세대의 경우 아직까지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이들의 경우 배

우자 선택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에 대해 67.0% 찬성(전적 찬성 15.7%) 

◦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어 모든 세대에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정치적 파워 

증가와 갈등을 어느 정도 당연시 경향 존재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세대와 젊은세대 간 문화적 차이(충돌)로 갈등이 발

생할 것이다”에 대해 83.6% 찬성(전적 찬성 25.2%)

◦ 저연령층일수록 세대 간 문화적 갈등 인식 정도가 높음(젊은층 85.0%, 중장년

층 83.4%, 노년층 80.6% 순)

- 건강하고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제 영

역에서 젊은세대와 맞부딪칠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

로 간주 



❙156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세미나

□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 간 인구를 자기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져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72.0% 찬성(전적 찬성 18.7%)

◦ 대부분 계층이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와 관련 지자체 정책을 지자체간 

갈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  

□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종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71.3% 찬성(전적 찬성 13.8%) 

◦ 동의 정도는 노인층 76.2%, 젊은층 71.4%, 중장년층 69.6% 순으로 나타남

- 노인층이 외국인 등에 상대적으로 더 배타적인 성향을 가져, 외국인․이민자를 

갈등 유발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

- 젊은층의 경우 외국인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그림 2]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문화갈등의 제 영역별 찬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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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고령화와 노동 갈등 

* 연령차별, 일자리 확보 등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 

  - 노동 갈등 : 청년층-고령자세대간, 고령자-정부간, 내국인-외국인간 등 갈등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고연령에 대한 차별(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배제)이 증

가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79.5% 찬성(전적 찬성 19.6%) 

◦ 여성(82.7%)이 남성(76.3%)에 비해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

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 연령별로 동의정도는 중장년층 80.1%, 젊은층 79.2%, 노년층 78.8% 순

- 중장년층이 고연령으로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으로 해석  

◦ 비취업자(81.1%)가 취업자(78.3%)보다 상대적으로 더 갈등으로 인식  

- 비취업자들 중 일부가 고연령으로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  

□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취업욕구가 증가하여 정부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82.5% 찬성(전적 찬성 24.4%) 

◦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갈등인식 정도가 높아, 정부의 고령자 노동정책 방향에 따

라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저연령층일수록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남(젊은층 87.3%, 중장년층 80.7%, 노년

층 75.3% 순)

- 젊은세대일수록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었을 때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 

□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취업욕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둘러싸고 

고령자와 청년층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71.4% 찬성(전적 찬성 

19.9%) 

◦ 저연령층일수록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남(젊은층 76.0%, 중장년층 70.3%,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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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63.1% 순)  

- 젊은층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고령자의 일자리 차지

에 대한 우려감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표명  

□ “국제결혼과 이주노동력 유입 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것

이다”에 대해 75.8% 찬성(전적 찬성 18.3%) 

◦ 고연령층일수록 동의정도가 높음(노년층 76.8%, 중장년층 76.0%, 젊은층 

75.1% 순)

- 고연령층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중장년

층은 실제 일부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그림 3] 저출산․고령화와 노동갈등의 제 영역별 찬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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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보장부담 갈등

* 자녀출산의 비용집중-편익분석의 형평성 문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부담 증가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 

  - 사회보장부담 갈등 : 다자녀집단-소(무)자녀집단간, 젊은세대-노인세대간 갈등  

□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향후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 등을 

이용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 60.1% 찬성(전적 찬성 12.9%)

◦ 저연령층일수록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남(젊은층 64.0%, 중장년층 58.8%, 노년

층 53.9% 순)

- 젊은층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향후 출산할 연령층으로 무자녀 혹은 

소자녀 출산집단과의 형평성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젊은층은 세금, 보험료 등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을 기피할 것이다”에 대해 41.5%만이 찬성(전적 찬성 8.4%) 

◦ 전체적으로 동의정도가 낮으나 일반국민의 40% 수준이 사회보장부담 증가로 인

한 노동 기피의 우려감을 표명하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 

◦ 저연령층일수록 동의정도가 높음(젊은층 43.7%, 중장년층 41.2%, 노년층 37.1% 순) 

