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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부문』



본 보고서는 저출산부문, 고령화부문으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초대의 글

우리사회는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년

층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은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금년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사회에서 여론화되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각계각층에서는 미래사회에 다가올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의 수준을 낮추고, 속도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영역에서 활발하

게 학술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

경제연구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인구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직업건강 

간호학회 등의 후원으로 12월 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총 12개 세션에서 37개  

논문을 발표 및 토론하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임진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심포지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저출산 09:00~09:30 등   록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 최병호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   사   · 이원희 l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0:00~12:00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의 과제 저출산 1    
 좌   장   · 옥선화 l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발   표   “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송유미 l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석진 l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
·김현식·김지연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토   론   · 류연규 l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승아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
· 최은영 l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2:00~13:30 오   찬

13:30~15:30  저출산 대응 기업의 역할 저출산 2

 좌   장   · 김태헌 l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발   표   “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 분석” �
·이종하 l IBK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연구: 가족친화인증제를 중심으로”�
·�원소연 l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삶의 질”�
·�이숙정 l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토   론   · 최숙희 l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박성재 l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 박종서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15:30~17:30 저출산 대응 주거와 도시계획 적합성 저출산 3

 좌   장   · 최진호 l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발   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
·�김영주 l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저출산에 대응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천현숙 l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김학실 l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출산 고령화대응 도시주거의 현재와 미래”�
·�최정민 l 건국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토   론   · 계봉오 l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박신영 l 한국도시연구소
· 김현아 l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 이해욱 l 우송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첫째날(17일)



Flamingo Hall

    09:30~10:00 등   록

10:00~12:00 저출산 현상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저출산 4   
 좌   장   · 장혜경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발   표   “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위한 논의”	
·김인춘 l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대책”	
·	신경아 l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조영미 l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토   론   · 김은지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
· 유해미 l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
· 송다영 l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00~13:30 오   찬

13:30~15:30  저출산 대응 법제적 접근 저출산 5

 좌   장   · 최준욱 l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

 발   표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기본방향”	
·허강무 l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정지선 l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저출산과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차별없는 유연근무제 도입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호근 l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송헌재 l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권재문 l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구미영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

15:30~17:30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6

 좌   장   ·이삼식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발   표   “ 저출산의 정치경제학: 프랑스 제 3공화국 전반기의 인구위기와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  	
·	오경환 l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독일 가족정책의 쟁점과 변화” 	
·	이진숙 l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	김진범 l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토   론   · 신윤정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정재훈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조영태 l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둘째날(18일)



10:00~12:00 인구고령화와 경제 고령화 1    
 좌   장   · 방하남 l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발   표   “ 인구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주요이슈 진단: 핵심노동력, 생산성, 세대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찬영 l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조주현 l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고령화 시대,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주택시장 변화 점검”�
·�손은경 l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

 토   론   · 문외솔 l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박신영 l 한국도시연구소
· 서후석 l 명지전문대학교 부동산경영과

12:00~13:30 오   찬

13:30~15:30  인구고령화와 산업 고령화 2

 좌   장   · 장석인 l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발   표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구양미 l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연구” �
·박상하 l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본 고령자 동향과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 �
·�이미진 l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팀

 토   론   · 김신영 l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 박경하 l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정보팀
· 최혜경 l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15:30~17:30 고령사회의 사회적 소외계층 고령화 3    
 좌   장   · 정경희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발   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영국고령화패널 분석” 
·�박현주 l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자살극복 과정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희망과 절망의 역동에 관한 연구”
·�김유진 l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권혁남 l 협성대학교 신학과

 토   론   · 박지영 l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염지혜 l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정순둘 l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령화

첫째날(17일)



10:00~12:00 인구고령화와 지역사회  고령화 4       
 좌   장   · 박경숙 l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발   표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영성 l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김의준 l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 지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종원 l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 김동수 l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김양중 l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 서정섭 l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12:00~13:30 오   찬

13:30~15:30  인구고령화 대응 법제적 접근 고령화 5    
 좌   장   · 모선희 l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올바른 정책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방안”
·�최환용 l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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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시대의�노동시장�주요�

이슈�진단:�핵심노동력,�생산성,��

세대간�일자리를�중심으로”

이찬영 l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주

요이슈를 ‘(핵심)노동력 부족(Shortage)’, ‘생산성 저하(Shrinkage)’, ‘세대 간 일

자리 경합(Struggle)’ 부문으로 나누어  발생 가능성과 그 시기 및 강도를 점검

해보았다.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산하여 미래의 노동공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에 정점(2,668만 명)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여 2030년에는 2,458만 명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동력은 2021년부터 감소하는 반면에 여성 노동력은 이보다 빠른 2016년

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세 

전환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까

지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

장률(4.1%)에 비해 0.4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2030년까지 

노동력이 연평균 0.68% 감소하면서 2019～2030년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에 비해 1.0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노동력(25～49세의 경제활동인구)은 2009년부터 감소

하기 시작하여 향후에는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과 2030년의 핵심노

동력 규모는 각각 1,425만 명과 1,198만 명을 기록하여 2010년 규모의 90%와 

7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속도가 저하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산업별 패널 분석 결과 50대 이상 취업자 

인구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주요이슈 진단 

-핵심노동력, 생산성, 세대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찬영1)

1) * 본 논문은 저자가 삼성경제연구소 재직 중 작성한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성장잠재력, 생산성, 세대 

간 일자리 대체를 중심으로”(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외) 보고서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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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2020년에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8.9%p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

면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2010년 대비 2020년 하락률)는 1.8%로 추정되며,
2020～2030년에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6.4%p 상승하면 노동생

산성의 감소 효과는 1.3%로 추정된다. 다만, 중·고령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

아지고 있어 고령자 비중 확대에 따른 생산성 하락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까지 동조화를 보이던 2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2005년 이후 50대 고용

률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20대 고용률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1% 경제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2000～2005년 0.35에서 

2005～2010년 0.22로 하락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에 부분적으로 

경합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05～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
대 고용률이 1%p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p 감소하여 세대 간 고용 대

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50대 편입과 경제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기존 인력 유지가 신규 인력 채용여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은 제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주요이슈 또는 문제를 종합하면, 향후 10년간은 

핵심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고령화시대 노동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

가 감소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약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기별·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10년간은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해 워크셰어링과 임금피크제 등을 추진하며, 중·고령층에 대한 노

동시장 진입 이후의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체 노

동력 감소가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청년층과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며 필요 시 외국 

인력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1. 연구배경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0년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

인 반면, 기대수명 증가율은 18.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

서 초고령사회2)로 진입하는 데 70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한국은 불과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 참조).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

(Shortage)', ´생산성 저하(Shrinkage)',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을 초래

할 소지가 있다. 먼저 노동공급측면에서 보면, 고령화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

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속 성장의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우려가 있다. 노동구조의 고령화는 노동

력의 양적부족과 더불어 생산성 하락 등 질적수준의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 즉, 노

동력 구성에서 고령층이 증가하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속도가 저하되어 노동생

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생산성 하락은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경제

의 활력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 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구조가 중․고령층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령자

의 취업기회 확대와 재직기간 연장 등의 요구는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

킬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에 반대

하는 청년층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된 적이 있

다.

2)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14%, 20%에 이를 때,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

회, 초고령사회로 지칭하는데,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08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2020년에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8.9%p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

면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2010년 대비 2020년 하락률)는 1.8%로 추정되며,
2020～2030년에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6.4%p 상승하면 노동생

산성의 감소 효과는 1.3%로 추정된다. 다만, 중·고령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

아지고 있어 고령자 비중 확대에 따른 생산성 하락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까지 동조화를 보이던 2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2005년 이후 50대 고용

률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20대 고용률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1% 경제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2000～2005년 0.35에서 

2005～2010년 0.22로 하락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에 부분적으로 

경합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05～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
대 고용률이 1%p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p 감소하여 세대 간 고용 대

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50대 편입과 경제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기존 인력 유지가 신규 인력 채용여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은 제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주요이슈 또는 문제를 종합하면, 향후 10년간은 

핵심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고령화시대 노동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

가 감소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약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기별·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10년간은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

를 완화하기 위해 워크셰어링과 임금피크제 등을 추진하며, 중·고령층에 대한 노

동시장 진입 이후의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체 노

동력 감소가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청년층과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며 필요 시 외국 

인력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1. 연구배경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0년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

인 반면, 기대수명 증가율은 18.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

서 초고령사회2)로 진입하는 데 70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한국은 불과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 참조).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

(Shortage)', ´생산성 저하(Shrinkage)',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을 초래

할 소지가 있다. 먼저 노동공급측면에서 보면, 고령화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

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속 성장의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우려가 있다. 노동구조의 고령화는 노동

력의 양적부족과 더불어 생산성 하락 등 질적수준의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 즉, 노

동력 구성에서 고령층이 증가하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속도가 저하되어 노동생

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생산성 하락은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경제

의 활력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 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구조가 중․고령층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령자

의 취업기회 확대와 재직기간 연장 등의 요구는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

킬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에 반대

하는 청년층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된 적이 있

다.

2)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14%, 20%에 이를 때,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

회, 초고령사회로 지칭하는데,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08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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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고령화 속도 추이 전망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UN, Population Database.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시기와 강도를 파악하

여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노동력

은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어느 정도 하락

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노동

력 규모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고 이를 추

계인구에 적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노동력 추이는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

여도와 결합되어 최종적으로는 노동력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추

산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둘째, 전체 노동력 중 50대 노동력의 비중 증가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도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2000～

2010년 산업별 자료를 통해 50대 노동력의 비중 증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미래 노동력의 연령별 분포와 결합해 향후 50대 노동력의 비중 상

승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간별로 추산할 것이다. 셋째, 2000년대 이후 50대 

고용률 증가가 20대 고용률 하락을 유발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가 발생했

는가를 진단하고 향후 그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시기별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주된 문제점을 정

리하고 시기별 정책적 주안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1. 고용구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1)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먼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자. 정부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사회·경제 발전을 저하시킨다는 판단하에 1961년부터 가족계획 위주의 출산억제정

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68년도 ‘3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1971년에는 ‘2자녀 갖기 운동’으로, 1980년대에는 ‘1자녀 

갖기 운동’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출산억제정책은 출산율을 급속

히 하락3)시켰고,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

산 현상의 사회적ㆍ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인구정

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전환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1990년대 까지 한국경제는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시대를 향유하였다면, 지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로 한국인구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무거운 짐) 시대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근로세대의 부담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실례로,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인 2.1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1.2~1.5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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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고령화 속도 추이 전망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UN, Popul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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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일자리 경합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시기와 강도를 파악하

여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노동력

은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어느 정도 하락

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노동

력 규모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고 이를 추

계인구에 적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노동력 추이는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

여도와 결합되어 최종적으로는 노동력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추

산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둘째, 전체 노동력 중 50대 노동력의 비중 증가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도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2000～

2010년 산업별 자료를 통해 50대 노동력의 비중 증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미래 노동력의 연령별 분포와 결합해 향후 50대 노동력의 비중 상

승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간별로 추산할 것이다. 셋째, 2000년대 이후 50대 

고용률 증가가 20대 고용률 하락을 유발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가 발생했

는가를 진단하고 향후 그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시기별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주된 문제점을 정

리하고 시기별 정책적 주안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1. 고용구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1)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먼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자. 정부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사회·경제 발전을 저하시킨다는 판단하에 1961년부터 가족계획 위주의 출산억제정

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68년도 ‘3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1971년에는 ‘2자녀 갖기 운동’으로, 1980년대에는 ‘1자녀 

갖기 운동’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출산억제정책은 출산율을 급속

히 하락3)시켰고,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

산 현상의 사회적ㆍ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인구정

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전환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1990년대 까지 한국경제는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시대를 향유하였다면, 지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로 한국인구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무거운 짐) 시대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근로세대의 부담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실례로,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인 2.1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1.2~1.5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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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참가율 추정

그렇다면, 향후 노동력은 양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미래 노동력 규

모는 인구자체보다는 경제활동인구 규모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구 규모 또

는 연령별 인구분포에 기초하여 미래 노동력을 간접 추계하였으나 실질 노동력 규모

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여 추계인구와 결합, 미래 노동력의 

규모와 분포를 전망하였다. 미래 노동력 규모는 아래 식(1)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1)

여기에서 a는 연령대, g는 성별, t는 일정시점을, N, e, p는 각각 미래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추계인구를 지칭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연령대별 노동시장참

가율을 예측하고 이를 추계인구에 곱함으로써 미래의 노동력 규모를 추정하였다. 경

제활동참가율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되 

남녀 특성을 반영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시계열 로짓 모형을 기초로 한 

최기홍(2007) 방법을 원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로짓 모형은 자기회

귀항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 모형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전망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되

고 있으며 선행연구의 모형은 설명변수의 선택에서만 조금씩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는 시간추세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자기회귀항과 경제위기 기간(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을 더미변수로 사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통

계청에서 제공하는 1980~2010년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15세부

터 64세까지의의 연령을 5년 단위의 연령층으로 세분하고, 65세 이상을 추가하여 

총 11개 그룹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식 (2)를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한 뒤, 추정된 

계수와 추계인구를 결합하여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율을 추산하였다. 단, 예외적으로 청년층(20~24세, 25~29세)은 대학진학률 상승으

로 인해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저하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진

학률을 추가변수로 사용하였고, 최근 몇 년간의 대학진학률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였

다고 판단하여 미래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ln


  ln 
  

 (2)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학력구조와 결혼에 관한 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산선택(Discrete choice) 로짓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이는 고령자, 여성, 청년층 등 

한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패턴보다는 교육연한, 결혼 여부 등 미시적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4) 구체적으로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대

한 로짓모형은 식(3)과 같이 확률효용(random utility)을 이용한다. 여성의 경우,

2000~2010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20~64세 여성을 5세 연

령계층별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는 식(4)에서처럼 고졸

(DH), 대졸(DU) 및 결혼 여부(DM)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D01, 

D02, ..., D10은 연령별 연도더미 변수로서, 연령계층별 연도더미 상수항을 바탕으

로 선형추세선을 도출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모형에서 연도별․연령별 상수항을 추계

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를 추계해야 하는데, 한진희 외(2002)와 최기홍(2007)의 분석방

법처럼 다음 해의 학력수준은 현재의 학력수준이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

였다. 그리고 기혼 비중은 연령대별 2010년의 실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

하였다.

4)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진희 외 (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정책연구시리즈 2002-07).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2004). “중장기 노동공급의 전망과 대

책” 유경준(편),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pp.305-347). 한국개발연구원.; 최기홍 (2007). “국
민연금 가입자 추계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전망과 요인분해.” 『한국경제학보』, 14(1), 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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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참가율 추정

그렇다면, 향후 노동력은 양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미래 노동력 규

모는 인구자체보다는 경제활동인구 규모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구 규모 또

는 연령별 인구분포에 기초하여 미래 노동력을 간접 추계하였으나 실질 노동력 규모

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여 추계인구와 결합, 미래 노동력의 

규모와 분포를 전망하였다. 미래 노동력 규모는 아래 식(1)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1)

여기에서 a는 연령대, g는 성별, t는 일정시점을, N, e, p는 각각 미래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추계인구를 지칭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연령대별 노동시장참

가율을 예측하고 이를 추계인구에 곱함으로써 미래의 노동력 규모를 추정하였다. 경

제활동참가율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되 

남녀 특성을 반영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시계열 로짓 모형을 기초로 한 

최기홍(2007) 방법을 원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로짓 모형은 자기회

귀항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 모형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전망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되

고 있으며 선행연구의 모형은 설명변수의 선택에서만 조금씩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는 시간추세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자기회귀항과 경제위기 기간(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을 더미변수로 사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통

계청에서 제공하는 1980~2010년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15세부

터 64세까지의의 연령을 5년 단위의 연령층으로 세분하고, 65세 이상을 추가하여 

총 11개 그룹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식 (2)를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한 뒤, 추정된 

계수와 추계인구를 결합하여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율을 추산하였다. 단, 예외적으로 청년층(20~24세, 25~29세)은 대학진학률 상승으

로 인해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저하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진

학률을 추가변수로 사용하였고, 최근 몇 년간의 대학진학률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였

다고 판단하여 미래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ln


  ln 
  

 (2)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학력구조와 결혼에 관한 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산선택(Discrete choice) 로짓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이는 고령자, 여성, 청년층 등 

한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패턴보다는 교육연한, 결혼 여부 등 미시적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4) 구체적으로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대

한 로짓모형은 식(3)과 같이 확률효용(random utility)을 이용한다. 여성의 경우,

2000~2010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20~64세 여성을 5세 연

령계층별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는 식(4)에서처럼 고졸

(DH), 대졸(DU) 및 결혼 여부(DM)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D01, 

D02, ..., D10은 연령별 연도더미 변수로서, 연령계층별 연도더미 상수항을 바탕으

로 선형추세선을 도출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모형에서 연도별․연령별 상수항을 추계

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를 추계해야 하는데, 한진희 외(2002)와 최기홍(2007)의 분석방

법처럼 다음 해의 학력수준은 현재의 학력수준이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

였다. 그리고 기혼 비중은 연령대별 2010년의 실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

하였다.

4)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진희 외 (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정책연구시리즈 2002-07).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2004). “중장기 노동공급의 전망과 대

책” 유경준(편),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pp.305-347). 한국개발연구원.; 최기홍 (2007). “국
민연금 가입자 추계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전망과 요인분해.” 『한국경제학보』, 14(1), 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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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표1>에서처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과 고령층 중심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25~29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연평균 0.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60~6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9.8%에서 2030년 73.0%까지 상승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가 향후에 보다 왕성하게 진행될 것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산과 양육이 집중되는 30대에 최저점을 

기록하는 M자형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여성의 고학력화가 지속되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40대부터 5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점차 상

승할 전망이다. 일례로 40~4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5.6%에서 2030년 

7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정 결과 

(단위: %)

연령 2010 2015 2020 2025 2030

15 - 19 5.4 5.4 5.4 5.5 5.5 
20 - 24 42.4 43.1 43.6 43.8 43.9 
25 - 29 76.1 76.9 77.6 77.8 77.9 
30 - 34 91.6 91.9 92.2 92.3 92.3 
35 - 39 94.0 93.8 93.6 93.4 93.2 
40 - 44 93.9 94.3 94.5 94.6 94.7 
45 - 49 93.0 93.1 93.2 93.3 93.3 
50 - 54 90.3 89.9 89.8 89.7 89.7 
55 - 59 83.2 83.3 83.4 83.5 83.5 
60 - 64 69.8 71.2 72.1 72.7 73.0 

65+ 40.4 41.1 41.1 41.1 41.1 
합 계 72.0 71.8 71.9 70.7 69.0

〈표 2〉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정 결과

(단위: %)

연령 2010 2015 2020 2025 2030

15 - 19 8.40 8.40 8.40 8.40 8.40
20 - 24 53.00 49.62 45.74 41.91 38.18
25 - 29 69.40 73.40 74.00 74.58 75.16
30 - 34 54.40 55.26 55.77 55.97 56.17
35 - 39 55.70 56.38 55.74 55.15 55.02
40 - 44 65.60 68.93 71.03 73.53 75.95
45 - 49 65.40 66.23 68.02 69.86 71.96
50 - 54 61.20 63.22 65.46 68.79 72.22
55 - 59 53.20 52.50 51.74 51.88 53.71
60 - 64 41.40 38.91 34.97 29.92 26.25

65+ 21.60 20.23 18.65 16.40 13.87
합 계 49.1 48.5 47.2 44.5 41.7

 3) 경제활동인구 전망

미래 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의 중위가정 출산율과 사망률을 기반으로 추정한 보

건사회연구원의 장기인구추계5)와 앞 소절에서 추정한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을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석의 편의 및 논의의 주안점을 고려하여 성

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3연령대로 그룹화하여 전망하였다. 3연령대는 24세 미

만(15∼24세), 핵심생산연령(25∼49세), 고령층(50세 이상)이다.

5)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는 가장 최근 자료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2010년 12월 31일 

기준)를 기준인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인구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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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24세), 핵심생산연령(25∼49세), 고령층(50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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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를 기준인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인구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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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제활동인구 추이(2010~2030년)

주: 1) 저자의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2) 동그라미 점선은 각 그룹별로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이른 시점을 가리킨다.

추계결과, 전체 노동력 규모는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력 감소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2 참조)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582만 명에서 2018년 2,668만 명으로 증가

한 후 감소하여 2030년에는 2,458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경제활동인구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2018년에는 103.3이고, 2030년에는 95.2에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규모는 

2021년부터 감소하나, 여성은 이보다 5년 빠른 2016년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970년대 이

후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아선호에 따른 '남초 현상'으로 남성의 인구 

규모가 여성보다 크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제활동인구 변화와 잠재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세 전환은 <표3>에서처럼 잠재성장률을 지

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여

도를 바탕으로 각 기간의 노동력 변화에 따른 GDP 성장률의 변화를 추정하였는

구분
총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

(2000 ∼2010년 기간 대비)

2000∼2010년 1.12 -
2011∼2018년 0.41 -0.43
2019∼2030년 -0.68 -1.08

데6), 2018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 둔화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

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0.43%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요소투입과 총 

요소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018년까지 연평균 노동력이 0.41% 증가

하는 데 그쳐 동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연평균 증가율 1.12%에 비해 

약 0.71%p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7) 이후 2030년까지는 연평균 노동력이 

0.68% 감소하면서 2019∼2030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4.1%)에 비

해 1.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18년까지의 노동력 상승세 둔화로 잠재

성장률은 3.7%로 하락하고 추가적으로 이후 2030년까지 노동력 감소가 진행되면서 

2030년 잠재성장률은 0.7%p 더 하락한 3.0%를 기록함을 의미한다.

〈표 3〉노동력 규모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2010∼2030년)

(단위: %, %p)

주: 근로시간은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성장률 하락폭은더욱 확대)

노동력의 양적인 면과 더불어 노동력 구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표4> 참조). 먼저,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노동력(25~49세)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노동력은 이미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202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1%씩 감소하다가, 2020∼2030년 기간에는 연평균 

1.7%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과 2030년 핵심노동력 규모는 각각 1,425만 명과 

1,198만 명을 기록하여 2010년 규모의 90%, 7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은 향후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진입함에 따라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

6) 2000∼2010년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59.7%)을 사용하여 노동의 실질 GDP 성장기여도를 도출하여, 비

교 대상인 두 기간 중 노동력이 1% 감소하면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여도만큼 성장률이 하락하는 효과

가 발생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7) 비교 기간 0.71%p의 노동력 감소는 실질GDP를 약 0.43%p (=0.71*0.597) 하락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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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세 전환은 <표3>에서처럼 잠재성장률을 지

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여

도를 바탕으로 각 기간의 노동력 변화에 따른 GDP 성장률의 변화를 추정하였는

구분
총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

(2000 ∼2010년 기간 대비)

2000∼2010년 1.12 -
2011∼2018년 0.41 -0.43
2019∼2030년 -0.68 -1.08

데6), 2018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 둔화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

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0.43%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요소투입과 총 

요소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018년까지 연평균 노동력이 0.41% 증가

하는 데 그쳐 동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연평균 증가율 1.12%에 비해 

약 0.71%p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7) 이후 2030년까지는 연평균 노동력이 

0.68% 감소하면서 2019∼2030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4.1%)에 비

해 1.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18년까지의 노동력 상승세 둔화로 잠재

성장률은 3.7%로 하락하고 추가적으로 이후 2030년까지 노동력 감소가 진행되면서 

2030년 잠재성장률은 0.7%p 더 하락한 3.0%를 기록함을 의미한다.

〈표 3〉노동력 규모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2010∼2030년)

(단위: %, %p)

주: 근로시간은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성장률 하락폭은더욱 확대)

노동력의 양적인 면과 더불어 노동력 구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표4> 참조). 먼저,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노동력(25~49세)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노동력은 이미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202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1%씩 감소하다가, 2020∼2030년 기간에는 연평균 

1.7%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과 2030년 핵심노동력 규모는 각각 1,425만 명과 

1,198만 명을 기록하여 2010년 규모의 90%, 7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은 향후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진입함에 따라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

6) 2000∼2010년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59.7%)을 사용하여 노동의 실질 GDP 성장기여도를 도출하여, 비

교 대상인 두 기간 중 노동력이 1% 감소하면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여도만큼 성장률이 하락하는 효과

가 발생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7) 비교 기간 0.71%p의 노동력 감소는 실질GDP를 약 0.43%p (=0.71*0.597) 하락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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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년 820만 명에서 2020년 1,081만 명, 2030년 1,15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20년 2.8%이다. 그러

나 2020∼2030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0.7%로 낮아져 2020년 이후에는 50대 이

상 고령층의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 그룹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는 그림3과 같다. 핵심노동

력 감소로 전체 노동력에서 핵심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61.5%에서 

2030년 48.8%로 12.7%p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 25∼49세 핵심노동력

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비해 7.9%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성별로 보면, 같은 기간 남성의 핵심노동력 비중이 9.4%p 감소한 반면, 여성은 

5.5%p 감소하여 남성의 핵심인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 이후부터는 핵심노동력의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2030년 기간 중 25∼49세 노동력 비중은 4.8%p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반

면,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 비중은 동 기간 40.7%에서 47.1%로 6.4%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연령대별·성별 노동력 비중 추이(2010~2030년) 

〈표 4〉 미래 경제활동인구 전망 결과

1) 전체
(단위: 천 명, %, %p)

구분 2010 2020 2030

연평균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 비중 변화

10-'20 20-'30 10-'30 10-'20 20-'30 10-'30

24세 이하
1,742
<6.8>

1,528
<5.7>

1,017
<4.1>

-22
(-1.3)

-51
(-4.0)

-36
(-5.2) -1.0 -1.6 -2.6

25~49세
15,870
<61.5>

14,253
<53.6>

11,982
<48.8>

-162
(-1.1)

-227
(-1.7)

-194
(-2.8) -7.9 -4.8 -12.7

50세 이상
8,209

<31.8>
10,815
<40.7>

11,578
<47.1>

261
(2.8)

76
(0.7)

168
(3.5) 8.9 6.4 15.3

합계
25,821
<100>

26,596
<100>

24,577
<100>

77
(0.3)

-202
(-0.8)

-62
(-0.5) 0.0 0.0 0.0

주: ( )는 연평균 증감률, < >는 전체 노동력 대비 각 그룹의 비중

2) 남성
(단위: 천 명, %, %p)

구분 2010 2020 2030

연평균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 비중 변화

10-'20 20-'30 10-'30 10-'20 20-'30 10-'30

24세 이하
808

<5.3>
770

<4.8>
544

<3.6>
-4

(-0.5)
-23

(-3.4)
-13

(-3.9) -0.5 -1.2 -1.7

25~49세
9,577

<62.6>
8,508

<53.2>
7,197

<47.4>
-107
(-1.2)

-131
(-1.7)

-119
(-2.8) -9.4 -5.8 -15.2

50세 이상
4,903

<32.1>
6,712

<42.0>
7,442

<49.0>
181
(3.2)

73
(1.0)

127
(4.3) 9.9 7.0 16.9

합계
15,288
<100>

15,990
<100>

15,183
<100>

70
(0.4)

-81
(-0.5)

-5
(-0.1) 0.0 0.0 0.0

주: ( )는 연평균 증감률, < >는 전체 노동력 대비 각 그룹의 비중

3) 여성
(단위: 천 명, %, %p)

구분 2010 2020 2030

연평균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 비중 변화

10-'20 20-'30 10-'30 10-'20 20-'30 10-'30

24세 이하
935

<8.9>
758

<7.1>
473

<5.0>
-18

(-2.1)
-29

(-4.6)
-23

(-6.6) -1.7 -2.1 3.8

25~49세
6,293

<59.7>
5,745

<54.2>
4,785

<50.9>
-55

(-0.9)
-96

(-1.8)
-75

(-2.7) -5.6 -3.2 -8.8

50세 이상
3,306

<31.4>
4,103

<38.7>
4,136

<44.0>
80

(2.2)
3

(0.1)
42

(2.3) 7.3 5.3 12.6

합계
10,534
<100>

10,616
<100>

9,394
<100>

7
(0.1)

-121
(-1.2)

-57
(-1.1) 0.0 0.0 0.0

주: ( )는 연평균 증감률, < >는 전체 노동력 대비 각 그룹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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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년 820만 명에서 2020년 1,081만 명, 2030년 1,15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20년 2.8%이다. 그러

나 2020∼2030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0.7%로 낮아져 2020년 이후에는 50대 이

상 고령층의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 그룹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는 그림3과 같다. 핵심노동

력 감소로 전체 노동력에서 핵심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61.5%에서 

2030년 48.8%로 12.7%p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 25∼49세 핵심노동력

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비해 7.9%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성별로 보면, 같은 기간 남성의 핵심노동력 비중이 9.4%p 감소한 반면, 여성은 

5.5%p 감소하여 남성의 핵심인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 이후부터는 핵심노동력의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2030년 기간 중 25∼49세 노동력 비중은 4.8%p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반

면, 50세 이상 고령층 노동력 비중은 동 기간 40.7%에서 47.1%로 6.4%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연령대별·성별 노동력 비중 추이(2010~2030년) 

〈표 4〉 미래 경제활동인구 전망 결과

1) 전체
(단위: 천 명, %, %p)

구분 2010 2020 2030

연평균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 비중 변화

10-'20 20-'30 10-'30 10-'20 20-'30 10-'30

24세 이하
1,742
<6.8>

1,528
<5.7>

1,017
<4.1>

-22
(-1.3)

-51
(-4.0)

-36
(-5.2) -1.0 -1.6 -2.6

25~49세
15,870
<61.5>

14,253
<53.6>

11,982
<48.8>

-162
(-1.1)

-227
(-1.7)

-194
(-2.8) -7.9 -4.8 -12.7

50세 이상
8,209

<31.8>
10,815
<40.7>

11,578
<47.1>

261
(2.8)

76
(0.7)

168
(3.5) 8.9 6.4 15.3

합계
25,821
<100>

26,596
<100>

24,577
<100>

77
(0.3)

-202
(-0.8)

-62
(-0.5) 0.0 0.0 0.0

주: ( )는 연평균 증감률, < >는 전체 노동력 대비 각 그룹의 비중

2) 남성
(단위: 천 명, %, %p)

구분 2010 2020 2030

연평균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 비중 변화

10-'20 20-'30 10-'30 10-'20 20-'30 10-'30

24세 이하
808

<5.3>
770

<4.8>
544

<3.6>
-4

(-0.5)
-23

(-3.4)
-13

(-3.9) -0.5 -1.2 -1.7

25~49세
9,577

<62.6>
8,508

<53.2>
7,197

<47.4>
-107
(-1.2)

-131
(-1.7)

-119
(-2.8) -9.4 -5.8 -15.2

50세 이상
4,903

<32.1>
6,712

<42.0>
7,442

<49.0>
181
(3.2)

73
(1.0)

127
(4.3) 9.9 7.0 16.9

합계
15,288
<100>

15,990
<100>

15,183
<100>

70
(0.4)

-81
(-0.5)

-5
(-0.1) 0.0 0.0 0.0

주: ( )는 연평균 증감률, < >는 전체 노동력 대비 각 그룹의 비중

3) 여성
(단위: 천 명, %, %p)

구분 2010 2020 2030

연평균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 비중 변화

10-'20 20-'30 10-'30 10-'20 20-'30 10-'30

24세 이하
935

<8.9>
758

<7.1>
473

<5.0>
-18

(-2.1)
-29

(-4.6)
-23

(-6.6) -1.7 -2.1 3.8

25~49세
6,293

<59.7>
5,745

<54.2>
4,785

<50.9>
-55

(-0.9)
-96

(-1.8)
-75

(-2.7) -5.6 -3.2 -8.8

50세 이상
3,306

<31.4>
4,103

<38.7>
4,136

<44.0>
80

(2.2)
3

(0.1)
42

(2.3) 7.3 5.3 12.6

합계
10,534
<100>

10,616
<100>

9,394
<100>

7
(0.1)

-121
(-1.2)

-57
(-1.1) 0.0 0.0 0.0

주: ( )는 연평균 증감률, < >는 전체 노동력 대비 각 그룹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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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1) 문제제기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력 구성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노동생

산성에도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저하되면 양적 측면에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는 동시에 인력구성에 있어서 청년층 노동력은 감소하는 대신

에 중·고령층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즉,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동생산성이 저하 된다는 주장과 노동생산성이 제고된

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질이 하락하여 

향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상승할수

록 신체능력과 기술체득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직관에 

기초한다. 다만, 실증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부재 및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의 어려

움 등으로 실증적인 근거가 미흡한 편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심화가 인구 

규모의 확대 폭을 축소시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carth(2002)와 Cutler(1990)8) 등은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되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승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Cutler(1990)는 노동력증가율이 1%p 하락할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6%p 상승한다고 주장해,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생산성 제고로 

연결되어 고령화를 하나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구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표5>에서처럼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난

다. 고령화 비율이 유사한 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괴리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스웨덴과 이탈리아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각각 24.0%와 25.7%(2007년 기준)이나 2000∼2008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감

8) Scarth, W. (2002). Population aging, Productivity and Living Standards. The Review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143-156; Cutler, D. M., et al. (1990).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73.

률은 각각 1.94%와 -0.01%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인구고령화 비율이 

유사해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국가별로 괴리를 보여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 

관계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 5〉 고령화 수준과 노동생산성 증감률 비교: 스웨덴과 이탈리아

구분 스웨덴 이탈리아

60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 24% 25.7%
2000∼2008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1.94% -0.01%

55∼64세 평생교육 참여율과 정책 특징
 - 평생교육 참여율: 61%

 - 관대한 이민정책

 - 평생교육 참여율: 12%
 - 이문화에 대한 반감

자료: 지식경제부 (2011).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 한국교육개발원 (2010). “OECD 교육지표.”;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 CSIS (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고용구조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한 뒤 이를 미래 노동력 구성에 적용하여 향후 고용구조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칠 영향을 추산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구조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산업별 경기변동, 자본스톡, 교

육 수준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노동생산성 추이 및 변화와 관련한 인적자본 투자를 감

안하기 위해 교육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취업구조 고령화

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미래 노동력 구조 변화가 노동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산업별 분석 결과와 앞 절에서 도출

된 2030년까지의 취업구조를 결합하여 향후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칠 영향

을 추정할 것이다.

2) 2000년대 고용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인구고령화는 고용구조의 고령화를 야기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50세 이상 취업자

와 6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4)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에서 5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0%에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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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1) 문제제기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력 구성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노동생

산성에도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저하되면 양적 측면에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는 동시에 인력구성에 있어서 청년층 노동력은 감소하는 대신

에 중·고령층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즉,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동생산성이 저하 된다는 주장과 노동생산성이 제고된

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질이 하락하여 

향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상승할수

록 신체능력과 기술체득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직관에 

기초한다. 다만, 실증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부재 및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의 어려

움 등으로 실증적인 근거가 미흡한 편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심화가 인구 

규모의 확대 폭을 축소시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Scarth(2002)와 Cutler(1990)8) 등은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되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승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Cutler(1990)는 노동력증가율이 1%p 하락할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6%p 상승한다고 주장해,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생산성 제고로 

연결되어 고령화를 하나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구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표5>에서처럼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난

다. 고령화 비율이 유사한 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괴리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스웨덴과 이탈리아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각각 24.0%와 25.7%(2007년 기준)이나 2000∼2008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감

8) Scarth, W. (2002). Population aging, Productivity and Living Standards. The Review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143-156; Cutler, D. M., et al. (1990).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73.

률은 각각 1.94%와 -0.01%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인구고령화 비율이 

유사해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국가별로 괴리를 보여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 

관계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 5〉 고령화 수준과 노동생산성 증감률 비교: 스웨덴과 이탈리아

구분 스웨덴 이탈리아

60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 24% 25.7%
2000∼2008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1.94% -0.01%

55∼64세 평생교육 참여율과 정책 특징
 - 평생교육 참여율: 61%

 - 관대한 이민정책

 - 평생교육 참여율: 12%
 - 이문화에 대한 반감

자료: 지식경제부 (2011).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 한국교육개발원 (2010). “OECD 교육지표.”;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 CSIS (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고용구조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한 뒤 이를 미래 노동력 구성에 적용하여 향후 고용구조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칠 영향을 추산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구조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산업별 경기변동, 자본스톡, 교

육 수준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노동생산성 추이 및 변화와 관련한 인적자본 투자를 감

안하기 위해 교육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취업구조 고령화

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미래 노동력 구조 변화가 노동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산업별 분석 결과와 앞 절에서 도출

된 2030년까지의 취업구조를 결합하여 향후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칠 영향

을 추정할 것이다.

2) 2000년대 고용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인구고령화는 고용구조의 고령화를 야기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50세 이상 취업자

와 6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4)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에서 5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0%에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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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로 8.6%p 상승하였다. 전체 취업자 대비 6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도 2000년 9.3%에서 2010년 11.5%로 2.2%p 상승하였다.

〔그림 4〕 전체 취업자 대비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과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그러나, 고령화 속도와 모습은 산업 별 및 시기별로 상이하였다. 산업별 고령화 

수준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각 산업 취업자 중 5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

는 비중으로 계산하였고, 산업별 노동생산성지수는 산출량지수를 노동투입량지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에 기초한다.9) 먼저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의 고령화율(=50세 이상 

취업자/전체 취업자)은 2000년 12.6%에서 2010년 18.0%로 10년간 5.4%p 상승했

으나 산업별 흐름은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로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2000년대 들

어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부문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 광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고령화율은 2010년 각각 41.7%와 22.3%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17.3%p와 

15.3%p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고령화율도 2010년 각각 

9) 취업구조의 고령화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두 자료 모두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작

성되었고, 동일한 산업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단다.

20.1%와 25.3%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10.3%p와 10.2%p 상승하였다.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2000～2005년보다 2005～2010년에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제조업 고령화율은 

2000∼2005년 사이에 0.8%p 상승한 데 그쳤지만 2005∼2010년에는 3.6%p 상승

하였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2005∼2010년 고령화율 상승폭

이 각각 3.1%와 4.7%로 2000∼2005년 상승폭(0.2%p, 1.2%p)을 상회하였다. <표

7>은 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6〉 전체 및 주요 산업별 고령화율 추이 비교

(단위: %, %p)

구분
2000년

(a)

2005년

(b)

2010년

(C)

2000→2005 

(b-a)

2005→2010 

(c-b)

2000→2010 

(c-a)

전체 12.6 15.2 18.0 2.6 2.8 5.4
농․림⋅어업 21.9 26.4 31.4 4.5 5.0 9.5

광업 24.4 33.4 41.7 9.0 8.3 17.3
제조업 11.3 12.1 15.7 0.8 3.6 4.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0 16.3 22.3 9.3 6.0 15.3
건설업 9.8 15.5 20.1 5.7 4.6 10.3

도⋅소매업 7.6 7.8 10.9 0.2 3.1 3.3
숙박 및 음식점업 13.2 14.4 19.1 1.2 4.7 5.9
금융 및 보험업 3.6 6.9 9.9 3.3 3.0 6.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7.7 26.6 28.2 -1.1 1.6 0.5
교육 서비스업 15.1 18.5 25.3 3.4 6.8 1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7 10.0 13.7 1.3 3.7 5.0

주: 고령화율은 50세 이상 취업자를 전체 취업자로 나눈 수치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표 7〉 연도별 산업별 고령화율이 전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산업

2000년 고령화 수준 

전체 평균 상회

2005년 고령화 수준 

전체 평균 상회

2010년 고령화 수준 

전체 평균 상회

산업종류

농․임․어업,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농․임․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농․임․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주: 볼드체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산업을 나타낸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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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로 8.6%p 상승하였다. 전체 취업자 대비 6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도 2000년 9.3%에서 2010년 11.5%로 2.2%p 상승하였다.

〔그림 4〕 전체 취업자 대비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과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그러나, 고령화 속도와 모습은 산업 별 및 시기별로 상이하였다. 산업별 고령화 

수준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각 산업 취업자 중 5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

는 비중으로 계산하였고, 산업별 노동생산성지수는 산출량지수를 노동투입량지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에 기초한다.9) 먼저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의 고령화율(=50세 이상 

취업자/전체 취업자)은 2000년 12.6%에서 2010년 18.0%로 10년간 5.4%p 상승했

으나 산업별 흐름은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로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2000년대 들

어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부문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 광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고령화율은 2010년 각각 41.7%와 22.3%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17.3%p와 

15.3%p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고령화율도 2010년 각각 

9) 취업구조의 고령화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두 자료 모두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작

성되었고, 동일한 산업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단다.

20.1%와 25.3%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10.3%p와 10.2%p 상승하였다.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2000～2005년보다 2005～2010년에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제조업 고령화율은 

2000∼2005년 사이에 0.8%p 상승한 데 그쳤지만 2005∼2010년에는 3.6%p 상승

하였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2005∼2010년 고령화율 상승폭

이 각각 3.1%와 4.7%로 2000∼2005년 상승폭(0.2%p, 1.2%p)을 상회하였다. <표

7>은 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6〉 전체 및 주요 산업별 고령화율 추이 비교

(단위: %, %p)

구분
2000년

(a)

2005년

(b)

2010년

(C)

2000→2005 

(b-a)

2005→2010 

(c-b)

2000→2010 

(c-a)

전체 12.6 15.2 18.0 2.6 2.8 5.4
농․림⋅어업 21.9 26.4 31.4 4.5 5.0 9.5

광업 24.4 33.4 41.7 9.0 8.3 17.3
제조업 11.3 12.1 15.7 0.8 3.6 4.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0 16.3 22.3 9.3 6.0 15.3
건설업 9.8 15.5 20.1 5.7 4.6 10.3

도⋅소매업 7.6 7.8 10.9 0.2 3.1 3.3
숙박 및 음식점업 13.2 14.4 19.1 1.2 4.7 5.9
금융 및 보험업 3.6 6.9 9.9 3.3 3.0 6.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7.7 26.6 28.2 -1.1 1.6 0.5
교육 서비스업 15.1 18.5 25.3 3.4 6.8 1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7 10.0 13.7 1.3 3.7 5.0

주: 고령화율은 50세 이상 취업자를 전체 취업자로 나눈 수치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표 7〉 연도별 산업별 고령화율이 전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산업

2000년 고령화 수준 

전체 평균 상회

2005년 고령화 수준 

전체 평균 상회

2010년 고령화 수준 

전체 평균 상회

산업종류

농․임․어업,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농․임․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농․임․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주: 볼드체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산업을 나타낸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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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취업자에서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상승하였다<표8 참조>. 다

만, 비중 상승폭이 산업별,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체 수준을 상회하는 부문은 전기⋅가스⋅수도, 금융 및 보험업, 교

육서비스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학력 수

준도 높고 고학력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서비스업은 취업

자의 학력 수준이 높아 2000년 이후 전체 취업자 중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 비율

이 66.1∼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전 산업 평균 비중을 하회하는 산업은 광업, 제조업, 숙

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표 8〉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단위: %, %p)

구분
2000년

(a)

2005년

(b)

2010년

(C)

2000→2005

년 (b-a)

2005→2010

년 (c-b)

2000→2010

년 (c-a)

전체 24.0 31.7 38.3 7.7 6.7 14.4

농․임⋅어업 27.3 32.4 40.5 5.1 8.1 13.2

광업 9.5 10.7 17.5 1.2 6.8 8.0

제조업 16.0 23.0 27.6 6.9 4.6 11.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6.5 48.4 59.7 11.9 11.2 23.2

건설업 33.6 36.1 42.8 2.5 6.7 9.2

도⋅소매업 26.8 36.0 40.7 9.1 4.7 13.9

숙박 및 음식점업 7.5 14.0 16.2 6.5 2.2 8.7

금융 및 보험업 38.4 47.9 58.4 9.6 10.5 2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8.2 41.3 32.1 13.1 -9.2 3.9

교육 서비스업 66.1 70.2 70.8 4.1 0.6 4.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0 31.3 32.9 6.3 1.6 7.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산업별로 고령화 수준과 속도를 파악하면 9개 산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그림5 참조).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며,

고령화 속도도 빠른 산업은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A형), 2000년대에 초반 고령화는 낮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빠

른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B형), 2000년대에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

고 고령화 속도도 느린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C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학력화 역시,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으로 본 고학력 수준과 속도를 감안하면 9개 산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

능하다(그림6 참조). 학력 수준이 높고 고학력화가 빠른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a형), 학력 수준이 높지만 고학력화가 더딘 산업은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b

형), 학력 수준이 낮고 고학력화가 더딘 산업은 광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c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표9>에서는 2000년대의 고령화와 고학력 속도

를 감안하여 전체 9개 산업을 4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10)

〔그림 5〕 고용구조 고령화 수준과 속도를 감안한 3가지 유형

10) 건설업은 노동생산성 통계 누락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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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취업자에서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상승하였다<표8 참조>. 다

만, 비중 상승폭이 산업별,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체 수준을 상회하는 부문은 전기⋅가스⋅수도, 금융 및 보험업, 교

육서비스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학력 수

준도 높고 고학력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서비스업은 취업

자의 학력 수준이 높아 2000년 이후 전체 취업자 중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 비율

이 66.1∼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전 산업 평균 비중을 하회하는 산업은 광업, 제조업, 숙

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표 8〉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단위: %, %p)

구분
2000년

(a)

2005년

(b)

2010년

(C)

2000→2005

년 (b-a)

2005→2010

년 (c-b)

2000→2010

년 (c-a)

전체 24.0 31.7 38.3 7.7 6.7 14.4

농․임⋅어업 27.3 32.4 40.5 5.1 8.1 13.2

광업 9.5 10.7 17.5 1.2 6.8 8.0

제조업 16.0 23.0 27.6 6.9 4.6 11.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6.5 48.4 59.7 11.9 11.2 23.2

건설업 33.6 36.1 42.8 2.5 6.7 9.2

도⋅소매업 26.8 36.0 40.7 9.1 4.7 13.9

숙박 및 음식점업 7.5 14.0 16.2 6.5 2.2 8.7

금융 및 보험업 38.4 47.9 58.4 9.6 10.5 2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8.2 41.3 32.1 13.1 -9.2 3.9

교육 서비스업 66.1 70.2 70.8 4.1 0.6 4.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0 31.3 32.9 6.3 1.6 7.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산업별로 고령화 수준과 속도를 파악하면 9개 산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그림5 참조).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며,

고령화 속도도 빠른 산업은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A형), 2000년대에 초반 고령화는 낮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빠

른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B형), 2000년대에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

고 고령화 속도도 느린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C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학력화 역시,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으로 본 고학력 수준과 속도를 감안하면 9개 산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

능하다(그림6 참조). 학력 수준이 높고 고학력화가 빠른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a형), 학력 수준이 높지만 고학력화가 더딘 산업은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b

형), 학력 수준이 낮고 고학력화가 더딘 산업은 광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c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표9>에서는 2000년대의 고령화와 고학력 속도

를 감안하여 전체 9개 산업을 4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10)

〔그림 5〕 고용구조 고령화 수준과 속도를 감안한 3가지 유형

10) 건설업은 노동생산성 통계 누락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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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취업자의 학력 수준과 고학력화 속도를 감안한 4가지 유형

   

주: 1) 점선은 전 산업 평균 고령화율과 전 산업 평균 고학력화율을 의미한다.
   2) 교육서비스업은 a형에 위치해 있으나 고학력화 속도를 감안하여 b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9〉 고령화와 고학력화 속도를 감안한 4대 산업유형 

유형 1: 빠른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 2: 빠른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화

유형 3: 더딘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 4: 더딘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화
B형+a형 A형+b형 C형+a형 C형+b형, C형+c형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광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주: 알파벳 대문자는 고령화 수준 및 속도의 유형이며, 알파벳 소문자는 고학력화 수준 및 속도의 유형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다음으로, 개발산업의 고령화, 고학력화와 생산성간의 상호관계를 정성적으로 살

펴보았다<표10 참조>. 개별산업 측면에서 보면,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학력화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생산성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유형3(더딘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1(빠른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4(더딘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

화), 유형2(빠른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화) 순으로 생산성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유형 3의 금융 및 보험업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8.0% 증가하

였고, 유형 1에 속해 있는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은 2010년 노동생산성지수가 

2000년에 비해 57.1p 상승했으며,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1% 증가하였다. 유형 4

의 경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제고11)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이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만을 비교하여 고

령화에 따른 생산성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생산

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령화 외에 경기흐름, 자본스톡 수준, 산업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0〉 유형별 노동생산성지수 추이

(단위: %)

유형 산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10

연평균 

증감률

유형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0.7
(-0.1)

78.2
(10.6)

85.4
(9.2)

91.2
(6.8)

100
(9.6)

103.5
(3.5)

106.2
(2.6)

112.6
(6.0)

113.9
(1.2)

127.8
(12.2) 6.1

유형2

광업
93.4
(7.6)

92.3
(-1.2)

98.6
(6.8)

108.8
(10.3)

100
(-8.1)

92.7
(-7.3)

99.9
(7.8)

76.1
(-23.8)

85.8
(12.7)

87.8
(2.3) 0.1

숙박 및 

음식점업
91.1
(4.7)

94.1
(3.3)

94.2
(0.1)

93.2
(-1.1)

100
(7.3)

114.7
(14.7)

109
(-5.0)

93.3
(-14.4)

103.6
(11.0)

112.6
(8.7) 2.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6.7
(3.6)

101.6
(-4.8)

98.3
(-3.2)

91.3
(-7.1)

100
(9.5)

108.4
(8.4)

111.7
(3.0)

111.2
(-0.4)

112.8
(1.4)

101.2
(-10.3) -0.2

교육서비스
98.9
(-2.3)

100
(1.1)

102.5
(2.5)

103.8
(1.3)

100
(-3.7)

95.9
(-4.1)

104.1
(8.6)

108.3
(4.0)

109.1
(0.7)

102.7
(-5.9) 0.2

유형3

금융 및 

보험
63.9
(0.9)

73.6
(15.2)

82.5
(12.1)

85.5
(3.6)

100
(17.0)

96.8
(-3.2)

113.5
(17.3)

117.8
(3.8)

147.3
(25.0)

136.1
(-7.6) 8.0

도소매업
82.0
(5.7)

87.5
(6.7)

88.5
(1.1)

91.7
(3.6)

100
(9.1)

103.6
(3.6)

107.1
(3.4)

103.1
(-3.7)

101.8
(-1.3)

110.8
(8.8) 3.6

유형4

제조업
70.7
(-3.0)

78.2
(10.3)

84.5
(6.8)

93.1
(10.2)

100
(7.4)

112
(12.0)

119.9
(7.1)

121.2
(1.1)

124.2
(2.5)

137
(10.3) 6.4

보건 및 

사회복지
104

(-7.0)
105.5
(1.4)

100.8
(-4.5)

98.9
(-1.9)

100
(1.1)

105
(5.0)

103.5
(-1.4)

99.9
(-3.5)

100
(0.1)

105.8
(5.8) -0.6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 생산성 본부, 생산성 통계.

11) 제조업은 기술진보 및 자본집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취업자의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

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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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취업자의 학력 수준과 고학력화 속도를 감안한 4가지 유형

   

주: 1) 점선은 전 산업 평균 고령화율과 전 산업 평균 고학력화율을 의미한다.
   2) 교육서비스업은 a형에 위치해 있으나 고학력화 속도를 감안하여 b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9〉 고령화와 고학력화 속도를 감안한 4대 산업유형 

유형 1: 빠른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 2: 빠른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화

유형 3: 더딘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 4: 더딘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화
B형+a형 A형+b형 C형+a형 C형+b형, C형+c형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광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주: 알파벳 대문자는 고령화 수준 및 속도의 유형이며, 알파벳 소문자는 고학력화 수준 및 속도의 유형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다음으로, 개발산업의 고령화, 고학력화와 생산성간의 상호관계를 정성적으로 살

펴보았다<표10 참조>. 개별산업 측면에서 보면,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학력화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생산성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유형3(더딘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1(빠른 고령화와 빠른 고학력화), 유형4(더딘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

화), 유형2(빠른 고령화와 더딘 고학력화) 순으로 생산성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유형 3의 금융 및 보험업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8.0% 증가하

였고, 유형 1에 속해 있는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은 2010년 노동생산성지수가 

2000년에 비해 57.1p 상승했으며,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1% 증가하였다. 유형 4

의 경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제고11)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이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만을 비교하여 고

령화에 따른 생산성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생산

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령화 외에 경기흐름, 자본스톡 수준, 산업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0〉 유형별 노동생산성지수 추이

(단위: %)

유형 산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10

연평균 

증감률

유형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0.7
(-0.1)

78.2
(10.6)

85.4
(9.2)

91.2
(6.8)

100
(9.6)

103.5
(3.5)

106.2
(2.6)

112.6
(6.0)

113.9
(1.2)

127.8
(12.2) 6.1

유형2

광업
93.4
(7.6)

92.3
(-1.2)

98.6
(6.8)

108.8
(10.3)

100
(-8.1)

92.7
(-7.3)

99.9
(7.8)

76.1
(-23.8)

85.8
(12.7)

87.8
(2.3) 0.1

숙박 및 

음식점업
91.1
(4.7)

94.1
(3.3)

94.2
(0.1)

93.2
(-1.1)

100
(7.3)

114.7
(14.7)

109
(-5.0)

93.3
(-14.4)

103.6
(11.0)

112.6
(8.7) 2.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6.7
(3.6)

101.6
(-4.8)

98.3
(-3.2)

91.3
(-7.1)

100
(9.5)

108.4
(8.4)

111.7
(3.0)

111.2
(-0.4)

112.8
(1.4)

101.2
(-10.3) -0.2

교육서비스
98.9
(-2.3)

100
(1.1)

102.5
(2.5)

103.8
(1.3)

100
(-3.7)

95.9
(-4.1)

104.1
(8.6)

108.3
(4.0)

109.1
(0.7)

102.7
(-5.9) 0.2

유형3

금융 및 

보험
63.9
(0.9)

73.6
(15.2)

82.5
(12.1)

85.5
(3.6)

100
(17.0)

96.8
(-3.2)

113.5
(17.3)

117.8
(3.8)

147.3
(25.0)

136.1
(-7.6) 8.0

도소매업
82.0
(5.7)

87.5
(6.7)

88.5
(1.1)

91.7
(3.6)

100
(9.1)

103.6
(3.6)

107.1
(3.4)

103.1
(-3.7)

101.8
(-1.3)

110.8
(8.8) 3.6

유형4

제조업
70.7
(-3.0)

78.2
(10.3)

84.5
(6.8)

93.1
(10.2)

100
(7.4)

112
(12.0)

119.9
(7.1)

121.2
(1.1)

124.2
(2.5)

137
(10.3) 6.4

보건 및 

사회복지
104

(-7.0)
105.5
(1.4)

100.8
(-4.5)

98.9
(-1.9)

100
(1.1)

105
(5.0)

103.5
(-1.4)

99.9
(-3.5)

100
(0.1)

105.8
(5.8) -0.6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 생산성 본부, 생산성 통계.

11) 제조업은 기술진보 및 자본집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취업자의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

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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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파급효과

고용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포함한 산업별 패널분석을 시

도하였다.12) 이를 위해 산업별 고령화율뿐만 아니라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을 추가하

여 고용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순수 노동생산성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13) <표1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용구조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0

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였다. 즉, 산업 

자체의 특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교육 등의 요소를 감안해도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학력화는 노동생산성

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2010년 중 인적자본의 대리변수인 평균 

교육연수가 1%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1.15%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고용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자본스톡 증감률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평균 교육연수 증감률 상수항
-0.10(-1.46) -0.21(-2.45)** 1.15(2.05)** 6.16(3.95)**

주: ( ) 안은 z값. **는 5% 유의수준

그렇다면 향후에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개

략적인 방법을 이용하면<표12 참조>, 2010∼2020년간 중·고령 노동력 비중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2010년 대비 2020년 하락률)는 1.8%로 추정된다.14)

202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중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어 노동

생산성 하락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6.4%p 상승해 10년간 노동생산성의 하락폭이 1.3%로 추정된

12) 산업별 패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산업별 고유 특성 및 산업 내 정책적인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2010년 기간의 8개 산업이다(건설업은 제외).
13) 고령화 대리변수인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평균 교육연수로 본 산업별 인적자본, 국가자산통계 기준 산

업별 자본스톡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14) 앞 소절에서 도출된 2010∼2020년의 10년간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중이 8.9%p 상승할 것이라

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실업률, 자본스톡과 교육 수준이 2000년대(2000∼2010년)와 동일하다고 가정

하여 계산하였다.

구분 2010∼2020년 2020∼2030년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 31.8(2010년) → 40.7(2020년) 40.7(2020년) → 47.1(2030년)
생산성 하락폭 -1.8 -1.3

데 기인한다.

〈표 12〉 고용구조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추이

(단위: %, %p)

주: 생산성 하락폭은 다른 변수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만, 향후 고용구조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취업

자의 교육 수준 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현재 50대가 24.3%이지만,

2020년과 2030년에 50대 취업자가 될 현재 40대와 30대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

은 각각 35.2%와 46.8%15)이기 때문이다.

3. 고용구조 고령화와 세대 간 일자리 경합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및 인구고령화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령자의 고용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그러나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

론이 제기되면서 고령자의 고용연장 논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는 상

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볼 때, 고령자 근로연

장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

는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간에 일자리 대체보다는 보완관계가 많다는 주장이 다수

다. 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선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일자리 

경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제시16)하고 있으나, 분석기간의 제한 및 분석의 

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16) 자세한 내용은 권혜자 외 (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서비스 정책 과제”(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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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파급효과

고용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포함한 산업별 패널분석을 시

도하였다.12) 이를 위해 산업별 고령화율뿐만 아니라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을 추가하

여 고용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순수 노동생산성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13) <표1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용구조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0

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였다. 즉, 산업 

자체의 특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교육 등의 요소를 감안해도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학력화는 노동생산성

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2010년 중 인적자본의 대리변수인 평균 

교육연수가 1%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1.15%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고용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자본스톡 증감률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평균 교육연수 증감률 상수항
-0.10(-1.46) -0.21(-2.45)** 1.15(2.05)** 6.16(3.95)**

주: ( ) 안은 z값. **는 5% 유의수준

그렇다면 향후에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개

략적인 방법을 이용하면<표12 참조>, 2010∼2020년간 중·고령 노동력 비중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2010년 대비 2020년 하락률)는 1.8%로 추정된다.14)

202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중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어 노동

생산성 하락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6.4%p 상승해 10년간 노동생산성의 하락폭이 1.3%로 추정된

12) 산업별 패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산업별 고유 특성 및 산업 내 정책적인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2010년 기간의 8개 산업이다(건설업은 제외).
13) 고령화 대리변수인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평균 교육연수로 본 산업별 인적자본, 국가자산통계 기준 산

업별 자본스톡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14) 앞 소절에서 도출된 2010∼2020년의 10년간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중이 8.9%p 상승할 것이라

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실업률, 자본스톡과 교육 수준이 2000년대(2000∼2010년)와 동일하다고 가정

하여 계산하였다.

구분 2010∼2020년 2020∼2030년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 31.8(2010년) → 40.7(2020년) 40.7(2020년) → 47.1(2030년)
생산성 하락폭 -1.8 -1.3

데 기인한다.

〈표 12〉 고용구조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추이

(단위: %, %p)

주: 생산성 하락폭은 다른 변수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만, 향후 고용구조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취업

자의 교육 수준 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현재 50대가 24.3%이지만,

2020년과 2030년에 50대 취업자가 될 현재 40대와 30대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

은 각각 35.2%와 46.8%15)이기 때문이다.

3. 고용구조 고령화와 세대 간 일자리 경합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및 인구고령화가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령자의 고용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그러나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

론이 제기되면서 고령자의 고용연장 논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는 상

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볼 때, 고령자 근로연

장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

는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간에 일자리 대체보다는 보완관계가 많다는 주장이 다수

다. 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선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일자리 

경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제시16)하고 있으나, 분석기간의 제한 및 분석의 

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16) 자세한 내용은 권혜자 외 (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서비스 정책 과제”(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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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성 부족으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 간의 대체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도출17)하였

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률18)의 장기적인 추이 변화와 고용률 

추이 변화 시점의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하여 세대 간 일자리 대체 여부를 종합

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2) 세대 간 고용구조

그림7에서 보는 것처럼, 2005년 이전까지 동조화를 보이던 20대와 50대의 고용

률이 2005년 이후 서로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면서 양 세대 간의 고용률 격차가 확

대되었다. 50대의 고용률은 2005년 68.1%에서 2010년 70.9%로 상승하였지만 같

은 기간 20대의 고용률은 61.2%에서 58.2%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양 세대 간

에 고용률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201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2.7%p를 기

록하였다.

〔그림 7〕 청년층과 중·고령층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2010-10).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2010).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과

제”(VIP Report 통권 제438호). 
17) Hamermesh(1993)와 Card and Lemieux(2001)는 두 집단 간에 대체성이 있음을 주장한 반면,

Hebbink(1993)과 Jousten et al.(2010)은 두 연령 집단의 고용은 보완관계에 가깝다는 결론을 제시

18) 기업의 통상적인 정년이 55세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청년실업의 주 대상이 

20대인 점을 감안하여 5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분석

2005년 이후 50대의 고용률 상승은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진입하고 여성의 노

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13 참조>. 특히, 50대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는 청년층 취업난 등과 맞물려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2005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4.2%p 증가하여 동 기간 2.6%p 증가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을 크

게 상회하였다. 50대의 고용률 증가는 외환위기 학습효과 및 일자리 공유

(Work-sharing) 분위기 확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에 50대 고용률 하락

폭이 매우 미미했던 점과 연관이 있다.19)

〈표 13〉 50대 경제활동참가 추이

(단위: %, %p)

구분 2000 2005 2008 2010 2000-2005 2005-2008 2005-2010

전체 64.1 64.8 67.2 68.1 0.7 2.4 3.3
남성 77.7 80.6 82.2 83.2 2.9 1.6 2.6
여성 51.1 49.0 52.5 53.2 -2.1 3.5 4.2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20대 고용률 하락에 대해서는 급속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에 따른 대학진

학률 상승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

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2000년 68.0%에서 2005년 82.1%로 상승하면서 청년층

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20대 고용률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8 참조).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청년층 고용률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해석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19)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즉각적인 고용조정보다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 위기

를 극복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36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세밀성 부족으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 간의 대체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도출17)하였

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률18)의 장기적인 추이 변화와 고용률 

추이 변화 시점의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하여 세대 간 일자리 대체 여부를 종합

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2) 세대 간 고용구조

그림7에서 보는 것처럼, 2005년 이전까지 동조화를 보이던 20대와 50대의 고용

률이 2005년 이후 서로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면서 양 세대 간의 고용률 격차가 확

대되었다. 50대의 고용률은 2005년 68.1%에서 2010년 70.9%로 상승하였지만 같

은 기간 20대의 고용률은 61.2%에서 58.2%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양 세대 간

에 고용률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201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2.7%p를 기

록하였다.

〔그림 7〕 청년층과 중·고령층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2010-10).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2010).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과

제”(VIP Report 통권 제438호). 
17) Hamermesh(1993)와 Card and Lemieux(2001)는 두 집단 간에 대체성이 있음을 주장한 반면,

Hebbink(1993)과 Jousten et al.(2010)은 두 연령 집단의 고용은 보완관계에 가깝다는 결론을 제시

18) 기업의 통상적인 정년이 55세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청년실업의 주 대상이 

20대인 점을 감안하여 5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분석

2005년 이후 50대의 고용률 상승은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진입하고 여성의 노

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표13 참조>. 특히, 50대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는 청년층 취업난 등과 맞물려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2005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4.2%p 증가하여 동 기간 2.6%p 증가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을 크

게 상회하였다. 50대의 고용률 증가는 외환위기 학습효과 및 일자리 공유

(Work-sharing) 분위기 확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에 50대 고용률 하락

폭이 매우 미미했던 점과 연관이 있다.19)

〈표 13〉 50대 경제활동참가 추이

(단위: %, %p)

구분 2000 2005 2008 2010 2000-2005 2005-2008 2005-2010

전체 64.1 64.8 67.2 68.1 0.7 2.4 3.3
남성 77.7 80.6 82.2 83.2 2.9 1.6 2.6
여성 51.1 49.0 52.5 53.2 -2.1 3.5 4.2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20대 고용률 하락에 대해서는 급속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에 따른 대학진

학률 상승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

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2000년 68.0%에서 2005년 82.1%로 상승하면서 청년층

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20대 고용률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8 참조).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청년층 고용률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해석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19)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즉각적인 고용조정보다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 위기

를 극복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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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학진학률과 20대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결과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20대 고용률 하락은 청년층 노동공급 이외의 

요인인 세대 간 일자리 대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연하면, 2000년대 중

반 이후의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일자리 창출력 저하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경합

의 결과로 풀이 가능하다. 실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2000～2005년 0.35에서 2005～2010년 0.22로 하락하였다.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구직행렬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놓고 세

대 간 경쟁 상황이 부분적으로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20)

 3) 청년층와 고령층의 일자리 대체 실증 분석

세대 간에 일자리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대와 50대의 월별

계절조정 고용률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참조1). 고용률에 미치는 경

기변동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추가 변수로 사용하였고,

시계열 분석 모델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고려하였다. 또한 

각 연령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령대별 계절조정고용률을 

20) 설령, 세대 간에 선호하는 일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

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총량이 제한될 경우 세대 간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세대별 선호하는 일

자리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면,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크게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하였다.21) 일차적으로 50대 고용률과 20대 고용률의 인과관계를 Granger 

Causality Test로 확인한 결과 50대 고용률이 20대 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조1) 시계열 분석 모형

▷ 50대의 고용률 1%p 변화가 20대의 고용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추정식    

       

 


은 20대 고용률, 


은 50대 고용률, 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는 오차자기상관, 은 교란항, t는 시점을

 의미

▷ 분석기간의 변화와 이용변수를 가감해 여러 모델을 설계  

- 모델 1~2는 분석기간을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모델 3～4는 분석기간을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로 설정

 - 동일기간 분석 내에서도 오차의 자기상관성 또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사용여부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여 추정 

<표14>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50대 고용률과 20대 고용

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세대 간 고용대체가 발생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분석기간을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50대의 고용 변동은 20대의 고용 변동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50대의 고용 증가가 20대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줌으로써 

세대 간 고용 대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적으로 보면, 분석기간을 2005

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로 한정할 경우, 50대의 고용률이 1%p 상승할 때 20대의 

고용률은 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이는 50대가 동절기와 혹서기에 고용률이 낮은 반면, 20대는 졸업 시즌인 1～3월에 고용률이 낮다는 점

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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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학진학률과 20대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결과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20대 고용률 하락은 청년층 노동공급 이외의 

요인인 세대 간 일자리 대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연하면, 2000년대 중

반 이후의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일자리 창출력 저하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경합

의 결과로 풀이 가능하다. 실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2000～2005년 0.35에서 2005～2010년 0.22로 하락하였다.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구직행렬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놓고 세

대 간 경쟁 상황이 부분적으로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20)

 3) 청년층와 고령층의 일자리 대체 실증 분석

세대 간에 일자리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대와 50대의 월별

계절조정 고용률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참조1). 고용률에 미치는 경

기변동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추가 변수로 사용하였고,

시계열 분석 모델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고려하였다. 또한 

각 연령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령대별 계절조정고용률을 

20) 설령, 세대 간에 선호하는 일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

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총량이 제한될 경우 세대 간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세대별 선호하는 일

자리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면,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크게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하였다.21) 일차적으로 50대 고용률과 20대 고용률의 인과관계를 Granger 

Causality Test로 확인한 결과 50대 고용률이 20대 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조1) 시계열 분석 모형

▷ 50대의 고용률 1%p 변화가 20대의 고용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추정식    

       

 


은 20대 고용률, 


은 50대 고용률, 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는 오차자기상관, 은 교란항, t는 시점을

 의미

▷ 분석기간의 변화와 이용변수를 가감해 여러 모델을 설계  

- 모델 1~2는 분석기간을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모델 3～4는 분석기간을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로 설정

 - 동일기간 분석 내에서도 오차의 자기상관성 또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사용여부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여 추정 

<표14>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50대 고용률과 20대 고용

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세대 간 고용대체가 발생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분석기간을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50대의 고용 변동은 20대의 고용 변동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50대의 고용 증가가 20대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줌으로써 

세대 간 고용 대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적으로 보면, 분석기간을 2005

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로 한정할 경우, 50대의 고용률이 1%p 상승할 때 20대의 

고용률은 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이는 50대가 동절기와 혹서기에 고용률이 낮은 반면, 20대는 졸업 시즌인 1～3월에 고용률이 낮다는 점

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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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기간: 2000. 1～2010. 12) (분석기간: 2005. 1～2010. 12)

설명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50대 고용률 -0.13(-1.35) -0.14(-1.46) -0.59***(-4.14) -0.54***(-3.35)
자기상관계수 0.93***(25.67) 0.92***(23.57) 0.85***(13.49) 0.80***(10.65)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0.09(1.27) -0.03(1.18)
상수 68.75***(10.36) 60.88***(6.64) 100.38***(10.09) 100.64***(10.38)

DW Statistics 2.22 2.28 2.12 1.96
F-Statistics 445.83 299.34 353.54 227.17

Adj-R2 0.875 0.877 0.911 0.910

〈표 14〉 세대 간 고용대체 시계열 분석

주: 1) 종속변수는 20대 고용률이다.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다음으로, 50대의 고용률이 20대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전향이동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9 참조). 분석 결과, 50대

와 20대의 고용대체는 2005년경에 시작되어 금융위기 기간에 가장 심화된 뒤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추정식의 50대 고용률 계수값 변동을 통해 볼 때, 2005년 

전후로 50대의 고용률 증가가 20대의 고용률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 간의 

일자리 대체가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기존 인력의 유지가 부분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여력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

대 간 일자리 경합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50대의 고용률 1%p 증가가 20대의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주: 전향적이동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3. 인구고령화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문제의 발생가능성 및 강도를 진단해 

보았다. (그림10)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노동력은 이미 2009년부터 감소하

기 시작해 향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은 핵심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

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핵심노동력 감소가 점차 확대되면서 생

산성 하락이 표면화되고 2005년 이후 발생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0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면서 한국경제

의 성장기반 약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핵심노동력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과 소비활동이 본격적으로 위축될 우려

가 있다.

〔그림 10〕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주요 이슈

따라서, 시기별․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핵심노동력 감소세 확대 및 중․고

령층 급증이 예상되는 향후 10년간은 생산성 저하와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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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기간: 2000. 1～2010. 12) (분석기간: 2005. 1～2010. 12)

설명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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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세대 간 고용대체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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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

대 간 워크셰어링(Work Sharing)과 임금피크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노동력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

하여 경제활동인구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력 확

보를 위해 유휴 노동력인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며 필요 시 

외국인의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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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의��

부동산�시장구조�변화”

조주현 l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그 진행속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발전궤적이 유사하게 앞서나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현상과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과 기존의 실증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본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장기간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분포와 부동산 시장조건에서 지역간

(대도시와 지방)뿐만 아니라 지역내(도심과 교외)의 차별화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지방과 대

도시 교외부의 쇠퇴가 심각하였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 교외지역(특히 도심에서 30km 이상 떨어

진 지역)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도심부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된 반면, 도심부의 일정지역(특히 대규모 신개발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상품이 설계된 소형 맨션은 시장흡수율이 높았다. 셋째, 가구규모의 변화에 대응하

고 고령자의 주택소비조절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와 조

직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전체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이나 자본의 이동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환율 등 대외부문의 압력을 지방

개발과 신개발로 해결하려 했던 일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시외곽의 신도시나 지방의 도심외곽

에 위치한 도시개발 사업들은 엄격한 사업성 재검토와 함께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상대적

으로 가계자산에서 부동산(특히 주택)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주택소비조절(주거이동과 

보유주택의 유동화)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에서의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1)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주현2)

1) 본고는 부동산학연구 제21집 제2호(2011.8)에 게재된 같은 제목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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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기의 수)은 2010년 현재 1.22명3)

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도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기준인 7%를 넘는 10%대를 기

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는 2018

년부터 감소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소위 ‘부동산 거품’의 붕괴 이후 저

출산(일본에서는 ‘少子化’라고 부름)․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서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및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

른 부동산 시장의 양적․질적 변화추세를 분석해 본다. 둘째, 부동산 산업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부동산 산업의 위상과 사업체의 활동구도는 지가거품의 붕

괴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

의 분석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추세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대응

과제를 도출해 보도록 한다.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

른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는 부동산시장에 관한 현장중심의 실증문헌들에서 제기되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

되, 객관적인 통계자료들로써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모든 시장에의 

파급효과와 연계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결과물로서의 부동산 시장현상 중 우리나라에

서도 장차 의미 있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과 과제를 추출하였다.

3) 통계청, “2010년 출생통계,” 2011.2.23 발표자료.

2. 선행연구 고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동안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책당국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4) 이러한 연구들은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

과와 대응과제들을 경제성장․금융․재정․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고령화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Karikomi, 2008; 松江曉子, 2009; 松谷明彦, 2010; 奧村隆, 2010; 川上光彦외,

2010).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존연구 중 주택 및 부동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령

자에 대한 주거정책, 특히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거나 가구구조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주택수요의 추정 등과 같은 거시적․총량적 파급효과에 대해

서만 이루어져 왔고,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

의 축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ankiew-Weil(1989)에 의해 시도된 방법론을 수정 보완

한 코호트효과를 고려한 장기주택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김경환, 1997; 정의철,

2004; 정의철․조성진, 2005; 이창무․박지영, 2009; 최성호․이창무, 2010), 베이

비 붐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수욱 외, 2007), 고령화와 자

산구성변화에 따른 주택시장분석(김완중, 2010; 박덕배, 2010), 고령층의 주거수요 

및 행태분석(김혜승․강미나, 2008), 노인가구의 주택연금 선택 결정요인분석(이선

형․김영훈, 2009; 이종의․하성규, 2008; 김선주․유선종; 2006)등이 있고 일본의 

부동산시장 전반에 관한 전망연구(노무라종합연구소, 2010)가 번역․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및 부동산 산업의 구조적 변화나 도시 및 

지역공간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주택시장 변화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4)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으며, 한국

개발연구원 주관 하에 2003~2006년까지 인구고령화의 사회파급효과와 대응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2011년 7월에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인구와 재정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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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기의 수)은 2010년 현재 1.22명3)

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도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기준인 7%를 넘는 10%대를 기

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는 2018

년부터 감소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소위 ‘부동산 거품’의 붕괴 이후 저

출산(일본에서는 ‘少子化’라고 부름)․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서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및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

른 부동산 시장의 양적․질적 변화추세를 분석해 본다. 둘째, 부동산 산업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부동산 산업의 위상과 사업체의 활동구도는 지가거품의 붕

괴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

의 분석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추세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대응

과제를 도출해 보도록 한다.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

른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는 부동산시장에 관한 현장중심의 실증문헌들에서 제기되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

되, 객관적인 통계자료들로써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모든 시장에의 

파급효과와 연계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결과물로서의 부동산 시장현상 중 우리나라에

서도 장차 의미 있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과 과제를 추출하였다.

3) 통계청, “2010년 출생통계,” 2011.2.23 발표자료.

2. 선행연구 고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동안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책당국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4) 이러한 연구들은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

과와 대응과제들을 경제성장․금융․재정․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고령화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Karikomi, 2008; 松江曉子, 2009; 松谷明彦, 2010; 奧村隆, 2010; 川上光彦외,

2010).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존연구 중 주택 및 부동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령

자에 대한 주거정책, 특히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거나 가구구조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주택수요의 추정 등과 같은 거시적․총량적 파급효과에 대해

서만 이루어져 왔고,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

의 축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ankiew-Weil(1989)에 의해 시도된 방법론을 수정 보완

한 코호트효과를 고려한 장기주택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김경환, 1997; 정의철,

2004; 정의철․조성진, 2005; 이창무․박지영, 2009; 최성호․이창무, 2010), 베이

비 붐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수욱 외, 2007), 고령화와 자

산구성변화에 따른 주택시장분석(김완중, 2010; 박덕배, 2010), 고령층의 주거수요 

및 행태분석(김혜승․강미나, 2008), 노인가구의 주택연금 선택 결정요인분석(이선

형․김영훈, 2009; 이종의․하성규, 2008; 김선주․유선종; 2006)등이 있고 일본의 

부동산시장 전반에 관한 전망연구(노무라종합연구소, 2010)가 번역․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및 부동산 산업의 구조적 변화나 도시 및 

지역공간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주택시장 변화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4)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으며, 한국

개발연구원 주관 하에 2003~2006년까지 인구고령화의 사회파급효과와 대응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2011년 7월에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인구와 재정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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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고와 가장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정호성(2010) 및 노무라종합연구소

(2010)의 연구를 보면, 우선 전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오피스 및 주택시장

의 변화만을 다루었고, 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건설․부동산시장에 

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본에

서 전개되는 주택시장(가격과 공급행태) 및 부동산 산업(위상과 내용)의 변화나, 지

역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

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3.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추이와 부동산시장의 변화

1. 인구구조 변화의 추이 및 특징

 1) 기본통계분석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대

체로 낮았으나 2000년대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

년부터 일본은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였고 합계출산율은 1.27로 과거 최

저치를 기록하였다.5) 한편, 고령화율은 일본이 이미 20%를 초과한 반면, 한국은 일

본보다 20년 정도 후행하며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의 추계에 의하면 2006년에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78만명으로 정점에 달

한 이후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6) 일본과의 

5)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도 1983년 인구의 안정유지를 위한 최저출산율인 2.1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을 지

속하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1:4).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9.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총인구1)

(천명)

일본 103,720 117,060 123,611 126,926 127,768 127,771
한국  31,435  37,047  43,411  46,136 47,279  48,219

평균수명2) 

(세)

일본 74.4 77.6 80.0 77.0 78.6 79.4
한국 63.7 68.5 73.4 81.9 82.6 82.7

합계출산율(

명)

일본 1.94 1.71 1.44 1.29 1.27 1.39
한국 3.60 1.92 1.61 1.24 1.21 1.22

고령화율 

(%)

일본 7.07 9.04 11.99 17.21 19.73 21.49
한국 3.30 3.18  5.00  7.36 9.43  9.91

〈표 1〉 일본과 한국의 인구 기본통계 비교

연도 총인구(천명) 고령인구비율(%) 15~64세인구(%)

2005 127,768 20.2 ( 9.4) 66.1 (71.6)
2010 127,176 23.1 (11.0) 63.9 (72.9)
2020 122,735 29.2 (15.6) 60.0 (72.0)
2030 115,224 31.3 (24.3) 58.5 (64.4)
2040 105,695 36.5 (32.5) 54.2 (57.2)
2050  95,152 39.3 (38.2) 52.0 (53.0)

〈표 2〉 일본의 인구 고령화 추계 

인구구조변화 시차가 좁아지고 있다.

자료: 일본-총무성 통계국, 한국-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주 1) 한국-2010인구센서스 잠정집계, 일본-2009년 수치임.
   2) 0세아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며 5년 구간의 평균치임. 다만, 2010년은 당해 연도 값임.

 2) 인구 고령화 전망

일본의 장래 인구고령화의 추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2005년 20% 수준이던 

고령화율은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서 2050년에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주1) 2005년도의 값은 <표 1>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20%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2) 고령인구비율과 15~64세 인구의 괄호 안은 한국의 수치임.
자료: 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년 추계(중위 출생률, 중위 사망률). 한국, 통계청 추계자료.

52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이다.

본고와 가장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정호성(2010) 및 노무라종합연구소

(2010)의 연구를 보면, 우선 전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오피스 및 주택시장

의 변화만을 다루었고, 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건설․부동산시장에 

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본에

서 전개되는 주택시장(가격과 공급행태) 및 부동산 산업(위상과 내용)의 변화나, 지

역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

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3.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추이와 부동산시장의 변화

1. 인구구조 변화의 추이 및 특징

 1) 기본통계분석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대

체로 낮았으나 2000년대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

년부터 일본은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였고 합계출산율은 1.27로 과거 최

저치를 기록하였다.5) 한편, 고령화율은 일본이 이미 20%를 초과한 반면, 한국은 일

본보다 20년 정도 후행하며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의 추계에 의하면 2006년에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78만명으로 정점에 달

한 이후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6) 일본과의 

5)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도 1983년 인구의 안정유지를 위한 최저출산율인 2.1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을 지

속하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1:4).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9.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총인구1)

(천명)

일본 103,720 117,060 123,611 126,926 127,768 127,771
한국  31,435  37,047  43,411  46,136 47,279  48,219

평균수명2) 

(세)

일본 74.4 77.6 80.0 77.0 78.6 79.4
한국 63.7 68.5 73.4 81.9 82.6 82.7

합계출산율(

명)

일본 1.94 1.71 1.44 1.29 1.27 1.39
한국 3.60 1.92 1.61 1.24 1.21 1.22

고령화율 

(%)

일본 7.07 9.04 11.99 17.21 19.73 21.49
한국 3.30 3.18  5.00  7.36 9.43  9.91

〈표 1〉 일본과 한국의 인구 기본통계 비교

연도 총인구(천명) 고령인구비율(%) 15~64세인구(%)

2005 127,768 20.2 ( 9.4) 66.1 (71.6)
2010 127,176 23.1 (11.0) 63.9 (72.9)
2020 122,735 29.2 (15.6) 60.0 (72.0)
2030 115,224 31.3 (24.3) 58.5 (64.4)
2040 105,695 36.5 (32.5) 54.2 (57.2)
2050  95,152 39.3 (38.2) 52.0 (53.0)

〈표 2〉 일본의 인구 고령화 추계 

인구구조변화 시차가 좁아지고 있다.

자료: 일본-총무성 통계국, 한국-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주 1) 한국-2010인구센서스 잠정집계, 일본-2009년 수치임.
   2) 0세아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며 5년 구간의 평균치임. 다만, 2010년은 당해 연도 값임.

 2) 인구 고령화 전망

일본의 장래 인구고령화의 추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2005년 20% 수준이던 

고령화율은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서 2050년에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주1) 2005년도의 값은 <표 1>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20%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2) 고령인구비율과 15~64세 인구의 괄호 안은 한국의 수치임.
자료: 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년 추계(중위 출생률, 중위 사망률). 한국, 통계청 추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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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가구 독신 핵가족 기타 독신(%)

1990 4,070  940 2,420  710 23.1
2000 4,680 1,290 2,730  650 27.6
2010 5,030 1,570 2,860  600 31.2
2020 5,040 1,730 2,750  570 34.3
2030 4,880 1,820 2,510  540 37.3

〈표 3〉 일본의 가구 유형별 변화 추계 (단위: 만세대)

 3) 가구구조의 변화 전망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미혼, 만혼, 사별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일본의 가구구조는 

전통적인 핵가족(부부와 자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40년경에는 독신가구의 

비율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奧村隆一, 2010:69).

주1) 2005년까지의 자료는 실제치이며, 이후는 예측치임.
  2) 2010년 현재 한국의 단독가구비율은 23.3%로서 일본의 1990년 수준과 유사함.
자료: 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년 추계.

 4) 고령화의 지역별 차별화

2006년 이후 인구감소 국면에 들어선 일본의 고령화 수준은 지방이 대도시보다 

높으나 고령화 속도는 대도시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도쿄권의 고령화

율은 2005년 17.5%에서 2035년에는 32.2%, 긴키권은 19.3%에서 33.7%로 급증

하지만, 이미 고령화 수준이 높은 시마네(島根)현은 27.1%에서 37.3%로 약간 증가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고령화 속도가 지방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대

도시의 경우, 총인구의 변화 없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는 고령자 

인구의 변화가 적고 총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松谷明彦, 2010). 전국적으로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는 25년이 소요되었으며, 도쿄의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20%

를 초과하였다.7)

한편, 일본의 총세대수는 2015년이면 감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

7) 서울시 고령화통계에 의하면, 2010년 서울시의 고령화율은 9.2%이다.

역별로 인구와 세대수의 정점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바, 인구정점은 사이타마(2010), 

가나가와, 아이치, 시가현(2015), 도쿄(2020), 오키나와(2025)의 순으로 대도시나 경

쟁력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정점에 늦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노무라종합연

구소, 2010:6).

대도시권 내에서도 권역별 차별화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신도시 및 대도시 교외부

의 고령화가 현저하다. 예컨대 2005년 도쿄에서 30km권인 사이타마동부의 55~59

세 인구는 피크 시에 비해 중고층 전용지역에서는 13.7%, 저층주거지역에서는 

10.6%가 감소하였고, 30~34세 인구는 각각 23.3%, 38.5%가 감소하였다. 4인 세

대수도 감소하고 1~2인세대가 증가하였다(川上光彦, 2010:61). 

 5)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일본의 베이비붐 주니어세대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자가용 승용차는 상환부담 측

면에서 주택융자상환 부담금과 유사하다. 따라서 2009년 최초로 자가용 승용차 보

유율이 50대 이하의 도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山下努, 2010:34). 한편,

가족의 디지털(독신세대)화, 주택의 클라우드화8)로 인하여 컴팩트 맨션이 인기를 얻

고 있다. 큰집은 많은 가사노동을 요하므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작은 집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山下努, 2010:37-41).

2.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

 1) 공가율의 증가

일본은 1970년대 초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였다. 이후 연 1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공가율이 급증하여 2008년말 현재 전국의 공

8) IT분야에서의 cloud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됨

으로써 가정에서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전자기기가 필요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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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가구 독신 핵가족 기타 독신(%)

1990 4,070  940 2,420  710 23.1
2000 4,680 1,290 2,730  650 27.6
2010 5,030 1,570 2,860  600 31.2
2020 5,040 1,730 2,750  570 34.3
2030 4,880 1,820 2,510  540 37.3

〈표 3〉 일본의 가구 유형별 변화 추계 (단위: 만세대)

 3) 가구구조의 변화 전망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미혼, 만혼, 사별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일본의 가구구조는 

전통적인 핵가족(부부와 자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40년경에는 독신가구의 

비율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奧村隆一, 2010:69).

주1) 2005년까지의 자료는 실제치이며, 이후는 예측치임.
  2) 2010년 현재 한국의 단독가구비율은 23.3%로서 일본의 1990년 수준과 유사함.
자료: 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년 추계.

 4) 고령화의 지역별 차별화

2006년 이후 인구감소 국면에 들어선 일본의 고령화 수준은 지방이 대도시보다 

높으나 고령화 속도는 대도시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도쿄권의 고령화

율은 2005년 17.5%에서 2035년에는 32.2%, 긴키권은 19.3%에서 33.7%로 급증

하지만, 이미 고령화 수준이 높은 시마네(島根)현은 27.1%에서 37.3%로 약간 증가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고령화 속도가 지방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대

도시의 경우, 총인구의 변화 없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는 고령자 

인구의 변화가 적고 총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松谷明彦, 2010). 전국적으로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는 25년이 소요되었으며, 도쿄의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20%

를 초과하였다.7)

한편, 일본의 총세대수는 2015년이면 감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

7) 서울시 고령화통계에 의하면, 2010년 서울시의 고령화율은 9.2%이다.

역별로 인구와 세대수의 정점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바, 인구정점은 사이타마(2010), 

가나가와, 아이치, 시가현(2015), 도쿄(2020), 오키나와(2025)의 순으로 대도시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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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도 감소하고 1~2인세대가 증가하였다(川上光彦, 2010:61). 

 5)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일본의 베이비붐 주니어세대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자가용 승용차는 상환부담 측

면에서 주택융자상환 부담금과 유사하다. 따라서 2009년 최초로 자가용 승용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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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디지털(독신세대)화, 주택의 클라우드화8)로 인하여 컴팩트 맨션이 인기를 얻

고 있다. 큰집은 많은 가사노동을 요하므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작은 집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山下努, 2010:37-41).

2.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

 1) 공가율의 증가

일본은 1970년대 초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였다. 이후 연 1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공가율이 급증하여 2008년말 현재 전국의 공

8) IT분야에서의 cloud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됨

으로써 가정에서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전자기기가 필요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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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58 ‘63 ‘68 ‘73 ‘78 ‘83 ‘88 ‘93 ‘98 ‘03 ‘08

공가율 2.0 2.5 4.0 5.5 7.6 8.6 9.4 9.8 11.5 12.2 13.1

〈표 4〉 일본의 공가율(%) 추이 

가율은 13.1%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다.9) 한편, 대도

시 교외지역의 공가도 급증하고 있는데, 도쿄 40km권의 임대주택은 1년간 공실이 

49%로 도심의 2배 이상이며, 임대주택의 1/4이 공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山下努,

2010:176-186). 

자료: 일본총무성통계국, “2008 주택․토지통계조사속보,” 2009.7.28.

2) 대도시 한계통근지역의 지가급락

인구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하여 평면적으로 확산개발을 보였던 대

도시 통근권의 거리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도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다음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인구감소가 시작된 2006년까

지의 과거 10년간 도쿄 도심의 주택지는 가격이 상승한 반면, 도심으로부터의 통근

거리가 멀수록 지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30km 이후의 한계 통근지에서

의 지가는 이 기간의 평균치보다 더욱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공가율은 야마나시(山梨)현 19.4%, 와카야마(和歌山)현 17.5%, 오사카시 17.5%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다치키마코토, 2004:136-148). 한편, 우리나라의 공가율은 2005년 5.5%이다(일본의 1973년 의 

공가율에 해당).