- 젊은세대 중 일부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경향성 일부 존재

[그림 4]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보장 갈등의 제 영역별 찬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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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자녀수가 줄어들어 오래 살게 될 부모의 부양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31.0 46.0 15.9 6.9 0.2 100.0 (3,000)

성별( x 2=4.7)

 남성 29.3 46.8 16.3 7.5 0.1 100.0 (1,489)

 여성 32.6 45.3 15.6 6.4 0.2 100.0 (1,511)

연령( x 2=19.2*)

 30대이하 29.7 47.8 15.4 7.1 - 100.0 (1,161)

 40-50대 33.0 45.2 15.2 6.3 0.1 100.0 (1,386)

 65세이상 28.0 43.9 19.2 8.2 0.7 100.0 ( 453)

가구소득( x 2=4.7)

 80%미만 30.4 46.0 16.4 6.8 0.3 100.0 (1,316)

 80~150% 31.1 46.3 15.4 7.1 0.1 100.0 (1,161)

 150%이상 33.8 44.9 14.7 6.6 - 100.0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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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 “평균수명 연장으로 여성의 남편돌봄부담 기간이 길어져 노부부간 갈등

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7.8 51.4 23.2 7.7 0.0 100.0 (3,000)

성별( x 2=13.6**)

 남성 16.2 50.2 25.3 8.3 - 100.0 (1,489)

 여성 19.3 52.5 21.0 7.0 0.1 100.0 (1,511)

연령( x 2=35.1***)

 30대이하 18.0 53.3 23.1 5.6 - 100.0 (1,161)

 40-50대 17.7 52.4 22.3 7.6 0.1 100.0 (1,386)

 65세이상 17.4 43.3 26.0 13.2 - 100.0 ( 45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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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서 상속을 하지 않거나 미룸

으로써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6.8 47.1 25.3 10.7 0.1 100.0 (3,000)

성별( x 2=23.3***)

 남성 14.6 46.0 26.5 12.7 0.1 100.0 (1,489)

 여성 18.9 48.2 24.1 8.8 - 100.0 (1,511)

연령( x 2=38.6***)

 30대이하 12.6 46.2 28.9 12.4 - 100.0 (1,161)

 40-50대 19.4 47.0 23.5 10.0 0.1 100.0 (1,386)

 65세이상 19.6 49.7 21.6 8.8 0.2 100.0 ( 453)

가구소득( x 2=20.8**)

 80%미만 19.7 47.0 22.7 10.4 0.2 100.0 (1,316)

 80~150% 14.9 48.5 26.2 10.4 - 100.0 (1,161)

 150%이상 15.0 43.6 29.4 12.0 - 100.0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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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4>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내 식구들(부모, 자녀, 노부

모)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7.6 57.9 19.3 5.0 0.2 100.0 (3,000)

성별( x 2=23.7***)

 남성 15.3 57.2 21.4 6.0 0.1 100.0 (1,489)

 여성 19.9 58.6 17.3 3.9 0.3 100.0 (1,511)

연령( x 2=10.4)

 30대이하 17.5 56.7 19.6 6.0 0.2 100.0 (1,161)

 40-50대 18.2 58.7 18.8 4.2 0.1 100.0 (1,386)

 65세이상 16.1 58.5 20.1 4.6 0.7 100.0 ( 45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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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면서 결혼 시 신부 부족으로 사회적 갈

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21.4 51.1 22.3 4.9 0.3 100.0 (3,000)

성별( x 2=18.6**)

 남성 20.0 49.4 24.1 6.1 0.4 100.0 (1,489)

 여성 22.8 52.8 20.5 3.6 0.3 100.0 (1,511)

연령( x 2=27.2**)

 30대이하 19.4 50.3 24.6 5.5 0.2 100.0 (1,161)

 40-50대 22.0 51.5 21.1 5.2 0.2 100.0 (1,386)

 65세이상 24.7 51.9 20.1 2.2 1.1 100.0 ( 453)