거리/노선
도심부 남부 서부 북부 동부

山手線 田園都市線 中央靑梅線 東武東上線 總武․京成線

5km 미만   8.7
5~10km -4.6 -12.2  -8.4 -21.9 -26.4
10~15km -10.3 -14.1 -21.8 -28.3
15~20km -26.5 -13.7 -22.2 -32.1
20~25km -23.9 -21.6 -21.6 -34.6
25~30km -24.9 -23.9 -23.9 -37.8
30~35km -39.2 -32.0 -32.0 -44.9
35~40km -42.0 -42.0 -53.2
40~45km -46.3 -46.3 -57.6
45~50km -48.3 -48.3 -46.4
50~55km -59.6 -59.6 -47.9
55~60km -55.1

〈표 5〉 도쿄권 노선거리별 역주변 주택지 평균 공시지가 변화율(1998~2006)

자료: 국토교통성 공시지가자료, 1998, 2006에 의거 계산된 것임.
주1) 2007년 이후는 집계양식의 변화로 일관된 자료를 생성하기 어려움.
  2) 동 기간에 도쿄의 주택지는 평균 -33.3%였음.
  3) 山手線: 도심환상선, 田園都市線: 시내-中央林間방면, 中央靑梅線: 시내-立川방면, 東武東上線: 시내-和光, 川越, 東梅山방면, 總

武․京成線: 시내-千葉, 成田방면

3) 신도시의 주택시장의 부진

도쿄 근교의 다마(多摩)뉴타운은 빈 아파트와 가격 급락, 치바(千葉)뉴타운은 미분

양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와 공가문제도 심각하다(山下努,

2010:30). 치바(千葉)뉴타운의 경우 600만평이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공공기관인 

도시재생기구(UR)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쿄까지의 통근비용이 높아서 분양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치바뉴타운은 일본교외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주택지의 평균가격은 ㎡당 10.43만엔으로 하락하였으며, 도쿄로부

터의 이주인구도 크게 감소하였다(山下努, 2010:54-58). 

사이타마현의 하토야마(鳩山)뉴타운은 1974년 135ha의 규모로 도큐개발이 개발

한 민간 최대단지로서 당초 샐러리맨도 살 수 있는 환경의 단독주택지의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노인주택도 인기는 하락하고 도시근처의 뉴타운에도 뒤지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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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로 도심의 2배 이상이며, 임대주택의 1/4이 공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山下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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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과거 10년간 도쿄 도심의 주택지는 가격이 상승한 반면, 도심으로부터의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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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 치바(千葉)뉴타운의 경우 600만평이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공공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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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이주인구도 크게 감소하였다(山下努, 201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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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도시 도심부로의 회귀

탈신도시와 도심회귀의 영향으로 도쿄 도심의 주거지역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주거지역은 시타마치(下町)와 해변인 고토구 도요수(豊洲)일

대이다.11) 이들 지역은 분양가가 평당 300만엔을 호가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준공

된 주택도 가격이 2배가 된 것이 많다(山下努, 2010).12) 한편, 도쿄 23구의 수도권

에서의 신축맨션의 공급비중은 18.3%(1991)에서 45.8%(2004)로 높아져서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 도심회귀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규모․초고층맨션의 공급이 증

가하였는데, 수도권에서 대규모(200호 이상)단지의 공급비중은 40%, 초고층(20층 

이상)은 18%였다(エクスナレッジ編, 2010:168-170). 

도쿄의 통근권별 주택재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도쿄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0~10km권역내의 주택당 연면적은 가장 작으며, 각 동심원의 면적을 고

려한다면 도심권의 재고비율이나 2001년 이후 신축된 주택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다만, 공가율은 도심(0~10km권)에서 1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심지역

은 공가가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도 많이 지어지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

다. 이 표에서도 30km권이 시장변화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10) 이곳의 인구는 1974년 5,400인, 1995년 1.8만인이었으나 현재는 1.5만인으로 감소하였다. 고령화율은 

23%, 14세 이하 인구는 1할 미만, 주간인구 1.4만인으로 거의 노인정체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도쿄의 신바시(新橋)까지 2시간으로 한계통근권에 위치하고 있다(山下努, 2010:61-63). 
11) 재개발 가능지는 대부분 기업보유 토지(공장, 창고, 야적장 등)로 외국이름의 맨션브랜드 개발, 긴자까지

의 양호한 지하철 접근성, 재개발 장려를 위한 높이제한의 완화 등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다 그

러나 최근에 발생한 북동부 대지진의 영향으로 해안가의 입지에 대한 인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 2000~2008년 도쿄구부(區部)맨션의 평균가격은 4,632만엔(2000), 4,920만엔(2005), 6,120만엔(2007), 

5,932만엔(2008)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가구규모의 소형화와 함께 도심 소형 주택수요가 증가한데 기

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리 주택당 평균 연면적(㎡) 공가율(%) 재고비중(%) 신축비중(%)1

도쿄 70km권 전체 76.14 11.2 100.0 19.3
0~10km 58.17 12.5 11.5 20.9
10~20km 63.89 10.6 26.2 18.9
20~30km 73.99 10.5 22.2 20.4
30~40km 82.50 10.7 19.9 18.7
40~50km 90.34 11.0 10.9 18.5
50~60km 98.99 13.3 5.1 18.3
60~70km 108.70 14.7 4.0 17.0

〈표 6〉 도쿄 통근권별 주택재고 현황(2008)

자료: 국토교통성, 2008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거 계산된 것임.
주1) 신축비중은 권역내 총주택재고에서 2001년 이후 건설된 주택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4. 일본 부동산 산업구조의 변화 

1. 국가경제에서의 건설․부동산업의 위상

 1) 총생산 동향

일본의 건설․부동산업13)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수준으로

서, 건설업은 6.3%, 부동산업(자가주택의 귀속임료 포함)은 11.9%를 차지하고 있으

며, 건설업의 비중은 감소, 부동산업은 증가추세에 있다.14)

일본 총무성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2007년 현재 부동산업은 건물토

지매매업(18,018개소), 부동산중개업(46,987), 부동산임대업(48,716), 주택임대업(貸

家貸間業)(147,331), 주차장업(36,099), 부동산관리업(28,313)으로 구성되어 주택임

대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부동산업에서의 임대업의 비중은 

10%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15)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성장 기간 동안의 건설재고 

13)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나 주차장업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업의 비중이 크다.

14) 이는 2006년 자료(橘川武郞외, 2007:359)이며, 2008년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업이 GDP의 4.3%(자가

주택 귀속임료 포함), 건설업은 6.6%(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로서 건설업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부동산업은 임대산업의 미발달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5)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서비스업 총조사에 의하면, 부동산업체는 총 89,38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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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도시 도심부로의 회귀

탈신도시와 도심회귀의 영향으로 도쿄 도심의 주거지역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주거지역은 시타마치(下町)와 해변인 고토구 도요수(豊洲)일

대이다.11) 이들 지역은 분양가가 평당 300만엔을 호가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준공

된 주택도 가격이 2배가 된 것이 많다(山下努, 2010).12) 한편, 도쿄 23구의 수도권

에서의 신축맨션의 공급비중은 18.3%(1991)에서 45.8%(2004)로 높아져서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 도심회귀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규모․초고층맨션의 공급이 증

가하였는데, 수도권에서 대규모(200호 이상)단지의 공급비중은 40%, 초고층(20층 

이상)은 18%였다(エクスナレッジ編, 2010:168-170). 

도쿄의 통근권별 주택재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도쿄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0~10km권역내의 주택당 연면적은 가장 작으며, 각 동심원의 면적을 고

려한다면 도심권의 재고비율이나 2001년 이후 신축된 주택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다만, 공가율은 도심(0~10km권)에서 1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심지역

은 공가가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도 많이 지어지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

다. 이 표에서도 30km권이 시장변화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10) 이곳의 인구는 1974년 5,400인, 1995년 1.8만인이었으나 현재는 1.5만인으로 감소하였다. 고령화율은 

23%, 14세 이하 인구는 1할 미만, 주간인구 1.4만인으로 거의 노인정체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도쿄의 신바시(新橋)까지 2시간으로 한계통근권에 위치하고 있다(山下努, 2010:61-63). 
11) 재개발 가능지는 대부분 기업보유 토지(공장, 창고, 야적장 등)로 외국이름의 맨션브랜드 개발, 긴자까지

의 양호한 지하철 접근성, 재개발 장려를 위한 높이제한의 완화 등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다 그

러나 최근에 발생한 북동부 대지진의 영향으로 해안가의 입지에 대한 인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 2000~2008년 도쿄구부(區部)맨션의 평균가격은 4,632만엔(2000), 4,920만엔(2005), 6,120만엔(2007), 

5,932만엔(2008)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가구규모의 소형화와 함께 도심 소형 주택수요가 증가한데 기

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리 주택당 평균 연면적(㎡) 공가율(%) 재고비중(%) 신축비중(%)1

도쿄 70km권 전체 76.14 11.2 100.0 19.3
0~10km 58.17 12.5 11.5 20.9
10~20km 63.89 10.6 26.2 18.9
20~30km 73.99 10.5 22.2 20.4
30~40km 82.50 10.7 19.9 18.7
40~50km 90.34 11.0 10.9 18.5
50~60km 98.99 13.3 5.1 18.3
60~70km 108.70 14.7 4.0 17.0

〈표 6〉 도쿄 통근권별 주택재고 현황(2008)

자료: 국토교통성, 2008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거 계산된 것임.
주1) 신축비중은 권역내 총주택재고에서 2001년 이후 건설된 주택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4. 일본 부동산 산업구조의 변화 

1. 국가경제에서의 건설․부동산업의 위상

 1) 총생산 동향

일본의 건설․부동산업13)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수준으로

서, 건설업은 6.3%, 부동산업(자가주택의 귀속임료 포함)은 11.9%를 차지하고 있으

며, 건설업의 비중은 감소, 부동산업은 증가추세에 있다.14)

일본 총무성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2007년 현재 부동산업은 건물토

지매매업(18,018개소), 부동산중개업(46,987), 부동산임대업(48,716), 주택임대업(貸

家貸間業)(147,331), 주차장업(36,099), 부동산관리업(28,313)으로 구성되어 주택임

대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부동산업에서의 임대업의 비중은 

10%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15)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성장 기간 동안의 건설재고 

13)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나 주차장업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업의 비중이 크다.

14) 이는 2006년 자료(橘川武郞외, 2007:359)이며, 2008년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업이 GDP의 4.3%(자가

주택 귀속임료 포함), 건설업은 6.6%(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로서 건설업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부동산업은 임대산업의 미발달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5)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서비스업 총조사에 의하면, 부동산업체는 총 89,38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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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으로 일본의 건설업은 축소되는 반면에 임대업을 주축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중

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건설투자 동향

일본의 국내건설투자는 부동산 버블붕괴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1992년 84조

엔을 정점으로 2007년 52조엔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44.2조엔의 규모로 축소

될 것으로 예측된다(노무라종합연구소, 2010:52).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용(사무

실, 병원 등)과 산업용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생활용 시설(점포와 학교 등)은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내외

로서 2010년의 경우 200조원에 이르고 있다. 환율과 한일간의 경제규모 격차를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인구감소가 시작된 2007년 일본의 0.7배16)에 해당하

는 수치로서 2018년경 인구감소가 시작되기까지 신규건설투자를 확대할 여지는 아

직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7)

2. 주택시장의 수급구조 변화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

2009년 일본의 전국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6.0배이지만, 도쿄 신축맨

션의 PIR은 10배로 계속 상승중이다. PIR의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어 사가(佐賀)현

은 4.08로 전국최저를 기록하고 있다(山下努, 2010:176-186).18) 한편, 중고주택의 

이며, 그중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서비스업이고, 임대공급업은 7,518개소로서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이 일본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6) 52조엔×13원/엔÷2,5배(경제규모격차)÷199조원(2010한국건설투자)≒0.7
17) 국내건설시장이 포화되어, 즉 그동안의 충분한 건설재고 축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선진화 수준에서

는 더 이상의 국내건설시장 규모 확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일본과 비교하여 국내건설시

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간단한 계산에 의거하였음.

기  간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10~15

착공(천호) 5,976 8,093 7,299 6,673 5,910 5,471 4,502
세대수증가(천세대) 2,156 2,690 3,299 2,882 2,280 1,224  313

자가(%)  62.6  49.1  55.7  61.8  60.1 59.3  58.9
-단독(%)  51.7  38.6  43.5  46.8  42.0 39.6  38.4
임대(%)  33.8  49.3  42.1  36.8  39.1 40.2  40.8
-맨션(%)  15.1  20.7  15.4  15.7  16.1 16.4  16.5
급여(%)   1.8   1.6   2.2   1.4   0.8 0.5   0.2

〈표 7〉 신축주택 착공실적 및 전망

PIR은 전국적으로 3.88배(도쿄는 6.86배)를 보이고 있다(山下努, 2010:176-186).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의 전국 평균 PIR(KB국민은행연구소, 2009)은 7.7

배이며, 서울은 8.9배, 지방도시는 6.4배로서 일본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

이지만, 대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의 신규공급 구조변화

일본에서의 신축주택 착공실적을 보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197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총량적으로 연간 90~100만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자

가주택의 경우 1996년 이후 전체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2000

년까지 42만가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6년에는 54만가구로 증가하였다.19) 향후 

2015년까지는 연간 90만호로 시장이 축소되고, 자가와 임대의 비율은 6:4로 안정적

인 구도를 유지하겠으나, 단독주택의 비율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

구 및 세대감소에 따른 단독주택의 1차 취득자의 감소, 양질의 단독주택 스톡형성,

개인의 임대선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노무라종합연구소, 2010:118-127). 

주1) 2006년 이후는 예측치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되

었을 가능성이 있음.
  2) 급여주택이라 함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택이나 관사를 의미함.
자료: 노무라종합연구소지음, 이민영역, 「2015 건설․부동산」, 매일경제신문사, 2010, p.115.

18) 주택가격은 연수입의 10배내외가 적절하나, 버블시기에는 15배에 이르렀다(野口悠紀雄외, 2011). 
19) 신축 임대아파트는 1996년 27만가구에서 2001년 18만 가구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25만가구로 증

가하였다. 특히 임대단독주택이 급증하였는데, 1996년 4만 가구에서 2006년에는 9만가구로 증가하였다

(국토교통성, 주택착공통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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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으로 일본의 건설업은 축소되는 반면에 임대업을 주축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중

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건설투자 동향

일본의 국내건설투자는 부동산 버블붕괴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1992년 84조

엔을 정점으로 2007년 52조엔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44.2조엔의 규모로 축소

될 것으로 예측된다(노무라종합연구소, 2010:52).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용(사무

실, 병원 등)과 산업용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생활용 시설(점포와 학교 등)은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내외

로서 2010년의 경우 200조원에 이르고 있다. 환율과 한일간의 경제규모 격차를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인구감소가 시작된 2007년 일본의 0.7배16)에 해당하

는 수치로서 2018년경 인구감소가 시작되기까지 신규건설투자를 확대할 여지는 아

직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7)

2. 주택시장의 수급구조 변화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

2009년 일본의 전국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6.0배이지만, 도쿄 신축맨

션의 PIR은 10배로 계속 상승중이다. PIR의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어 사가(佐賀)현

은 4.08로 전국최저를 기록하고 있다(山下努, 2010:176-186).18) 한편, 중고주택의 

이며, 그중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서비스업이고, 임대공급업은 7,518개소로서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이 일본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6) 52조엔×13원/엔÷2,5배(경제규모격차)÷199조원(2010한국건설투자)≒0.7
17) 국내건설시장이 포화되어, 즉 그동안의 충분한 건설재고 축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선진화 수준에서

는 더 이상의 국내건설시장 규모 확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일본과 비교하여 국내건설시

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간단한 계산에 의거하였음.

기  간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10~15

착공(천호) 5,976 8,093 7,299 6,673 5,910 5,471 4,502
세대수증가(천세대) 2,156 2,690 3,299 2,882 2,280 1,224  313

자가(%)  62.6  49.1  55.7  61.8  60.1 59.3  58.9
-단독(%)  51.7  38.6  43.5  46.8  42.0 39.6  38.4
임대(%)  33.8  49.3  42.1  36.8  39.1 40.2  40.8
-맨션(%)  15.1  20.7  15.4  15.7  16.1 16.4  16.5
급여(%)   1.8   1.6   2.2   1.4   0.8 0.5   0.2

〈표 7〉 신축주택 착공실적 및 전망

PIR은 전국적으로 3.88배(도쿄는 6.86배)를 보이고 있다(山下努, 2010:176-186).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의 전국 평균 PIR(KB국민은행연구소, 2009)은 7.7

배이며, 서울은 8.9배, 지방도시는 6.4배로서 일본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

이지만, 대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의 신규공급 구조변화

일본에서의 신축주택 착공실적을 보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197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총량적으로 연간 90~100만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자

가주택의 경우 1996년 이후 전체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2000

년까지 42만가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6년에는 54만가구로 증가하였다.19) 향후 

2015년까지는 연간 90만호로 시장이 축소되고, 자가와 임대의 비율은 6:4로 안정적

인 구도를 유지하겠으나, 단독주택의 비율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

구 및 세대감소에 따른 단독주택의 1차 취득자의 감소, 양질의 단독주택 스톡형성,

개인의 임대선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노무라종합연구소, 2010:118-127). 

주1) 2006년 이후는 예측치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되

었을 가능성이 있음.
  2) 급여주택이라 함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택이나 관사를 의미함.
자료: 노무라종합연구소지음, 이민영역, 「2015 건설․부동산」, 매일경제신문사, 2010, p.115.

18) 주택가격은 연수입의 10배내외가 적절하나, 버블시기에는 15배에 이르렀다(野口悠紀雄외, 2011). 
19) 신축 임대아파트는 1996년 27만가구에서 2001년 18만 가구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25만가구로 증

가하였다. 특히 임대단독주택이 급증하였는데, 1996년 4만 가구에서 2006년에는 9만가구로 증가하였다

(국토교통성, 주택착공통계, 2009). 

61

인
구

고
령

화
와

 경
제



 3) 낮은 중고주택의 거래비중

중고주택의 거래량은 증가하였으나 신축거래량에 비하면 약 1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0) 그 이유는 중고주택의 자산가치나 하자를 적절히 평가하는 

구조가 미비했기 때문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재)주택보증기구를 통

한 기존주택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매매시 최저 5년간 수리비 등을 보증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2년 12월에는 기존주택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구조 및 화재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6년 6월에는 주생활기본법을 제정하여 내진화, 무

장애시설, 에너지 절감, 주택성능표시제 수치목표 설치 등 주택의 품질향상에 진력

하였다.

 4) 맨션분양 업계의 구조변화

(1) 맨션수급 및 업계 경쟁구도의 변화

수도권에서는 맨션공급이 과거 연간 4~5만호 수준이었으나, 1994년 이후에는 8

만호로 급증하였다.21) 이러한 맨션 붐의 요인은 도심입지, 도심회귀, 면적확대, 가격

안정, 방범성능 향상, 상품기획력의 발달 때문이다. 한편, 50세 이상의 맨션구입자 

증가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외단독주택으로부터 도심맨션으로의 교체수요가 왕성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30대 신규취득자는 선호도가 45%로 불변이었다(エクスナ

レッジ編, 2010:168). 

맨션 분양회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경쟁과잉 상태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22)

맨션분양사업에서 브랜드파워의 영향은 증대하고 있어 부동산 대기업 5사의 비중이 

20) 200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하면 중고주택유통량 17만5천 가구로 주택공급량의 약10%로서 영미의 

80%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1) 일본부동산연구소자료에 의하면 리먼사태 이후 맨션공급은 급감하여 2009년에는 3만6천호 수준까지 축

소되었으나 , 2010년에는 4만5천호 수준으로 회복되는 중이다.
22) 맨션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5조 1천억엔(수도권 56%, 긴키권 20%)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06년

부터는  도심용지가 상승, 우량용지 고갈, 분양사간 경쟁심화 등으로 시장자체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들을 보면 상품구성면에서는 지역창조형 복합개발, 건

물기획의 차별화와 사후서비스강화를 갖추고 있다(노무라종합연구소, 2010:156).

(2) 맨션 재건축의 부진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맨션은 560만호(1,400만인 거주)이며, 상당수가 40년 

이상 경과한 비내진 구조로서 설비도 상당히 노후화된 실정이다(山下努, 2010). 

일본에서는 「맨션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을 2002년 6월 19일 공포함

으로써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5호이상의 맨션을 재건축하는 경우

로서 전유부분이 원칙적으로 50㎡(독신자용은 25㎡)이상 이고 2이상의 거실을 가져

야 한다. 민간재개발촉진기금에 의한 채무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의 2/3이상이 경과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제정 후 이제까지 추진된 건수는 총 15

건에 불과하다.23) 이는 높은 주민동의율 요건24) 때문이다. 이밖에도 거주자의 노령

화로 인하여 재건축에 따른 추가부담과 부재지주, 그리고 자산가치에 비해 높은 임

대료로 인하여 재건축의 추진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エクスナレッジ編,

2010:634).25)

3. 부동산 산업구조의 주요변화

 1) 도시재정비 사업의 특화․전문화․장기화

도쿄에서의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례는 다음 <표 8>과 같으며, 이들은 지역이미지

와 기업이미지를 동시에 변화시킴으로써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즉, 재개발에 있어

23) 재건축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도쿄 오타구의 하기나카(萩中)주택의 경우, 5층 8동 368호의 기존주택을 

‘오베르그란디오하기나카’ 주택단지(18층 2동 534호)로 재건축하여 평균 45~60㎡, 추가비용은 호당 

1,200만엔이 들었으며, 재건축으로 젊은 층이 입주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山下努, 2010:76).
24)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구분소유자의 4/5이상, 개인시행자의 경우는 전원동의를 요한다.
25) 2003~2006의 기간 중 맨션재건축 실적은 25건에 불과하다(エクスナレッジ編, 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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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낮은 중고주택의 거래비중

중고주택의 거래량은 증가하였으나 신축거래량에 비하면 약 1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0) 그 이유는 중고주택의 자산가치나 하자를 적절히 평가하는 

구조가 미비했기 때문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재)주택보증기구를 통

한 기존주택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매매시 최저 5년간 수리비 등을 보증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2년 12월에는 기존주택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구조 및 화재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6년 6월에는 주생활기본법을 제정하여 내진화, 무

장애시설, 에너지 절감, 주택성능표시제 수치목표 설치 등 주택의 품질향상에 진력

하였다.

 4) 맨션분양 업계의 구조변화

(1) 맨션수급 및 업계 경쟁구도의 변화

수도권에서는 맨션공급이 과거 연간 4~5만호 수준이었으나, 1994년 이후에는 8

만호로 급증하였다.21) 이러한 맨션 붐의 요인은 도심입지, 도심회귀, 면적확대, 가격

안정, 방범성능 향상, 상품기획력의 발달 때문이다. 한편, 50세 이상의 맨션구입자 

증가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외단독주택으로부터 도심맨션으로의 교체수요가 왕성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30대 신규취득자는 선호도가 45%로 불변이었다(エクスナ

レッジ編, 2010:168). 

맨션 분양회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경쟁과잉 상태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22)

맨션분양사업에서 브랜드파워의 영향은 증대하고 있어 부동산 대기업 5사의 비중이 

20) 200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하면 중고주택유통량 17만5천 가구로 주택공급량의 약10%로서 영미의 

80%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1) 일본부동산연구소자료에 의하면 리먼사태 이후 맨션공급은 급감하여 2009년에는 3만6천호 수준까지 축

소되었으나 , 2010년에는 4만5천호 수준으로 회복되는 중이다.
22) 맨션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5조 1천억엔(수도권 56%, 긴키권 20%)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06년

부터는  도심용지가 상승, 우량용지 고갈, 분양사간 경쟁심화 등으로 시장자체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들을 보면 상품구성면에서는 지역창조형 복합개발, 건

물기획의 차별화와 사후서비스강화를 갖추고 있다(노무라종합연구소, 2010:156).

(2) 맨션 재건축의 부진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맨션은 560만호(1,400만인 거주)이며, 상당수가 40년 

이상 경과한 비내진 구조로서 설비도 상당히 노후화된 실정이다(山下努, 2010). 

일본에서는 「맨션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을 2002년 6월 19일 공포함

으로써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5호이상의 맨션을 재건축하는 경우

로서 전유부분이 원칙적으로 50㎡(독신자용은 25㎡)이상 이고 2이상의 거실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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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불과하다.23) 이는 높은 주민동의율 요건24) 때문이다. 이밖에도 거주자의 노령

화로 인하여 재건축에 따른 추가부담과 부재지주, 그리고 자산가치에 비해 높은 임

대료로 인하여 재건축의 추진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エクスナレッジ編,

2010:634).25)

3. 부동산 산업구조의 주요변화

 1) 도시재정비 사업의 특화․전문화․장기화

도쿄에서의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례는 다음 <표 8>과 같으며, 이들은 지역이미지

와 기업이미지를 동시에 변화시킴으로써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즉, 재개발에 있어

23) 재건축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도쿄 오타구의 하기나카(萩中)주택의 경우, 5층 8동 368호의 기존주택을 

‘오베르그란디오하기나카’ 주택단지(18층 2동 534호)로 재건축하여 평균 45~60㎡, 추가비용은 호당 

1,200만엔이 들었으며, 재건축으로 젊은 층이 입주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山下努, 2010:76).
24)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구분소유자의 4/5이상, 개인시행자의 경우는 전원동의를 요한다.
25) 2003~2006의 기간 중 맨션재건축 실적은 25건에 불과하다(エクスナレッジ編, 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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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규모(만㎢) 준공연월 사업주체

롯폰기 힐즈(六本木ヒルズ) 11.0 2003. 4 森ビル

마루노우치 오아조(丸の内オアゾ) 2.4 2004. 9 三菱地所

오모테산도 힐즈(表参道ヒルズ) 1.2 2006. 1 森ビル

도쿄 미드타운(東京ミッドタウン) 6.9 2007. 1 三井不動産

아카사카 서커스(赤坂サカス) 3.3 2008. 3 東京放送

〈표 8〉 2000년대 도쿄의 주요 도시개발사업 

서도 기업별로 전담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바, 마루노우치(丸の内)지역은 미쓰비시지

쇼(三菱地所), 니혼바시(日本橋)지역은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이 주력을 이루는 지

역이다. 한편, 재개발에도 브랜드가 도입되었는데, 예컨대 모리빌딩(森ビル)은 ‘힐즈’

라는 브랜드로 특화되어 있다.

자료: 山下和之, 「よくわかる不動産業界」、日本実業出版社、2010, p.23.

 2) 새로운 부동산사업 분야의 부상

(1) 주택리폼시장

일본의 주택리폼사업의 시장규모는 1989년 3조 4천억엔으로부터 2002년에는 5

조 6,100엔의 규모로 증가하였다(橘川武郞외, 2007:295). 보수를 요하는 주택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내진성능이 강화되어 리폼에 대한 수

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리폼 시장은 2007년 6조엔 시장이었으나 2020년엔 9조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山下和之, 2010:58). 환경친화형 리폼사업은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대체하는 사업이나 조명, 발전,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품질보증, 성능표시제도, IT적응 등도 리폼사업의 시장확대

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기업 부동산 및 부동산 컨설팅 시장

일본 종합개발업자들은 기업부동산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는 ①2005-2007 3대 도시권 지가(특히 상업지)반등과 토지소유

에 대한 선호의식 증가 ②외국인 투자자 증가 ③부동산관련법규의 변화26)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개발업자의 평소 기업자문 역할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며, 부동산 웹싸이트도 증가하여 사업기회의 확대가 예상된다.27)

(3) 틈새시장의 발전

원룸맨션 시장의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미활용 나대지를 코인파킹으로 임대․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원룸의 경우 1999

년부터 공급이 급증하고 평단가는 상승(2009년 평당 330만엔, 연간 4,000호)하였

다.28) 원룸 사업의 번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와 독신가구 증가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부동산 시장에의 시사점

1. 인구요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1)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다음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30년의 시

차로 일본에 뒤졌으나 향후 이러한 격차는 더욱 좁아져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것은 

일본보다 불과 10년 정도가 뒤진 2018년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 2005.4 고정자산감손회계 완전실시, 2007.5 회사법(삼각합병부분)시행, 2007.9 자기신탁제도 창설,
2009.1 EU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의무화

27) 주요 부동산 싸이트로는 (공공) 부동산JAPAN/부동산유통근대화센터/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住まいの정

보발신국/부동산공정거래협의회 연합회/주택리폼분쟁처리센터(민간) 住まいsurfin/ 야후부동산 / HOME’s/ 
주택정보 Navisumo/ Allabout/ 주택서치/ Goo주택부동산 등이 있다.

28) 원룸의 수익률은 100만엔 수입/3,000만엔=3.3% 수익이 보통이다(山下和之,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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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규모(만㎢) 준공연월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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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기업별로 전담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바, 마루노우치(丸の内)지역은 미쓰비시지

쇼(三菱地所), 니혼바시(日本橋)지역은 미쓰이부동산(三井不動産)이 주력을 이루는 지

역이다. 한편, 재개발에도 브랜드가 도입되었는데, 예컨대 모리빌딩(森ビル)은 ‘힐즈’

라는 브랜드로 특화되어 있다.

자료: 山下和之, 「よくわかる不動産業界」、日本実業出版社、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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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택리폼사업의 시장규모는 1989년 3조 4천억엔으로부터 2002년에는 5

조 6,100엔의 규모로 증가하였다(橘川武郞외, 2007:295). 보수를 요하는 주택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내진성능이 강화되어 리폼에 대한 수

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리폼 시장은 2007년 6조엔 시장이었으나 2020년엔 9조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山下和之, 2010:58). 환경친화형 리폼사업은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대체하는 사업이나 조명, 발전,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품질보증, 성능표시제도, IT적응 등도 리폼사업의 시장확대

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기업 부동산 및 부동산 컨설팅 시장

일본 종합개발업자들은 기업부동산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는 ①2005-2007 3대 도시권 지가(특히 상업지)반등과 토지소유

에 대한 선호의식 증가 ②외국인 투자자 증가 ③부동산관련법규의 변화26)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개발업자의 평소 기업자문 역할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며, 부동산 웹싸이트도 증가하여 사업기회의 확대가 예상된다.27)

(3) 틈새시장의 발전

원룸맨션 시장의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미활용 나대지를 코인파킹으로 임대․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원룸의 경우 1999

년부터 공급이 급증하고 평단가는 상승(2009년 평당 330만엔, 연간 4,000호)하였

다.28) 원룸 사업의 번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와 독신가구 증가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부동산 시장에의 시사점

1. 인구요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1)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다음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30년의 시

차로 일본에 뒤졌으나 향후 이러한 격차는 더욱 좁아져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것은 

일본보다 불과 10년 정도가 뒤진 2018년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 2005.4 고정자산감손회계 완전실시, 2007.5 회사법(삼각합병부분)시행, 2007.9 자기신탁제도 창설,
2009.1 EU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의무화

27) 주요 부동산 싸이트로는 (공공) 부동산JAPAN/부동산유통근대화센터/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 住まいの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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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 Navisumo/ Allabout/ 주택서치/ Goo주택부동산 등이 있다.

28) 원룸의 수익률은 100만엔 수입/3,000만엔=3.3% 수익이 보통이다(山下和之,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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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감소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이수욱, 2010; 박덕배, 2010, 김완중, 2010)제기되고 있

으나, 이는 소득의 증가가 인구증가를 능가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29)

그리고 부동산 수요의 근본을 이루는 인구구조는 매우 서서히 변하며, 인구예측은 

오래전부터 가능하므로 사회 시스템이 이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수

는 중요하지만 어떠한 거시경제변수보다도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측 및 적용이 가능

하다(손재영, 2010). 특히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된 과거의 경로를 보면 인구학적 요

인보다는 금융정책과 무역․환율 등 국제적 요인에 의한 바가 크다.30)

비교항목 일본 한국 격차

고령화 사회(7%)진입년도 1970 2000 30년
고령사회(14%)진입년도 1994 2018 24년

초고령사회(20%)진입년도 2006 2026 20년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감소진입년도 1995 2017 22년

총인구 감소 시작년도 2006 2018 12년
총세대수 감소 시작년도 2015 ? 20년+
1~2인 가구비율(2010) 50% 40% 10%

〈표 9〉 일본과 한국의 주요 인구지표 비교 

 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설사 인구감소로 인해 총량적인 수요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재고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수요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형가구의 증대 및 도

심입지 선호에 따라서 도심 소규모 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신규수요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는 바, 도시외곽의 노년층은 주거이전

29) 정의철(2004)에 의하면 인구구조, 소득, 주택가격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는 매년 

25만호 정도의 신규수요가 존재(소득 연 3% 상승가정)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30) 1991년 지가거품 붕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장기적인 불황의 시기에 돌입하는데, 이는 산업의 공

동화, 농업수입의 자유화, 만혼․비혼의 증가, 초저출산, 소득버블의 붕괴 등 산업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다치키마코토, 2004:199).

을 통하여 소비를 줄이지(조절하지) 못하고 기존주택의 경우도 무장애(barrier-free)

주택으로의 리폼이나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31) 결국 도심에서

는 신규수요가 존재하고 외곽의 노년층 수요는 상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이들의 주택처분에 의해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

망은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32) 또한 이러한 영향은 주택보다는 오피스 시

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정호성, 2010). 즉, 2000년 이후 도쿄 

도심의 인구는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이는 교외로부터의 전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33)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면에서 노후세대의 부동산보유 수요가 높고34)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위축의 가

능성은 낮다(박재룡 외, 2010).

향후 주택가격의 안정과 소형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택소

유율은 60%정도의 수준에서 거의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의 소형임대주택에 대

한 임차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토지구득이 용이한 교

외지역에서 대량 공급됨으로써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40%에 이르고 있음을 감

안하여 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를 반영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2. 정책의 기본방향

 1) 신도시 건설의 신중한 추진

31)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층 이외외 자가주택률은 지난 20년간 감소하였다.
32) 이수욱(2010)은 재고주택의 18%를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주택가격을 2%정도 하락시킬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33) 정호성(2010:39)에 의하면 수도권에서의 총 이사가구 중에서 쿄도의 외곽지역인 시부로부터 도심23개 

구부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14.1%인데 반해서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경우는 16.9%로 높다.
34) 2007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현재 가계자산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주택보유율은 40대가 69%, 

50대가 81%, 60대 이상이 77%이며 2000년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자가비율은 67.7%로서 

장년가구(50~65세)의 74.5%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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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감소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이수욱, 2010; 박덕배, 2010, 김완중, 2010)제기되고 있

으나, 이는 소득의 증가가 인구증가를 능가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29)

그리고 부동산 수요의 근본을 이루는 인구구조는 매우 서서히 변하며, 인구예측은 

오래전부터 가능하므로 사회 시스템이 이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수

는 중요하지만 어떠한 거시경제변수보다도 서서히 진행되므로 예측 및 적용이 가능

하다(손재영, 2010). 특히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된 과거의 경로를 보면 인구학적 요

인보다는 금융정책과 무역․환율 등 국제적 요인에 의한 바가 크다.30)

비교항목 일본 한국 격차

고령화 사회(7%)진입년도 1970 2000 30년
고령사회(14%)진입년도 1994 2018 24년

초고령사회(20%)진입년도 2006 2026 20년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감소진입년도 1995 2017 22년

총인구 감소 시작년도 2006 2018 12년
총세대수 감소 시작년도 2015 ? 20년+
1~2인 가구비율(2010) 50% 40% 10%

〈표 9〉 일본과 한국의 주요 인구지표 비교 

 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설사 인구감소로 인해 총량적인 수요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재고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수요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형가구의 증대 및 도

심입지 선호에 따라서 도심 소규모 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신규수요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는 바, 도시외곽의 노년층은 주거이전

29) 정의철(2004)에 의하면 인구구조, 소득, 주택가격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는 매년 

25만호 정도의 신규수요가 존재(소득 연 3% 상승가정)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30) 1991년 지가거품 붕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장기적인 불황의 시기에 돌입하는데, 이는 산업의 공

동화, 농업수입의 자유화, 만혼․비혼의 증가, 초저출산, 소득버블의 붕괴 등 산업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다치키마코토, 2004:199).

을 통하여 소비를 줄이지(조절하지) 못하고 기존주택의 경우도 무장애(barrier-free)

주택으로의 리폼이나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31) 결국 도심에서

는 신규수요가 존재하고 외곽의 노년층 수요는 상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이들의 주택처분에 의해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

망은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32) 또한 이러한 영향은 주택보다는 오피스 시

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정호성, 2010). 즉, 2000년 이후 도쿄 

도심의 인구는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이는 교외로부터의 전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33)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면에서 노후세대의 부동산보유 수요가 높고34)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위축의 가

능성은 낮다(박재룡 외, 2010).

향후 주택가격의 안정과 소형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택소

유율은 60%정도의 수준에서 거의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의 소형임대주택에 대

한 임차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토지구득이 용이한 교

외지역에서 대량 공급됨으로써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40%에 이르고 있음을 감

안하여 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를 반영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2. 정책의 기본방향

 1) 신도시 건설의 신중한 추진

31)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층 이외외 자가주택률은 지난 20년간 감소하였다.
32) 이수욱(2010)은 재고주택의 18%를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주택가격을 2%정도 하락시킬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33) 정호성(2010:39)에 의하면 수도권에서의 총 이사가구 중에서 쿄도의 외곽지역인 시부로부터 도심23개 

구부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14.1%인데 반해서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경우는 16.9%로 높다.
34) 2007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현재 가계자산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주택보유율은 40대가 69%, 

50대가 81%, 60대 이상이 77%이며 2000년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자가비율은 67.7%로서 

장년가구(50~65세)의 74.5%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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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입주민들이 더 이상 이주를 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

에서 고령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젊은 층이 내집 마련을 위해 신도시로 이

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신도시는 비교적 부유한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35) 분당의 경우 2000년부터 10년간 전체인구는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인구는 

70%가 증가하였고, 고령자 비율은 8~10% 수준으로 특히 대형평수에서 고령자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0.12.15). 

이에 비해서 일본은 오사카 센리뉴타운의 경우 1962년 입주당시의 고령자비율은 

3.5%였으나 현재는 30%로 크게 높아졌고, 전체인구도 13만에서 9만명으로 축소되

었다. 일본 신도시의 경우는 과거 40대 가장 4인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

만 우리의 신도시는 초기에 분양을 걱정하여 당시 유효수요가 집중한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도시가 급속히 쇠락할 

가능성은 적다.36) 다만, 이제부터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접근

고령화는 지역시장간 격차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지역수요를 진흥하기 위한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SOC투자 사업들은 향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함을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고령화, 국제분업의 진전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대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다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인구예측뿐만 아

35) 조선일보 특집, “잃어버린 20년, 일본에서 배운다,” 2010.12.15자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신도시 쇠락과

는 달리 우리 신도시는 부유한 노년층 문화가 형성되면서 노인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36)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방도시보다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

으나, 일본의 신도시는 내집 마련을 위한 중산층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주택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현상태의 유지가 가능한(이주의 필요성이 적은)수준의 자산축적이 이루어진 계층들

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일본과 같이 쇠락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다.

니라 지역별 인구예측에 근거한 인프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구 

감소, 국제분업, 재정 압박 등을 감안한 지방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 정부가 외부자

본 유치에 의한 지방 발전전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재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차학봉, 2006). 

한편,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심 시가지 쇠퇴와 교외부 확산 현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효율적인 구조개편 및 행정단위 개편도 고려해

야 한다(차학봉, 2006). 특히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사업들은 성장패러다임하의 개발 사업

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도심회귀에의 대응

지구온난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심회귀 경

향에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도시의 단계별 개발밀도 높이는 컴팩트 개발37) 내지 스

마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최민성, 2011:189-290). 더 나아가서는 smart growth에

서 smart shrink로의 개념전환 까지도 필요할 것이다. 즉, 인구감소기에는 축소형,

성숙형을 지향한 저탄소 집약형도시구조가 필요하다. 구미에서의 compact city 정책

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개발밀도의 최저한 규제, 복합기능개발, 결절점에서의 개

발집중, 도시에서의 모빌리티 전환(자동차이용억제, 보행교통우선 등), 공공교통로 

연선에서의 개발촉진, 역주변개발 등(川上光彦, 2010:3-19)이므로 이를 적극 참조하

여야 한다.

특히 도심회귀에 따른 역스프롤 대책도 필요한 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입각한 

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설정하여 그 이내로 개발을 집중토록 할 필요가 있다(淺見,

2009). 이와 함께, 입지적으로 분산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가의 집단화와 

토지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도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발생된 공가를 지역주민의 

37) 도쿄23구의 경우 농업용지는 1.4%, 네리마구는 6.9%의 농지가 상존하고 있어 콤팩트 개발의 여지가 있

다(다치키마코토, 2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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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입주민들이 더 이상 이주를 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

에서 고령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젊은 층이 내집 마련을 위해 신도시로 이

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신도시는 비교적 부유한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35) 분당의 경우 2000년부터 10년간 전체인구는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인구는 

70%가 증가하였고, 고령자 비율은 8~10% 수준으로 특히 대형평수에서 고령자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0.12.15). 

이에 비해서 일본은 오사카 센리뉴타운의 경우 1962년 입주당시의 고령자비율은 

3.5%였으나 현재는 30%로 크게 높아졌고, 전체인구도 13만에서 9만명으로 축소되

었다. 일본 신도시의 경우는 과거 40대 가장 4인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

만 우리의 신도시는 초기에 분양을 걱정하여 당시 유효수요가 집중한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도시가 급속히 쇠락할 

가능성은 적다.36) 다만, 이제부터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접근

고령화는 지역시장간 격차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지역수요를 진흥하기 위한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SOC투자 사업들은 향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함을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고령화, 국제분업의 진전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대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다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인구예측뿐만 아

35) 조선일보 특집, “잃어버린 20년, 일본에서 배운다,” 2010.12.15자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신도시 쇠락과

는 달리 우리 신도시는 부유한 노년층 문화가 형성되면서 노인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36)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방도시보다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

으나, 일본의 신도시는 내집 마련을 위한 중산층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주택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현상태의 유지가 가능한(이주의 필요성이 적은)수준의 자산축적이 이루어진 계층들

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일본과 같이 쇠락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다.

니라 지역별 인구예측에 근거한 인프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구 

감소, 국제분업, 재정 압박 등을 감안한 지방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 정부가 외부자

본 유치에 의한 지방 발전전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재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차학봉, 2006). 

한편,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심 시가지 쇠퇴와 교외부 확산 현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효율적인 구조개편 및 행정단위 개편도 고려해

야 한다(차학봉, 2006). 특히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사업들은 성장패러다임하의 개발 사업

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도심회귀에의 대응

지구온난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심회귀 경

향에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도시의 단계별 개발밀도 높이는 컴팩트 개발37) 내지 스

마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최민성, 2011:189-290). 더 나아가서는 smart growth에

서 smart shrink로의 개념전환 까지도 필요할 것이다. 즉, 인구감소기에는 축소형,

성숙형을 지향한 저탄소 집약형도시구조가 필요하다. 구미에서의 compact city 정책

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개발밀도의 최저한 규제, 복합기능개발, 결절점에서의 개

발집중, 도시에서의 모빌리티 전환(자동차이용억제, 보행교통우선 등), 공공교통로 

연선에서의 개발촉진, 역주변개발 등(川上光彦, 2010:3-19)이므로 이를 적극 참조하

여야 한다.

특히 도심회귀에 따른 역스프롤 대책도 필요한 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입각한 

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설정하여 그 이내로 개발을 집중토록 할 필요가 있다(淺見,

2009). 이와 함께, 입지적으로 분산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가의 집단화와 

토지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도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발생된 공가를 지역주민의 

37) 도쿄23구의 경우 농업용지는 1.4%, 네리마구는 6.9%의 농지가 상존하고 있어 콤팩트 개발의 여지가 있

다(다치키마코토, 2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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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센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도 일부 구에서는 지방대학생의 숙소나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 주택은 공공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의 대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정책과제

 1) 고령자 이주지원제도의 도입

1996년부터 도쿄의 JTI(사단법인 移住住み替え支援機構, Japan Trans-housing 

Institute)는 교외지역의 고령자(50세 이상)주택을 젊은 층에 임대하고 도심에 이주

할 경우 정부가 사망 시까지 반영구적으로 임대료 보증하고 전국에서 이주자를 찾는 

마이홈 임차제도(マイホーム借り上げ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일생동안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며, 3년마다 갱신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재원으로서는 고령자주택기금(5억

엔)을 활용하며, 2008년부터는 부동산 회사와 국토교통성이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

다. 각종 보증금[敷金이나 禮金]없이 시장가격보다 10~20% 싸게 임대하고 있다.

2009년에는 100건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주택가격은 차이가 많으나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5만~15만엔으로 주택 연금화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부동산은 시가 100조엔 이상으로 추산되어 사업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山下努, 2010:141). 

신도시가 점차 고령화되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유동화를 위해서 

기존의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관습이나 기타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주택에 동결된 고령층의 주택소비조절을 원활화하기 위해

서도 이러한 고령자 이주지원제도는 주택연금의 보완책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고령자 전용 서비스 복합 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전개

일본의 경우 고령자전용 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공급업자와의 공동출자38)혹은 단

독출자39)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개호서비스와 연계하여 

유료노인홈과 데이케어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도 도시외곽이 아닌 기

존의 도시지역에서 주거와 개호를 혼합한 고령자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임대주택 사업은 비단 새로운 주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

다. 향후 더욱 늘어날 공가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 및 독신자를 위한 주택으로 관

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부동산 산업의 구조조정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 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그동

안 개발패러다임에 의거 모험적인 사업구도로 일관한 개발업계는 일본의 상품차별

화․전문화 사례를 참조하여 수요의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관행

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결국 향후 부동산 임대수입이 부동산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더욱 부각될 것이며,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리스크 절감도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은 부동산업의 핵심이면서도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관행을 선진화 

하고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업계도 결국은 일본처럼 국내수요의 포화상태를 맞게 될 것이며, SOC사업 

등 공공부문의 발주량도 결국 한계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도 

38) 예컨대, 이 분야 1위를 달리는 멧세지(メッセ-ジ)는 積水하우스와 공동출자하여 1997년 설립된 회사로 

170시설, 9,170호를 운영하고 있음.
39) 예컨대, 오릭스 부동산의 자회사인 「오릭스 리빙」은 17개시설에 1,418호의 노인 전용임대주택을 운영

하고 있다(Mizuho Ban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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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센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도 일부 구에서는 지방대학생의 숙소나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 주택은 공공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의 대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정책과제

 1) 고령자 이주지원제도의 도입

1996년부터 도쿄의 JTI(사단법인 移住住み替え支援機構, Japan Trans-housing 

Institute)는 교외지역의 고령자(50세 이상)주택을 젊은 층에 임대하고 도심에 이주

할 경우 정부가 사망 시까지 반영구적으로 임대료 보증하고 전국에서 이주자를 찾는 

마이홈 임차제도(マイホーム借り上げ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일생동안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며, 3년마다 갱신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재원으로서는 고령자주택기금(5억

엔)을 활용하며, 2008년부터는 부동산 회사와 국토교통성이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

다. 각종 보증금[敷金이나 禮金]없이 시장가격보다 10~20% 싸게 임대하고 있다.

2009년에는 100건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주택가격은 차이가 많으나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5만~15만엔으로 주택 연금화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부동산은 시가 100조엔 이상으로 추산되어 사업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山下努, 2010:141). 

신도시가 점차 고령화되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유동화를 위해서 

기존의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관습이나 기타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주택에 동결된 고령층의 주택소비조절을 원활화하기 위해

서도 이러한 고령자 이주지원제도는 주택연금의 보완책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고령자 전용 서비스 복합 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전개

일본의 경우 고령자전용 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공급업자와의 공동출자38)혹은 단

독출자39)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개호서비스와 연계하여 

유료노인홈과 데이케어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도 도시외곽이 아닌 기

존의 도시지역에서 주거와 개호를 혼합한 고령자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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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대주택 사업은 비단 새로운 주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

다. 향후 더욱 늘어날 공가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 및 독신자를 위한 주택으로 관

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부동산 산업의 구조조정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 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그동

안 개발패러다임에 의거 모험적인 사업구도로 일관한 개발업계는 일본의 상품차별

화․전문화 사례를 참조하여 수요의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관행

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결국 향후 부동산 임대수입이 부동산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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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컨대, 이 분야 1위를 달리는 멧세지(メッセ-ジ)는 積水하우스와 공동출자하여 1997년 설립된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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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컨대, 오릭스 부동산의 자회사인 「오릭스 리빙」은 17개시설에 1,418호의 노인 전용임대주택을 운영

하고 있다(Mizuho Ban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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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인위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을 진흥하기 위해 혹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금융정책과 지역개발 정책을 전개하다 복합불황

의 기나긴 터널에 빠진 일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지역간(대도시와 지방중소도

시, 도심과 외곽)고령화의 모습과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걱정하는 바와 같은 일본식 부동산 시장폭락은 기

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에서는 비록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됨으로

써 공가율이 높아졌지만, 도심회귀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들

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소비자의 선호를 인식한 상품의 구성

에 따라서 성공한 사업들이 있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최근의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동산업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재고의 증가

에 따라 부동산 임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는 인구의 고령화와 

가구의 소형화로 인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인구의 주거조절과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도록 금융 및 법제 지원이 필요하며, 도

심의 소형가구를 위한 주택개발에 있어서 젊은 층과 고령층의 수요를 구분하여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특히 향후 발생될 공가를 매입임대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되 노년층의 경우 이동 및 개호수요를 고려한 주택의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한편, 도시의 축소에 대비하

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자생력을 육성하도록 새로운 신도시 개발의 추진은 자제하고 

지역의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복합적인 도심재생정책이 수립․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되나, 그 속도는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무리한 개

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일본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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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소형가구를 위한 주택개발에 있어서 젊은 층과 고령층의 수요를 구분하여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특히 향후 발생될 공가를 매입임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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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복합적인 도심재생정책이 수립․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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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주요국�사례를�통해�본�

주택시장�변화�점검”

손은경 l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



국내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고령화가 주

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증

가와 더불어 베이비부머가 고령기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 고령인구의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자산의 규모, 특히 부동산 

자산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또한 국내 고령세대의 상당수가 향후 노후

생활비 마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보유주택의 처

분 또는 규모 축소 등 주택시장내 새로운 트렌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고령화가 이미 시작된 일본 및 영국의 경우,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더불

어 고령세대를 위한 새로운 주택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자의 상당수

가 독립 및 자가거주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시, 일본 및 영국의 사례처럼 무장애 

설계주택, 평생주택 등 고령자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된 스마트 주택에 대

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주택수요 위

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 주택시장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가 평생 거

주가능한 주택 및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 조성 등 고령세대의 니즈에 맞춘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 시대,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주택시장 변화 점검

손은경1)

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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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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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등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자의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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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주택, 평생주택 등 고령자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된 스마트 주택에 대

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주택수요 위

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 주택시장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가 평생 거

주가능한 주택 및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 조성 등 고령세대의 니즈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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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고령화 추이 및 자산 포트폴리오 

1. 국내 인구 고령화 추이

국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인구 고

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65세이상 고령자는 현재 약 545만명(총인구 

11.0%)으로 ‘고령화사회2)’ 단계에 진입하였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

에 6년, 초고령사회 14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10년 현재 한국의 

중위연령은 37.9세로 다소 젊은 편에 속하나, 2040년에 52.6세에 달할 전망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 2010년 현재 중위연령은 44.7세이며 2040년에 52.6세로 추정되

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40년

에 주요국들의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미국 39.6세, 영국 42.4세, EU 46.4세, 신흥국 

34.8세로 나타나는 등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소 우려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2. 고령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국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60~64세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65세이상에 진입하면서 자산규모가 빠르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60~64세에 4억 2,876만원(부동산 3억 5,696만원)으로 최

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총자산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특히 75

세이상 가구의 경우, 총자산의 규모는 2억원대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수준도 감소함에 따라 자산 건전성은 다소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중은 40대에 가장 높은 수준

2)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14%), 고령사회(14%~20%), 초고령사회(20%이

상)로 구분(UN기준)

(17.5%)을 보이다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주요국의 중위연령 추이 〔그림 2〕 연령별 부채 및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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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65세이상 고령가구로 접어들수록 자산규모 축소와 함께 부동산도 빠

르게 감소하는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을 먼저 처분한 이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5세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부

동산 규모는 축소되나 총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상회하며 자

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본인주택에 거주

하거나, 향후 증여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려는 의지로 확인된다. 또한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의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처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한편 국내 가계의 경우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인

데다, 주요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중3)을 살펴보면 한국 21.4%, 미국 68.1%, 일본 

58.7%, 영국 45.2%으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3) 통계청, 미국FRB, 금융투자협회 자료 참고(한국과 미국은 2011.2Q, 일본 2008년, 영국 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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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고령화 추이 및 자산 포트폴리오 

1. 국내 인구 고령화 추이

국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인구 고

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65세이상 고령자는 현재 약 545만명(총인구 

11.0%)으로 ‘고령화사회2)’ 단계에 진입하였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

에 6년, 초고령사회 14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10년 현재 한국의 

중위연령은 37.9세로 다소 젊은 편에 속하나, 2040년에 52.6세에 달할 전망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 2010년 현재 중위연령은 44.7세이며 2040년에 52.6세로 추정되

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40년

에 주요국들의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미국 39.6세, 영국 42.4세, EU 46.4세, 신흥국 

34.8세로 나타나는 등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소 우려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2. 고령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국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60~64세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65세이상에 진입하면서 자산규모가 빠르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60~64세에 4억 2,876만원(부동산 3억 5,696만원)으로 최

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총자산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특히 75

세이상 가구의 경우, 총자산의 규모는 2억원대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수준도 감소함에 따라 자산 건전성은 다소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중은 40대에 가장 높은 수준

2)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14%), 고령사회(14%~20%), 초고령사회(20%이

상)로 구분(UN기준)

(17.5%)을 보이다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주요국의 중위연령 추이 〔그림 2〕 연령별 부채 및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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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UN 세계인구추정치(201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국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65세이상 고령가구로 접어들수록 자산규모 축소와 함께 부동산도 빠

르게 감소하는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을 먼저 처분한 이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5세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부

동산 규모는 축소되나 총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상회하며 자

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본인주택에 거주

하거나, 향후 증여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려는 의지로 확인된다. 또한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의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처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한편 국내 가계의 경우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인

데다, 주요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중3)을 살펴보면 한국 21.4%, 미국 68.1%, 일본 

58.7%, 영국 45.2%으로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3) 통계청, 미국FRB, 금융투자협회 자료 참고(한국과 미국은 2011.2Q, 일본 2008년, 영국 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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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은 빠르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낮은 금융자산 비중과 더불어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으

로 인해 향후 은퇴 및 고령세대의 노후소비생활에 있어 심각한 유동성 악화가 우려

되고 있다.

〔그림 3〕 연령별 자산 유형 및 규모 〔그림 4〕 연령별 연간 가처분소득 및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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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3. 고령가구의 노후생활 대비

금융자산의 낮은 비중과 더불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노후생활유지에 있어 현실적 장벽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국내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40~49세에 연간 3,661만원으로 가장 높고 60

세이전까지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이후 빠

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공적연금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

안한다면, 개인연금 또는 기타 임대수익 등 보장장치가 없는 경우 노후생활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로 2009년 기준 65세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국민연

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7.6%에 불과한 실정4)이다. 또한 국내 고령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지하고 있는 등 향후 소득감

〔그림 5〕 고령자의 현실적 어려움 〔그림 6〕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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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2010)

주: 외부 사적부조는 자녀 및 친척지원, 공적부조는 정부 및 단

체 지원

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2010)

소 및 연금부족으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고령자의 상당수(51.9%)는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는데, 고령계층으로 갈수록 

소득 비중이 줄어들면서 외부 부조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0대에

는 근로 및 재산소득 등 생활비 직접조달의 비중은 높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외부 

부조(자녀 및 친척 지원, 정부지원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대별 외부부조 비중을 살펴보면, 65~69세 32.1%, 70~79세 51.9%, 80

세이상 76.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국내 고령

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0.1%로 OECD국가 중에 다소 높은 편이나, 상당수가 

자영업자(46.4%) 또는 임시직(21.3%) 등에 종사함에 따라 노후생활 대비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인구 고령화는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세대의 향후 노후

생활비 부담과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고령화가 국내 

4)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2011.1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현황을 분석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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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은 빠르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낮은 금융자산 비중과 더불어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으

로 인해 향후 은퇴 및 고령세대의 노후소비생활에 있어 심각한 유동성 악화가 우려

되고 있다.

〔그림 3〕 연령별 자산 유형 및 규모 〔그림 4〕 연령별 연간 가처분소득 및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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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3. 고령가구의 노후생활 대비

금융자산의 낮은 비중과 더불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빠

르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노후생활유지에 있어 현실적 장벽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국내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40~49세에 연간 3,661만원으로 가장 높고 60

세이전까지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이후 빠

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공적연금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

안한다면, 개인연금 또는 기타 임대수익 등 보장장치가 없는 경우 노후생활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로 2009년 기준 65세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국민연

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7.6%에 불과한 실정4)이다. 또한 국내 고령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지하고 있는 등 향후 소득감

〔그림 5〕 고령자의 현실적 어려움 〔그림 6〕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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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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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2010)

소 및 연금부족으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고령자의 상당수(51.9%)는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는데, 고령계층으로 갈수록 

소득 비중이 줄어들면서 외부 부조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0대에

는 근로 및 재산소득 등 생활비 직접조달의 비중은 높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외부 

부조(자녀 및 친척 지원, 정부지원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대별 외부부조 비중을 살펴보면, 65~69세 32.1%, 70~79세 51.9%, 80

세이상 76.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국내 고령

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0.1%로 OECD국가 중에 다소 높은 편이나, 상당수가 

자영업자(46.4%) 또는 임시직(21.3%) 등에 종사함에 따라 노후생활 대비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인구 고령화는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세대의 향후 노후

생활비 부담과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고령화가 국내 

4)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2011.1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현황을 분석

한 결과

83

인
구

고
령

화
와

 경
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현재 545

만명이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베이비부머가 고령기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 고령인구의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이미 시작된 

일본 및 영국의 경우,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 고령세대를 위한 새로운 주

택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점진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주택수요 위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 주택시장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자가 평생 거주가능한 주택 및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향

후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들의 주택시장

1. 일본

 1) 일본의 고령화 추이

일본 총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카이세대 및 전후(戰後)세

대가 고령기에 도달함에 따라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고령인구는 

2005년 현재 2,576만명, 2040년에 3,85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2005년 20%, 2025년 30%, 2055년 40%로 증

가할 전망이다. 한편 고령가구는 2020년에 1,847만세대(총가구의 37%)로 최고치에 

달할 것이며,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자 부부 및 1인 고령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령세대의 약 47.7%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세대

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내 영향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주택착공호수 감소와 더불어 신도시 쇠퇴 등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더불어 빠른 고령화로 

인해 종속인구비율5)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주택착공호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다. 즉, 종속인구와 주택건설의 장기추세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고

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종속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

으로 파악된다. 중장기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인구 동태적 변화,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일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6)된다. 또한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지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

소와 고령화 진행은 주택지 평균가격에 있어 하락압력으로 작용5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그림 7〕 일본의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그림 8〕 주택착공호수와 종속인구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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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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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이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베이비부머가 고령기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 고령인구의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이미 시작된 

일본 및 영국의 경우,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 고령세대를 위한 새로운 주

택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점진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주택수요 위축 및 주택규모 변화 등 주택시장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자가 평생 거주가능한 주택 및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향

후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들의 주택시장

1. 일본

 1) 일본의 고령화 추이

일본 총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카이세대 및 전후(戰後)세

대가 고령기에 도달함에 따라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고령인구는 

2005년 현재 2,576만명, 2040년에 3,85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2005년 20%, 2025년 30%, 2055년 40%로 증

가할 전망이다. 한편 고령가구는 2020년에 1,847만세대(총가구의 37%)로 최고치에 

달할 것이며,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자 부부 및 1인 고령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령세대의 약 47.7%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세대

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내 영향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주택착공호수 감소와 더불어 신도시 쇠퇴 등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더불어 빠른 고령화로 

인해 종속인구비율5)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주택착공호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다. 즉, 종속인구와 주택건설의 장기추세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고

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종속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

으로 파악된다. 중장기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인구 동태적 변화,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일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6)된다. 또한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지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

소와 고령화 진행은 주택지 평균가격에 있어 하락압력으로 작용5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그림 7〕 일본의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그림 8〕 주택착공호수와 종속인구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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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통계」

자료: 일본 국토 교통성「주택착공통계」,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인구통계」, 다이와 종합연구소 자본시장 조사

부

5) 종속인구비율=(0~14세인구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종속인구비율 100%는 생산가능인구 10
명이 종속인구 10명 부양을 의미

6) 다이와 종합연구소 「高齢化がもたらす不動産市場へのインパクト. 고령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임팩트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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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자의 생활편의를 배려하지 못한 신도시의 대부분은 ‘올드타운’으로 전락

한데다, 인구의 도심회귀로 지방지역에 공가(空家, 빈집)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교육 및 고용환경이 열악한 상

황으로 대다수의 젊은 계층은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 

및 빠른 고령화, 도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신도시 본래의 기능은 쇠퇴하고 있는 실

정인데, 특히 신도시내 주택들은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치 않은 디자인으로, 고령자

들이 병원 등 편의시설에 집중된 도심으로 빠르게 회귀함에 따라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내 공가수는 1973년 172만호(총주택의 5.5%차지)에서 2008년 

756만호(13.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택의 다운사이징’ 움직임

고령화에 따른 또다른 주택시장의 변화로는 주택규모 미스매칭 및 가계부담 축소 

등으로 ‘주택의 다운사이징’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세대분화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로 가구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일본내 고령가구의 거주주택의 경우 대부분 

대형평형이 많아 주택규모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공가(空家)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과

거 많은 자녀와 거주한 고령가구의 상당수는 자녀세대가 분가한 이후에도 여전히 기

존 대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1~2인 고령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방개수는 

4.4~5.5개7)로 파악되는 반면, 가구당 가구원수는 1960년 4.14명에서 2005년 2.55

명으로 줄었으며 2025년에는 2.3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즉, 가구당 가구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평균 방개수는 여전히 높아 주택 규모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본의 주택연면적을 살펴보면, 주택규모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형주택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내 주택연

면적은 평균 90.5m2로 1950년대와 비교시 약 31% 축소되었으며, 전체 주택 중 대

7) MIC 경제연구소「Housing and Land Survey(2003)」

형평형(150m2이상)의 비중도 1950년이전에는 32.9%에 달했으나, 최근 2003년에는 

12.9%로 감소되는 등 대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9〕 일본 가구원수 및 가구 추이 〔그림 10〕 연도별 주택 연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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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총무성「인구통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

구소「일본의 세대수 향후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주택현황(2007)

일본 고령가구의 주택보유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나 거주인원 감소 및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주택의 다운사이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고령

인구의 경우 높은 저축율 및 낮은 부채로 노후생활은 다소 여유로우나 주택 다운사

이징을 통해 추가적인 가계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주택보

유율8)에 있어서 전체 가구의 평균은 61.2%, 고령세대는 84.0%(독거노인 65.0%, 

부부고령 84.9%)로 나타나는 등 고령가구의 주택보유율은 높은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5인가구는 344,326엔으로 1인당 68,865엔 수준이나,

1인가구의 경우는 163,699엔으로 나타나 5인가구에 비해 1인당 생활비는 2.38배 

높은 실정이다. 즉, 가구원수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1~2인 소수가구가 여전히 넓은 

대형평형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

라 가구원수와 주택규모간의 미스매칭 해소, 가계부담 축소, 에너지 효율 개선, 빈집

의 고령자주택 전환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일본내 주택 다운사이징은 점차 확대되는 

8) 일본 총무성「고령자세대 거주현황(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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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자의 생활편의를 배려하지 못한 신도시의 대부분은 ‘올드타운’으로 전락

한데다, 인구의 도심회귀로 지방지역에 공가(空家, 빈집)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교육 및 고용환경이 열악한 상

황으로 대다수의 젊은 계층은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 

및 빠른 고령화, 도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신도시 본래의 기능은 쇠퇴하고 있는 실

정인데, 특히 신도시내 주택들은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치 않은 디자인으로, 고령자

들이 병원 등 편의시설에 집중된 도심으로 빠르게 회귀함에 따라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내 공가수는 1973년 172만호(총주택의 5.5%차지)에서 2008년 

756만호(13.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택의 다운사이징’ 움직임

고령화에 따른 또다른 주택시장의 변화로는 주택규모 미스매칭 및 가계부담 축소 

등으로 ‘주택의 다운사이징’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세대분화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로 가구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일본내 고령가구의 거주주택의 경우 대부분 

대형평형이 많아 주택규모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공가(空家)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과

거 많은 자녀와 거주한 고령가구의 상당수는 자녀세대가 분가한 이후에도 여전히 기

존 대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1~2인 고령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방개수는 

4.4~5.5개7)로 파악되는 반면, 가구당 가구원수는 1960년 4.14명에서 2005년 2.55

명으로 줄었으며 2025년에는 2.3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즉, 가구당 가구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평균 방개수는 여전히 높아 주택 규모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본의 주택연면적을 살펴보면, 주택규모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형주택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내 주택연

면적은 평균 90.5m2로 1950년대와 비교시 약 31% 축소되었으며, 전체 주택 중 대

7) MIC 경제연구소「Housing and Land Survey(2003)」

형평형(150m2이상)의 비중도 1950년이전에는 32.9%에 달했으나, 최근 2003년에는 

12.9%로 감소되는 등 대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9〕 일본 가구원수 및 가구 추이 〔그림 10〕 연도별 주택 연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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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총무성「인구통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

구소「일본의 세대수 향후 추이」
자료: 일본 총무성 주택현황(2007)

일본 고령가구의 주택보유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나 거주인원 감소 및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주택의 다운사이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고령

인구의 경우 높은 저축율 및 낮은 부채로 노후생활은 다소 여유로우나 주택 다운사

이징을 통해 추가적인 가계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주택보

유율8)에 있어서 전체 가구의 평균은 61.2%, 고령세대는 84.0%(독거노인 65.0%, 

부부고령 84.9%)로 나타나는 등 고령가구의 주택보유율은 높은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5인가구는 344,326엔으로 1인당 68,865엔 수준이나,

1인가구의 경우는 163,699엔으로 나타나 5인가구에 비해 1인당 생활비는 2.38배 

높은 실정이다. 즉, 가구원수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1~2인 소수가구가 여전히 넓은 

대형평형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

라 가구원수와 주택규모간의 미스매칭 해소, 가계부담 축소, 에너지 효율 개선, 빈집

의 고령자주택 전환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일본내 주택 다운사이징은 점차 확대되는 

8) 일본 총무성「고령자세대 거주현황(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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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본 가구당 지출금액 비교 〔그림 12〕 주택 다운사이징 및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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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MIC 경제연구소「가구당 소득 및 지출 설문조사

(2006)」
자료: NLI Research Institute

추세이다.

 4) 복지정책의 변화 및 재택개호 확대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일본내에서도 복지정책이 변화하는 한편, 자가거주 

희망 증가로 주택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개

호(介護, 간병)보험 재정이 2025년 17조엔으로 급증할 전망됨에 따라, 의료비 적정

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의료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개호형 병상시

설 38만개를 폐지하고 중증 고령자만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 개혁을 통해 시설개

호에서 재택개호를 선호함에 따라 주택시장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13〕 개호보험(介護保險) 재정 현황 〔그림 14〕 고령자 거주지 및 의료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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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엔) 65세이상 고령자 2,746만명

요양간호 인정자(439만명)

개호(간병)보험시설: 84만명

(개호요양: 84만명)

재택: 2,642만명

(재택 요양: 336만명)

거주시설: 20만명

(시설요양 20만명)

• 특별보호: 40만명

• 노인복지시설: 31만명

• 개호 병상시설: 13만명

•공영주택(실버하우징

등 2.2만호)

•기타 공영(14.8만호)

• 유료양로원 등

특정시설: 8만명

• 그룹홈: 12만명

※ 개호병상시설 ‘12.3월 폐지

재택요양지원

자료: 일본 후생 노동성(매년도 예산을 기초로 작성) 자료: 일본 후생 노동성「개호(간병)보험 실태조사(2007.1)」

또한 고령자의 상당수가 가능한 본인주택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주하기를 희망함

에 따라 고령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새로운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고령세대의 상당수(84%)는 본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령기에 접어들어도 가능한 자택 또는 전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령기 거주희망9)을 살펴보면, 가능한 자택 44.7%, 노인복

지시설 33.3%, 그룹홈 9.0% 등 순이다. 이에 따라 높은 주택보유율을 기반으로 본

인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인 주택을 고령기에도 

살기 편하게 개조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업계의 경우 사고·사망시 대처의 어려움, 안전관리, 시설미비 등으로 고령자 입주를 

꺼려하는 상황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5) 정부의 고령자 전용주택 지원 방안

9) 일본 내각부「고령자 개호에 관한 여론조사(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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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본 가구당 지출금액 비교 〔그림 12〕 주택 다운사이징 및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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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려하는 상황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5) 정부의 고령자 전용주택 지원 방안

9) 일본 내각부「고령자 개호에 관한 여론조사(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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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고령자 주택

구분 종류 대상 및 내용

복지 차원

(양로원 등

노인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65세이상, 신체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고령자 대상

·주택에서 간호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입소시설 제공

노인보건시설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의 간호시설, 재택 복귀를 목표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병상을 가진 병원 및 진료소(2011년말 폐지)

경비 양로원

(케어하우스 등)
·가정환경 및 주택사정으로 자택거주가 힘든 고령자들을 낮은 금

액으로 입소, 일상생활을 제공

양호 양로원,
유로 양로원

·주택에서 간호가 힘든 고령자들을 입소, 간호 및 건강관리 제공

고령자 그룹홈

(Group 
Home)

·소규모 공간에 함께 거주(1주택에 5~9인 공동거주)
·그룹홈 직원이 일상생활 보조,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 제공

주택 차원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
·공영주택이나 UR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중 무

장애(Barrier free) 설계 지원 및 긴급상황시 서비스 제공

고령자 우량 

임대주택

·무장애 설비 및 긴급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는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주택, 정비비용 및 주택세 감면 혜택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고령자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주택으로, 도도부현 지사에 등록

·고령자 거주지원센터에서 주택세 채무보증 제도 활용 가능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중 독거노인 및 부부세대 입주 대상

·무장애 주택, 입주자 공동사용 공간, 가사원조 서비스 제공 등

자료: 일본 후생국(2009), KB금융경영연구소 정리

일본 정부는 복지 및 주택공급 차원에서 다양한 고령자 전용주택을 지원하고 있

다. 고령자 거주를 위해 복지차원(후생 노동성)의 특별양로원 등 시설지원과 더불어 

주택차원(국토 교통성)에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함께 진행하는데, 국토 교

통성은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주택의 리모델링(무장애 설계주택 

Barrier Free)10) 지원 및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0)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주택은 화장실 및 욕실에 난간 설치, 주택내 단차(문턱) 제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복도폭 확보 등 고령자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

 6) 무장애 설계주택(Barrier Free)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공급 확대

일본내 가족분화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고령계층의 자녀와의 동거 의지는 크

게 축소되었는데, 자녀세대와 동거를 희망하는 고령가구는 1983년 45.2%에서 2003

년 14.9%로 축소되었다. 한편 일본 고령자의 상당수(44.7%)는 본인주택에 계속 거

주하기를 원함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주택을 개조하고자 하

는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住生活基本計劃)을 

수립하고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설계주택(Barrier Free)의 

공급 확대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현재 65세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중 무장애

설계 주택은 약 6.7%(2003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장애 설계주택을 

2015년에 총주택의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금융지원 기구를 통해 융

자를 확대해주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15〕고령기 거주지에 관한 의향 〈표 2〉무장애(Barrier Free) 주택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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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국토 교통성「주거지에 관한 설문조사(2003)」 자료: 일본 총무성「주택·토지 통계조사(2003)」, 국토 교통성

구체적 지원혜택으로는, 본인주택을 무장애 주택으로 개조시 보조비 지원(내진 개

수 500만엔, 맨션개축 1000만엔 융자실시 등), 소득세 및 고정자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 고령자의 경우 풍부한 노후자금 및 지원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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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시설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의 간호시설, 재택 복귀를 목표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병상을 가진 병원 및 진료소(2011년말 폐지)

경비 양로원

(케어하우스 등)
·가정환경 및 주택사정으로 자택거주가 힘든 고령자들을 낮은 금

액으로 입소, 일상생활을 제공

양호 양로원,
유로 양로원

·주택에서 간호가 힘든 고령자들을 입소, 간호 및 건강관리 제공

고령자 그룹홈

(Group 
Home)

·소규모 공간에 함께 거주(1주택에 5~9인 공동거주)
·그룹홈 직원이 일상생활 보조,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 제공

주택 차원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
·공영주택이나 UR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중 무

장애(Barrier free) 설계 지원 및 긴급상황시 서비스 제공

고령자 우량 

임대주택

·무장애 설비 및 긴급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는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주택, 정비비용 및 주택세 감면 혜택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고령자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주택으로, 도도부현 지사에 등록

·고령자 거주지원센터에서 주택세 채무보증 제도 활용 가능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중 독거노인 및 부부세대 입주 대상

·무장애 주택, 입주자 공동사용 공간, 가사원조 서비스 제공 등

자료: 일본 후생국(2009), KB금융경영연구소 정리

일본 정부는 복지 및 주택공급 차원에서 다양한 고령자 전용주택을 지원하고 있

다. 고령자 거주를 위해 복지차원(후생 노동성)의 특별양로원 등 시설지원과 더불어 

주택차원(국토 교통성)에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함께 진행하는데, 국토 교

통성은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주택의 리모델링(무장애 설계주택 

Barrier Free)10) 지원 및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0)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주택은 화장실 및 욕실에 난간 설치, 주택내 단차(문턱) 제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복도폭 확보 등 고령자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

 6) 무장애 설계주택(Barrier Free)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공급 확대

일본내 가족분화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고령계층의 자녀와의 동거 의지는 크

게 축소되었는데, 자녀세대와 동거를 희망하는 고령가구는 1983년 45.2%에서 2003

년 14.9%로 축소되었다. 한편 일본 고령자의 상당수(44.7%)는 본인주택에 계속 거

주하기를 원함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주택을 개조하고자 하

는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住生活基本計劃)을 

수립하고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설계주택(Barrier Free)의 

공급 확대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현재 65세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중 무장애

설계 주택은 약 6.7%(2003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장애 설계주택을 

2015년에 총주택의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금융지원 기구를 통해 융

자를 확대해주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15〕고령기 거주지에 관한 의향 〈표 2〉무장애(Barrier Free) 주택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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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국토 교통성「주거지에 관한 설문조사(2003)」 자료: 일본 총무성「주택·토지 통계조사(2003)」, 국토 교통성

구체적 지원혜택으로는, 본인주택을 무장애 주택으로 개조시 보조비 지원(내진 개

수 500만엔, 맨션개축 1000만엔 융자실시 등), 소득세 및 고정자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 고령자의 경우 풍부한 노후자금 및 지원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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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어, 자가거주시 주택 리모델링이나 기타 유료시설 입주가 다소 용이한 

상황이다. 일본 고령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97만엔, 이중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부금

은 213만엔(한화로 약 300만원)으로 노후 생활에 다소 여유로운 수입원을 보유11)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건물 노후와 입주자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

자가 다양한 세대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안심주거공간 창출 프로젝트’ 추진 중이

다. 주거단지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영주택 및 UR도시재

생기구 임대주택을 고령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개조·정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실버하우징12) 프로젝트,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정비, 기존 단지내 

공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택자금을 활용하여 도시내 

빈집을 고령자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NPO(비영리)법인이 고령자 생활서비스를 

정비하는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그림 16〕 안심공간 창출 프로젝트

재건축시 발생하는 여분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고령자 유로홈 등 마련

무장애설계주택 설치

택시회사가
긴급상황시
교통 지원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

개호가능한 주택건설

고령자 임대주택, 그룹홈 지원

공공기관, 보건시설 등에

Barrier free시설 설치

옥외EV, 슬로프 설치 등

공공주택 Barrier free

현재 주거단지 모습

외부인 서비스이용 가능

엘리베이터 설치

민간사업자의 치매노인

그룹홈 지원, 소규모 거주

공간 설치

데이 서비스 센터 설치

진료, 방문간호사 상주

상시 보호인, 상담원

교류서비스 지원 등
재건축시 발생하는 여분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고령자 유로홈 등 마련

무장애설계주택 설치

택시회사가
긴급상황시
교통 지원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

개호가능한 주택건설

고령자 임대주택, 그룹홈 지원

공공기관, 보건시설 등에

Barrier free시설 설치

옥외EV, 슬로프 설치 등

공공주택 Barrier free

현재 주거단지 모습

외부인 서비스이용 가능

엘리베이터 설치

민간사업자의 치매노인

그룹홈 지원, 소규모 거주

공간 설치

데이 서비스 센터 설치

진료, 방문간호사 상주

상시 보호인, 상담원

교류서비스 지원 등

자료: 일본 후생국 ‘고령자의 거주지(2009)

11) 후생 노동성「가계의 연금수급현황(2009)」및 국민생활기초조사

12) 실버하우징(Silver Housing): 무장애 설계를 갖춘 집합주택으로 긴급통보 시스템, 고령자 생활상담소 등

을 보유

2. 영국

 1) 영국의 인구 고령화 및 주거문제

영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의 비중도 일

정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내 부정적 영향은 크게 우려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노인계층의 거주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른 상황이다. 2010년에서 2040년 동안 연령대별 

인구 증감율을 보면, 65~74세는 44% 증가한 반면, 75~84세는 70%, 85세이상은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블레어 총리 시절부터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택문제 해결에 주

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 노동당은 노인주택문제 해결을 노인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07년 주택 그린페이퍼에서 ‘모두가 양질의 원하는 주택에서 화

합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라고 언급하였다.

〔그림 17〕 영국의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그림 18〕 고령가구의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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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세계인구추정치(2010)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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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어, 자가거주시 주택 리모델링이나 기타 유료시설 입주가 다소 용이한 

상황이다. 일본 고령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97만엔, 이중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부금

은 213만엔(한화로 약 300만원)으로 노후 생활에 다소 여유로운 수입원을 보유11)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건물 노후와 입주자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

자가 다양한 세대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안심주거공간 창출 프로젝트’ 추진 중이

다. 주거단지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영주택 및 UR도시재

생기구 임대주택을 고령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개조·정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실버하우징12) 프로젝트,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정비, 기존 단지내 

공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택자금을 활용하여 도시내 

빈집을 고령자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NPO(비영리)법인이 고령자 생활서비스를 

정비하는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그림 16〕 안심공간 창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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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방문간호사 상주

상시 보호인, 상담원

교류서비스 지원 등
재건축시 발생하는 여분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고령자 유로홈 등 마련

무장애설계주택 설치

택시회사가
긴급상황시
교통 지원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

개호가능한 주택건설

고령자 임대주택, 그룹홈 지원

공공기관, 보건시설 등에

Barrier free시설 설치

옥외EV, 슬로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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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단지 모습

외부인 서비스이용 가능

엘리베이터 설치

민간사업자의 치매노인

그룹홈 지원, 소규모 거주

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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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방문간호사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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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후생국 ‘고령자의 거주지(2009)

11) 후생 노동성「가계의 연금수급현황(2009)」및 국민생활기초조사

12) 실버하우징(Silver Housing): 무장애 설계를 갖춘 집합주택으로 긴급통보 시스템, 고령자 생활상담소 등

을 보유

2. 영국

 1) 영국의 인구 고령화 및 주거문제

영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의 비중도 일

정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내 부정적 영향은 크게 우려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노인계층의 거주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른 상황이다. 2010년에서 2040년 동안 연령대별 

인구 증감율을 보면, 65~74세는 44% 증가한 반면, 75~84세는 70%, 85세이상은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블레어 총리 시절부터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택문제 해결에 주

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 노동당은 노인주택문제 해결을 노인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07년 주택 그린페이퍼에서 ‘모두가 양질의 원하는 주택에서 화

합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라고 언급하였다.

〔그림 17〕 영국의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그림 18〕 고령가구의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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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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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생주택(Lifetime Home) 개념 도입 및 확대

영국 고령자의 상당수는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고령

세대의 자가거주 환경 제고를 위해 평생주택(Lifetime Home) 기준을 도입하고 추

진 중이다. 고령자의 상당수는 노인전용시설에 거주하기보다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선호하는데, 보호가 필요한 고령가구의 대부분은 본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전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기를 다소 꺼려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고령가구의 거주형태(2005년 기준)를 살펴보면 본인주택 50.3%, 지방정부시설 

24.3%, 주택조합 17.8%, 민간임대 7.5% 순이며, 노인전용시설에 거주하는 60세이

상 고령자도 2002년 198만명에서 2007년 17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삶에 부합하는 주택건설 정책을 발표(2008년)하고 고령가

구의 거주환경 제고를 위해 평생주택(Lifetime Home)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고

령화에 따른 주택(2008)’ 보고서를 통해 노인세대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16개 

항목의 평생주택 건설기준을 만들고 주택건설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 평생주택 기준은 주택내 공간이동시 불편함 해소, 휠체어 이동 용이, 난간설치,

복도 및 화장실 개선 등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평생주택 기준은 2011년까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한편, 2013

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주택(민간주택 포함)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평생주택을 시공하려면, 공사비용은 신규주택당 추가적으

로 약 ￡547(약 100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13)된다. 하지만 기존주택 디자인 

및 공급체계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개발업자들에 따르면, 평생주택 기준으로 시공시 

주택당 ￡550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건설조합(Home Builders 

Federations)은 2013년까지 16개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13)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UK「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rhoods(2008.2)」

〈표 3〉 영국의 16개 평생주택 기준 (16 Design Criteria)

구분 설치 기준

주차장 넓이(Parking width or widening 

capability)
·주차장 넓이는 최소 3.3~3.6m, 길이는 4.8~6.0m

주차장 거리(Approach to dwelling from 

parking)
·주차장에서 집까지 거리 최소화 및 경사 제거

현관 진입로(Approach to all entrances) ·모든 현관 출입구의 경사 제거 또는 완만

출입구(Entrances) ·모든 출입구에는 조명설치, 문턱제거, 넓이 확보 등

계단 및 리프트(Communal Stairs and lifts)
·계단 접근 용이(높이 17cm초과×, 넓이25cm초과×)
·리프트 설치시 최소 기준 적용 권고

복도(Internal doorways and hallways) ·복도에 휠체어 이동을 위해 최소 기준(폭 90cm) 적용

통로공간(Circulation space) ·거실 및 부엌에 휠체어 회전을 위한 공간 확보

거실 입구(Entrance level living space) ·모든 주택은 출입구와 연결되는 곳에 거실공간을 마련

출입구 층에 침실 위치

(Potential for entrance level bed space)

·출입구가 위치한 층에 침실 위치

(2층이상 주택의 경우 1층에 침실이 위치토록 규정)

출입구 층에 화장실 위치 및 공간확보

 (Entrance level WC and Shower drainage)

·출입구가 위치한 층에 화장실 위치

·화장실은 휠체어 이동에 용이한 공간 확보

화장실벽 손잡이 설치(WC& Bathroom walls) ·모든 화장실에는 손잡이 같은 지지시설 설치

리프트 설치(Stairs and potential through 

floor lift)
·2층이상 주택은 향후 리프트 설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

리프트와 침실 및 화장실에 필요 공간 확보

(Potential for fitting of hoists and 

bed&bathroom) 

·필요시 향후 리프트 설치에 필요한 여유공간을 

주침실과 화장실에 확보 

화장실(Bathrooms)
·주침실에서 화장실 이동 용이

·화장실내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에 접근 용이토록 설계

창문 높이(Glazing and window handle 

heights)
·거실 창문은 앉아서 밖이 보이고 열고닫기에 용이한 

높이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면 안됨)

스위치 위치(Location of service controls)
·스위치는 바닥에서 45~120cm내, 방 내부 코너에서 30cm이

내에 위치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UK

한편 정부는 기존주택 디자인을 에너지 고효율 주택기준에 맞추거나 지속가능한 

주택설계(the Code for Sustainable Home14)) 요구수준에 부합한다면, 평생주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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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생주택(Lifetime Home) 개념 도입 및 확대

영국 고령자의 상당수는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고령

세대의 자가거주 환경 제고를 위해 평생주택(Lifetime Home) 기준을 도입하고 추

진 중이다. 고령자의 상당수는 노인전용시설에 거주하기보다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선호하는데, 보호가 필요한 고령가구의 대부분은 본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전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기를 다소 꺼려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고령가구의 거주형태(2005년 기준)를 살펴보면 본인주택 50.3%, 지방정부시설 

24.3%, 주택조합 17.8%, 민간임대 7.5% 순이며, 노인전용시설에 거주하는 60세이

상 고령자도 2002년 198만명에서 2007년 17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삶에 부합하는 주택건설 정책을 발표(2008년)하고 고령가

구의 거주환경 제고를 위해 평생주택(Lifetime Home)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고

령화에 따른 주택(2008)’ 보고서를 통해 노인세대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16개 

항목의 평생주택 건설기준을 만들고 주택건설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 평생주택 기준은 주택내 공간이동시 불편함 해소, 휠체어 이동 용이, 난간설치,

복도 및 화장실 개선 등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평생주택 기준은 2011년까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한편, 2013

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주택(민간주택 포함)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평생주택을 시공하려면, 공사비용은 신규주택당 추가적으

로 약 ￡547(약 100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13)된다. 하지만 기존주택 디자인 

및 공급체계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개발업자들에 따르면, 평생주택 기준으로 시공시 

주택당 ￡550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건설조합(Home Builders 

Federations)은 2013년까지 16개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13)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UK「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rhoods(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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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for entrance level b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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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층에 화장실 위치 및 공간확보

 (Entrance level WC and Shower drainage)

·출입구가 위치한 층에 화장실 위치

·화장실은 휠체어 이동에 용이한 공간 확보

화장실벽 손잡이 설치(WC& Bathroom walls) ·모든 화장실에는 손잡이 같은 지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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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lift)
·2층이상 주택은 향후 리프트 설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

리프트와 침실 및 화장실에 필요 공간 확보

(Potential for fitting of hoists and 

bed&bathroom) 

·필요시 향후 리프트 설치에 필요한 여유공간을 

주침실과 화장실에 확보 

화장실(Bathrooms)
·주침실에서 화장실 이동 용이

·화장실내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에 접근 용이토록 설계

창문 높이(Glazing and window handle 

heights)
·거실 창문은 앉아서 밖이 보이고 열고닫기에 용이한 

높이 (바닥에서 120cm를 초과하면 안됨)

스위치 위치(Location of service controls)
·스위치는 바닥에서 45~120cm내, 방 내부 코너에서 30cm이

내에 위치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UK

한편 정부는 기존주택 디자인을 에너지 고효율 주택기준에 맞추거나 지속가능한 

주택설계(the Code for Sustainable Home14)) 요구수준에 부합한다면, 평생주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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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신규주택 시공시 경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3년까지 모든 주택에 평생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령세대를 위한 적합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은 가운데, 평생주

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평생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고령기로 접어들수록 집이나 인근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자가 지역내 서비스 시설로 용이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요구는 높은 

상황이다. 고령자의 상당수는 노후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머물기를 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거환경은 고령자들로 하여금 주택가에 갇힌 느낌을 들게 하며,

이러한 환경은 추후 주거지 개선사업시에도 큰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이에 영

국 정부는 평생주택 건설과 더불어 평생이웃(Lifetime Neighborhood15))을 조성하

기 위해, 정책적 가이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고령자가 의료 및 

상업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평생토록 거주가능하며, 다양한 세대와 함께 

공존가능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 NPPS(National Planning Policy Statements)는 

평생이웃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영국에서도 고

령자를 위한 주택을 커뮤니티내에 조성하는 코하우징16) (Cohousing) 사업이 개발

되는 추세인데, 코하우징 커뮤니티내에서는 50세이상이 반드시 1가구 이상 있어야 

하며, 4세대가 공존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령세대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족분화 

이후 고령세대가 좀더 관리가 편한 주택으로 옮기고자 할 때 일부 지방 정부의 경

14) 2008년 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정책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 Eco Home 제도를 The Code for 
Sustainable Home으로 개정.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고성능 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환경보호

를 위해 건축 기준을 제시

15) 평생이웃(Lifetime Neighborhood): 의료 및 상업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는 곳,
지역중심부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택지 및 서비스지역으로 대중교통 또는 걷기로 접근이 용이하고 안

전이 확보된 지역 등

16) 코하우징(Cohousing): 30여년 전에 덴마크에서 시작된 주거단지 건설로 개인의 프라이버스 충족과 함께 

사는 이점을 살려보자는 의도에서 시작. 기존의 일반주택이 지닌 고립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

동 사용이 가능한 공유 공간을 두고 새로운 삶의 형태, 즉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일상적 가사를 이웃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주거형태

우 재정적·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서더크(Southwark) 의회는 

지난 2006~2007년 동안 약 117 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지원했다.