결혼여부( x 2=27.0***)

 미혼 15.8 50.8 26.8 6.5 0.1 100.0 (  695)

 기혼 23.1 51.2 21.0 4.4 0.4 100.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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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6>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 갈등이 발생

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5.7 51.3 27.4 5.3 0.4 100.0 (3,000)

성별( x 2=28.2***)

 남성 15.4 47.5 30.2 6.6 0.3 100.0 (1,489)

 여성 16.0 55.0 24.6 4.0 0.5 100.0 (1,511)

연령( x 2=9.7)

 20~39세 15.4 52.4 26.7 5.3 0.3 100.0 (1,161)

 40-64세 15.3 51.3 28.3 4.8 0.3 100.0 (1,386)

 65세이상 17.7 48.3 26.3 6.8 0.9 100.0 ( 45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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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세대와 젊은세대 간 문화적 차이(문화충돌)

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25.2 58.4 14.5 1.9 - 100.0 (3,000)

성별( x 2=2.2)

 남성 24.8 58.8 14.1 2.2 - 100.0 (1,489)

 여성 25.6 57.9 14.9 1.6 - 100.0 (1,511)

연령( x 2=16.3*)

 20~39세 25.4 59.6 13.4 1.6 - 100.0 (1,161)

 40-64세 23.4 60.0 14.6 1.9 - 100.0 (1,386)

 65세이상 30.2 50.3 17.0 2.4 - 100.0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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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8>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 간 인구를 자기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쟁

이 치열해져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8.7 53.3 23.5 3.8 0.7 100.0 (3,000)

성별( x 2=27.9***)

 남성 20.2 50.3 23.8 5.2 0.4 100.0 (1,489)

 여성 17.1 56.3 23.2 2.4 1.0 100.0 (1,511)

연령( x 2=23.1**)

 20~39세 17.5 56.7 22.3 3.4 0.1 100.0 (1,161)

 40-64세 18.8 51.4 25.0 3.8 0.9 100.0 (1,386)

 65세이상 21.4 50.3 21.9 4.9 1.5 100.0 ( 45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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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종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3.8 57.5 23.4 4.9 0.3 100.0 (3,000)

성별( x 2=11.3*)

 남성 13.6 56.7 23.9 5.8 0.1 100.0 (1,489)

 여성 14.1 58.2 23.0 4.1 0.6 100.0 (1,511)

연령( x 2=19.5*)

 20~39세 13.8 57.6 23.7 4.9 - 100.0 (1,161)

 40-64세 12.8 56.8 24.9 5.1 0.4 100.0 (1,386)

 65세이상 17.0 59.2 18.3 4.6 0.9 100.0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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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0>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고연령에 대한 차별(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배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9.6 60.0 17.9 2.3 0.2 100.0 (3,000)

성별( x 2=23.6***)

 남성 17.8 58.5 20.4 3.1 0.2 100.0 (1,489)

 여성 21.3 61.4 15.4 1.6 0.3 100.0 (1,511)

연령( x 2=26.9**)

 20~39세 17.3 61.8 18.3 2.6 - 100.0 (1,161)

 40~64세 19.6 60.5 17.7 1.9 0.2 100.0 (1,386)

 65세이상 25.2 53.6 17.4 2.9 0.9 100.0 ( 453)

취업여부( x 2=13.4*)

 비취업 21.4 59.8 16.5 1.9 0.5 100.0 (1,282)

 취업 18.2 60.1 18.9 2.7 0.1 100.0 (1,71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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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취업욕구가 증가하여 정부와 갈등

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24.4 58.0 15.1 2.3 0.2 100.0 (3,000)

성별( x 2=11.4*)

 남성 23.1 58.2 16.0 2.8 - 100.0 (1,489)

 여성 25.7 57.9 14.2 1.9 0.3 100.0 (1,511)

연령( x 2=42.4***)

 20~39세 26.5 60.8 10.9 1.7 0.1 100.0 (1,161)

 40~64세 23.9 56.9 16.9 2.2 0.1 100.0 (1,386)