3. 고령화 시대,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 전망

 1. 고령화에 따른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 가능성

국내 인구는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04만명(인구의 72.9%)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10년 현재 

4,941만명, 2030년 5,216만명으로 성장한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종속인구비율은 2013년 이후 증가세로 전

환될 전망이다.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20년 15.7%, 2030

년 24.3%, 60년에는 40.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속인구비율은 2010

년 37.3%에서 2013년 36.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60년 101.0%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19〕 국내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그림 20〕 국내 주택건설실적과 종속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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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01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실적통계

(’77‐’11), KB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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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신규주택 시공시 경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3년까지 모든 주택에 평생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령세대를 위한 적합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은 가운데, 평생주

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평생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고령기로 접어들수록 집이나 인근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자가 지역내 서비스 시설로 용이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요구는 높은 

상황이다. 고령자의 상당수는 노후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머물기를 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거환경은 고령자들로 하여금 주택가에 갇힌 느낌을 들게 하며,

이러한 환경은 추후 주거지 개선사업시에도 큰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이에 영

국 정부는 평생주택 건설과 더불어 평생이웃(Lifetime Neighborhood15))을 조성하

기 위해, 정책적 가이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고령자가 의료 및 

상업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평생토록 거주가능하며, 다양한 세대와 함께 

공존가능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 NPPS(National Planning Policy Statements)는 

평생이웃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영국에서도 고

령자를 위한 주택을 커뮤니티내에 조성하는 코하우징16) (Cohousing) 사업이 개발

되는 추세인데, 코하우징 커뮤니티내에서는 50세이상이 반드시 1가구 이상 있어야 

하며, 4세대가 공존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령세대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족분화 

이후 고령세대가 좀더 관리가 편한 주택으로 옮기고자 할 때 일부 지방 정부의 경

14) 2008년 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정책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 Eco Home 제도를 The Code for 
Sustainable Home으로 개정.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고성능 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환경보호

를 위해 건축 기준을 제시

15) 평생이웃(Lifetime Neighborhood): 의료 및 상업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는 곳,
지역중심부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택지 및 서비스지역으로 대중교통 또는 걷기로 접근이 용이하고 안

전이 확보된 지역 등

16) 코하우징(Cohousing): 30여년 전에 덴마크에서 시작된 주거단지 건설로 개인의 프라이버스 충족과 함께 

사는 이점을 살려보자는 의도에서 시작. 기존의 일반주택이 지닌 고립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

동 사용이 가능한 공유 공간을 두고 새로운 삶의 형태, 즉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일상적 가사를 이웃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주거형태

우 재정적·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서더크(Southwark) 의회는 

지난 2006~2007년 동안 약 117 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지원했다.

3. 고령화 시대,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 전망

 1. 고령화에 따른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 가능성

국내 인구는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04만명(인구의 72.9%)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10년 현재 

4,941만명, 2030년 5,216만명으로 성장한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종속인구비율은 2013년 이후 증가세로 전

환될 전망이다.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20년 15.7%, 2030

년 24.3%, 60년에는 40.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속인구비율은 2010

년 37.3%에서 2013년 36.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60년 101.0%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19〕 국내 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그림 20〕 국내 주택건설실적과 종속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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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정별 추계인구 중 중위기준17)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

계(201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실적통계

(’77‐’11), KB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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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속인구비율이 낮은 기간 동안은 높은 주택수요로 인해 주택건설실적이 높

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인구의 급증은 향후 주택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일본의 경우, 종속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착공호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인구의 고령화는 주택시장내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국내 종속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베이비부머가 점차 고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

소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2. 노후생활부담에 따른 보유 부동산의 처분 여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 및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점진적인 주택수요 

감소 및 실수요층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향후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 및 기타자산을 처분한 이후 부

동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주택의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65세이상 고령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109만원 수준인데 반해, 적

정생활비는 142만원(최소생활비 91만원)으로 가처분소득보다 높아 향후 노후생활에 

있어 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 공적연금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18)은 주요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으로 향후 고령자의 생활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국내 고령자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는 약 143.2만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27.6%(2009년 기준19))에 불과한 상황이

다.

17) 장래인구추계(2011‐2060년): 인구추계에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장래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

제이동) 수준을 중위·고위·저위로 설정. 중위기준은 출산율 1.42명, 기대수명 86~90세, 국제순이동률 

0.53(인구천명당) 적용

18) 소득대체율(%)=(연금을 통한 연간수령액/은퇴전 연간가처분소득)×100
19)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2011.1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현황을 분

석한 결과

〔그림 21〕 가처분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 

비교

〔그림 22〕 OECD 및 주요국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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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및 의무사적 연금을 포함 

 DC(Defined contribution)는 확정기여형 연금

자료: OECD「Pensions at a Glance(2011)」

한편 주요국의 연금 소득대체율20)을 비교해보면 한국 42.1%, OECD평균 

57.2%, EU평균 61.6%로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되며, GDP대비 공적연금의 비중18도 한국은 1.7%에 그치는 반면, 일본 9.8%, 영

국 5.4%, OECD 7.0%에 달한다. 또한 국내 베이비붐세대의 66% 정도는 노후준비

가 되어있지 않는 상황18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보유자산 중 기존주택의 규모를 축

소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758만명 중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향후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256만명(전체의 33.8%)에 불과한데다, 연금 수혜층의 월평균 연금수령 예상액은 

45.8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 OECD「Pensions at a Glance: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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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속인구비율이 낮은 기간 동안은 높은 주택수요로 인해 주택건설실적이 높

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인구의 급증은 향후 주택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일본의 경우, 종속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주택착공호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인구의 고령화는 주택시장내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국내 종속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베이비부머가 점차 고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

소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2. 노후생활부담에 따른 보유 부동산의 처분 여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 및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점진적인 주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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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국내 고령자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는 약 143.2만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27.6%(2009년 기준19))에 불과한 상황이

다.

17) 장래인구추계(2011‐2060년): 인구추계에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장래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

제이동) 수준을 중위·고위·저위로 설정. 중위기준은 출산율 1.42명, 기대수명 86~90세, 국제순이동률 

0.53(인구천명당) 적용

18) 소득대체율(%)=(연금을 통한 연간수령액/은퇴전 연간가처분소득)×100
19)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2011.1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현황을 분

석한 결과

〔그림 21〕 가처분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 

비교

〔그림 22〕 OECD 및 주요국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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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fined contribution)는 확정기여형 연금

자료: OECD「Pensions at a Glance(2011)」

한편 주요국의 연금 소득대체율20)을 비교해보면 한국 42.1%, OECD평균 

57.2%, EU평균 61.6%로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되며, GDP대비 공적연금의 비중18도 한국은 1.7%에 그치는 반면, 일본 9.8%, 영

국 5.4%, OECD 7.0%에 달한다. 또한 국내 베이비붐세대의 66% 정도는 노후준비

가 되어있지 않는 상황18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보유자산 중 기존주택의 규모를 축

소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758만명 중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향후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256만명(전체의 33.8%)에 불과한데다, 연금 수혜층의 월평균 연금수령 예상액은 

45.8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 OECD「Pensions at a Glance: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201
1)」

99

인
구

고
령

화
와

 경
제



3. ‘주택의 다운사이징’ 확대 가능성

국내 가구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 감소로 인해 거주주택 면

적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50~60대 가구의 거주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80m2로 가장 확대되나,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주면적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80세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거주면적은 63.6m2로 50~60대에 비해 

21.4% 축소되었다.

〔그림 23〕 연령별 거주면적 및 자가거주율 〔그림 24〕 연령별 가구원수 추이

73.7
79.3 80.9 78.9

63.6
69.0

73.9

54.4

68.3

76.5 78.2
75.5

67.0

53.7

50

60

70

80

90

100

40-49 50-59 60-64 65-69 70-74 75-80 80세이상

(m2)

20

40

60

80

100(%)거주 전용면적(좌)

자가거주율(우)

6.3 9.3
14.8

24.9
31.9

43.1
52.8

7.9

19.6

41.9

48.0

55.5
45.3

41.9

0%

20%

40%

60%

80%

100%

40-49 50-59 60-64 65-69 70-74 75-80 80세이상

1인 2인 3인 4인이상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자녀결혼 및 가족분화, 사별 등으로 인해 고령가구의 상당수(83%)는 1~2인가구

로 구성됨에 따라 향후 주택의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자녀와 

대형주택에 살던 고령세대들이 향후 자녀세대와 분거 이후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통

해 가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독거노인 비중

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소형주택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독거노인21) 가구의 비중은 2000년 54.3만가구(3.7%)에서 현재 2010년 

102만가구(6.0%)로 파악되며, 2020년 151만가구(8.0%), 2030년 234만가구

(11.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1) 통계청「2010 고령자통계」. 독거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저소득층 고령자 및 독거노

인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자의 주거 의

지를 볼 때 본인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의 

소득수준과 연금부족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양로원 및 요양원 등 시설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의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상당수가 독립생활 및 요양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71.5%가 독

립을 원하며 이중 무료·유료양로원 입주희망은 28.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층 고령자를 위한 노인전용주택 및 요양시설의 개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5%로 OECD평균 1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

비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22)’을 마련하고, 2010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3) (2012)’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자 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5. 주택연금의 수요 확대 및 무장애설계주택으로 개조 수요 증가

과거와 달리 자녀세대와의 분거를 희망하는 고령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데, 고령자 중 자녀세대와 독립을 희망하는 가구는 2007년 57.1%에서 최근 2009

년 60.6%로 증가하였다. 또한 독립거주 희망 고령자 중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원

하는 비중은 75.7%에 달하며, 연령별 자가거주율을 살펴보면 40대 54.4%, 60대 

22)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 단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비수도권 3%)이
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 마련, 또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무장애설계(Barrier 
Free) 기준을 적용

23) 자기소유나 임대주택에 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

(2013년부터 2만가구 지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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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다운사이징’ 확대 가능성

국내 가구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 감소로 인해 거주주택 면

적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50~60대 가구의 거주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80m2로 가장 확대되나,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주면적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80세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거주면적은 63.6m2로 50~60대에 비해 

21.4% 축소되었다.

〔그림 23〕 연령별 거주면적 및 자가거주율 〔그림 24〕 연령별 가구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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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raw data 재분석

자녀결혼 및 가족분화, 사별 등으로 인해 고령가구의 상당수(83%)는 1~2인가구

로 구성됨에 따라 향후 주택의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자녀와 

대형주택에 살던 고령세대들이 향후 자녀세대와 분거 이후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통

해 가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독거노인 비중

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소형주택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독거노인21) 가구의 비중은 2000년 54.3만가구(3.7%)에서 현재 2010년 

102만가구(6.0%)로 파악되며, 2020년 151만가구(8.0%), 2030년 234만가구

(11.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1) 통계청「2010 고령자통계」. 독거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65세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저소득층 고령자 및 독거노

인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자의 주거 의

지를 볼 때 본인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의 

소득수준과 연금부족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양로원 및 요양원 등 시설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의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상당수가 독립생활 및 요양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71.5%가 독

립을 원하며 이중 무료·유료양로원 입주희망은 28.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층 고령자를 위한 노인전용주택 및 요양시설의 개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5%로 OECD평균 1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

비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22)’을 마련하고, 2010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3) (2012)’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자 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5. 주택연금의 수요 확대 및 무장애설계주택으로 개조 수요 증가

과거와 달리 자녀세대와의 분거를 희망하는 고령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데, 고령자 중 자녀세대와 독립을 희망하는 가구는 2007년 57.1%에서 최근 2009

년 60.6%로 증가하였다. 또한 독립거주 희망 고령자 중 본인주택에 거주하기를 원

하는 비중은 75.7%에 달하며, 연령별 자가거주율을 살펴보면 40대 54.4%, 60대 

22)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 단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비수도권 3%)이
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 마련, 또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무장애설계(Barrier 
Free) 기준을 적용

23) 자기소유나 임대주택에 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

(2013년부터 2만가구 지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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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70대 72.2%, 80대 53.7%에 달한다. 국내 가구의 상당수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소유의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자녀세대와의 독립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자 상당수는 본인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80세이전까

지 높은 자가거주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고령자의 상당수가 본인주택에 거주 

의지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노후에도 거주가능하고 가계부담이 적은 ‘부담가능한 

평생주택’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그림 25〕 향후 자녀와의 분거 및 자가거주

희망

〔그림 26〕 국내 주택연금 현황

68.8
64.9

61.9
58.6

54.4
49.8

80.9

76.6
78.2 77.4

75.0

70.5

20

40

60

80

100

60-64 65-69 70-74 75-80 80-84 85세이상

(%)

50

60

70

80

90(%)2005년 분거희망(좌)

2009년 분거희망(좌)

자가거주 희망자 비중(우)

0

20

40

60

80

100

120

140

07.8 08.4 08.12 09.8 10.4 10.12 11.8 12.4

(천억원)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건)공급 보증액(좌)

월별 신규건수(우)

주: 자녀와 분거희망자 중 자가거주 희망자(2009년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05, 2010) raw data 재분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2012.5월호)

국내 고령자의 상당수가 독립 및 자가거주를 희망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역모

기지론)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 도래 및 고령자 스스로 노후생

활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주택연금의 신규가입건수는 빠르게 증가, 2012.4월 현재 공급보증

액은 12조 124억원 기록하였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주택에 거주하

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수단으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을 활용시, 평생토록 거주가능하고 노후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평생주택에 대한 선호

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는 ‘무장애 주택’ 개조 수요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은퇴 이후 여유가 많은 고령자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65세이상 고령자 사고의 57.4%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가정내 사고발생률은 높아져 90세이상은 85.3%에 달한다. 특히 국내주택의 경우 

노인 편의시설이 미미한 점도 가정내 사고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내 사

고는 주로 추락/넘어짐/미끄러짐 등(63.3%)으로 주택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는‘무장애 설계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27〕 연령별 사고발생 장소 〔그림 28〕 국내 고령자의 거주의향

49.9 51.4

67.0 63.5
73.7

85.3

0

20

40

60

80

100

65-69 70-74 75-79 80-84 85-89 90세이상

(%) 가정 공공지역 도로

63.9
60.2

53.2

71.5

0

20

40

60

80

100

65-69세 70-79세 80세이상 독거노인

(%)

30

40

50

60

70

80

90
(%)

자기집 무료양로원

유료양로원 독립거주

자료: 한국소비자원「노인 생활안전 사고 실태조사(2007)」 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09)」

또한 향후 주택착공건수의 정체 및 노후된 재고주택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높은 주택보유 의지를 감안한다면, 기존 주택의 개조사업은 새로운 투자처

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주택을 멀티세대가 거주가능한 중소형주택으

로 2개로 개조하고 부분적으로 임대하여 월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

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전용주택의 경우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단절 및 고립된 공간에 따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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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70대 72.2%, 80대 53.7%에 달한다. 국내 가구의 상당수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소유의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자녀세대와의 독립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자 상당수는 본인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80세이전까

지 높은 자가거주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고령자의 상당수가 본인주택에 거주 

의지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노후에도 거주가능하고 가계부담이 적은 ‘부담가능한 

평생주택’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그림 25〕 향후 자녀와의 분거 및 자가거주

희망

〔그림 26〕 국내 주택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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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녀와 분거희망자 중 자가거주 희망자(2009년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05, 2010) raw data 재분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2012.5월호)

국내 고령자의 상당수가 독립 및 자가거주를 희망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역모

기지론)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 도래 및 고령자 스스로 노후생

활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주택연금의 신규가입건수는 빠르게 증가, 2012.4월 현재 공급보증

액은 12조 124억원 기록하였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주택에 거주하

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수단으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을 활용시, 평생토록 거주가능하고 노후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평생주택에 대한 선호

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는 ‘무장애 주택’ 개조 수요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은퇴 이후 여유가 많은 고령자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65세이상 고령자 사고의 57.4%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가정내 사고발생률은 높아져 90세이상은 85.3%에 달한다. 특히 국내주택의 경우 

노인 편의시설이 미미한 점도 가정내 사고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내 사

고는 주로 추락/넘어짐/미끄러짐 등(63.3%)으로 주택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는‘무장애 설계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27〕 연령별 사고발생 장소 〔그림 28〕 국내 고령자의 거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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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주택착공건수의 정체 및 노후된 재고주택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높은 주택보유 의지를 감안한다면, 기존 주택의 개조사업은 새로운 투자처

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주택을 멀티세대가 거주가능한 중소형주택으

로 2개로 개조하고 부분적으로 임대하여 월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

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전용주택의 경우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단절 및 고립된 공간에 따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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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역내 접근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멀티 세대와 공존 가능하고 의료 및 편의시

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조성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긴급 의료시설 연결 시스템,

모니터링 서비스, 의료 및 지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스마트 주택(Smart Home)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주

택은 주택내 전력저장, 방범, 고령자 건강관리, 주택내 기기와 네트워크 연결 관리,

귀가시간에 맞춘 가전기기 가동 등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용 절감 효과와 재택요양을 하는 고령자들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술 혁신으

로 스마트 주택의 개발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본 및 영국의 경

우에도, 안심거주공간 프로젝트 및 평생이웃공간 조성 등을 통해 고령자를 포함한 

전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등, 향후 국내에서

도 고령자의 심적 안정과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수

요는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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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의�현황과��

정책적�시사점”

구양미 l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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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서비스, 의료 및 지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스마트 주택(Smart Home)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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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마트 주택의 개발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본 및 영국의 경

우에도, 안심거주공간 프로젝트 및 평생이웃공간 조성 등을 통해 고령자를 포함한 

전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등, 향후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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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높을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관심이 높아진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친화용품산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분류와 입지 특성, 기

업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특허수를 이용한 혁신수행력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

트워크참여도를 기준으로 3×3행렬의 9가지로 업체들을 분류하였고, 이에 덧붙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조 및 유통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5가지 유형은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

(HP-HC), 중․저기술 제조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

(NL-LTM), 유통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D), 혁신수행력

은 높지만 네트워크참여도가 낮은 유형(HP-NO), 혁신수행력이 낮고 네트워크참

여도도 낮은 유형(LP-I)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산업 및 공간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1)

구양미2)

1) 이 글은 발표자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공동집필한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문 인용시 다음 

논문으로 표기하기 바랍니다. 박삼옥·구양미·진종헌, 2009,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현황과 특성: 기업 유형별 

탐색을 통한 산업 및 공간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1): 1-18
2)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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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5가지 유형은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

(HP-HC), 중․저기술 제조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

(NL-LTM), 유통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D), 혁신수행력

은 높지만 네트워크참여도가 낮은 유형(HP-NO), 혁신수행력이 낮고 네트워크참

여도도 낮은 유형(LP-I)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한 산업 및 공간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1)

구양미2)

1) 이 글은 발표자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공동집필한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문 인용시 다음 

논문으로 표기하기 바랍니다. 박삼옥·구양미·진종헌, 2009,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현황과 특성: 기업 유형별 

탐색을 통한 산업 및 공간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1): 1-18
2)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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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3)에 진입하였고,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림 1). 이와 같이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에 3.1%, 1980년에 3.8%, 1990년에 5.1%로 증가했고, 2000년에 

7.2%로 나타내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11년 현재 11.4%를 기록하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

년에 20.8%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3%에서 

5%로 상승하기까지 20년 정도 걸린데 비해, 5%에서 7%로 상승한 것은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고, 7%에서 9%로 상승하기까지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아 고령

화가 급격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증가 추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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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06, OECD Health Data.

3) UN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

(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나눈다.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이

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 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

회로 구분하였다.

인구고령화는 미래의 사회 및 개인 생활과 산업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에서 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개인 측면에서 

자산수요가 변화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자의 평균연

령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구조 또한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

에 따라 주택수요도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 확

대도 기대할 수 있다. 활발하게 일하는 세대(active working age)와 고령의 노후 세

대(late old age) 사이의 제3의 세대(the third age)가 중요한 소비자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건강하고 부를 가진 사람들로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예상하고 있다 (폴 월리스,

2001; 최경수 외, 2003; 프랑크 쉬르마허, 2005; 문형표 외, 2006;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이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

와 관련된 용품과 기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특성

노년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과 비즈니스를 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

다. 실버산업은 “고령층의 기능을 향상․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

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삼성경제연구

소․삼우설계, 1992)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민간기업이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을 대

상으로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 원리로 공급하는 산업”(황

의록, 1992)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것을 “노인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구매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수천, 2006). 한편, ‘고령 비즈니스(age business)’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도 하는데 이것은 노년층을 특수한 그룹으로 취급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모든 비즈니스와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령자-친화적 비

즈니스(age-sustainable business)’의 의미를 가진다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여기에는 일상생활, 건강, 사회적 웰빙,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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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3)에 진입하였고,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림 1). 이와 같이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에 3.1%, 1980년에 3.8%, 1990년에 5.1%로 증가했고, 2000년에 

7.2%로 나타내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11년 현재 11.4%를 기록하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

년에 20.8%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3%에서 

5%로 상승하기까지 20년 정도 걸린데 비해, 5%에서 7%로 상승한 것은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고, 7%에서 9%로 상승하기까지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아 고령

화가 급격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증가 추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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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06, OECD Health Data.

3) UN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

(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나눈다.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이

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 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

회로 구분하였다.

인구고령화는 미래의 사회 및 개인 생활과 산업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에서 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개인 측면에서 

자산수요가 변화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자의 평균연

령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구조 또한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

에 따라 주택수요도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 확

대도 기대할 수 있다. 활발하게 일하는 세대(active working age)와 고령의 노후 세

대(late old age) 사이의 제3의 세대(the third age)가 중요한 소비자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건강하고 부를 가진 사람들로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예상하고 있다 (폴 월리스,

2001; 최경수 외, 2003; 프랑크 쉬르마허, 2005; 문형표 외, 2006;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이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

와 관련된 용품과 기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특성

노년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과 비즈니스를 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

다. 실버산업은 “고령층의 기능을 향상․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

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삼성경제연구

소․삼우설계, 1992)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민간기업이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을 대

상으로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 원리로 공급하는 산업”(황

의록, 1992)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것을 “노인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구매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수천, 2006). 한편, ‘고령 비즈니스(age business)’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도 하는데 이것은 노년층을 특수한 그룹으로 취급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모든 비즈니스와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령자-친화적 비

즈니스(age-sustainable business)’의 의미를 가진다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여기에는 일상생활, 건강, 사회적 웰빙,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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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가 포함되는데, 상품의 생

산과 기술을 의미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이다. 과거에 이를 실버

산업으로 지칭해왔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

령친화산업’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1〉 고령친화산업 부문과 전략품목

구분 산업부문 전략품목

1차: 

8대산업

(19개품목)

요양 재가요양서비스

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정보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콘텐츠개발

여가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 역 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 고령자용 주택개조, 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2차:

6대산업

(15개품목)

교통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 건강보조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이너웨어

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출처: 이견직 외, 2005; 2006. 

고령친화산업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견직 외, 2005)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노

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고령자의 정신․육체적 향상 

또는 유지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극빈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나 종교단체의 비영리 구호활동인 사회사업(사

회복지사업)과는 구분된다. ‘새로마지플랜2010’(대한민국정부, 2006)에서는 “고령자 

및 중․장년층의 건강․편익․안전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정부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고령친화산

업을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

류, 교육의 14개 부문으로 나누고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 (이견직 외, 2005; 2006) 

(표 1). 

이와 같이 고령친화산업은 제조, 서비스,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부문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케어에 필요한 

기기 및 용품에 한정지을 수도 있지만, 광의에서 보면 사람의 일상생활, 건강, 사회

적 웰빙 등을 증진시키고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술, 서비스, 비즈니

스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의 표준산업분류로 규정짓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박

상하, 2008). 생산자 중심의 산업분류가 아니라 고령자, 즉 소비자 중심의 산업분류

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아직 산업의 범위

와 분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

다. 기기 및 용품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의료복지기기, 재활보조기구, 복지용구(용

품), 노인용품, 고령친화용품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강병익 외, 2006; 

박수천, 2006; 구양미, 2008a).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저기술의 일상생활용품에서부터 첨단기술이 접목된 건강

용품까지 다양한 기술 수준이 나타난다. 또한 IT산업이나 바이오산업과 같이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임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술의 적합성을 높이

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이다. 이에 중․저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수요자에게 적합하게 적용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 핵심이다. 따라서 ‘저기술 고급제품(high-level products of low-level 

technology)’의 특성을 보인다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한편으로 첨

단기술과 중․저기술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과거

에는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기술과 공정에서도 산업부문간의 

변화가 뚜렷했으나, 점차 그 영역이 모호해지고 기술도 한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되기 때문이다. von Tunzelmann and Acha(200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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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가 포함되는데, 상품의 생

산과 기술을 의미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이다. 과거에 이를 실버

산업으로 지칭해왔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

령친화산업’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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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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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출처: 이견직 외, 2005; 2006. 

고령친화산업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견직 외, 2005)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노

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고령자의 정신․육체적 향상 

또는 유지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극빈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나 종교단체의 비영리 구호활동인 사회사업(사

회복지사업)과는 구분된다. ‘새로마지플랜2010’(대한민국정부, 2006)에서는 “고령자 

및 중․장년층의 건강․편익․안전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정부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고령친화산

업을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

류, 교육의 14개 부문으로 나누고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 (이견직 외, 2005; 2006) 

(표 1). 

이와 같이 고령친화산업은 제조, 서비스,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부문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케어에 필요한 

기기 및 용품에 한정지을 수도 있지만, 광의에서 보면 사람의 일상생활, 건강, 사회

적 웰빙 등을 증진시키고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술, 서비스, 비즈니

스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의 표준산업분류로 규정짓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박

상하, 2008). 생산자 중심의 산업분류가 아니라 고령자, 즉 소비자 중심의 산업분류

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아직 산업의 범위

와 분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

다. 기기 및 용품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의료복지기기, 재활보조기구, 복지용구(용

품), 노인용품, 고령친화용품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강병익 외, 2006; 

박수천, 2006; 구양미, 2008a).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저기술의 일상생활용품에서부터 첨단기술이 접목된 건강

용품까지 다양한 기술 수준이 나타난다. 또한 IT산업이나 바이오산업과 같이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임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술의 적합성을 높이

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이다. 이에 중․저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수요자에게 적합하게 적용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 핵심이다. 따라서 ‘저기술 고급제품(high-level products of low-level 

technology)’의 특성을 보인다 (Pekkarinen and Harmaakorpi, 2006). 한편으로 첨

단기술과 중․저기술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과거

에는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기술과 공정에서도 산업부문간의 

변화가 뚜렷했으나, 점차 그 영역이 모호해지고 기술도 한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되기 때문이다. von Tunzelmann and Acha(200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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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저기술 산업부문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저기술 산업부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정책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관련 기구와 추진기관이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은 2004년 고령화및미

래사회위원회(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0’(대한민국정

부, 2006)이 발표되었는데,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추진과제

의 하나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말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

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2008년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관련 기관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대한실버산업협회, 한국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와 같은 기업협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고령친화산업팀4)이 구

성되었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2005년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 부

산에 설치하였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중 고령친화RIS사업단이 충남을 중심으로 조

직되었다.

3. 고령친화용품산업체 현황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중 기기 및 용품과 관련된 ‘고령친화용품산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산업부문 중 기기, 정보, 식품, 의류의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고령친화용품산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

계자료를 통해 산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연감>에 수록된 172개 업체의 자료를 기반으로, 2개 협회 회원사 자료와 관련 박람

회 참가업체 자료, 제품전시관 전시 업체 자료 등을 이용하여 317개의 기본 업체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업

4) 이후 고령친화산업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에는 관련 업무를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가 4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이 중 3/4 정

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감, 협회,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스스로 고

령친화산업과 관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초기단계에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되고 영역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4월~9월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우편, 팩스, 이메일 및 방문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 

결과 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5.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1. 분류 및 일반현황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고령친화RIS사업단 등의 

관련 기관에서는 고령친화용품산업의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기기 및 용품 제조업이 

품목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5) (표 2). 이 중 개인건강․의료용품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동기기 16.3%, 침구용품 13.5%의 비중을 나타낸다 

(강병익 외, 2006). 한편, 제조업체 111개 중, 제조활동을 하는 업체가 82.9%, 도소

매 활동을 하는 업체가 51.4%, 서비스 활동을 하는 업체가 9.9%로 나타났다. 제조

활동만 하는 업체는 절반 이하로, 도소매와 서비스 활동을 겸하는 형태가 상당수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80개 업체 중, 생산(제조)이 49개사(61.3%), 유

통이 19개사(23.7%), 생산과 유통 병행이 12개사(15.0%)로 나타났다. 즉, 75% 이

상의 업체가 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5) 문헌연구와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고령친화용품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업체는 생산하는 제품 중 

단일 품목이라도 (어느 한가지라도) 고령친화와 관련된 업체로, 제조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품의 경우에는 특정 전문인만 사용가능한 기기가 아니라 보호자나 고령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너무 크기가 큰 주택이나 시설은 제외되고, 몸에 닿고 이동 또는 운반에 가능한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즉, 의료용전문기기, 치료기기는 제외되고, 가정에서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노

인보조용품이 중심이다. 의료기기 중 일부는 고령친화용품에 포함될 수 있고, 장애인용품과 중복되기도 

하며,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제품도 포함된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보건의료, 바이오산업

이 포함되는 보건산업의 개념도 고령친화용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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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저기술 산업부문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저기술 산업부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정책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관련 기구와 추진기관이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은 2004년 고령화및미

래사회위원회(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0’(대한민국정

부, 2006)이 발표되었는데,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추진과제

의 하나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말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

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2008년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관련 기관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대한실버산업협회, 한국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와 같은 기업협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고령친화산업팀4)이 구

성되었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2005년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 부

산에 설치하였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중 고령친화RIS사업단이 충남을 중심으로 조

직되었다.

3. 고령친화용품산업체 현황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중 기기 및 용품과 관련된 ‘고령친화용품산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산업부문 중 기기, 정보, 식품, 의류의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고령친화용품산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

계자료를 통해 산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연감>에 수록된 172개 업체의 자료를 기반으로, 2개 협회 회원사 자료와 관련 박람

회 참가업체 자료, 제품전시관 전시 업체 자료 등을 이용하여 317개의 기본 업체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업

4) 이후 고령친화산업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에는 관련 업무를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가 4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이 중 3/4 정

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감, 협회,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스스로 고

령친화산업과 관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초기단계에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되고 영역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4월~9월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우편, 팩스, 이메일 및 방문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 

결과 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5.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1. 분류 및 일반현황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고령친화RIS사업단 등의 

관련 기관에서는 고령친화용품산업의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기기 및 용품 제조업이 

품목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5) (표 2). 이 중 개인건강․의료용품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동기기 16.3%, 침구용품 13.5%의 비중을 나타낸다 

(강병익 외, 2006). 한편, 제조업체 111개 중, 제조활동을 하는 업체가 82.9%, 도소

매 활동을 하는 업체가 51.4%, 서비스 활동을 하는 업체가 9.9%로 나타났다. 제조

활동만 하는 업체는 절반 이하로, 도소매와 서비스 활동을 겸하는 형태가 상당수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80개 업체 중, 생산(제조)이 49개사(61.3%), 유

통이 19개사(23.7%), 생산과 유통 병행이 12개사(15.0%)로 나타났다. 즉, 75% 이

상의 업체가 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5) 문헌연구와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고령친화용품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업체는 생산하는 제품 중 

단일 품목이라도 (어느 한가지라도) 고령친화와 관련된 업체로, 제조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품의 경우에는 특정 전문인만 사용가능한 기기가 아니라 보호자나 고령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너무 크기가 큰 주택이나 시설은 제외되고, 몸에 닿고 이동 또는 운반에 가능한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즉, 의료용전문기기, 치료기기는 제외되고, 가정에서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노

인보조용품이 중심이다. 의료기기 중 일부는 고령친화용품에 포함될 수 있고, 장애인용품과 중복되기도 

하며,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제품도 포함된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보건의료, 바이오산업

이 포함되는 보건산업의 개념도 고령친화용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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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령친화용품 분류체계 및 업체수 비율

분류* 품목 예시* 업체수** 비율

A 개인건강‧의료용품 온열‧한냉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각종 치료기 등 92 36.5%

B 수발예방용품
청력․배설․인지기능 훈련용품, 운동‧근력‧균형 훈련기구 

등
11 4.4%

C 이동기기
지팡이, 보행보조기, 오토바이, 수동․전동휠체어, 리프트 

등
41 16.3%

D 침구용품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매트리스, 침대부속품, 베개 등 34 13.5%

E 목욕용품 탈의용품,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등 21 8.3%

F 배변용품 채뇨기‧집뇨기, 화장실용품, 이동형좌변기, 기저귀용품 등 27 10.7%

G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기,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수선용품 8 3.2%

H 주거설비용품 가구높이조절장치, 지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 등 - -

I 정보통신기기
시각‧청각지원용품, 원격․재택의료기기, 홈네트워크기기 

등
17 6.8%

J 여가용품 완구게임, 스포츠용품, 그림‧서예용품 1 0.4%

K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 -

L 기타 - - -

계 252 100.0%

주) 강병익 외(2006)에서 실제 조사한 업체수는 163개이고, 이 중 제조업체는 111개인데 이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기준

으로 용품별로 업체수를 중복하여 252개의 업체수가 도출됨.
자료: *)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pic.or.kr); **) 강병익 외, 2006.

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비율이 91.0%를 나타내고, 특히 

19인 이하 소기업이 68.1%로 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다. 자료구축의 한계상 영세 

소기업이 많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실제 소기업의 비율은 더욱 클 것으로 보

인다. 응답업체의 설립년도는 평균 1997년 중반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설립된 업

체가 38.0%, 2000년대 이후 설립된 업체가 50.7%로 나타난다. 고령화에 대한 관

심이 본격화 된 2000년대 이후 설립된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신생기

업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 및 시

장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말로 나타났다. 이후 구체적인 개발과 아

이템 준비를 시작한 것은 2002년 초반,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것은 1년여 

후인 2003년 중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협회나 포럼 등의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한 것이 2004년 초반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이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

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 2004년인데, 고령친화용품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

에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시부터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대

상으로 한 업체는 48.3%로 절반 정도로 나타났고, 기존 제품/서비스에서 일부 변화

를 통해 노년층 대상으로 변화한 업체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산업부

문에서 활동하다가 고령친화 부문으로 전환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고령친화와 고령친화 분야를 병행하다가 고령친화 분야에 더 특화한 경우도 

60.8%로 나타났다.

〈표 3〉 고령친화산업 비중에 따른 업체수 분포

구분 80%이상 50~80% 20~50% 20%미만 계

현재
17

(28.8%)
16

(27.1%)
10

(17.0%)
16

(27.1%)
59

(100.0%)

5년후
26

(44.1%)
14

(23.7%)
12

(20.3%)
7

(11.9%)
59

(100.0%)

주) 구분은 총매출액 대비 고령친화산업 관련 품목 매출액 비중을 의미.
자료: 설문조사.

고령친화산업 관련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9.9%로 나타

났지만 그 비율의 편차가 컸다. 현재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업체는 28.8%이고 

20% 미만인 업체도 27.1%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표 3). 그러나 5년 후 계획

에 있어서는 80% 이상을 고령친화산업 품목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 비율은 44.1%

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는 업체들이 많음을 나

타낸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향후 고령친화산업 발달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66.2%가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유명할 것으로 보는 비중도 

32.4%를 나타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업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5년 후 타깃 시장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국내가 

57.1%,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가 17.1%,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 52.9%

를 차지하였다. 국내 또는 선진국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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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령친화용품 분류체계 및 업체수 비율

분류* 품목 예시* 업체수** 비율

A 개인건강‧의료용품 온열‧한냉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각종 치료기 등 92 36.5%

B 수발예방용품
청력․배설․인지기능 훈련용품, 운동‧근력‧균형 훈련기구 

등
11 4.4%

C 이동기기
지팡이, 보행보조기, 오토바이, 수동․전동휠체어, 리프트 

등
41 16.3%

D 침구용품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매트리스, 침대부속품, 베개 등 34 13.5%

E 목욕용품 탈의용품,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등 21 8.3%

F 배변용품 채뇨기‧집뇨기, 화장실용품, 이동형좌변기, 기저귀용품 등 27 10.7%

G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기,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수선용품 8 3.2%

H 주거설비용품 가구높이조절장치, 지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 등 - -

I 정보통신기기
시각‧청각지원용품, 원격․재택의료기기, 홈네트워크기기 

등
17 6.8%

J 여가용품 완구게임, 스포츠용품, 그림‧서예용품 1 0.4%

K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 -

L 기타 - - -

계 252 100.0%

주) 강병익 외(2006)에서 실제 조사한 업체수는 163개이고, 이 중 제조업체는 111개인데 이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기준

으로 용품별로 업체수를 중복하여 252개의 업체수가 도출됨.
자료: *)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pic.or.kr); **) 강병익 외, 2006.

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비율이 91.0%를 나타내고, 특히 

19인 이하 소기업이 68.1%로 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다. 자료구축의 한계상 영세 

소기업이 많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실제 소기업의 비율은 더욱 클 것으로 보

인다. 응답업체의 설립년도는 평균 1997년 중반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설립된 업

체가 38.0%, 2000년대 이후 설립된 업체가 50.7%로 나타난다. 고령화에 대한 관

심이 본격화 된 2000년대 이후 설립된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신생기

업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 및 시

장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말로 나타났다. 이후 구체적인 개발과 아

이템 준비를 시작한 것은 2002년 초반,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것은 1년여 

후인 2003년 중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협회나 포럼 등의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한 것이 2004년 초반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이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

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 2004년인데, 고령친화용품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

에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시부터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대

상으로 한 업체는 48.3%로 절반 정도로 나타났고, 기존 제품/서비스에서 일부 변화

를 통해 노년층 대상으로 변화한 업체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산업부

문에서 활동하다가 고령친화 부문으로 전환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고령친화와 고령친화 분야를 병행하다가 고령친화 분야에 더 특화한 경우도 

60.8%로 나타났다.

〈표 3〉 고령친화산업 비중에 따른 업체수 분포

구분 80%이상 50~80% 20~50% 20%미만 계

현재
17

(28.8%)
16

(27.1%)
10

(17.0%)
16

(27.1%)
59

(100.0%)

5년후
26

(44.1%)
14

(23.7%)
12

(20.3%)
7

(11.9%)
59

(100.0%)

주) 구분은 총매출액 대비 고령친화산업 관련 품목 매출액 비중을 의미.
자료: 설문조사.

고령친화산업 관련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9.9%로 나타

났지만 그 비율의 편차가 컸다. 현재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업체는 28.8%이고 

20% 미만인 업체도 27.1%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표 3). 그러나 5년 후 계획

에 있어서는 80% 이상을 고령친화산업 품목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 비율은 44.1%

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는 업체들이 많음을 나

타낸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향후 고령친화산업 발달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66.2%가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유명할 것으로 보는 비중도 

32.4%를 나타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업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5년 후 타깃 시장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국내가 

57.1%,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가 17.1%,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 52.9%

를 차지하였다. 국내 또는 선진국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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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고령친화용품산업체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76.0%가 입지해 있어서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전체 제조

업의 지역별 비율과 비교해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제조업체의 경우 서울이 20.6%, 수도권 비율이 52.0%를 차지하는데 비해, 고령친

화용품산업은 서울이 44.2%, 수도권 비율이 76.0%로 서울과 수도권 비중이 훨씬 

높다. 입지계수의 경우에도 서울이 2.15로 높게 나타나고 충남 1.28, 경기 1.19로 

전국의 고령친화용품산업 구성비에 비해 이들 세 지역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들은 핵심지역에서 입지하여 성장한 

후에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

로 생겨난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조직되

고 영향력이 커진 산업으로, 신생 산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이러

한 특성에 따라 기업이나 관련 기관의 입지에 있어서 핵심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

도권 지역에 집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령친화용품산업과 일부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성이 많은 의료용기기제조업

체(SIC 331)의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 대비 서울, 대전, 강원도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4). 기술수준이 더 높은 의료용기기제조업보다 고령친화용

품산업의 수도권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기술 산업은 핵심지

역에 입지하고, 그렇지 않은 저기술 산업의 경우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

다 (박삼옥, 1999; Hayter, 1997). 고령친화용품산업은 비교적 저기술 산업에 속함

에도 불구하고, 의료용기기제조업에 비해서 서울 및 수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4〉 고령친화용품산업과 의료용기기제조업 분포 비교

지역 고령친화용품산업* 의료용기기제조업** 전체제조업**

권역 시․도 업체수(개) 비율(%) LQ 업체수(개) 비율(%) LQ 비율(%)

수도권

서울 140 44.1
76.0

2.15 735 29.4
59.7

1.43 20.6
52.0인천 6 1.9 0.30 108 4.3 0.69 6.3

경기 95 30.0 1.19 651 26.0 1.04 25.1

충청권

대전 4 1.3
7.6

0.66 80 3.2
7.4

1.67 1.9
7.9충북 6 1.9 0.74 44 1.8 0.69 2.6

충남 14 4.4 1.28 59 2.4 0.68 3.5

호남권

광주 5 1.6
2.2

0.71 89 3.6
7.4

1.61 2.2
8.1전북 - - 0.00 54 2.2 0.78 2.8

전남 2 0.6 0.20 41 1.6 0.53 3.1

영남권

부산 17 5.4

12.6

0.65 212 8.5

21.8

1.03 8.3

29.5
대구 13 4.1 0.58 157 6.3 0.89 7.0
울산 2 0.6 0.42 31 1.2 0.83 1.5
경북 3 0.9 0.17 65 2.6 0.48 5.5
경남 5 1.6 0.22 81 3.2 0.45 7.2

강원

제주

강원 5 1.6
1.6

0.82 80 3.2
3.7

1.66 1.9
2.5

제주 - - 0.00 12 0.5 0.81 0.6
계 317 100.0 2,499 100.0 100.0

자료: *) 협회 회원사, 박람회 참가업체, 연감 자료를 토대로 작성. **) 통계청,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 네트워크 참여 정도 분석

업체의 네트워크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제도구축에 참여하는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구양미, 2008b)에서 조직은 대체로 정부관련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가 많았다. 이 중 기업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책사업 프로젝트에서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개

인 네트워크 연구(구양미, 2008a)에서 개인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기관 44.1%, 기

업 42.7%, 대학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식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64

명 중 기업의 비중은 29.7%로 감소한다. 연결정도중심성 지수에 따라 상위 21명을 

살펴보면 기업 소속은 5명에 불과하여 제도구축 네트워크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기업 소속 중 중심성이 높은 2명은 기업가로서 보

다는 협회와 모임의 회장으로서 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고령친화산업의 제도구축 네트워크는 정부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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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고령친화용품산업체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76.0%가 입지해 있어서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전체 제조

업의 지역별 비율과 비교해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제조업체의 경우 서울이 20.6%, 수도권 비율이 52.0%를 차지하는데 비해, 고령친

화용품산업은 서울이 44.2%, 수도권 비율이 76.0%로 서울과 수도권 비중이 훨씬 

높다. 입지계수의 경우에도 서울이 2.15로 높게 나타나고 충남 1.28, 경기 1.19로 

전국의 고령친화용품산업 구성비에 비해 이들 세 지역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들은 핵심지역에서 입지하여 성장한 

후에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

로 생겨난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조직되

고 영향력이 커진 산업으로, 신생 산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이러

한 특성에 따라 기업이나 관련 기관의 입지에 있어서 핵심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

도권 지역에 집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령친화용품산업과 일부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성이 많은 의료용기기제조업

체(SIC 331)의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 대비 서울, 대전, 강원도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4). 기술수준이 더 높은 의료용기기제조업보다 고령친화용

품산업의 수도권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기술 산업은 핵심지

역에 입지하고, 그렇지 않은 저기술 산업의 경우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

다 (박삼옥, 1999; Hayter, 1997). 고령친화용품산업은 비교적 저기술 산업에 속함

에도 불구하고, 의료용기기제조업에 비해서 서울 및 수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4〉 고령친화용품산업과 의료용기기제조업 분포 비교

지역 고령친화용품산업* 의료용기기제조업** 전체제조업**

권역 시․도 업체수(개) 비율(%) LQ 업체수(개) 비율(%) LQ 비율(%)

수도권

서울 140 44.1
76.0

2.15 735 29.4
59.7

1.43 20.6
52.0인천 6 1.9 0.30 108 4.3 0.69 6.3

경기 95 30.0 1.19 651 26.0 1.04 25.1

충청권

대전 4 1.3
7.6

0.66 80 3.2
7.4

1.67 1.9
7.9충북 6 1.9 0.74 44 1.8 0.69 2.6

충남 14 4.4 1.28 59 2.4 0.68 3.5

호남권

광주 5 1.6
2.2

0.71 89 3.6
7.4

1.61 2.2
8.1전북 - - 0.00 54 2.2 0.78 2.8

전남 2 0.6 0.20 41 1.6 0.53 3.1

영남권

부산 17 5.4

12.6

0.65 212 8.5

21.8

1.03 8.3

29.5
대구 13 4.1 0.58 157 6.3 0.89 7.0
울산 2 0.6 0.42 31 1.2 0.83 1.5
경북 3 0.9 0.17 65 2.6 0.48 5.5
경남 5 1.6 0.22 81 3.2 0.45 7.2

강원

제주

강원 5 1.6
1.6

0.82 80 3.2
3.7

1.66 1.9
2.5

제주 - - 0.00 12 0.5 0.81 0.6
계 317 100.0 2,499 100.0 100.0

자료: *) 협회 회원사, 박람회 참가업체, 연감 자료를 토대로 작성. **) 통계청,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 네트워크 참여 정도 분석

업체의 네트워크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제도구축에 참여하는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구양미, 2008b)에서 조직은 대체로 정부관련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가 많았다. 이 중 기업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책사업 프로젝트에서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개

인 네트워크 연구(구양미, 2008a)에서 개인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기관 44.1%, 기

업 42.7%, 대학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식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64

명 중 기업의 비중은 29.7%로 감소한다. 연결정도중심성 지수에 따라 상위 21명을 

살펴보면 기업 소속은 5명에 불과하여 제도구축 네트워크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기업 소속 중 중심성이 높은 2명은 기업가로서 보

다는 협회와 모임의 회장으로서 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고령친화산업의 제도구축 네트워크는 정부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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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기업의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참여정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317개 업체 중 1개 이상의 관

련 협회에 가입한 업체가 30.3%로 나타났다. 2006~2007년 상반기 기간 동안 열린 

4개의 박람회에 1회 이상 참가한 업체는 53.6%이고, 16.7%의 업체는 2회 이상 참

여하였다. 박람회나 협회 등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은 32.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80개 응답업체 중 1개 이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42.5%, 박람회에 

1회 이상 참여한 업체가 55.0%로 나타났고, 2회 이상 참여는 3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영남권 입지 업체들의 협회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 충청

권에 입지한 업체들의 박람회 2회 이상 참여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충남의 박

람회 참여율이 높은 것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사업 중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고

령친화RIS사업단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간 직접 네트워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람회와 협회가입 여

부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참여 정도를 분석하였다. 각 업체가 2006~2007년 동

안 4개의 박람회, 2개의 협회, 1개의 제품전시관의 7개의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소속행렬(affiliation matrix)로 구축하였다. 동일 범주에 함께 속한 경우는 업체간 

상호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소속(case-by-affiliation) 자료를 기업-

기업(case-by-case) 네트워크 자료로 변환하였다 (구양미, 2008b 참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지수를 계산하였고,

이 4가지 지수들을 k-평균 군집분석하여 5개 군집을 도출하였다. 1, 2군집을 A로,

3, 4군집을 B로, 5군집을 C로 나누어 317개 기업을 A, B, C 3개의 그룹으로 구분

하였다. 이를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값에 따라 요약하면, A는 0.38이상인 기업으로 44

개사(13.9%), B는 0보다 크고 0.38보다 작은 기업으로 178개사(56.1%), C는 0인 

기업으로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 95개사(30.0%)로 나타난다.