 65세이상 20.8 54.5 20.3 4.0 0.4 100.0 ( 453)

취업여부( x 2=1.1)

 비취업 24.2 58.3 15.1 2.1 0.2 100.0 (1,282)

 취업 24.6 57.8 15.0 2.4 0.1 100.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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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2>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취업욕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둘러싸고 고령자와 청년층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9.9 51.5 22.9 5.6 0.1 100.0 (3,000)

성별( x 2=21.1***)

 남성 18.3 52.2 22.2 7.3 - 100.0 (1,489)

 여성 21.4 50.8 23.7 4.0 0.1 100.0 (1,511)

연령( x 2=32.4***)

 20~39세 20.4 55.6 19.6 4.4 - 100.0 (1,161)

 40~64세 19.8 50.4 24.0 5.7 0.1 100.0 (1,386)

 65세이상 18.8 44.4 28.3 8.4 0.2 100.0 ( 453)

취업여부( x 2=8.4)

 비취업 21.6 49.3 23.4 5.5 0.2 100.0 (1,282)

 취업 18.6 53.2 22.6 5.6 - 100.0 (1,71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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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국제결혼과 이주노동력 유입 등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8.3 57.5 20.5 3.6 0.2 100.0 (3,000)

성별( x 2=13.2*)

 남성 17.0 57.0 21.2 4.6 0.1 100.0 (1,489)

 여성 19.5 58.0 19.7 2.5 0.2 100.0 (1,511)

연령( x 2=27.0**)

 20~39세 16.2 58.9 22.0 2.9 - 100.0 (1,161)

 40~64세 19.1 56.9 19.8 4.0 0.1 100.0 (1,386)

 65세이상 21.0 55.8 18.5 3.8 0.9 100.0 ( 453)

취업여부( x 2=7.6)

 비취업 19.1 57.8 20.0 2.8 0.3 100.0 (1,282)

 취업 17.6 57.3 20.9 4.1 0.1 100.0 (1,717)

종사상지위( x 2=7.5)

 임금․상용직 17.6 56.7 21.6 4.0 0.1 100.0 (1,490)

 임시․일용직 19.3 62.6 12.9 5.3 - 100.0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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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4>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향후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 

등을 이용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2.9 47.1 29.4 9.7 0.8 100.0 (3,000)

성별( x 2=29.0***)

 남성 11.6 44.8 32.0 11.3 0.3 100.0 (1,489)

 여성 14.3 49.4 26.9 8.2 1.2 100.0 (1,511)

연령( x 2=30.8***)

 20~39세 14.6 49.4 27.2 8.6 0.2 100.0 (1,161)

 40~64세 12.3 46.5 30.6 9.7 0.9 100.0 (1,386)

 65세이상 10.4 43.5 31.6 12.6 2.0 100.0 ( 453)

결혼여부( x 2=8.1)

 미혼 11.9 48.6 29.8 9.6 - 100.0 ( 695)

 기혼 13.2 46.7 29.3 9.8 1.0 100.0 (2,305)

자녀수( x 2=19.2)

 0명 16.1 44.8 25.3 13.8 - 100.0 (  87)

 1명 12.7 46.8 29.2 9.8 1.4 100.0 ( 346)

 2명 12.9 49.1 29.5 8.0 0.5 100.0 (1,111)

 3명이상 13.7 43.4 29.5 11.8 1.6 100.0 ( 76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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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젊은층은 세금, 보험료 등 과도한 부담을 피하

기 위하여 노동을 기피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8.4 33.1 41.4 16.8 0.3 100.0 (3,000)

성별( x 2=21.9***)

 남성 7.5 31.0 42.3 19.1 0.1 100.0 (1,489)

 여성 9.3 35.2 40.6 14.4 0.5 100.0 (1,511)

연령( x 2=19.3*)

 20~39세 8.8 34.9 41.5 14.8 - 100.0 (1,161)

 40-64세 8.8 32.4 40.8 17.7 0.3 100.0 (1,386)

 65세이상 6.4 30.7 43.3 18.8 0.9 100.0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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