4.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유형

고령친화용품은 첨단 의료기기에서부터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품목에 따라 

기술수준이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 단

위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 발전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산업부문이나 품목별 접근 뿐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의 행위자로

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일 산업부문이나 

품목의 경우에도 기업, 기관, 기업가 등 행위자의 역량에 따라 상이한 활동과 역할 

패턴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Lissoni, 2001; Giuliani, 2007). 

Giuliani and Bell(2005)의 연구에서도 기업 단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에서의 활

동 유형과 기업의 역량에 따라 산업 및 클러스터에서의 역할이 다름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역할

을 부여하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지표로 혁신수행력

과 네트워크참여도, 다른 기관과 협력 여부 등을 상정하여 고령친화용품업체를 5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수행력은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기업 자체의 내적 역량은 기업 성장 뿐 아니라 전체 산업부문의 발

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또한 네트워크참여도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 활동

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업들의 외적 연결성은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혁

신수행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허수를, 네트워크참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1. 혁신수행력 × 네트워크참여도에 따른 분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심성에 따른 A, B, C 구분은 네트워크참여도를 나

타낸다. 이에 더해서 혁신수행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a, b, c로 구분하였다. 혁신수행

력 측정 지표는 각 기업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등록된 특허수로 하였다. a는 특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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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기업의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참여정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317개 업체 중 1개 이상의 관

련 협회에 가입한 업체가 30.3%로 나타났다. 2006~2007년 상반기 기간 동안 열린 

4개의 박람회에 1회 이상 참가한 업체는 53.6%이고, 16.7%의 업체는 2회 이상 참

여하였다. 박람회나 협회 등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은 32.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80개 응답업체 중 1개 이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42.5%, 박람회에 

1회 이상 참여한 업체가 55.0%로 나타났고, 2회 이상 참여는 3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영남권 입지 업체들의 협회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 충청

권에 입지한 업체들의 박람회 2회 이상 참여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충남의 박

람회 참여율이 높은 것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사업 중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고

령친화RIS사업단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간 직접 네트워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람회와 협회가입 여

부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참여 정도를 분석하였다. 각 업체가 2006~2007년 동

안 4개의 박람회, 2개의 협회, 1개의 제품전시관의 7개의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소속행렬(affiliation matrix)로 구축하였다. 동일 범주에 함께 속한 경우는 업체간 

상호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소속(case-by-affiliation) 자료를 기업-

기업(case-by-case) 네트워크 자료로 변환하였다 (구양미, 2008b 참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지수를 계산하였고,

이 4가지 지수들을 k-평균 군집분석하여 5개 군집을 도출하였다. 1, 2군집을 A로,

3, 4군집을 B로, 5군집을 C로 나누어 317개 기업을 A, B, C 3개의 그룹으로 구분

하였다. 이를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값에 따라 요약하면, A는 0.38이상인 기업으로 44

개사(13.9%), B는 0보다 크고 0.38보다 작은 기업으로 178개사(56.1%), C는 0인 

기업으로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 95개사(30.0%)로 나타난다.

4.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유형

고령친화용품은 첨단 의료기기에서부터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품목에 따라 

기술수준이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 단

위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 발전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산업부문이나 품목별 접근 뿐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의 행위자로

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일 산업부문이나 

품목의 경우에도 기업, 기관, 기업가 등 행위자의 역량에 따라 상이한 활동과 역할 

패턴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Lissoni, 2001; Giuliani, 2007). 

Giuliani and Bell(2005)의 연구에서도 기업 단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에서의 활

동 유형과 기업의 역량에 따라 산업 및 클러스터에서의 역할이 다름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역할

을 부여하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지표로 혁신수행력

과 네트워크참여도, 다른 기관과 협력 여부 등을 상정하여 고령친화용품업체를 5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수행력은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기업 자체의 내적 역량은 기업 성장 뿐 아니라 전체 산업부문의 발

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또한 네트워크참여도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 활동

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업들의 외적 연결성은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혁

신수행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허수를, 네트워크참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1. 혁신수행력 × 네트워크참여도에 따른 분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심성에 따른 A, B, C 구분은 네트워크참여도를 나

타낸다. 이에 더해서 혁신수행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a, b, c로 구분하였다. 혁신수행

력 측정 지표는 각 기업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등록된 특허수로 하였다. a는 특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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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이상인 기업으로 24개사, b는 특허수가 1개 또는 2개인 기업들로 28개사, c는 

특허수가 0개인 기업으로 28개사가 해당된다. 네트워크참여도에 대한 A, B, C 구

분을 설문조사 응답업체 80개사에 적용한 결과 각각 23개사, 34개사, 23개사로 나

타났다. 네트워크참여도와 혁신수행력에 따라 3×3의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 또한 여기에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Y

(있음), N(없음)으로 나눌 수 있고, 고령친화산업 관련하여 제조(생산) 여부, 유통 

중심 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2〕 네트워크참여도와 혁신수행력에 따른 기업 분류

네트워크참여도

혁신수행력

ABC

c

b

a

0 < DC < 0.38DC = 0.00

특허수 = 1 or 2

특허수 ≥ 3

특허수 = 0

DC ≥ 0.38

Ca

Cb

Ba Aa

Cc

Bb Ab

Bc Ac

HP- NO HP- HC

NL- LTM 
NL- D

LP- I

80.0%

87.5%

62.5%

70.0%

70.0%

50.0%

71.4%

71.4%

66.7%

주) DC(degree centrality)는 연결정도중심성, 각 분류의 비율(%)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

율을 의미함.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68.5%로 나타났다 (표 

5). 연구개발비 비율은 협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25.2%:19.6%로 협력한 경우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혁신건수도 

12.96건:7.85건으로 차이가 컸다.

〈표 5〉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유형에 따른 특성

구분 HP-HC
NL-LTM

NL-D
HP-NO LP-I 계

중심성

연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0.464 
0.527 
0.005 
0.099 

0.421 
0.515 
0.005 
0.089 

0.095 
0.183 
0.000 
0.021 

0.108 
0.232 
0.000 
0.023 

0.241 
0.338 
0.002 
0.051 

거리

(km)

서울에서의 거리

주요기관최소거리

주요기관평균거리

112.82 
9.15 

140.86 

65.61 
11.06 
121.87 

71.87 
30.05 
120.13 

80.29 
12.17 
134.78 

75.55 
17.12 
126.38 

혁신건수

(개)

제품혁신건수

공정혁신건수

조직혁신건수

계

6.00 
0.57 
0.71 
7.28

(n=7)

6.10 
0.65 
2.70 
9.45 

(n=20)

10.4
3

1.17 
2.35 
13.9

5

(n=23)

7.00 
1.06 
2.61 
10.6

7

(n=18)

7.79 
0.93 
2.35 
11.07 

(n=68)

연구개발비 비율 (%) 19.3 (n=6) 20.2 (n=15) 29.0 (n=22) 18.1 (n=12) 23.2 (n=55)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 (%)
71.4 (n=7) 70.0 (n=23) 78.3 (n=23) 55.0 (n=20) 68.5 (n=73) 

n 7 27 25 21 80 

주) n은 해당 응답수를 의미.
자료: 설문조사.

분류별로 살펴보면 Cc, Bc가 가장 낮은 협력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Ca, Cb

가 80% 이상의 높은 협력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2). Ca, Cb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 참여는 없지만, 혁신 관련 협력과 네트워크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혁신수행력이 매우 낮아 특허수가 없는 c그룹의 경우 대체로 타 기관과의 

협력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하는 것

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참여도는 관계가 없었다. 즉, 혁신을 위한 협력과 고

령친화산업관련 정보를 얻고 동종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

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HP-HC), 중․저기술 제조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LTM), 유통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D), 혁신

수행력은 높지만, 네트워크참여도가 낮은 유형(HP-NO), 혁신수행력이 낮고 네트워

크참여도도 낮은 유형(LP-I)의 5가지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2,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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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이상인 기업으로 24개사, b는 특허수가 1개 또는 2개인 기업들로 28개사, c는 

특허수가 0개인 기업으로 28개사가 해당된다. 네트워크참여도에 대한 A, B, C 구

분을 설문조사 응답업체 80개사에 적용한 결과 각각 23개사, 34개사, 23개사로 나

타났다. 네트워크참여도와 혁신수행력에 따라 3×3의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 또한 여기에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Y

(있음), N(없음)으로 나눌 수 있고, 고령친화산업 관련하여 제조(생산) 여부, 유통 

중심 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2〕 네트워크참여도와 혁신수행력에 따른 기업 분류

네트워크참여도

혁신수행력

ABC

c

b

a

0 < DC < 0.38DC = 0.00

특허수 = 1 or 2

특허수 ≥ 3

특허수 = 0

DC ≥ 0.38

Ca

Cb

Ba Aa

Cc

Bb Ab

Bc Ac

HP- NO HP- HC

NL- LTM 
NL- D

LP- I

80.0%

87.5%

62.5%

70.0%

70.0%

50.0%

71.4%

71.4%

66.7%

주) DC(degree centrality)는 연결정도중심성, 각 분류의 비율(%)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

율을 의미함.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68.5%로 나타났다 (표 

5). 연구개발비 비율은 협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25.2%:19.6%로 협력한 경우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혁신건수도 

12.96건:7.85건으로 차이가 컸다.

〈표 5〉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유형에 따른 특성

구분 HP-HC
NL-LTM

NL-D
HP-NO LP-I 계

중심성

연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0.464 
0.527 
0.005 
0.099 

0.421 
0.515 
0.005 
0.089 

0.095 
0.183 
0.000 
0.021 

0.108 
0.232 
0.000 
0.023 

0.241 
0.338 
0.002 
0.051 

거리

(km)

서울에서의 거리

주요기관최소거리

주요기관평균거리

112.82 
9.15 

140.86 

65.61 
11.06 
121.87 

71.87 
30.05 
120.13 

80.29 
12.17 
134.78 

75.55 
17.12 
126.38 

혁신건수

(개)

제품혁신건수

공정혁신건수

조직혁신건수

계

6.00 
0.57 
0.71 
7.28

(n=7)

6.10 
0.65 
2.70 
9.45 

(n=20)

10.4
3

1.17 
2.35 
13.9

5

(n=23)

7.00 
1.06 
2.61 
10.6

7

(n=18)

7.79 
0.93 
2.35 
11.07 

(n=68)

연구개발비 비율 (%) 19.3 (n=6) 20.2 (n=15) 29.0 (n=22) 18.1 (n=12) 23.2 (n=55)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 (%)
71.4 (n=7) 70.0 (n=23) 78.3 (n=23) 55.0 (n=20) 68.5 (n=73) 

n 7 27 25 21 80 

주) n은 해당 응답수를 의미.
자료: 설문조사.

분류별로 살펴보면 Cc, Bc가 가장 낮은 협력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Ca, Cb

가 80% 이상의 높은 협력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2). Ca, Cb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 참여는 없지만, 혁신 관련 협력과 네트워크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혁신수행력이 매우 낮아 특허수가 없는 c그룹의 경우 대체로 타 기관과의 

협력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을 수행하는 것

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참여도는 관계가 없었다. 즉, 혁신을 위한 협력과 고

령친화산업관련 정보를 얻고 동종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

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HP-HC), 중․저기술 제조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LTM), 유통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D), 혁신

수행력은 높지만, 네트워크참여도가 낮은 유형(HP-NO), 혁신수행력이 낮고 네트워

크참여도도 낮은 유형(LP-I)의 5가지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2,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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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가지 유형별 특성

 1)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 (HP-HC: High 
Performance - High Centrality)

HP-HC 유형은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으로, 특허수가 많

고 네트워크 중심성도 높은 Aa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표 6). 대체로 지방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참

여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반면, 혁신건수와 연구개발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데 네트워크참여도와 혁신을 위한 협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

요기관 최소거리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데, 고령친화산업 진흥 정책 차원에서 지

방에 주요 제도구축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근접한 업체들이 긴밀한 관계

를 가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표 6〉 HP-HC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수

Firm192 AaY 생산 이동기기 경기 안산시 0.639 (0.914) 3% 25개 Y
Firm266 AaY 생산 이동기기, 배변용품 부산 사하구 0.465 (0.665) 28% 5개 Y
Firm277 AaY 생산 수발예방용품 충남 천안시 0.446 (0.638) 50% 5개 Y
Firm148 A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부산 사상구 0.437 (0.624) - 4개 N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대체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2가지 협회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해 있고, 2006~2007

년 기간 동안 관련 박람회에도 2~3회 정도 참석하고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업체들이다. 해당 업체를 살펴보면, Firm192는 전동스쿠터 제조업체로 

본사와 연구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공장은 충남 보령시에 있고, Firm277은 노인용 

운동기기 제조업체로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입지의 영향으로 Firm192

와 Firm277은 고령친화RIS사업단에서 스타기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사업단과 공동

연구과제 수행과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도 올렸다 

(고령친화RIS사업단, 2007). Firm266은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FDA인증을 받은 업

체로, Firm148의 대표와 더불어 고령친화산업 관련 협회에서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2) 중․저기술 제조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 (NL-LTM: 
(High Centrality) Network Leader - Low Tech Manufacturer)

NL-LTM 유형은 네트워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중․저기술 제조업체들로 

Ab, Ac, Bb에 속하는 업체들이다 (표 7). 

〈표 7〉 NL-LTM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

수

Firm281 AbY 생산 침구용품 경남 김해시 0.699 (1.000) - 1개 Y
Firm252 Ab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의정부시 0.668 (0.955) 13% 2개 N
Firm231 AbN 생산 정보통신기기 경기 성남시 0.576 (0.824) 100% 1개 -
Firm080 AbN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서울 송파구 0.522 (0.747) 40% 1개 Y
Firm199 AcY 생산유통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안양시 0.468 (0.670) 10% 0개 Y
Firm191 Bb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안산시 0.345 (0.493) 5% 1개 Y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개인건강의료용품, 침구 및 목욕용품 등 저기술분야에서 기술력이나 틈새시장 공

략으로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준비 중인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

도구축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이에 입지해 있다. 이들은 고령친화산업 부문을 성장시켜서 수요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역할을 높이려는 업체들이 많다. 따라서 관련 제도구축 활동에서

의 네트워크 리더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다. Firm281은 전동침대 제조업체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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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가지 유형별 특성

 1)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 (HP-HC: High 
Performance - High Centrality)

HP-HC 유형은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으로, 특허수가 많

고 네트워크 중심성도 높은 Aa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표 6). 대체로 지방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참

여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반면, 혁신건수와 연구개발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데 네트워크참여도와 혁신을 위한 협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

요기관 최소거리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데, 고령친화산업 진흥 정책 차원에서 지

방에 주요 제도구축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근접한 업체들이 긴밀한 관계

를 가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표 6〉 HP-HC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수

Firm192 AaY 생산 이동기기 경기 안산시 0.639 (0.914) 3% 25개 Y
Firm266 AaY 생산 이동기기, 배변용품 부산 사하구 0.465 (0.665) 28% 5개 Y
Firm277 AaY 생산 수발예방용품 충남 천안시 0.446 (0.638) 50% 5개 Y
Firm148 A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부산 사상구 0.437 (0.624) - 4개 N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대체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2가지 협회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해 있고, 2006~2007

년 기간 동안 관련 박람회에도 2~3회 정도 참석하고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업체들이다. 해당 업체를 살펴보면, Firm192는 전동스쿠터 제조업체로 

본사와 연구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공장은 충남 보령시에 있고, Firm277은 노인용 

운동기기 제조업체로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입지의 영향으로 Firm192

와 Firm277은 고령친화RIS사업단에서 스타기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사업단과 공동

연구과제 수행과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도 올렸다 

(고령친화RIS사업단, 2007). Firm266은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FDA인증을 받은 업

체로, Firm148의 대표와 더불어 고령친화산업 관련 협회에서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2) 중․저기술 제조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 (NL-LTM: 
(High Centrality) Network Leader - Low Tech Manufacturer)

NL-LTM 유형은 네트워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중․저기술 제조업체들로 

Ab, Ac, Bb에 속하는 업체들이다 (표 7). 

〈표 7〉 NL-LTM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

수

Firm281 AbY 생산 침구용품 경남 김해시 0.699 (1.000) - 1개 Y
Firm252 Ab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의정부시 0.668 (0.955) 13% 2개 N
Firm231 AbN 생산 정보통신기기 경기 성남시 0.576 (0.824) 100% 1개 -
Firm080 AbN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서울 송파구 0.522 (0.747) 40% 1개 Y
Firm199 AcY 생산유통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안양시 0.468 (0.670) 10% 0개 Y
Firm191 Bb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안산시 0.345 (0.493) 5% 1개 Y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개인건강의료용품, 침구 및 목욕용품 등 저기술분야에서 기술력이나 틈새시장 공

략으로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준비 중인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

도구축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이에 입지해 있다. 이들은 고령친화산업 부문을 성장시켜서 수요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역할을 높이려는 업체들이 많다. 따라서 관련 제도구축 활동에서

의 네트워크 리더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다. Firm281은 전동침대 제조업체로 경남

인
구

고
령

화
와

 산
업

123



에 위치해 있지만, 고령친화RIS사업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고, 업체 대표

는 개인 네트워크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회의 임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양미, 2008a).  Firm231은 긴급통보시스템 제조업체이고, Firm199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FDA 승인을 받았다. Firm191은 노인케어용 물품과 건강의료

기기를 제조 및 수출하는 업체로, 고령친화RIS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제품제

작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 Firm231, Firm199, Firm191의 

대표들은 협회의 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유통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 (NL-D: (High Centrality) 
Network Leader - Distributor) 

NL-D 유형은 네트워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통업체들로, NL-LTM 유형과 

마찬가지로 Ab, Ac, Bb에 속한다 (표 8). 제조부문이 아닌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로, 해외 유명브랜드를 수입․판매하는 경우, 해외 브랜드를 수입하여 약간의 

공정 처리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고 OEM생산, 독점판매, 렌탈, 대리점, 기술제

휴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유통업

의 특성상 대체로 서울과 경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Firm074는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OEM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는 고령

친화산업 관련 협회의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개인 네트워크에서 3번째로 높

은 중심성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양미, 2008a). Firm232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온라인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민간단체의 용품분

과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심성 순위가 높다. Firm064는 해외의 유명 복지용

구 판메 및 렌탈서비스 업체의 국내 지사로 처음으로 국내에 진입한 업체이다. 이 

유형의 업체들은 유통의 특성상 기업가가 개인 자격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업체 차원에서 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NL-D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구

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수

Firm242 AbY 유통 이동기기 경기 광주시 0.674 (0.964) 20% 1개 N
Firm074 AcY 생산유통 각종용품 서울 서초구 0.570 (0.814) - 0개 Y
Firm064 BbY 유통 각종용품 서울 강남구 0.332 (0.475) - 2개 N
Firm232 BbN 유통 각종용품, 이동기기 경기 성남시 0.316 (0.452) 20% 1개 N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4) 혁신수행력은 높지만, 네트워크참여도가 낮은 유형 (HP-NO: High 
Performance - Network Outsider) 

HP-NO 유형은 혁신수행력이 높지만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

거나 참여도가 미미한 업체들로 Ca, Cb, Ba에 속한다 (표 9).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참여도는 낮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수행력은 높게 나타난다.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타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로서 고

령친화산업 중에는 비교적 고기술분야에 속한다. 혁신건수와 연구개발비 비율에 있

어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고령친화 제도구축 네트워

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술력이나 혁신력이 앞서가기에 앞으로 이 분야를 주도해

나갈 그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 유형의 업체들은 세계최고 대비 

자사의 고령친화용품 수준을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기능에 있

어서 세계최고 품질 대비 90.6%로 평가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 85.7%보다 높았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 및 시장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

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앞섰는데 다른 유형이 2001년 이후인데 비해 HP-NO 

유형의 경우 1997년 후반으로 나타났고, 이에 연구 및 기술개발, 아이템 준비 및 

시장 출시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Firm223의 대표가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 이 그룹의 업체들은 특별한 네트워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친

화산업 분야에서 기업들과 가장 활발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고령친화RIS사업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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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해 있지만, 고령친화RIS사업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고, 업체 대표

는 개인 네트워크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회의 임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양미, 2008a).  Firm231은 긴급통보시스템 제조업체이고, Firm199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FDA 승인을 받았다. Firm191은 노인케어용 물품과 건강의료

기기를 제조 및 수출하는 업체로, 고령친화RIS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제품제

작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 Firm231, Firm199, Firm191의 

대표들은 협회의 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유통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 (NL-D: (High Centrality) 
Network Leader - Distributor) 

NL-D 유형은 네트워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통업체들로, NL-LTM 유형과 

마찬가지로 Ab, Ac, Bb에 속한다 (표 8). 제조부문이 아닌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로, 해외 유명브랜드를 수입․판매하는 경우, 해외 브랜드를 수입하여 약간의 

공정 처리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고 OEM생산, 독점판매, 렌탈, 대리점, 기술제

휴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유통업

의 특성상 대체로 서울과 경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Firm074는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OEM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는 고령

친화산업 관련 협회의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개인 네트워크에서 3번째로 높

은 중심성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양미, 2008a). Firm232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온라인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민간단체의 용품분

과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심성 순위가 높다. Firm064는 해외의 유명 복지용

구 판메 및 렌탈서비스 업체의 국내 지사로 처음으로 국내에 진입한 업체이다. 이 

유형의 업체들은 유통의 특성상 기업가가 개인 자격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업체 차원에서 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NL-D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구

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수

Firm242 AbY 유통 이동기기 경기 광주시 0.674 (0.964) 20% 1개 N
Firm074 AcY 생산유통 각종용품 서울 서초구 0.570 (0.814) - 0개 Y
Firm064 BbY 유통 각종용품 서울 강남구 0.332 (0.475) - 2개 N
Firm232 BbN 유통 각종용품, 이동기기 경기 성남시 0.316 (0.452) 20% 1개 N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4) 혁신수행력은 높지만, 네트워크참여도가 낮은 유형 (HP-NO: High 
Performance - Network Outsider) 

HP-NO 유형은 혁신수행력이 높지만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

거나 참여도가 미미한 업체들로 Ca, Cb, Ba에 속한다 (표 9).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참여도는 낮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수행력은 높게 나타난다.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타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로서 고

령친화산업 중에는 비교적 고기술분야에 속한다. 혁신건수와 연구개발비 비율에 있

어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고령친화 제도구축 네트워

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술력이나 혁신력이 앞서가기에 앞으로 이 분야를 주도해

나갈 그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 유형의 업체들은 세계최고 대비 

자사의 고령친화용품 수준을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기능에 있

어서 세계최고 품질 대비 90.6%로 평가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 85.7%보다 높았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 및 시장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

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앞섰는데 다른 유형이 2001년 이후인데 비해 HP-NO 

유형의 경우 1997년 후반으로 나타났고, 이에 연구 및 기술개발, 아이템 준비 및 

시장 출시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Firm223의 대표가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 이 그룹의 업체들은 특별한 네트워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친

화산업 분야에서 기업들과 가장 활발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고령친화RIS사업단과 

인
구

고
령

화
와

 산
업

125



교류하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rm270은 세계11개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

는 한방의료기기 생산업체이고, Firm228은 1974년 설립되어 국내 대표적인 의료기

기전문회사로 성장한 업체로 월등한 혁신수행력을 나타낸다. Firm137, Firm066, 

Firm243은 고령친화 관련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업체이고, Firm154는 독일 그룹

과 기술제휴를 하는 보청기 제조업체이다.

〈표 9〉 HP-NO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수

Firm228 B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평택시 0.168 (0.240) 8% 200개 N
Firm270 B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부산 남구 0.168 (0.240) 20% 20개 Y
Firm223 BaY 생산 이동기기 경기 화성시 0.161 (0.231) 5% 3개 Y
Firm066 CaY 생산 배변용품 서울 성북구 0.000 (0.000) 100% 5개 N
Firm137 C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강원 원주시 0.000 (0.000) 47% 5개 Y
Firm154 CbY 생산유통 정보통신기기 충북 청주시 0.000 (0.000) 35% 1개 Y
Firm243 Cb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광주시 0.000 (0.000) 25% 1개 N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5) 혁신수행력이 낮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낮은 유형 (LP-I: Low Performance 
- Isolated) 

LP-I 유형은 혁신수행력도 낮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낮은 업체로 Bc, Cc에 속한다 

(표 10). 단순 유통업체들, 저기술의 단순생산업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연구 및 기술

개발 중인 업체들도 있다. Firm317은 디지털생체신호기록기와 원격모니터링을 연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중인 업체로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가 있는 부산테크노파

크에 입지해 있으면서 이 센터와 교류하고 있다. Firm267과 Firm016은 저기술 단

순생산의 대표적인 업체로, Firm016은 서울에 입지해 있지만 고령친화RIS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제품제작지원을 받았으며, 일본박람회 참석과 관련하여 협력을 

맺었다. Firm109와 Firm164는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하는 단순 유통업체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Firm164는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참여

기관으로 온라인마케팅 사업을 주관하는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표 10〉 LP-I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

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

수

Firm016 Bc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서울 서대문구 0.218 (0.312) 5% 0개 N
Firm267 BcN 생산 침구용품, 배변용품 부산 사하구 0.218 (0.312) 40% 0개 N
Firm109 BcN 유통 목욕용품 서울 서초구 0.168 (0.240) 0% 0개 N
Firm317 CcY 생산 정보통신기기 부산 사상구 0.000 (0.000) 80% 0개 Y
Firm164 CcY 유통 각종용품 인천 계양구 0.000 (0.000) 10% 0개 Y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혁신수행력과 네트워크참여도,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수

행 정도 등의 지표에 따라 고령친화용품업체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HP-HC

는 혁신수행력과 네트워크참여도가 모두 높은 유형이고, NL-LTM과 NL-D는 고령

친화산업의 제도구축 네트워크의 리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참여도가 높은 유형이

다. HP-NO는 혁신수행력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높지만 고령친화산업 네트

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이고, LP-I는 혁신수행력과 네트워크참여도가 모두 낮은 

유형이다. 이와 같이 고령친화용품산업과 관련 업체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그동안 산업 및 기업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획일

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간정책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고령친화용

품산업체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주요 정책사업(프로

젝트)이 충청권과 영남권(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 기관들도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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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rm270은 세계11개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

는 한방의료기기 생산업체이고, Firm228은 1974년 설립되어 국내 대표적인 의료기

기전문회사로 성장한 업체로 월등한 혁신수행력을 나타낸다. Firm137, Firm066, 

Firm243은 고령친화 관련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업체이고, Firm154는 독일 그룹

과 기술제휴를 하는 보청기 제조업체이다.

〈표 9〉 HP-NO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수

Firm228 B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평택시 0.168 (0.240) 8% 200개 N
Firm270 B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부산 남구 0.168 (0.240) 20% 20개 Y
Firm223 BaY 생산 이동기기 경기 화성시 0.161 (0.231) 5% 3개 Y
Firm066 CaY 생산 배변용품 서울 성북구 0.000 (0.000) 100% 5개 N
Firm137 Ca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강원 원주시 0.000 (0.000) 47% 5개 Y
Firm154 CbY 생산유통 정보통신기기 충북 청주시 0.000 (0.000) 35% 1개 Y
Firm243 Cb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경기 광주시 0.000 (0.000) 25% 1개 N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5) 혁신수행력이 낮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낮은 유형 (LP-I: Low Performance 
- Isolated) 

LP-I 유형은 혁신수행력도 낮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낮은 업체로 Bc, Cc에 속한다 

(표 10). 단순 유통업체들, 저기술의 단순생산업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연구 및 기술

개발 중인 업체들도 있다. Firm317은 디지털생체신호기록기와 원격모니터링을 연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중인 업체로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가 있는 부산테크노파

크에 입지해 있으면서 이 센터와 교류하고 있다. Firm267과 Firm016은 저기술 단

순생산의 대표적인 업체로, Firm016은 서울에 입지해 있지만 고령친화RIS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제품제작지원을 받았으며, 일본박람회 참석과 관련하여 협력을 

맺었다. Firm109와 Firm164는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하는 단순 유통업체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Firm164는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참여

기관으로 온라인마케팅 사업을 주관하는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표 10〉 LP-I 유형 기업 개요

기업ID 분류

생산

유통

구분

품목분류 입지 중심성 (변환*)

혁신수행력
벤처

지정
연구비 

비율

특허

수

Firm016 BcY 생산 개인건강의료용품 서울 서대문구 0.218 (0.312) 5% 0개 N
Firm267 BcN 생산 침구용품, 배변용품 부산 사하구 0.218 (0.312) 40% 0개 N
Firm109 BcN 유통 목욕용품 서울 서초구 0.168 (0.240) 0% 0개 N
Firm317 CcY 생산 정보통신기기 부산 사상구 0.000 (0.000) 80% 0개 Y
Firm164 CcY 유통 각종용품 인천 계양구 0.000 (0.000) 10% 0개 Y

주) 분류에서의 Y,N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수행 경험의 유(Y), 무(N)를 나타내고, 벤처지정의 Y,N도 벤처지정 유무를 의

미. *: 317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 값을 1로 변환하여 0~1 스케일로 선형변환한 값.
자료: 설문조사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혁신수행력과 네트워크참여도,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수

행 정도 등의 지표에 따라 고령친화용품업체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HP-HC

는 혁신수행력과 네트워크참여도가 모두 높은 유형이고, NL-LTM과 NL-D는 고령

친화산업의 제도구축 네트워크의 리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참여도가 높은 유형이

다. HP-NO는 혁신수행력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높지만 고령친화산업 네트

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이고, LP-I는 혁신수행력과 네트워크참여도가 모두 낮은 

유형이다. 이와 같이 고령친화용품산업과 관련 업체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그동안 산업 및 기업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획일

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간정책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고령친화용

품산업체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주요 정책사업(프로

젝트)이 충청권과 영남권(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 기관들도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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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구양미, 2008b). HP-HC, HP-NO 유형의 기업

들은 비교적 기술력과 혁신수행력이 높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입지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지방산업 진흥정책, RIS정책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군집

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다.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지역 내 산업 집

적과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이 이와 관련될 수 있다. 특히 HP-NO 유형의 기업들은 

비록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수행으로 기술력이 높아서 향후 고령친화용품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

러한 기업들이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령친화산업

의 범위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NL-LTM, NL-D와 같이 제도구축 

네트워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 및 다른 기관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것을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에 반영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수행력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LP-I 유형 

기업들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해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식기반이 높지 않은 산업은 고도의 암묵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연적으

로 공간적 군집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Breschi and Malerba, 1997), 고령친화산업

도 대체로 이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아

직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및 공간정책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한 산업분야의 특성상 지방산업 육성 정책과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

업은 기존에도 미약하나마 존재했지만 시장보다는 복지 차원에 머물다가 고령화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고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분야(emerging secto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치산업(幼稚産業, infant 

industry)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김종욱․금성근, 2006), 유치산업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산업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성숙될 때까지 외

국과의 경쟁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산업을 의미한다 (이제민, 1995).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 기술력이나 수요의 측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또한 시장의 자유경쟁에만 맡길 수 없는 ‘복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

원과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고령친화용품 수준에 대

한 질문에 세계최고 품질 대비 가격은 82.4%, 기능은 85.7%, 디자인 81.5%의 수

준으로 평가하였다. 기능보다는 디자인과 품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혁신수행에 있어서의 애로사

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가장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연구개발과 혁신, 상업화

를 위한 자금부족’(3.65)과 ‘법률, 규제, 표준, 세금 등 제도적 규제 및 제도적 미

비’(3.56)였다. 또한 ‘고령친화관련 우수인력 부족’(3.22)과 ‘기업 입지 지역 내 전

문인력 부족’(3.19)도 문제점으로 거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들

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

여 정부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기업간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 중심의 산업으로 다양한 요구에 맞춘 다양성이 큰 산업이고 제조와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다양한 기술들을 기존 제품에 접목시키고, 제조와 서

비스를 연계하는 등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이다. 고도의 신기술 보다는 기존의 

중․저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수요자의 기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의 접목이 중요한 산업으로, 이에 관련 기업과의 정보교류나 협력 등 네트워크가 중

요하다. 고령친화산업 공간 정책을 통한 집적과 지리적 근접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혁신에 있어서 공간적․지리

적 효과와 사회적․관계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함이 나타났다 (Autant-Bernard, et al., 2007). 사회적 거리가 

지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리적 효과와 네트워크 효

과가 동시에 기업의 협력 결정에 영향을 주고 국지적 클러스터링에 기여하고 있다.

공간적 근접성 못지않게 관계적 네트워크도 기업의 수행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Maggioni, et al., 2007). OECD 국가들에서도 개별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보

다는 기업간 협력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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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구양미, 2008b). HP-HC, HP-NO 유형의 기업

들은 비교적 기술력과 혁신수행력이 높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입지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지방산업 진흥정책, RIS정책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군집

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다. 고령친화RIS사업단의 지역 내 산업 집

적과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이 이와 관련될 수 있다. 특히 HP-NO 유형의 기업들은 

비록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수행으로 기술력이 높아서 향후 고령친화용품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

러한 기업들이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령친화산업

의 범위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NL-LTM, NL-D와 같이 제도구축 

네트워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 및 다른 기관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것을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크에 반영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수행력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LP-I 유형 

기업들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해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식기반이 높지 않은 산업은 고도의 암묵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연적으

로 공간적 군집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Breschi and Malerba, 1997), 고령친화산업

도 대체로 이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아

직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및 공간정책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한 산업분야의 특성상 지방산업 육성 정책과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

업은 기존에도 미약하나마 존재했지만 시장보다는 복지 차원에 머물다가 고령화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고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분야(emerging secto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치산업(幼稚産業, infant 

industry)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김종욱․금성근, 2006), 유치산업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산업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성숙될 때까지 외

국과의 경쟁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산업을 의미한다 (이제민, 1995).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 기술력이나 수요의 측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또한 시장의 자유경쟁에만 맡길 수 없는 ‘복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

원과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고령친화용품 수준에 대

한 질문에 세계최고 품질 대비 가격은 82.4%, 기능은 85.7%, 디자인 81.5%의 수

준으로 평가하였다. 기능보다는 디자인과 품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혁신수행에 있어서의 애로사

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가장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연구개발과 혁신, 상업화

를 위한 자금부족’(3.65)과 ‘법률, 규제, 표준, 세금 등 제도적 규제 및 제도적 미

비’(3.56)였다. 또한 ‘고령친화관련 우수인력 부족’(3.22)과 ‘기업 입지 지역 내 전

문인력 부족’(3.19)도 문제점으로 거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들

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

여 정부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기업간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 중심의 산업으로 다양한 요구에 맞춘 다양성이 큰 산업이고 제조와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다양한 기술들을 기존 제품에 접목시키고, 제조와 서

비스를 연계하는 등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이다. 고도의 신기술 보다는 기존의 

중․저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수요자의 기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의 접목이 중요한 산업으로, 이에 관련 기업과의 정보교류나 협력 등 네트워크가 중

요하다. 고령친화산업 공간 정책을 통한 집적과 지리적 근접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혁신에 있어서 공간적․지리

적 효과와 사회적․관계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함이 나타났다 (Autant-Bernard, et al., 2007). 사회적 거리가 

지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리적 효과와 네트워크 효

과가 동시에 기업의 협력 결정에 영향을 주고 국지적 클러스터링에 기여하고 있다.

공간적 근접성 못지않게 관계적 네트워크도 기업의 수행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Maggioni, et al., 2007). OECD 국가들에서도 개별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보

다는 기업간 협력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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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별 기업의 혁신수행력을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적 군집이나 클

러스터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업의 지식기반이 

강화되어야 하고 외부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Giuliani and Bell(2005)의 

연구에서도 단순히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것이나 클러스터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진작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지식기반이 강화되어야 

클러스터 내․외부와의 연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에

서의 지위가 높고 외부와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적 정보관리자

(technological gatekeeper) 기업들이 지역 내 신기술 창출과 확산을 선도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HP-NO 유형은 네트워크에서의 지위가 부족하고,

NL-LTM 유형은 기술력과 혁신수행력이 부족하다. HP-HC 유형의 경우 네트워크

참여도와 혁신수행력이 모두 높지만 기술적 정보관리자 역할을 하기에는 다른 기관

과의 협력 정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기술적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고령친화산업 전체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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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별 기업의 혁신수행력을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적 군집이나 클

러스터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업의 지식기반이 

강화되어야 하고 외부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Giuliani and Bell(2005)의 

연구에서도 단순히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것이나 클러스터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진작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지식기반이 강화되어야 

클러스터 내․외부와의 연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에

서의 지위가 높고 외부와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적 정보관리자

(technological gatekeeper) 기업들이 지역 내 신기술 창출과 확산을 선도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HP-NO 유형은 네트워크에서의 지위가 부족하고,

NL-LTM 유형은 기술력과 혁신수행력이 부족하다. HP-HC 유형의 경우 네트워크

참여도와 혁신수행력이 모두 높지만 기술적 정보관리자 역할을 하기에는 다른 기관

과의 협력 정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기술적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고령친화산업 전체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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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형�사회적기업연구”�

박상하 l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 노인은 공적연금제도의 미흡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낮고, 근로소득 

비중은 높다. 65세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비율이 79.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근

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국의 평균보다 2.7배이며, 노인 빈곤위험이 전체 인

구의 위험에 비해 3배나 높아 노인빈곤율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부모 부

양의식의 약화로 이어진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 소득보장 기제로서 작동될 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자존감향상과 자아정체성을 확인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참여의지 및 사업아

이템의 빈약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현금이전의 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

능을 담보하는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이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사업

화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자원활용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일자리창출형 3가지 모델들을 설립 초창기부터 인증 사회

적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및 유형별로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거나 노인들 스스로 자치적인 공동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적 노후 소득보장수단이 절실하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3가지 유형은 

노인들의 공동체성과 사업화 의지가 결합한다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조직화하

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연구

박상하1)

1)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 노인은 공적연금제도의 미흡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낮고, 근로소득 

비중은 높다. 65세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비율이 79.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근

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국의 평균보다 2.7배이며, 노인 빈곤위험이 전체 인

구의 위험에 비해 3배나 높아 노인빈곤율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부모 부

양의식의 약화로 이어진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 소득보장 기제로서 작동될 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자존감향상과 자아정체성을 확인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참여의지 및 사업아

이템의 빈약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현금이전의 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

능을 담보하는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이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사업

화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자원활용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일자리창출형 3가지 모델들을 설립 초창기부터 인증 사회

적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및 유형별로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거나 노인들 스스로 자치적인 공동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적 노후 소득보장수단이 절실하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3가지 유형은 

노인들의 공동체성과 사업화 의지가 결합한다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조직화하

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연구

박상하1)

1)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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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급속

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소득보장 기능 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및 우울감 해소와 자립감 향상효과, 생활만족도 등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 적극적 노인복지 

정책 수단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스스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고령사회의 각종 

노인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효과적인 사회통합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지은구,

2009).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모든 인간관

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는 노후생활을 위

한 소득원의 보전과 보충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자존감 

향상과 역할행동에 따른 자부심 및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중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비율은 1994년 2.4%에서 25.3%로 급증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28.5%에서 

34.%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자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

만 여전히 52.9%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은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하는 비율이 1994년 70.7%에서 79.4%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정경희,2012). 

201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년부양비는 16.1로서 생산가

능인구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약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12).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현재 18.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

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2년 현재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

며 향후 2035년에는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정경희,2012).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전통적인 부모부양 의식 약화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가치관 확

산은 과거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을 감소시켜 

노인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 정도이며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

석하였다. 고령층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노인가구 소득 가운데 공적 이

전소득 비중이 86.7%였고, 근로소득 비중은 6.4%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층

의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15.2%인 반면, 근로소득 비중은 58.4%나 됐다.2)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은 소득도 낮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미흡해 그만큼 

노인층의 빈곤 위험은 크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64~77세 노인 인

구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의 위험에 비해 3배나 더 높았으며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상훈,2012).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적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고, 수령액도 적어 은퇴 후에도 생

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어

느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한시적이며 임시적 일자리로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선정 기준이나 

업종선택 및 정책적 지원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유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2) 우리나라 노인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국의 평균인 21.4%의 2.7배에 이를 만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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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급속

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소득보장 기능 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및 우울감 해소와 자립감 향상효과, 생활만족도 등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 적극적 노인복지 

정책 수단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스스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고령사회의 각종 

노인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효과적인 사회통합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지은구,

2009).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모든 인간관

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는 노후생활을 위

한 소득원의 보전과 보충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자존감 

향상과 역할행동에 따른 자부심 및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중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비율은 1994년 2.4%에서 25.3%로 급증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28.5%에서 

34.%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자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

만 여전히 52.9%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은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하는 비율이 1994년 70.7%에서 79.4%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정경희,2012). 

201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년부양비는 16.1로서 생산가

능인구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약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12).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현재 18.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

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2년 현재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했으

며 향후 2035년에는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정경희,2012).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전통적인 부모부양 의식 약화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가치관 확

산은 과거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을 감소시켜 

노인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 정도이며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

석하였다. 고령층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노인가구 소득 가운데 공적 이

전소득 비중이 86.7%였고, 근로소득 비중은 6.4%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층

의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15.2%인 반면, 근로소득 비중은 58.4%나 됐다.2)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은 소득도 낮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미흡해 그만큼 

노인층의 빈곤 위험은 크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64~77세 노인 인

구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의 위험에 비해 3배나 더 높았으며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상훈,2012).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적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고, 수령액도 적어 은퇴 후에도 생

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어

느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한시적이며 임시적 일자리로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선정 기준이나 

업종선택 및 정책적 지원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유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2) 우리나라 노인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국의 평균인 21.4%의 2.7배에 이를 만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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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비즈니스모델 확립을 통하여 공동체적 조직을 유지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가치 추구를 전제로 형성되는 자발적인 풀뿌리 지역사회운동이란 점에

서 노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의 자발적 공동체 조직을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근로동기이론

 1)기대이론 

기대이론은 Tolman(1932)과 Lewin(1938)의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조직 내에서

의 동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Vroom으로 알려져 있다.3)

기대이론은 전통적인 욕구이론과 동기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기대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사람마다 욕구의 발로가 다르며 욕구충족이라는 결과의 

실현과 자기가 취할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Vroom은 인간이 행동하는 방향의 강도는 그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의 강도와 이어진 결과에 대한 매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방향

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즉 기대되

는 결과에 대하여 어떤 선호를 갖는다. 또 다른 가정은 사람들이 달성하기를 희망하

3) 기대이론(Porter &Lawler, 1968; Vroom, 1964)은 공정성이론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이론으로, Vroom
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이론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Moorhead &Griffin, 
1992: 160).

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그들 자신의 어떤 

행동이 수단적(instrumental)인가를 믿는 정도도 고려한다.

기대이론에 의하면 다음 5가지 변수가 동기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첫째,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

감으로써, 이것은 수치로 표현할 때 행동과 결과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0의 상태로

부터 시작하여 행동과 결과간의 관계가 확실한 1의 사이에 존재한다.

둘째, 유의성(valence)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강도로서 개인의 욕구를 반

영시키며 보상, 승진, 인정과 같은 긍정적 유의성(positive valence)과 과업과정에서

의 압력과 벌 등의 부정적 유의성(negative valence)으로 구분된다.

셋째, 결과 또는 보상(outcome or reward)은 행동의 산물로서 개인행동의 성과

와 같은 1차적 결과(first-level outcome)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승진 등 2차적 결

과(second-level outcome)로 구분된다.

넷째,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이 지각하는 1차적 결과와 2차적 결과와의 

상관관계로서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높은 성과가 항상 승급을 가져오는 

+1.0의 관계로부터 성과와 보상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0의 관계 그리고 높은 성과

가 도리어 승급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의 관계 사이에 존재한다.

다섯째, 행동선택(choice behavior)은 행동방식의 선택으로서 개인은 행동대안과 

기대되는 결과 및 그 중요성을 모두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타인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valence) 그 결과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때(instrumentality) 개인

은 높은 기대감(expectancy)를 갖게되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기대이론에 적용해보면 내재적요인과 외재적 요

인이 노인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에서 선

호도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흥미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직무나 일에 흥미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

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활동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할때 만족도가 높

아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수단성은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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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비즈니스모델 확립을 통하여 공동체적 조직을 유지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가치 추구를 전제로 형성되는 자발적인 풀뿌리 지역사회운동이란 점에

서 노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의 자발적 공동체 조직을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근로동기이론

 1)기대이론 

기대이론은 Tolman(1932)과 Lewin(1938)의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조직 내에서

의 동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Vroom으로 알려져 있다.3)

기대이론은 전통적인 욕구이론과 동기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기대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사람마다 욕구의 발로가 다르며 욕구충족이라는 결과의 

실현과 자기가 취할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Vroom은 인간이 행동하는 방향의 강도는 그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의 강도와 이어진 결과에 대한 매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방향

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즉 기대되

는 결과에 대하여 어떤 선호를 갖는다. 또 다른 가정은 사람들이 달성하기를 희망하

3) 기대이론(Porter &Lawler, 1968; Vroom, 1964)은 공정성이론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인 이론으로, Vroom
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이론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Moorhead &Griffin, 
1992: 160).

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그들 자신의 어떤 

행동이 수단적(instrumental)인가를 믿는 정도도 고려한다.

기대이론에 의하면 다음 5가지 변수가 동기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첫째,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

감으로써, 이것은 수치로 표현할 때 행동과 결과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0의 상태로

부터 시작하여 행동과 결과간의 관계가 확실한 1의 사이에 존재한다.

둘째, 유의성(valence)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강도로서 개인의 욕구를 반

영시키며 보상, 승진, 인정과 같은 긍정적 유의성(positive valence)과 과업과정에서

의 압력과 벌 등의 부정적 유의성(negative valence)으로 구분된다.

셋째, 결과 또는 보상(outcome or reward)은 행동의 산물로서 개인행동의 성과

와 같은 1차적 결과(first-level outcome)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승진 등 2차적 결

과(second-level outcome)로 구분된다.

넷째,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이 지각하는 1차적 결과와 2차적 결과와의 

상관관계로서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높은 성과가 항상 승급을 가져오는 

+1.0의 관계로부터 성과와 보상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0의 관계 그리고 높은 성과

가 도리어 승급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의 관계 사이에 존재한다.

다섯째, 행동선택(choice behavior)은 행동방식의 선택으로서 개인은 행동대안과 

기대되는 결과 및 그 중요성을 모두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타인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valence) 그 결과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때(instrumentality) 개인

은 높은 기대감(expectancy)를 갖게되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기대이론에 적용해보면 내재적요인과 외재적 요

인이 노인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에서 선

호도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흥미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직무나 일에 흥미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

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활동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할때 만족도가 높

아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수단성은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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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욕구충족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 개념으

로 사건과 사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노인이 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자 한다면 현재 활동이 참여동기나 욕구충족 경향성이 강할 때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것이다. 일자리참여로 인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참여 및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킨다고 느낄때 일자리 참여활동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기대성은 노인

이 근로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록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욕구도 높아진다

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대이론은 노인들이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

기와 욕구가 어떻게 보상받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ERG이론

Alderfer(1972)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수준을 3단계로 수정한 욕구체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매슬로의 이론에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점(꼭 아랫단계의 욕

구가 채워져야 상위단계의 욕구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동시다발적으로 느낄수도 있

다)을 보완하기 위해 조금 단순화 시킨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알더퍼는 주로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여 직장이나 대학등의 조직생활에 직결된 욕구체계를 상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알더퍼는 3단계의 욕구를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를 통해 동기부여를 

설명하고 있다.

존재욕구는 허기,갈증,거처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생리적, 물질적 욕망들이다. 이

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욕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안전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존재욕구는 신체적 안녕,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관계욕구는 가족구성원, 감독자, 공동작업자, 하위

종업원, 친구등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욕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상호 간에 수용과 학인, 이해 및 영향 등관련 과정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요소들은할당과정과 상호간의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 성장욕구는 창조적 성장

이나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욕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한 개인이 

자기 능력을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

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욕구충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욕구는 Maslow의 

자아실현의 욕구와 비교될 수 있다. 작업 중 창조적, 생산적 기여를 함으로써 개인 

발전에 대한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의욕구로 표현된다.

ERG이론이 조직경영에 주는 시사점은 좌절-퇴행 가설로서 욕구좌절이 가져오는 

조직관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있다. 관계욕구나 성장욕구가 좌절되었

을 경우 그 하위단계의 욕구를 더욱 갈망한다는 주장은 관계욕구의 좌절이 존재욕구

의 일부인 금전적 보상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정신적 

심리적 인정이나 성장을 원하나 조직이 그것을 보상하지 못하게 되면 조직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욕구충족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

키는 이론이다. 욕구는 개인의 자아정체성, 신념, 태도 및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으므

로 욕구충족은 직무태도나 직무행동에 일관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Arnold &Boshoff, 2002;23, 이금희,2008 재인용). 이와같이  ERG이론에서 제공

하는 3가지 욕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충족되는 것은 근로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

정을 가능하게 한다. ERG이론에 근거하여 노인근로자가 노동을 통해서 존재의 욕

구, 관계의 욕구 및 성장의 욕구를 충족한다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가를 확인 수 있다. 예를들면, 존재의 욕구인 생존을 위한 임금이나 복지제도, 쾌

적한 환경은 직무만족도를 높혀 더 일하고자 할 것이며, 일을 통해 환경체계, 인간

관계 등의 교류를 맺고자 하는 관계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

기부여가 될 것이다. 또한 노동을 통한 일자리 참여가 개인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킨

다면,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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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욕구충족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 개념으

로 사건과 사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노인이 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자 한다면 현재 활동이 참여동기나 욕구충족 경향성이 강할 때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것이다. 일자리참여로 인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참여 및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킨다고 느낄때 일자리 참여활동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기대성은 노인

이 근로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록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욕구도 높아진다

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대이론은 노인들이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

기와 욕구가 어떻게 보상받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ERG이론

Alderfer(1972)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수준을 3단계로 수정한 욕구체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매슬로의 이론에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점(꼭 아랫단계의 욕

구가 채워져야 상위단계의 욕구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동시다발적으로 느낄수도 있

다)을 보완하기 위해 조금 단순화 시킨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알더퍼는 주로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여 직장이나 대학등의 조직생활에 직결된 욕구체계를 상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알더퍼는 3단계의 욕구를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를 통해 동기부여를 

설명하고 있다.

존재욕구는 허기,갈증,거처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생리적, 물질적 욕망들이다. 이

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욕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안전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존재욕구는 신체적 안녕,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관계욕구는 가족구성원, 감독자, 공동작업자, 하위

종업원, 친구등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욕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상호 간에 수용과 학인, 이해 및 영향 등관련 과정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요소들은할당과정과 상호간의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 성장욕구는 창조적 성장

이나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욕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한 개인이 

자기 능력을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

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욕구충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욕구는 Maslow의 

자아실현의 욕구와 비교될 수 있다. 작업 중 창조적, 생산적 기여를 함으로써 개인 

발전에 대한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의욕구로 표현된다.

ERG이론이 조직경영에 주는 시사점은 좌절-퇴행 가설로서 욕구좌절이 가져오는 

조직관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있다. 관계욕구나 성장욕구가 좌절되었

을 경우 그 하위단계의 욕구를 더욱 갈망한다는 주장은 관계욕구의 좌절이 존재욕구

의 일부인 금전적 보상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정신적 

심리적 인정이나 성장을 원하나 조직이 그것을 보상하지 못하게 되면 조직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욕구충족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

키는 이론이다. 욕구는 개인의 자아정체성, 신념, 태도 및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으므

로 욕구충족은 직무태도나 직무행동에 일관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Arnold &Boshoff, 2002;23, 이금희,2008 재인용). 이와같이  ERG이론에서 제공

하는 3가지 욕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충족되는 것은 근로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

정을 가능하게 한다. ERG이론에 근거하여 노인근로자가 노동을 통해서 존재의 욕

구, 관계의 욕구 및 성장의 욕구를 충족한다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가를 확인 수 있다. 예를들면, 존재의 욕구인 생존을 위한 임금이나 복지제도, 쾌

적한 환경은 직무만족도를 높혀 더 일하고자 할 것이며, 일을 통해 환경체계, 인간

관계 등의 교류를 맺고자 하는 관계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

기부여가 될 것이다. 또한 노동을 통한 일자리 참여가 개인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킨

다면,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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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경제이론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광의와 협의의 다양한 개념정의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광의의 개념정의로는 OECD가 제시한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는 개념정의가 대표적이다. 또 사회적

경제는 자원적 조직과 비정부조직, 공동체 경제개발조직과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

영리섹터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의 균등, 취약계층의 포용 등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에 기초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유럽사회경제

정보센터의 개념정의도 광의의 개념정의에 해당된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사

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의 비즈니스와 기업가정신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조직의 실천활동을 의미한다. 핵심적인 경제활동으

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사회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교육훈련이나 기술적, 재정적 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적경제의 또 다른 이름이며 사회적경제를 ‘사회기업가’ 활동이나 조직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기업가는 휴먼서비스 섹터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공정책을 만들며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공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가로 소개된다(Goldenberg, 2004:17;주성수,2010 재인용). 사회기업가 유형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여기에는 사명을 추구하는 활동을 위한 수입을 만들고 고용과 같은 

생산물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이 포

함된다. 그것은 또한 비영리조직들이 어떻게 사적부문의 방식, 도구, 접근법을 활용

할 수 있는지 또는 비영리조직의 후원자들이 성과와 효과를 창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사고를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광의와 협의의 개념도 있지만 보편화된 일반적 개념정의도 아울러 

참고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란 회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회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며 사회적경제의 목표는 사회적․민주적, 그리고 연대기초

적 목표들이다(Lukkarinen,2005:420,재인용). 특히, 시장이나 기존의 공공제공으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욕구충족에 목표를 두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

을 증대시켜 이들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민주주의

와 연대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자원의 안정화에 기초하는 핵심적 조직과 

기업을 망라한다. 이러한 시민적 가치는 이윤추구적 이해의 논리를 초월한다. 사회

적경제의 활동영역은 사회적, 민주적, 참여적 기업, 질적 고용, 사회적 포용, 지역개

발, 사회적 보호이다. 이 영역들이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개

념의 기초가 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프랑스에서 기원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에서 일반

화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유럽을 넘어서 널리 확산된 개념이다. 드푸르니

(Defourny, 2004)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부조조직

(mutual societies), 민간단체(associations), 재단(foundation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며 독립적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배분을 그 원리로 한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로 말미암아 발

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노동자들과 장인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통한 대처에서 부터였

다. 사회적경제는 결사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안적 의미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다가 근대 사회보장체계 형성과 노동조합 활동 등이 성숙되어 시장경제와의 경

쟁에서 뒤떨어지거나 포섭되면서 영향력이 현격히 위축되었다. 위축되었던 사회적경

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실업의 확산과 사

회적 배제가 대두하는 와중에 기존의 국가 복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가던 시기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부가 대처해 나

가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발굴과 확산, 지역의 재생, 노동시장의 취약계

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시작했다(김정원, 2009).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

적경제 개념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세계 각 지역에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경제의 조직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Defourny & Develtre(1999)는 세계적으로도 종교 및 지리적-민족적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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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경제이론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광의와 협의의 다양한 개념정의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광의의 개념정의로는 OECD가 제시한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는 개념정의가 대표적이다. 또 사회적

경제는 자원적 조직과 비정부조직, 공동체 경제개발조직과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

영리섹터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의 균등, 취약계층의 포용 등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에 기초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유럽사회경제

정보센터의 개념정의도 광의의 개념정의에 해당된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사

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의 비즈니스와 기업가정신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조직의 실천활동을 의미한다. 핵심적인 경제활동으

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사회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교육훈련이나 기술적, 재정적 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적경제의 또 다른 이름이며 사회적경제를 ‘사회기업가’ 활동이나 조직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기업가는 휴먼서비스 섹터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공정책을 만들며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공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가로 소개된다(Goldenberg, 2004:17;주성수,2010 재인용). 사회기업가 유형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여기에는 사명을 추구하는 활동을 위한 수입을 만들고 고용과 같은 

생산물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이 포

함된다. 그것은 또한 비영리조직들이 어떻게 사적부문의 방식, 도구, 접근법을 활용

할 수 있는지 또는 비영리조직의 후원자들이 성과와 효과를 창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사고를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광의와 협의의 개념도 있지만 보편화된 일반적 개념정의도 아울러 

참고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란 회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회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며 사회적경제의 목표는 사회적․민주적, 그리고 연대기초

적 목표들이다(Lukkarinen,2005:420,재인용). 특히, 시장이나 기존의 공공제공으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욕구충족에 목표를 두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

을 증대시켜 이들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민주주의

와 연대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자원의 안정화에 기초하는 핵심적 조직과 

기업을 망라한다. 이러한 시민적 가치는 이윤추구적 이해의 논리를 초월한다. 사회

적경제의 활동영역은 사회적, 민주적, 참여적 기업, 질적 고용, 사회적 포용, 지역개

발, 사회적 보호이다. 이 영역들이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개

념의 기초가 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프랑스에서 기원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에서 일반

화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유럽을 넘어서 널리 확산된 개념이다. 드푸르니

(Defourny, 2004)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부조조직

(mutual societies), 민간단체(associations), 재단(foundation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며 독립적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배분을 그 원리로 한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로 말미암아 발

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노동자들과 장인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통한 대처에서 부터였

다. 사회적경제는 결사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안적 의미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다가 근대 사회보장체계 형성과 노동조합 활동 등이 성숙되어 시장경제와의 경

쟁에서 뒤떨어지거나 포섭되면서 영향력이 현격히 위축되었다. 위축되었던 사회적경

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실업의 확산과 사

회적 배제가 대두하는 와중에 기존의 국가 복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가던 시기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부가 대처해 나

가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발굴과 확산, 지역의 재생, 노동시장의 취약계

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시작했다(김정원, 2009).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

적경제 개념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세계 각 지역에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경제의 조직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Defourny & Develtre(1999)는 세계적으로도 종교 및 지리적-민족적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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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화적 특성이 경제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활

동이 발생했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유럽의 의미로만 국한할 수 없음을 지

적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의 은행들, 유대교의 집단농장인 키

부츠, 해방신학에 기초한 남미의 바시스타 운동, 티토 집권기 유고의 자주관리 모델

을 비롯해 스페인의 몬드라곤 등이 그 사례이다. 이에 입각한다면, 우리의 계나, 두

레, 품앗이 등도 사회적경제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복지혼합이라는 복지공급 방식의 변화이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전반을 압박한 재정위기, 국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지의 저하, 실업률의 증

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은 복지공급 방식에 변

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민간 부문이 복지공급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복

지 다원화이다. 세 번째로 일상 생활에서 시장 경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의 형성과 확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의는 각 국가의 연구자에 따라 연대의 경제, 제3섹터, 비

영리조직, 자원활동조직, 재단,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 등 사회적경제를 목적

으로 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로들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Chanial & Laville(2004)은 사회적경제란 시장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부당함

에 대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법칙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상

당히 제도화된 영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Levesque & Ninacs(2000)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와 법적조직  형태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조직들로 정부와 독립적이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일반적

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운영원칙과 규범은 연대, 자율성, 시민성에 기초한 사회

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연계하는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원 

법규를 가지고 있다4). 유럽위원회(EC)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4) 쿼터(Quarter,1992:11-12)는 사회적경제를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사회적 목표가 상업적 목표에 우선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자체적으로 

고 있다.

〈표 2-1〉 사회적경제의 특성

특 성 내  용

비영리성
주요목적이 자본에 대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본질적으로 ‘이
해관계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이며 또 사회적경제 기업은 공익의 욕구

에 의해, 공익의 욕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책무성을 가짐

1인1표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1인1표 원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됨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경제 기업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고 창의적 운영을 위해 설립됨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심니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 참여자들이 

자발성, 멤버십 및 실행력에 기초함

 2) 제3섹터

사회적경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독립

적이라 볼 수 없고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중첩된 영역으로 나타난다. 사회적경제의 

모태가 되는 영역은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third sector)이다. 영국의 제3섹터청

(OTS)에 따르면 제3섹터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가치에서 발생한 비정부 조직이며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재정적 잉여금을 재투자

하는 특성을 공유하며 자원조직과 공동체조직, 자선조직 등 크고 작은 공제조직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커다란 세 가지 범주

는 국가, 시장, 사회적경제로 삼등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국가를 제1섹터 영역으로 

본다면, 시장을 민간영역의 제2섹터로 하고 나머지 사회적경제를 제3섹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조세제도와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공평하게 

충당하는 수입을 만들어야 하지만, 수익활동은 사회적 목표추구의 범위에 한정된다. ② 사회적경제는 자

체 상업이나 회비수입에 의존하거나 정부지원 및 기업후원에 의존하는 다양한 조직들로 이루어진다. ③ 
사회적경제는 서비스나 금전의 기부에 의존하며 상호공제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에 의존한다.
④ 사회적경제에서 수익금은 회원의 서비스 개선이나 조직의 활동에 충당되며 협동조합에서 볼 수 있는 

수익의 배당은 회원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진다. ⑤ 사회적경제에서 조직의 순자산은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

주는‘사회적 배당’처럼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사회적 자산이다. ⑥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과정이 기

본이며 사회적경제는 민주주의를 정치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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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화적 특성이 경제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활

동이 발생했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유럽의 의미로만 국한할 수 없음을 지

적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의 은행들, 유대교의 집단농장인 키

부츠, 해방신학에 기초한 남미의 바시스타 운동, 티토 집권기 유고의 자주관리 모델

을 비롯해 스페인의 몬드라곤 등이 그 사례이다. 이에 입각한다면, 우리의 계나, 두

레, 품앗이 등도 사회적경제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복지혼합이라는 복지공급 방식의 변화이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전반을 압박한 재정위기, 국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지의 저하, 실업률의 증

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은 복지공급 방식에 변

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민간 부문이 복지공급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복

지 다원화이다. 세 번째로 일상 생활에서 시장 경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의 형성과 확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의는 각 국가의 연구자에 따라 연대의 경제, 제3섹터, 비

영리조직, 자원활동조직, 재단,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 등 사회적경제를 목적

으로 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로들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Chanial & Laville(2004)은 사회적경제란 시장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부당함

에 대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법칙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상

당히 제도화된 영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Levesque & Ninacs(2000)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와 법적조직  형태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조직들로 정부와 독립적이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일반적

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운영원칙과 규범은 연대, 자율성, 시민성에 기초한 사회

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연계하는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원 

법규를 가지고 있다4). 유럽위원회(EC)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4) 쿼터(Quarter,1992:11-12)는 사회적경제를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사회적 목표가 상업적 목표에 우선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자체적으로 

고 있다.

〈표 2-1〉 사회적경제의 특성

특 성 내  용

비영리성
주요목적이 자본에 대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본질적으로 ‘이
해관계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이며 또 사회적경제 기업은 공익의 욕구

에 의해, 공익의 욕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책무성을 가짐

1인1표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1인1표 원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됨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경제 기업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고 창의적 운영을 위해 설립됨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심니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 참여자들이 

자발성, 멤버십 및 실행력에 기초함

 2) 제3섹터

사회적경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독립

적이라 볼 수 없고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중첩된 영역으로 나타난다. 사회적경제의 

모태가 되는 영역은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third sector)이다. 영국의 제3섹터청

(OTS)에 따르면 제3섹터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가치에서 발생한 비정부 조직이며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재정적 잉여금을 재투자

하는 특성을 공유하며 자원조직과 공동체조직, 자선조직 등 크고 작은 공제조직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커다란 세 가지 범주

는 국가, 시장, 사회적경제로 삼등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국가를 제1섹터 영역으로 

본다면, 시장을 민간영역의 제2섹터로 하고 나머지 사회적경제를 제3섹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조세제도와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공평하게 

충당하는 수입을 만들어야 하지만, 수익활동은 사회적 목표추구의 범위에 한정된다. ② 사회적경제는 자

체 상업이나 회비수입에 의존하거나 정부지원 및 기업후원에 의존하는 다양한 조직들로 이루어진다. ③ 
사회적경제는 서비스나 금전의 기부에 의존하며 상호공제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에 의존한다.
④ 사회적경제에서 수익금은 회원의 서비스 개선이나 조직의 활동에 충당되며 협동조합에서 볼 수 있는 

수익의 배당은 회원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진다. ⑤ 사회적경제에서 조직의 순자산은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

주는‘사회적 배당’처럼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사회적 자산이다. ⑥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과정이 기

본이며 사회적경제는 민주주의를 정치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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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장은 경쟁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이윤

추구와 생산성을 확대한다. 반면 제3섹터의 사회적경제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부실패를 경험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제3의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의 위치와 영역을 정리하면 <표2-2>와 같다. 제1섹터(국가 및 공공영역)는 재분배

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며, 제2섹터(민간 및 사적시장 영역)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

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1970년대 새롭게 주목받는 제3섹터는 상호호혜와 연대를 기

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표 2-2〉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경제 

구  분
제1섹터

(국가 및 공공영역)

제3섹터

(사회적경제)

제2섹터

(민간 및 사적시장 영역)

내용 및 특성

- 평등(equality),
- 소득재분배,
- 공공서비스,
- 공기업

- 호혜성(reciprocity)
- 연대 및 상부상조

- 공사혼합서비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결사체

- 효율성(efficiency),
- 등가교환(경쟁),
- 사적서비스,
- 자본소유기업 및 주식 회사

성  격 공익 우선 공․사결합(중간영역) 사익 우선

제3섹터 개념은 프랑스의 논의를 시발점으로 등장하여 구체화되었는데 시장경제

와 국가부문 주변에 존재하는 섹터로 정의하였다(Delors & Gaudin,1979). 제3섹터

에 대한 잔여적인 인식은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특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실

패와 시장의 실패에 따른 대안적인 제공 주체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제3섹터의 경

제학적 필요성으로 연결된다(Lohmann,1992).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19세기부터 나타난 협동조합운동, 교회공동체를 위시한 자선활동, 평등과 

민주주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 시민운동 등 경제학적 필요성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제3

섹터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3섹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정부조직(국가)과 자본조직(시장)간의 교집합(혹은 교차점)으로

서 개념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국가와 시장의 교차점으로서의 제3섹터를 개념

화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Anheir & Seibel(1990)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제3섹터

를 시장의 융통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관료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혼합함으로

서 이윤의 극대화와 관료제로 초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연계시킨 연구자로는 Lévesque et al.(1999)이 

있으며, 이들은 제3섹터를 전통적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과는 달리 두 영역이 결합

된 사회적경제로 정의하였다. 즉, 조직차원에서 공식과 비공식부문, 생산 및 가격차

원에서 시장과 비시장, 재원차원에서 화폐와 비화폐 등이 결합된 부문으로 인식하였

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대륙에서 제3섹터는 민간섹터와 공공섹터가 공존 또

는 중첩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Moulaert & Ailenei, 2005). 하지만 제3섹터

가 공존(협력, 의존, 통제 등의 관계에서)을 전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섹터, 공공

섹터, 제3섹터간의 결합정도에 따라 국가간 또는 연구자간 인식차이는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을 연구한 Salamon & Anheier는 조직형태상으로는 민

간(시장)에 속하며, 조직목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을 제3섹터로 정의하였으며,

Salamon(1990)은 공식적 조직체, 민간, 비영리 배분, 자치운영, 자발성, 공익추구 

등 6가지를 갖춘 조직을 제3섹터로 정의하였다.

제3섹터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한 개념으로 본래의 모습을 판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실용적으로는 

이러한 학문적 개념정의의 시도를 뛰어넘어,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려는 경향마저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헌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와 연대경제

(economie solidaire), 제3섹터(the third sector), 제3체계(the third system) 등의 

개념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개념은 1990

년대에 거대한 이론적, 실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20세기 중반 사회적경

제가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나서 양적으로 빠르게 팽창하여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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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장은 경쟁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이윤

추구와 생산성을 확대한다. 반면 제3섹터의 사회적경제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부실패를 경험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제3의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의 위치와 영역을 정리하면 <표2-2>와 같다. 제1섹터(국가 및 공공영역)는 재분배

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며, 제2섹터(민간 및 사적시장 영역)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

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1970년대 새롭게 주목받는 제3섹터는 상호호혜와 연대를 기

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표 2-2〉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경제 

구  분
제1섹터

(국가 및 공공영역)

제3섹터

(사회적경제)

제2섹터

(민간 및 사적시장 영역)

내용 및 특성

- 평등(equality),
- 소득재분배,
- 공공서비스,
- 공기업

- 호혜성(reciprocity)
- 연대 및 상부상조

- 공사혼합서비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결사체

- 효율성(efficiency),
- 등가교환(경쟁),
- 사적서비스,
- 자본소유기업 및 주식 회사

성  격 공익 우선 공․사결합(중간영역) 사익 우선

제3섹터 개념은 프랑스의 논의를 시발점으로 등장하여 구체화되었는데 시장경제

와 국가부문 주변에 존재하는 섹터로 정의하였다(Delors & Gaudin,1979). 제3섹터

에 대한 잔여적인 인식은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특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실

패와 시장의 실패에 따른 대안적인 제공 주체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제3섹터의 경

제학적 필요성으로 연결된다(Lohmann,1992).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19세기부터 나타난 협동조합운동, 교회공동체를 위시한 자선활동, 평등과 

민주주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 시민운동 등 경제학적 필요성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제3

섹터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3섹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정부조직(국가)과 자본조직(시장)간의 교집합(혹은 교차점)으로

서 개념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국가와 시장의 교차점으로서의 제3섹터를 개념

화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Anheir & Seibel(1990)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제3섹터

를 시장의 융통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관료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혼합함으로

서 이윤의 극대화와 관료제로 초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연계시킨 연구자로는 Lévesque et al.(1999)이 

있으며, 이들은 제3섹터를 전통적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과는 달리 두 영역이 결합

된 사회적경제로 정의하였다. 즉, 조직차원에서 공식과 비공식부문, 생산 및 가격차

원에서 시장과 비시장, 재원차원에서 화폐와 비화폐 등이 결합된 부문으로 인식하였

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대륙에서 제3섹터는 민간섹터와 공공섹터가 공존 또

는 중첩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Moulaert & Ailenei, 2005). 하지만 제3섹터

가 공존(협력, 의존, 통제 등의 관계에서)을 전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섹터, 공공

섹터, 제3섹터간의 결합정도에 따라 국가간 또는 연구자간 인식차이는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을 연구한 Salamon & Anheier는 조직형태상으로는 민

간(시장)에 속하며, 조직목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을 제3섹터로 정의하였으며,

Salamon(1990)은 공식적 조직체, 민간, 비영리 배분, 자치운영, 자발성, 공익추구 

등 6가지를 갖춘 조직을 제3섹터로 정의하였다.

제3섹터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한 개념으로 본래의 모습을 판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실용적으로는 

이러한 학문적 개념정의의 시도를 뛰어넘어,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려는 경향마저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헌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와 연대경제

(economie solidaire), 제3섹터(the third sector), 제3체계(the third system) 등의 

개념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개념은 1990

년대에 거대한 이론적, 실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20세기 중반 사회적경

제가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나서 양적으로 빠르게 팽창하여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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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와 정체성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혹은 건강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초창기의 노인복지관련 문

헌에서는 '활동적인 노후(active aging)' 혹은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라는 

목표의식이 표출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출발당시에는 사회적일자리 개념의 도입

과 맥을 같이하여 정체성이 부여되곤 하였다. 사회적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과 충

돌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

다. 그리고 저임금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다. 또한 운영과정에도 근로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일반 민간기업과는 달리 협동과 자치의 원리에 기초하며,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급노동과 자원봉사의 결합, 이윤추구보다는 이윤

의 사회적 환원을 목표로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원리가 반영되어 소

득창출 뿐만 아니라 노인의 소외극복과 탈빈곤, 그리고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촉진을 

통한 사회적기여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에 대한 평가는 불분명하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

지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복합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목적과 의미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정책 일환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라는 사회학적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

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복지라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나누어 볼 

5)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는 2011년 200천개에서 2012년 220천개로 증가하였으며 사회공헌형은 지난해보

다 19천개 증가한 195천개이며 시장진입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천개를 유지하고 잇다. 시장형은 

2011년 4천개에세 2012년 4.7천개로 7백개로 증가하였다.

수 있다. 광의적 의미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국가 사

회의 집합적 대응을 의미이다. 반면 협의적 의미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

적 잔여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은 목적과 수단적 측면의 

동시적 의미를 가진다. 목적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 향

상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수단적 측면에서 노인이라는 인구학적 취약

특성에 의해 일반 인구의 시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창출의 기대보다는 추가적인 서비

스 제공 등 사회복지적 개입의 추가적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노인일자

리사업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며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을 통한 노인복지적 성격을 중요하게 부각되게 하는 이유이며 기존 시장에서는 창출

될 수 없는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 소득보장수단이다.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은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로 설정되어 프

로그램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

비스 등을 제도화하거나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

은 연금제도이며 특히 공적연금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저

출산 고령화현상이 심화되면 공적연금은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며 그 보장성은 취약

해진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을 통해 노인의 보조적인 소득보장 기제로서 보충적 보

완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원리와 부합되는 측면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현금이전의 소득보장 측면에 무게중심을 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어려움이 제기된다.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범위가 너무 협소

하다는 점이며 본격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대상층이 너무 얇다.6)

다시 말하면 저소득계층 노인이 많기는 하지만 저소득 조건이 모든 일자리사업 유형

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국 보충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이 다소 모호

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해 노인의 소득이 얼마나 증진되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효과성과 책임성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

6) 2012년 정부지원 22만개 일자리는 전체 65세이상 노인 600만명 중 2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

더라도 전체노인의 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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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와 정체성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혹은 건강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초창기의 노인복지관련 문

헌에서는 '활동적인 노후(active aging)' 혹은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라는 

목표의식이 표출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출발당시에는 사회적일자리 개념의 도입

과 맥을 같이하여 정체성이 부여되곤 하였다. 사회적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과 충

돌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

다. 그리고 저임금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다. 또한 운영과정에도 근로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일반 민간기업과는 달리 협동과 자치의 원리에 기초하며,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급노동과 자원봉사의 결합, 이윤추구보다는 이윤

의 사회적 환원을 목표로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원리가 반영되어 소

득창출 뿐만 아니라 노인의 소외극복과 탈빈곤, 그리고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촉진을 

통한 사회적기여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에 대한 평가는 불분명하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

지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복합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목적과 의미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정책 일환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라는 사회학적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

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복지라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나누어 볼 

5)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는 2011년 200천개에서 2012년 220천개로 증가하였으며 사회공헌형은 지난해보

다 19천개 증가한 195천개이며 시장진입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천개를 유지하고 잇다. 시장형은 

2011년 4천개에세 2012년 4.7천개로 7백개로 증가하였다.

수 있다. 광의적 의미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국가 사

회의 집합적 대응을 의미이다. 반면 협의적 의미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

적 잔여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은 목적과 수단적 측면의 

동시적 의미를 가진다. 목적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 향

상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수단적 측면에서 노인이라는 인구학적 취약

특성에 의해 일반 인구의 시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창출의 기대보다는 추가적인 서비

스 제공 등 사회복지적 개입의 추가적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노인일자

리사업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며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을 통한 노인복지적 성격을 중요하게 부각되게 하는 이유이며 기존 시장에서는 창출

될 수 없는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 소득보장수단이다.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은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로 설정되어 프

로그램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

비스 등을 제도화하거나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

은 연금제도이며 특히 공적연금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저

출산 고령화현상이 심화되면 공적연금은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며 그 보장성은 취약

해진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을 통해 노인의 보조적인 소득보장 기제로서 보충적 보

완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원리와 부합되는 측면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현금이전의 소득보장 측면에 무게중심을 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어려움이 제기된다.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범위가 너무 협소

하다는 점이며 본격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대상층이 너무 얇다.6)

다시 말하면 저소득계층 노인이 많기는 하지만 저소득 조건이 모든 일자리사업 유형

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국 보충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이 다소 모호

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해 노인의 소득이 얼마나 증진되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효과성과 책임성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

6) 2012년 정부지원 22만개 일자리는 전체 65세이상 노인 600만명 중 2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

더라도 전체노인의 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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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소득보장의 현금 이전 수단으로서 유일한 최우선적 성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

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 고용이며 복지와 고용의 혼합

영역으로 간주된다(변재관․김창규,2005).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나

타난 저소득노인의 생계형 일자리와 소득창출 욕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측면을 

감안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현금이전의 소득보장수단으로 자리 메김되어야 하는 측

면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정부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므로 일의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사회적 비용인 급여가 지출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가 일정 수

준 이상 갖추어야 하는 노인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

으로 노동력 수요와 고령자 노동력의 부조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

서 노인자리의 수요자에 적합한 업종개발과 발굴 및 노인 노동력 공급은 인적자원개

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애경력개발과 교육 프로그

램의 체계화, 노인 노동력과 일자리 욕구에 대한 DB구축 등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향후 ‘노인적합형 일

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

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노인일자리를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노동부의 고시로 고령자적합직종을 고시하여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노인적합형 

일자리의 주요영역인 인력활용(Manpower Utilization)에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

업, 노인지원고용, 유급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며, 인력개발(Manpower 

Development)에는 노인교육 및 훈련을 포함시키고 있다(허준수 외,2006; 남기철 

외 재인용, 2008).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주체가 되는 일과 관련된 사업 영역에서 관련 프로그램

과 현장을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고 조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난립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서 

공공부조로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는 자

활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사회서비스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

며 공공 인건비에 의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8대 바우처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일자리사업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공공부조의 속성들이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 사업이나 중복성과 관련된 사업들간 연계나 통합을 매개로 상호

간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와 협동조합(co-operatives) 등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E) 형태의 설립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주체로하여 지역사회조직(CO)과 지역사

회개발(CD)의 복합적 성격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다(남기철외,2008).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

로 지역화전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7)          

4.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1. 유형별 운영방식 및 사례

 1) 사회서비스형

7)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5인이

상 조합원이 자유롭게 출자하여 비즈니스형태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이익보다는 장기이익을 추구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운영

을 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자본투자보다는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

충과 고용안정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기업과는 차별화된 운영모델로 인해 협동조합은 사

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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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소득보장의 현금 이전 수단으로서 유일한 최우선적 성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

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 고용이며 복지와 고용의 혼합

영역으로 간주된다(변재관․김창규,2005).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나

타난 저소득노인의 생계형 일자리와 소득창출 욕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측면을 

감안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현금이전의 소득보장수단으로 자리 메김되어야 하는 측

면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정부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므로 일의 내용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사회적 비용인 급여가 지출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가 일정 수

준 이상 갖추어야 하는 노인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

으로 노동력 수요와 고령자 노동력의 부조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

서 노인자리의 수요자에 적합한 업종개발과 발굴 및 노인 노동력 공급은 인적자원개

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애경력개발과 교육 프로그

램의 체계화, 노인 노동력과 일자리 욕구에 대한 DB구축 등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향후 ‘노인적합형 일

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

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노인일자리를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노동부의 고시로 고령자적합직종을 고시하여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노인적합형 

일자리의 주요영역인 인력활용(Manpower Utilization)에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

업, 노인지원고용, 유급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며, 인력개발(Manpower 

Development)에는 노인교육 및 훈련을 포함시키고 있다(허준수 외,2006; 남기철 

외 재인용, 2008).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주체가 되는 일과 관련된 사업 영역에서 관련 프로그램

과 현장을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고 조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난립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서 

공공부조로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는 자

활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사회서비스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

며 공공 인건비에 의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8대 바우처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일자리사업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공공부조의 속성들이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 사업이나 중복성과 관련된 사업들간 연계나 통합을 매개로 상호

간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와 협동조합(co-operatives) 등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E) 형태의 설립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주체로하여 지역사회조직(CO)과 지역사

회개발(CD)의 복합적 성격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다(남기철외,2008).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

로 지역화전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7)          

4.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1. 유형별 운영방식 및 사례

 1) 사회서비스형

7)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5인이

상 조합원이 자유롭게 출자하여 비즈니스형태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이익보다는 장기이익을 추구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운영

을 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자본투자보다는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

충과 고용안정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기업과는 차별화된 운영모델로 인해 협동조합은 사

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인
구

고
령

화
와

 산
업

153



(1)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사회서비스형은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가사간병이나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서비스, 가사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을 말한

다. 그러나 일반적인 협의의 사회서비스사업은 돌봄 서비스, 사회적 보호서비스 등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

비스로서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사업은 경제발전과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사업은 도시와 농

촌은 물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참

여자 및 구성원도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과 주부들이 함께 참여

하는 조직구성은 오히려 세대 간 통합과 조직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찾아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과 연합하여 논의하고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추진기구나 조직

체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사회서비스제공 관련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 때 기존의 봉

사단체나 공공조직을 활용하거나 연계 또는 결합하여 사업노하우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재원조달은 주민 각자가 갹출하기도 하고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

여 확대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영입하여 주민공동 조직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나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회서비스

의 경우는 노인들만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자료수집이나 정보면에서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의 청년이나 주부들을 적절히 배치

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 1〉 사회서비스형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구분 내  용 기  준

적용범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도시나 농촌지역 모두가능

참여자 봉사정신이나 사회적목적에 부합한 노인 55세 이상 노인

적용대상
저소득노인 및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노인

교육, 문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전분야

조직구성
지역사회단체, 공공 및 민간기구, 신규조직 

설립
기존 봉사단체나 조직들을 활용하여 구성

사업방법
각종 사회서비스분야 사업전개와 서비스 

제공
참여자의 능력과 서비스제공정도에 따라 성과급

재원조달
지역노인 및 주민, 투자자 출연 및 

공동출자
공공기관 활용이나 민간단체 위탁 등

(2) 적용사례 : 대구 골목문화해설사업

대구 골목문화해설사업은 노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서

비스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노인들의 자존감과 생활 문화적가치를 보존하는 우수사례

라 할 수 있다.

중구시니어클럽은 20명의 노인이 처음 골목 문화해설사 사업을 시작해 작년에 

40명, 올해는 43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 달에 10회 해설을 하며 

2시간(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정도의 해설 시간을 노인들이 

담당하면서 자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사업이다.

현재 골목문화해설사는 100년사골목과 저잣거리, 문화거리 등 3코스로 운영하고 있

다. 골목해설을 하기 위해 선발된 노인들은 한 달간 10회의 양성 교육을 거친다. 주

로 선발된 노인들은 교직에서 은퇴했거나 공무원 출신이 많다고 한다. 특히 중구는 

예로부터 번화가였기 때문에 대구에 살던 노인들은 그 변화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해 

훨씬 생동감 있는 해설이 가능하다. 6개 조로 나눠 한달에 2개조씩 3코스를 근무한

다.

초등학생들과도 연계해 노인들은 재능을 기부하고 학생들은 내 고장을 알게 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해설이 없는 날에도 서로 모여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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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사회서비스형은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가사간병이나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서비스, 가사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을 말한

다. 그러나 일반적인 협의의 사회서비스사업은 돌봄 서비스, 사회적 보호서비스 등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

비스로서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사업은 경제발전과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사업은 도시와 농

촌은 물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참

여자 및 구성원도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과 주부들이 함께 참여

하는 조직구성은 오히려 세대 간 통합과 조직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찾아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과 연합하여 논의하고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추진기구나 조직

체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사회서비스제공 관련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 때 기존의 봉

사단체나 공공조직을 활용하거나 연계 또는 결합하여 사업노하우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재원조달은 주민 각자가 갹출하기도 하고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

여 확대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영입하여 주민공동 조직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나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회서비스

의 경우는 노인들만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자료수집이나 정보면에서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의 청년이나 주부들을 적절히 배치

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 1〉 사회서비스형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구분 내  용 기  준

적용범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도시나 농촌지역 모두가능

참여자 봉사정신이나 사회적목적에 부합한 노인 55세 이상 노인

적용대상
저소득노인 및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노인

교육, 문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전분야

조직구성
지역사회단체, 공공 및 민간기구, 신규조직 

설립
기존 봉사단체나 조직들을 활용하여 구성

사업방법
각종 사회서비스분야 사업전개와 서비스 

제공
참여자의 능력과 서비스제공정도에 따라 성과급

재원조달
지역노인 및 주민, 투자자 출연 및 

공동출자
공공기관 활용이나 민간단체 위탁 등

(2) 적용사례 : 대구 골목문화해설사업

대구 골목문화해설사업은 노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서

비스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노인들의 자존감과 생활 문화적가치를 보존하는 우수사례

라 할 수 있다.

중구시니어클럽은 20명의 노인이 처음 골목 문화해설사 사업을 시작해 작년에 

40명, 올해는 43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 달에 10회 해설을 하며 

2시간(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정도의 해설 시간을 노인들이 

담당하면서 자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사업이다.

현재 골목문화해설사는 100년사골목과 저잣거리, 문화거리 등 3코스로 운영하고 있

다. 골목해설을 하기 위해 선발된 노인들은 한 달간 10회의 양성 교육을 거친다. 주

로 선발된 노인들은 교직에서 은퇴했거나 공무원 출신이 많다고 한다. 특히 중구는 

예로부터 번화가였기 때문에 대구에 살던 노인들은 그 변화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해 

훨씬 생동감 있는 해설이 가능하다. 6개 조로 나눠 한달에 2개조씩 3코스를 근무한

다.

초등학생들과도 연계해 노인들은 재능을 기부하고 학생들은 내 고장을 알게 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해설이 없는 날에도 서로 모여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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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 대해 정보도 교류하며 정확한 해설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월례회

의를 통해서도 문제점을 꾸준히 고쳐나가는 노인들은 골목문화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골목문화사업은 다른 기관에서도 찾아와 벤치마킹할 정도라고 하니 골목과 노

인의 만남이 지역에 공헌하는 사회서비스는 물론, 노인의 삶과 보람을 느끼는 활력

소가 되고 있다. 노인들이 7개월간 활동해 2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골목문화해설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역은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골목을 추억의 꿈꾸

는 골목으로 바꾸는 골목해설은 현대인들에게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2) 지역자원활용형

(1)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지역자원활용형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디든지 역사와 문화예술 등 숨어있는 잠

재적 자원들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역자원이란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행정적 용어로서 향토자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산은 

특정한 지역의 정치, 행정, 협력 등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포함되지

만 자원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다.8) 향토자원이든 지역자원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의 배태성이다. 예를들면, 농촌지역 고유의 전통성과 차별성을 지닌 자원, 경제

적 가치측면에서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들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체화된 배태적 특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관습, 기술, 조업방식 등에 내재되

어 내려오는 역사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노인이 주민과 협력하여 사업화를 

8)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적 학술적 구분을 하지 않고 광범위한 용어로 통일하여 지역자원 안에 자산이나 지

역경제를 활성화는 산업이나 아이디어까지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본다.

도모하는 모델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모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내발적 발전

(Endogenous Development)이다. 지금까지 농촌개발사업이나 도시 낙후지역 개발

방식은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따라 강제되어 왔다. 따라서 고령

친화형 사회적기업을 통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통합 문제의 해법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내부 자원을 활용하

고 그 지역 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발전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무리한 사업투

자나 수익만을 쫓기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와 민주적 운영을 유지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와 삶의 보람을 찾는 방법이다. 사업화 과

정에서 노인의 역할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을 주민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민간단체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표 4-2〉 지역자원활용형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구 분 내 용 기 준

적용범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기타 지역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장소나 지역 

참여자 지역노인 및 외부 전문가 55세이상 노인

적용대상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한 지역
유무형의 지역자원 중 인지도나 명성을 

확보한 자원

조직구성
지역사회단체, 공공 및 민간기구, 신규조직 

설립
기존 봉사단체나 조직들을 활용하여 구성

사업방법
마을의 문화재나 역사, 자연, 문화, 예술적

가치를 비즈니스화 하고 지역노인 참여

지역자원을 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하여 

주민참여 (사업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주민 대표자나 투자자 출연 및 공동출자,

전문가집단

노인출자 및 민관협력방식(지역주민이나 

내부자본 동원이 어려우면 외부자본도 가능)

(2) 적용사례 : 장흥 무산김(주)

장흥 무산김(주)은 지역주민이 출자해 만든 회사이다. 대부분 주민이 고령자이면

서 주주이고, 종업원이며 경영자이다. 지역주민의 힘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대기업이나 외부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이

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회사가 수익을 내면, 이익은 주주인 주민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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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 대해 정보도 교류하며 정확한 해설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월례회

의를 통해서도 문제점을 꾸준히 고쳐나가는 노인들은 골목문화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골목문화사업은 다른 기관에서도 찾아와 벤치마킹할 정도라고 하니 골목과 노

인의 만남이 지역에 공헌하는 사회서비스는 물론, 노인의 삶과 보람을 느끼는 활력

소가 되고 있다. 노인들이 7개월간 활동해 2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골목문화해설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역은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골목을 추억의 꿈꾸

는 골목으로 바꾸는 골목해설은 현대인들에게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2) 지역자원활용형

(1)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지역자원활용형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디든지 역사와 문화예술 등 숨어있는 잠

재적 자원들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역자원이란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행정적 용어로서 향토자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산은 

특정한 지역의 정치, 행정, 협력 등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포함되지

만 자원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다.8) 향토자원이든 지역자원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의 배태성이다. 예를들면, 농촌지역 고유의 전통성과 차별성을 지닌 자원, 경제

적 가치측면에서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들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체화된 배태적 특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관습, 기술, 조업방식 등에 내재되

어 내려오는 역사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노인이 주민과 협력하여 사업화를 

8)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적 학술적 구분을 하지 않고 광범위한 용어로 통일하여 지역자원 안에 자산이나 지

역경제를 활성화는 산업이나 아이디어까지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본다.

도모하는 모델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모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내발적 발전

(Endogenous Development)이다. 지금까지 농촌개발사업이나 도시 낙후지역 개발

방식은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따라 강제되어 왔다. 따라서 고령

친화형 사회적기업을 통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통합 문제의 해법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내부 자원을 활용하

고 그 지역 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발전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무리한 사업투

자나 수익만을 쫓기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와 민주적 운영을 유지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와 삶의 보람을 찾는 방법이다. 사업화 과

정에서 노인의 역할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을 주민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민간단체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표 4-2〉 지역자원활용형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구 분 내 용 기 준

적용범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기타 지역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장소나 지역 

참여자 지역노인 및 외부 전문가 55세이상 노인

적용대상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한 지역
유무형의 지역자원 중 인지도나 명성을 

확보한 자원

조직구성
지역사회단체, 공공 및 민간기구, 신규조직 

설립
기존 봉사단체나 조직들을 활용하여 구성

사업방법
마을의 문화재나 역사, 자연, 문화, 예술적

가치를 비즈니스화 하고 지역노인 참여

지역자원을 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하여 

주민참여 (사업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주민 대표자나 투자자 출연 및 공동출자,

전문가집단

노인출자 및 민관협력방식(지역주민이나 

내부자본 동원이 어려우면 외부자본도 가능)

(2) 적용사례 : 장흥 무산김(주)

장흥 무산김(주)은 지역주민이 출자해 만든 회사이다. 대부분 주민이 고령자이면

서 주주이고, 종업원이며 경영자이다. 지역주민의 힘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대기업이나 외부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이

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회사가 수익을 내면, 이익은 주주인 주민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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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돌아간다. 즉, 주민주식회사를 탄생시킨 것이다.

장흥 무산김(주)은 전국 최초로 김 양식 어민이 설립한 회사로서 어민들은 개별어

업 형식으로 소규모의 김 양식에서부터 생산 판매를 해결하다보니 소득은 적고 김 

가격 하락에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염

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연안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완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불신

을 받는 것이 주요 문제였다. 어민들 사이에서도 김 양식에 친환경 생산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 유기산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래서 장흥의 김 양식 어민들은 2008년부터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무산(無酸)김을 

양식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가 무산김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110명의 어민들이 작

게는 백만 원 많게는 삼천만원까지 출자하여 6억3천500만원의 자본금으로 2009년 

2월에 출범했다. 장흥군 관산읍에 위치한 회사에서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종

류의 김과 파래돌김을 생산하여 인터넷 판매(www.musangim.com)를 하고 있다.

회사는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조미김 가공공장이 완공

되면 직간접고용을 포함해 3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주식회사는 지역사회와 지역자원에 기반하여 사업을 행하고 지역주민이 참여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조합’과 유사한 속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부문이나 민

간영리기업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르다. 어민들은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감시자가 

되어 경쟁도 했다. 장흥 무산김의 청정 이미지를 어민들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 간 

것이다. 이러한 관리 덕택에 지난해 4월엔 친환경수산물 인증과 국제유기인증

(IFOAM)을 획득했다.

무산김 생산과 동시에 이제는 가공과 유통에까지 눈을 돌렸다. 유통회사를 설립하

는 건 무산김 생산 결정만큼이나 힘겨웠다.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문제였다. 주민공

청회를 열다섯 차례나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산김주식회사는 생산 어민 소득 

증대라는 유통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중보다 비싼 값에 김을 사들였다. 유통회

사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일자리창출형

(1)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일자리창출형은 특정한 공공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이므로 지역자원활용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서 활

용하는 사업아이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유형에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창출형은 비교적 비즈니스모델만 명확하다면 

지역노인들이 운영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없이 접근 가능한 분야이다. 지역이나 마을

단위의 노인들이 주민회의나 자치회를 통하여 사업방식과 조직운영을 주도하면 이상

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노인들로만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 지역

주민이면 청년이나 주부 등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확장하는 방법

을 모색한다. 시작단계에서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농어촌공동체회사를 통해 조직화와 

공동체 운동을 확산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협동조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창출형은 지역자원형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 참여노인들의 

선정대상을 차별화하여 저소득노인이나 생계목적인 노인들로 구성하여 참여의지와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표 4-3〉 일자리창출형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구 분 내  용 기  준

적용범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기타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사업아이템 활용

참여자 지역거주 노인 55세이상 노인

적용대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노인 참여의지가 높고 생계형 노인 우선 고용

조직구성
노인회, 주민회, 청년회, 부녀회 등 기존 

주민자치 조직 활용  

기존 봉사단체나 조직들 중 구체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단체

사업방법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한 사업아이템을 지역 

노인주도로 운영
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하여 주민참여 유도

재원조달
주민 대표나 투자자 출연 및 공동출자,

전문가집단

노인출자 및 공동출연(지역주민이나 내부

자본 동원이 어려우면 외부자본도 가능)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158



역으로 돌아간다. 즉, 주민주식회사를 탄생시킨 것이다.

장흥 무산김(주)은 전국 최초로 김 양식 어민이 설립한 회사로서 어민들은 개별어

업 형식으로 소규모의 김 양식에서부터 생산 판매를 해결하다보니 소득은 적고 김 

가격 하락에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염

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연안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완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불신

을 받는 것이 주요 문제였다. 어민들 사이에서도 김 양식에 친환경 생산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 유기산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래서 장흥의 김 양식 어민들은 2008년부터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무산(無酸)김을 

양식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가 무산김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110명의 어민들이 작

게는 백만 원 많게는 삼천만원까지 출자하여 6억3천500만원의 자본금으로 2009년 

2월에 출범했다. 장흥군 관산읍에 위치한 회사에서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종

류의 김과 파래돌김을 생산하여 인터넷 판매(www.musangim.com)를 하고 있다.

회사는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조미김 가공공장이 완공

되면 직간접고용을 포함해 3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주식회사는 지역사회와 지역자원에 기반하여 사업을 행하고 지역주민이 참여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조합’과 유사한 속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부문이나 민

간영리기업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르다. 어민들은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감시자가 

되어 경쟁도 했다. 장흥 무산김의 청정 이미지를 어민들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 간 

것이다. 이러한 관리 덕택에 지난해 4월엔 친환경수산물 인증과 국제유기인증

(IFOAM)을 획득했다.

무산김 생산과 동시에 이제는 가공과 유통에까지 눈을 돌렸다. 유통회사를 설립하

는 건 무산김 생산 결정만큼이나 힘겨웠다.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문제였다. 주민공

청회를 열다섯 차례나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산김주식회사는 생산 어민 소득 

증대라는 유통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중보다 비싼 값에 김을 사들였다. 유통회

사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일자리창출형

(1)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일자리창출형은 특정한 공공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이므로 지역자원활용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서 활

용하는 사업아이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유형에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창출형은 비교적 비즈니스모델만 명확하다면 

지역노인들이 운영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없이 접근 가능한 분야이다. 지역이나 마을

단위의 노인들이 주민회의나 자치회를 통하여 사업방식과 조직운영을 주도하면 이상

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노인들로만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 지역

주민이면 청년이나 주부 등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확장하는 방법

을 모색한다. 시작단계에서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농어촌공동체회사를 통해 조직화와 

공동체 운동을 확산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협동조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창출형은 지역자원형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 참여노인들의 

선정대상을 차별화하여 저소득노인이나 생계목적인 노인들로 구성하여 참여의지와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표 4-3〉 일자리창출형 운영방식과 조직구성

구 분 내  용 기  준

적용범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 기타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사업아이템 활용

참여자 지역거주 노인 55세이상 노인

적용대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노인 참여의지가 높고 생계형 노인 우선 고용

조직구성
노인회, 주민회, 청년회, 부녀회 등 기존 

주민자치 조직 활용  

기존 봉사단체나 조직들 중 구체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단체

사업방법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한 사업아이템을 지역 

노인주도로 운영
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하여 주민참여 유도

재원조달
주민 대표나 투자자 출연 및 공동출자,

전문가집단

노인출자 및 공동출연(지역주민이나 내부

자본 동원이 어려우면 외부자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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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사례 : 원주 노인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원주 노인생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를 노인 스스로 풀고자 결성된 전

국 유일의 노인협동조합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05년 설립되어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원주 노인생협은 스스로 일

을 하면서 성취하고 건강과 희망을 만들며 노동을 통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

는 노인문화를 형성하여 고령화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생협에서 일자리 참여와 교육도 받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만들어 노인들의 

건강과 활발한 사회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원주시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원주지역 초등

학교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되는 등 주요사업으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은빛 택배사

업, 소독·방역 사업, 크린콜 사업, 숙직·경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

출 사업은 노인생협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지역 내 여러 기관 단체들과

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경비원 일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노인생협 

경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아파트, 학교, 빌딩 등에서 수요가 많은 편이다.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천만원을 출연하여 노인생협 경비 주식회사를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

했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창립시에 4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천30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출자금 4

천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생협의 취지와 가능성에 동참하는 조합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조합원은 12개 업종에 1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비원 일자리를 

포함해 작년의 2배 수준인 28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원주지역의 6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물품 및 서

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9)

2. 사회적기업 운영원칙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 대원칙은 경제활동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보

장하며 노동통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

려와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시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적 협업구조로 운영된다. 사회적기업이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것은 바로 민주적이며 상부상조의 공생적 거버넌스를 통해 인간

다운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하겠다.

 1) 조직형태와 운영이 독립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와 조직을 갖추려면 우선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조합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신뢰성 있는 공적구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처음부

터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에서 출발

하기 때문에 향후 조직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운영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

는 것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형태가 독립적인지 또는 얼

마나 외부기관에 의존적인지 판단함으로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립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조직형

태와 운영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부합하는 조직 형

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창업단계의 마을기업이나 초창기의 사회

적 경제 조직들에게 구체적인 법적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향후 신

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조직형태와 운영구조는 

9) 원주한살림생협을 비롯해 원주생협과 원주의료생협, 상지대생협, 원주노인생협, 문화생협 등 6개 생협은 

최근 조합원 상호 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하였

다. 이에 따라 원주지역 1만 5천여명의 6개 생협 조합원들은 모든 생협에서 개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

의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생협 조합원들의 상호 이용 협약은 각 생협 활성화는 물론 지역 순환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앞으로 각 생협에서 농식

품은 물론 공산품도 판매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상호 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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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사례 : 원주 노인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원주 노인생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를 노인 스스로 풀고자 결성된 전

국 유일의 노인협동조합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05년 설립되어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원주 노인생협은 스스로 일

을 하면서 성취하고 건강과 희망을 만들며 노동을 통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

는 노인문화를 형성하여 고령화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생협에서 일자리 참여와 교육도 받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만들어 노인들의 

건강과 활발한 사회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원주시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원주지역 초등

학교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되는 등 주요사업으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은빛 택배사

업, 소독·방역 사업, 크린콜 사업, 숙직·경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

출 사업은 노인생협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지역 내 여러 기관 단체들과

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경비원 일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노인생협 

경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아파트, 학교, 빌딩 등에서 수요가 많은 편이다.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천만원을 출연하여 노인생협 경비 주식회사를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

했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창립시에 4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천30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출자금 4

천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생협의 취지와 가능성에 동참하는 조합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조합원은 12개 업종에 1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비원 일자리를 

포함해 작년의 2배 수준인 28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원주지역의 6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물품 및 서

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9)

2. 사회적기업 운영원칙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 대원칙은 경제활동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보

장하며 노동통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

려와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시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적 협업구조로 운영된다. 사회적기업이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것은 바로 민주적이며 상부상조의 공생적 거버넌스를 통해 인간

다운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하겠다.

 1) 조직형태와 운영이 독립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와 조직을 갖추려면 우선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조합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신뢰성 있는 공적구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처음부

터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에서 출발

하기 때문에 향후 조직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운영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

는 것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형태가 독립적인지 또는 얼

마나 외부기관에 의존적인지 판단함으로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립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조직형

태와 운영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부합하는 조직 형

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창업단계의 마을기업이나 초창기의 사회

적 경제 조직들에게 구체적인 법적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향후 신

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조직형태와 운영구조는 

9) 원주한살림생협을 비롯해 원주생협과 원주의료생협, 상지대생협, 원주노인생협, 문화생협 등 6개 생협은 

최근 조합원 상호 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하였

다. 이에 따라 원주지역 1만 5천여명의 6개 생협 조합원들은 모든 생협에서 개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

의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생협 조합원들의 상호 이용 협약은 각 생협 활성화는 물론 지역 순환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앞으로 각 생협에서 농식

품은 물론 공산품도 판매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상호 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
구

고
령

화
와

 산
업

161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기업 운영원칙의 두 번째는 근로형태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기업이나 자선단체 등 초보적인 커뮤니티비지니스 같은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만큼 사업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유급근로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

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려면 최소한

의 영업활동과 수익창출을 통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을 평가할 때도 유급근로자 수가 많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조건이나 연령 등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노인들이나 장애인에게는 유동적으로 적

용한다거나 업무 성격에 따라 야간근무를 인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사

회적기업의 고용과 노무관리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10)

 3)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목적 나아가 공동체 복원이라는 기본적

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조직목표가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부상조의 사회적 미션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반영 정도라든가,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 

얼마나 사회적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떠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11)

10)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명부

와 4대 보험 가입여부, 급여대장 및 출근부 등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4)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표나 이사 외에 근로자 대표나 서비스 

이용자 및 수혜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 지자체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 구조를 갖추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인1표의 

원칙으로 자본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회의체 구조를 수직

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일반기업과 구별해주

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5)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생산과 소비, 교환과 판매 영역 

등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다.12)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조직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다만, 시장에서 일반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무리한 영업확장으로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익성을 상실할 정도의 시장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6) 신뢰성과 투명성 있는 조직규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보적인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정관이나 규약 등 법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한 

11) 사회적기업 육성업에서는 사회적기업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협,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분류하여 심의한다.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인증요건으로는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노무비의 3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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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기업 운영원칙의 두 번째는 근로형태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기업이나 자선단체 등 초보적인 커뮤니티비지니스 같은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만큼 사업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유급근로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

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려면 최소한

의 영업활동과 수익창출을 통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을 평가할 때도 유급근로자 수가 많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조건이나 연령 등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노인들이나 장애인에게는 유동적으로 적

용한다거나 업무 성격에 따라 야간근무를 인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사

회적기업의 고용과 노무관리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10)

 3)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목적 나아가 공동체 복원이라는 기본적

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조직목표가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부상조의 사회적 미션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반영 정도라든가,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 

얼마나 사회적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떠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11)

10)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명부

와 4대 보험 가입여부, 급여대장 및 출근부 등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4)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표나 이사 외에 근로자 대표나 서비스 

이용자 및 수혜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 지자체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 구조를 갖추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인1표의 

원칙으로 자본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회의체 구조를 수직

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일반기업과 구별해주

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5)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생산과 소비, 교환과 판매 영역 

등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다.12)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조직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다만, 시장에서 일반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무리한 영업확장으로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익성을 상실할 정도의 시장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6) 신뢰성과 투명성 있는 조직규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보적인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정관이나 규약 등 법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한 

11) 사회적기업 육성업에서는 사회적기업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협,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분류하여 심의한다.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인증요건으로는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노무비의 3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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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부분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

인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재

산이나 회계에 관한 사항, 이익처분 및 직원임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요건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원칙으로 등기나 공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목적, 사업내용, 사무소소재지, 조직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구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재투자와 사회 환원의 공공성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윤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다. 물론 지역사회 환원이나 재투자를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민주

적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나 상법상 회사의 경우 투자자나 주주에게 자본

이 종속되지 않게 하여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윤배분에 제약이 필요하

며 사회 환원이나 재투자를 요구하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3. 모델 활용방안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지속가능한 고용유지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

게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지역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회 공동체적 역할과 구성원으

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을 지라도 지역과 사람이 연대하고 그 속에서 공

동체적 삶의 보람과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은 성장단계별 또는 유형별로 현

실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1) 성장단계별 활용방안

(1)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단위의 노인회와 청년회, 부녀회 등 자연조직을 활용한 주민

회의나 반상회를 통해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및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논의

하는 단계이다.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합의가 중요하게 작

용하며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들 중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모델과 사업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가 및 지역인사나 공무원 등 전문가를 통해 직접 상담

과 문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마다 주

민들의 가치관과 생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업방식이나 무리한 강요는 

오히려 갈등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

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아이디어나 모델을 사업화하려면 조직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자를 비롯한 조직의 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마을 주민 동의

와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었다면 사업초기부터 주식회사나 법인 형태를 취하

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민회의나 마을명칭을 딴 순수 민간단체의 임의단체 형태로 출

발하면서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고령친화형 사회적

기업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마을의 노인을 반드시 대표나 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효율적이며 사업의 추진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을 

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의 주목적은 노인들

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에 있으므로 반드시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이나 근로자로 참여하거나 구

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에서 조직구성이 

완료되었다면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재원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서는 안된다. 마을 주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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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부분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

인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재

산이나 회계에 관한 사항, 이익처분 및 직원임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요건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원칙으로 등기나 공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목적, 사업내용, 사무소소재지, 조직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구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재투자와 사회 환원의 공공성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윤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다. 물론 지역사회 환원이나 재투자를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민주

적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나 상법상 회사의 경우 투자자나 주주에게 자본

이 종속되지 않게 하여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윤배분에 제약이 필요하

며 사회 환원이나 재투자를 요구하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3. 모델 활용방안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지속가능한 고용유지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

게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지역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회 공동체적 역할과 구성원으

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을 지라도 지역과 사람이 연대하고 그 속에서 공

동체적 삶의 보람과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은 성장단계별 또는 유형별로 현

실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1) 성장단계별 활용방안

(1)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

마을단위 또는 읍면동단위의 노인회와 청년회, 부녀회 등 자연조직을 활용한 주민

회의나 반상회를 통해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및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논의

하는 단계이다.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합의가 중요하게 작

용하며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들 중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모델과 사업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가 및 지역인사나 공무원 등 전문가를 통해 직접 상담

과 문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마다 주

민들의 가치관과 생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업방식이나 무리한 강요는 

오히려 갈등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

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아이디어나 모델을 사업화하려면 조직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자를 비롯한 조직의 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마을 주민 동의

와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었다면 사업초기부터 주식회사나 법인 형태를 취하

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민회의나 마을명칭을 딴 순수 민간단체의 임의단체 형태로 출

발하면서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고령친화형 사회적

기업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마을의 노인을 반드시 대표나 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효율적이며 사업의 추진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을 

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의 주목적은 노인들

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에 있으므로 반드시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이나 근로자로 참여하거나 구

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에서 조직구성이 

완료되었다면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재원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서는 안된다. 마을 주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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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자나 투자자를 물색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대표자

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 성공한 사회적기업의 이면에는 항상 자기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회적기업가(창조적 변혁가)가 있었다. 대표자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마을의 지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단계

이 단계는 조직구성과 모델이 선정되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까

지를 말한다. 즉,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 법인이나 임의단체 형태로 출발한 조직체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진행되는지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

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각종 기관 단체들을 통한 홍보 등 이미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을단위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

문에 지역 주민들과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 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정부 재정지원이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

한 재정투자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원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고 마을주민과 피드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마을기업이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형이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증 사회적기업단계

이 단계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자체로부

터 지원받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단계

이다. 마을단위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인증여부도 중요하

지만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영업활동이 중요

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방향감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에 의존된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자립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대표자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역 노인 주

도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의 재정지원 기간 동안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자

구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장 초보적인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에서 노인들의 사명감과 의지가 결합하게 

되면 다음 2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일단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전문인력과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

은 후에도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2) 유형별 활용방안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로 제시된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제공

형에 대한 유형별 활용방안은 성장과정에 따라 초기에는 조사 발굴, 중기에는 개발

육성, 말기에는 홍보 판촉 등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

지역자원활용형의 조사발굴단계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에 산재된 문화재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지역자원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육성단계는 지

역자원조사를 토대로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수익모델로 연결하며, 홍보판촉단계는 

지역자원 중에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차별화하여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형의 조사발굴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욕구조사가 정확할수록 수익모델도 명확해질 수 있으며 개

발육성단계에서 목표 집단을 설정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홍보판촉단계에서는 목표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단계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

를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창출형의 조사발굴단계는 마을자원조사와 사업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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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자나 투자자를 물색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대표자

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 성공한 사회적기업의 이면에는 항상 자기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회적기업가(창조적 변혁가)가 있었다. 대표자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마을의 지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단계

이 단계는 조직구성과 모델이 선정되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까

지를 말한다. 즉,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 법인이나 임의단체 형태로 출발한 조직체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진행되는지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

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각종 기관 단체들을 통한 홍보 등 이미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을단위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

문에 지역 주민들과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 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정부 재정지원이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

한 재정투자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원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고 마을주민과 피드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마을기업이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형이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증 사회적기업단계

이 단계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자체로부

터 지원받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단계

이다. 마을단위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인증여부도 중요하

지만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인증사회적기업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영업활동이 중요

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방향감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에 의존된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자립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대표자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역 노인 주

도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의 재정지원 기간 동안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자

구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장 초보적인 창업 및 설립예비단계에서 노인들의 사명감과 의지가 결합하게 

되면 다음 2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일단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전문인력과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

은 후에도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2) 유형별 활용방안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로 제시된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제공

형에 대한 유형별 활용방안은 성장과정에 따라 초기에는 조사 발굴, 중기에는 개발

육성, 말기에는 홍보 판촉 등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

지역자원활용형의 조사발굴단계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에 산재된 문화재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지역자원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육성단계는 지

역자원조사를 토대로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수익모델로 연결하며, 홍보판촉단계는 

지역자원 중에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차별화하여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형의 조사발굴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욕구조사가 정확할수록 수익모델도 명확해질 수 있으며 개

발육성단계에서 목표 집단을 설정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홍보판촉단계에서는 목표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단계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

를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창출형의 조사발굴단계는 마을자원조사와 사업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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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개발육성단계는 노인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선정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확고히하며 지역사회 운동의 다각화사업을 육성하고, 홍보판촉단계에서 이를 바탕으

로 공동체를 복원하거나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다.

〈표 4-4〉 유형별 단계별 적용방안

유형별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형

조사발굴단계 지역자원조사 복지욕구조사 지역자원조사 및 시장조사

개발육성단계
유․무형 지역자원의 

수익모델화

특정지역 및 계층의 

사업화 모델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고용창출

홍보판촉단계 차별화 및 이미지제고 서비스 극대화
추가고용과 공동체복원 및 

지역재생

 3) 제도적 활용방안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지자체 차원의 방법

이나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다. <표 4-5>에서 보듯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거의 고용노동부의 기준

이나 요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적

용 시에는 우선 노인들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이나 조건을 감안하여 공동체적 삶을 보

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양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탄력근무제나 유

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시급기준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참여범위를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계절적으로 

집중되거나 공휴일 및 주․야간 근로 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므로 탄력적인 근로조건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고용형태나 규모면에서도 마을단위의 

자생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을단위의 모범적

인 사회적기업은 지방비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자립구

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4-5〉 고용노동부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항목별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자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사업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좌동 좌동

조직형태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고용규모 1인이상 5~30명 1인이상

지정기간
2007~2012년(이후는 5개년 계획 

재수립)
2003~2009까지 

지정완료(추가지정 없음) 2010.11월부터 지정

재정지원
최대3년간지원(1인당 

월98만원+사회보험료8.5%, 
1년차 90%~3년차 70%)

최대 2년간 지원(1인당 

월98만원+사회보험료8.5%,1
년차 100%~2년차 90%)

좌동

전문인력지원
회계, 인사 등 

전문인력지원(기업당 3명이내,
1인당 월150만원)

전문인력지원

(기업당 1인) 좌동

경영지원
경영컨설팅제공(연 10백만원,

3년간 20백만원 범위내)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제공(연3백만원, 3년간 

5백만원 범위내)
좌동

사업개발비
70백만원 범위내 지원(시장조사,

마케팅,시제품개발 등) 30백만원 범위내 지원

30백만원 범위내 

지원(지방비만으로도 

시설비 지원가능)

우선구매
법령근거(법 제12조), 권고형태로 

운영
법령근거는 없으나 권고형태 좌동

조세감면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무 무

연계기업 

조세감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전액 손금산입(법인소득의 

5%범위)
무 무

자료 : 농어촌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개발연구(박상하), 2011

노인들에게 적합한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장단계

별,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제도적 측면까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현실

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기까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노인이나 구성원들이 발휘하는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과거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마을만들기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마

을주민이 주도하지 않는 사업들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물론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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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개발육성단계는 노인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선정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확고히하며 지역사회 운동의 다각화사업을 육성하고, 홍보판촉단계에서 이를 바탕으

로 공동체를 복원하거나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다.

〈표 4-4〉 유형별 단계별 적용방안

유형별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형

조사발굴단계 지역자원조사 복지욕구조사 지역자원조사 및 시장조사

개발육성단계
유․무형 지역자원의 

수익모델화

특정지역 및 계층의 

사업화 모델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고용창출

홍보판촉단계 차별화 및 이미지제고 서비스 극대화
추가고용과 공동체복원 및 

지역재생

 3) 제도적 활용방안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지자체 차원의 방법

이나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다. <표 4-5>에서 보듯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거의 고용노동부의 기준

이나 요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적

용 시에는 우선 노인들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이나 조건을 감안하여 공동체적 삶을 보

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양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탄력근무제나 유

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시급기준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참여범위를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계절적으로 

집중되거나 공휴일 및 주․야간 근로 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므로 탄력적인 근로조건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고용형태나 규모면에서도 마을단위의 

자생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을단위의 모범적

인 사회적기업은 지방비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자립구

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4-5〉 고용노동부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항목별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자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사업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좌동 좌동

조직형태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고용규모 1인이상 5~30명 1인이상

지정기간
2007~2012년(이후는 5개년 계획 

재수립)
2003~2009까지 

지정완료(추가지정 없음) 2010.11월부터 지정

재정지원
최대3년간지원(1인당 

월98만원+사회보험료8.5%, 
1년차 90%~3년차 70%)

최대 2년간 지원(1인당 

월98만원+사회보험료8.5%,1
년차 100%~2년차 90%)

좌동

전문인력지원
회계, 인사 등 

전문인력지원(기업당 3명이내,
1인당 월150만원)

전문인력지원

(기업당 1인) 좌동

경영지원
경영컨설팅제공(연 10백만원,

3년간 20백만원 범위내)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제공(연3백만원, 3년간 

5백만원 범위내)
좌동

사업개발비
70백만원 범위내 지원(시장조사,

마케팅,시제품개발 등) 30백만원 범위내 지원

30백만원 범위내 

지원(지방비만으로도 

시설비 지원가능)

우선구매
법령근거(법 제12조), 권고형태로 

운영
법령근거는 없으나 권고형태 좌동

조세감면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무 무

연계기업 

조세감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전액 손금산입(법인소득의 

5%범위)
무 무

자료 : 농어촌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개발연구(박상하), 2011

노인들에게 적합한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장단계

별,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제도적 측면까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현실

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기까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노인이나 구성원들이 발휘하는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과거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마을만들기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마

을주민이 주도하지 않는 사업들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물론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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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조가 배제되기 때문에, 외부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림 4-1>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단계별 발전경로를 보면 전체적인 

인큐베이팅 기간은 6~7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자립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1~2년 동안의 사전 준비기간과 창업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단위의 주민교육과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주민합의를 이끌어낸 

후 구체적 조직형태를 구성하도록 시․군․구 단위에서부터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운영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미 설립

된 자활공동체나 자선 및 봉사단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진입기간이 

보다 짧아질 수 있지만, 자칫 대표자나 주도적인 구성원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단계 임의조직 단계에서 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5단계까지 추진된다면 향후 정부지원 없이도 자립구조가 가능

한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1〕 사회적 경제조직의 단계별 발전경로

5. 논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의 의미는 조직의 생존과 시장 확보가 우선 

주요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그리 크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 부문의 양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이나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적 경제 조직들 중에는 내적 역량을 강화 하는데는 소홀하면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존과 사업 확대를 모색하려는 사례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

회적경제에 대한 당면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통해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

정지원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포함하여 노인들이 생계형이든 공익형이든 사회적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방향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이나 활성화 및 제도적 육성에 필요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경

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수익모델이 빈약하여 자립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

적 목적만으로 기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혁신적 방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수요자의 욕구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질적 수준의 향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업의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여 경쟁력

을 가지고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적 목적 수행

에는 수입 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의 수혜자가 아

닌 제3자나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

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의 재원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지

역연고자나 출향인 또는 관련 산업의 민간기업과 시민 사회단체의 지원과 원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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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조가 배제되기 때문에, 외부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림 4-1>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단계별 발전경로를 보면 전체적인 

인큐베이팅 기간은 6~7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자립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1~2년 동안의 사전 준비기간과 창업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단위의 주민교육과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주민합의를 이끌어낸 

후 구체적 조직형태를 구성하도록 시․군․구 단위에서부터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운영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미 설립

된 자활공동체나 자선 및 봉사단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진입기간이 

보다 짧아질 수 있지만, 자칫 대표자나 주도적인 구성원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단계 임의조직 단계에서 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5단계까지 추진된다면 향후 정부지원 없이도 자립구조가 가능

한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1〕 사회적 경제조직의 단계별 발전경로

5. 논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의 의미는 조직의 생존과 시장 확보가 우선 

주요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그리 크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 부문의 양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이나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적 경제 조직들 중에는 내적 역량을 강화 하는데는 소홀하면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존과 사업 확대를 모색하려는 사례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

회적경제에 대한 당면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통해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

정지원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포함하여 노인들이 생계형이든 공익형이든 사회적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방향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이나 활성화 및 제도적 육성에 필요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경

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수익모델이 빈약하여 자립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

적 목적만으로 기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혁신적 방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수요자의 욕구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질적 수준의 향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업의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여 경쟁력

을 가지고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적 목적 수행

에는 수입 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의 수혜자가 아

닌 제3자나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

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의 재원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지

역연고자나 출향인 또는 관련 산업의 민간기업과 시민 사회단체의 지원과 원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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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부나 후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람중심이며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

다. 사회적기업의 대표 혼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을 확

보하고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

직들이 많이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식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사

회적기업가가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조직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진단

하고 개발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지역단위의 리더양성이나 사회적기업을 주도하는 대표자의 사명

감과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 공공시장의 판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

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

위도 없다. 정부시장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장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위탁사업,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사업,

사회복지분야 위탁사업, 우선구매제도 등은 정부시장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정부

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기준을 변화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구매기준에 공정거래, 노동관계법 준수, 취약계층 고

용, 반차별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중소기업

청의 공공구매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우선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지도가 낮은 사회적 기업이 공

공기관과의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거래경력을 쌓는다거나 입찰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세 및 금용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일 뿐

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까지 지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은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혜택

과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상호 공생적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

해서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확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이나 지역 은

행 및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확대하고, 시설비 및 경영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융

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설립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형 비영리재단이나 대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

금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펀드를 조성하거나 설립하여야 한다.13)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사업과 지자

체 차원의 특화 및 고유사업으로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들을 마을단위나 지역단위

로 집중화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들에 대한 안내를 통해 마을단위로 논의를 거친 

후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적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연동하는 방안이다. 사업별

로 관리감독이나 회계처리 방법상 문제를 극복한다면 사회적기업 모델적용에 충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또는 실과별로 통일된 적용근거나 회계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제정

이나 기구신설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유연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군․구 단위 자체적

으로 창업 및 예비 설립단계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원과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한

13) 영국은 정부가 제3섹터 지원을 위해 Futurebuilders Fund를 만들어 1차로 112백만 파운드 2차로 215
백만 파운드를 출자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같은 설립 초기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Risk Capital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1천만 파운드를 출자한 사례는 좋은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하여 만든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은 대여자금의 50%가 사회적 기업

에 지원되며 투자자는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탈리아도 사회적기업개발주식회

사(COSIS)를 1995년에 설립하여 무보증을 원칙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사

회재투자법이나 CDFIs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

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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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부나 후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람중심이며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

다. 사회적기업의 대표 혼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을 확

보하고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

직들이 많이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식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사

회적기업가가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조직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진단

하고 개발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지역단위의 리더양성이나 사회적기업을 주도하는 대표자의 사명

감과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 공공시장의 판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

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

위도 없다. 정부시장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장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위탁사업,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사업,

사회복지분야 위탁사업, 우선구매제도 등은 정부시장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정부

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기준을 변화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구매기준에 공정거래, 노동관계법 준수, 취약계층 고

용, 반차별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중소기업

청의 공공구매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우선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지도가 낮은 사회적 기업이 공

공기관과의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거래경력을 쌓는다거나 입찰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세 및 금용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일 뿐

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까지 지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은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혜택

과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상호 공생적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

해서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확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이나 지역 은

행 및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확대하고, 시설비 및 경영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융

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설립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형 비영리재단이나 대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

금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펀드를 조성하거나 설립하여야 한다.13)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사업과 지자

체 차원의 특화 및 고유사업으로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들을 마을단위나 지역단위

로 집중화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들에 대한 안내를 통해 마을단위로 논의를 거친 

후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적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연동하는 방안이다. 사업별

로 관리감독이나 회계처리 방법상 문제를 극복한다면 사회적기업 모델적용에 충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또는 실과별로 통일된 적용근거나 회계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제정

이나 기구신설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유연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군․구 단위 자체적

으로 창업 및 예비 설립단계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원과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한

13) 영국은 정부가 제3섹터 지원을 위해 Futurebuilders Fund를 만들어 1차로 112백만 파운드 2차로 215
백만 파운드를 출자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같은 설립 초기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Risk Capital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1천만 파운드를 출자한 사례는 좋은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하여 만든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은 대여자금의 50%가 사회적 기업

에 지원되며 투자자는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탈리아도 사회적기업개발주식회

사(COSIS)를 1995년에 설립하여 무보증을 원칙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사

회재투자법이나 CDFIs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

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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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육성 분야별로 선정요건을 지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문

제를 극복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포함시키거나 사업

내용을 사전에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고령친화형 사회적

기업 모델을 지역에 적용하려면 우선 지역 및 마을단위의 이니셔티브 조직구조가 건

전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요건이 지역성과 공공성 및 수익성에 근접하도

록 유연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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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고령자�동향과�

최근�소비트렌드�변화”

�이미진 l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팀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사회 전반에 고령자가 증

가하면서 개인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그러나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가 반드시 소비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성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자 세대의 소비는 현역세대의 소비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령과 세대, 시대적 요인이 소비를 결정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고령자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주목하여 볼 때 초고령사회에 진

입한 일본의 소비는 「여가」, 「메인터넌스(Maintenance)」,「안심, 안전」등이 

소비의 주요 핵심을 이루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고령자를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일본 고령자 동향과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

이미진1)

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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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고령자를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일본 고령자 동향과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

이미진1)

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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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고령자 현황

‘2011 고령화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2010년 고령화률은 사상 최고치인 23.1%

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를 남녀성비로 보면 74.7(여성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로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또한 65세~74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이고,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75세 이상 초 고령자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65세~74세 인구의 증가 수보다 75세 이상 인구 

증가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일본은 후기 고령자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는 상황이다. 고령자 증가에 따라 일본 정부의 노인복지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 비용

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도 한 해의 사회보장 지출은 105.5조 엔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보험

료의 충당 비중은 약 5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나머지 부족분을 정부 예산과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누적적 적자로 인해 일본 정부의 

누적 부채규모는 GDP의 200%를 넘는 등 유럽 채무 위기국가보다 심각한 상황이

다.

〔그림 1〕 각 국의 고령화율 추이 〔그림 2〕 고령자 인구의 전년대비 증가수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고령사회백서 2011, 기준:2010년도              

2. 일본 고령자의 저축과 소비

1. 일본 고령자의 저축 (그림 3)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잔액은 2011년 3월말 현재 1,476조 엔에 달하며 이 중 대

부분의 자산을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다. 총무성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금융자산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1999년 49%, 

2004년 56%, 2009년 6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대주 연령 별로 가구 당 저축과 부채 상황을 보면 세대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저축액이 증가하여, 40대 세대주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746만 엔인데 반해, 70세 

이상의 세대주 가구의 저축액은 2,361만 엔에 달하고 있다. 가구당 부채는 40대까

지 부채액이 저축액을 초과하다가, 50대 이후부터는 부채가 감소하고 저축이 늘어나

며, 60대 이후에는 퇴직금 지급 등에 따라 순 저축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또한 60대 이후 주택 보유비율도 늘어나 70대에는 91.8%의 고령자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적인 경제 상황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순 저축액이 2천만엔 이상(약 2억 6천만 원)에 달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세대주 연령대별 가구당 저축ㆍ부채ㆍ연수입ㆍ주택보유율

자료:일본 총무성, 가계조사(2인 이상세대). 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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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고령자 현황

‘2011 고령화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2010년 고령화률은 사상 최고치인 23.1%

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를 남녀성비로 보면 74.7(여성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로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또한 65세~74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이고,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75세 이상 초 고령자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65세~74세 인구의 증가 수보다 75세 이상 인구 

증가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일본은 후기 고령자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는 상황이다. 고령자 증가에 따라 일본 정부의 노인복지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 비용

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도 한 해의 사회보장 지출은 105.5조 엔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보험

료의 충당 비중은 약 5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나머지 부족분을 정부 예산과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누적적 적자로 인해 일본 정부의 

누적 부채규모는 GDP의 200%를 넘는 등 유럽 채무 위기국가보다 심각한 상황이

다.

〔그림 1〕 각 국의 고령화율 추이 〔그림 2〕 고령자 인구의 전년대비 증가수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고령사회백서 2011, 기준:2010년도              

2. 일본 고령자의 저축과 소비

1. 일본 고령자의 저축 (그림 3)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잔액은 2011년 3월말 현재 1,476조 엔에 달하며 이 중 대

부분의 자산을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다. 총무성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금융자산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1999년 49%, 

2004년 56%, 2009년 6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대주 연령 별로 가구 당 저축과 부채 상황을 보면 세대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저축액이 증가하여, 40대 세대주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746만 엔인데 반해, 70세 

이상의 세대주 가구의 저축액은 2,361만 엔에 달하고 있다. 가구당 부채는 40대까

지 부채액이 저축액을 초과하다가, 50대 이후부터는 부채가 감소하고 저축이 늘어나

며, 60대 이후에는 퇴직금 지급 등에 따라 순 저축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또한 60대 이후 주택 보유비율도 늘어나 70대에는 91.8%의 고령자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적인 경제 상황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순 저축액이 2천만엔 이상(약 2억 6천만 원)에 달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세대주 연령대별 가구당 저축ㆍ부채ㆍ연수입ㆍ주택보유율

자료:일본 총무성, 가계조사(2인 이상세대). 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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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령자 소비시장 추이 〔그림 5〕 가구당 실질소비 추이

2. 일본 고령자의 소비 동향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고령세대의 소비액은 2010년 60조 엔을 넘어서 전체 가계

소비액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2조엔, 2020년에는 74조 엔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림 4) 

또한 총무성의 ‘가계조사’와 ‘가계조사 상황조사’,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을 기

초로 현역세대와 고령세대2)의 실질소비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령세대의 실질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역세대의 소비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또한 2009년까지는 양 세대의 소비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고령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양 세대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세대의 소비확대 주요 원인은 1947년에서 1949년에 출생한 약 680

만 명 규모의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닛세이기초연구소                                      자료: 총무성「가계조사」,「가계소비상황조사」,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을 기초로 미즈호종합연구소 작성

2) 현역세대는 세대주의 연령이 59세 이하인 세대를 말하며, 고령세대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세대를 

지칭

〔그림 6〕 세대주 연령대별 1인당 년간 소비액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2인 이상세대), 2009년 기준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츠’가 금년 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카이 세대의 

퇴직에 의한 소비경제 파급효과는 총액으로 15조 3,233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덴츠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에 의한 직접적인 소비상승 규모는 7조 

7,762억 엔에 달하나,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부품조달, 물류, 건설 등 부가적인 동

반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하여 15조 3,233억

엔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세대주 연령별 소비 현황 (그림 6)

세대주 연령별 세대원 1인당 소비액을 보면, 세대주 연령이 20대인 경우 1년간 

지출액이 138.8만 엔으로 가장 높다. 이후 3~40대의 세대에서 소비액이 급격히 감

소하다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60대 이후에는 약간 소비액이 

감소하기는 하나 1인당 평균 130만엔 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전 세대 평균 지출액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세대만을 비교하여 보면 전 세

대 평균 지출액이 122.3만 엔인데 반해 65세 이상 세대의 지출액은 131만 엔으로 

소비 수준이 전 세대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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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령자 소비시장 추이 〔그림 5〕 가구당 실질소비 추이

2. 일본 고령자의 소비 동향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고령세대의 소비액은 2010년 60조 엔을 넘어서 전체 가계

소비액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2조엔, 2020년에는 74조 엔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림 4) 

또한 총무성의 ‘가계조사’와 ‘가계조사 상황조사’,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을 기

초로 현역세대와 고령세대2)의 실질소비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령세대의 실질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역세대의 소비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또한 2009년까지는 양 세대의 소비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고령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양 세대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세대의 소비확대 주요 원인은 1947년에서 1949년에 출생한 약 680

만 명 규모의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닛세이기초연구소                                      자료: 총무성「가계조사」,「가계소비상황조사」,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을 기초로 미즈호종합연구소 작성

2) 현역세대는 세대주의 연령이 59세 이하인 세대를 말하며, 고령세대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세대를 

지칭

〔그림 6〕 세대주 연령대별 1인당 년간 소비액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2인 이상세대), 2009년 기준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츠’가 금년 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카이 세대의 

퇴직에 의한 소비경제 파급효과는 총액으로 15조 3,233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덴츠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에 의한 직접적인 소비상승 규모는 7조 

7,762억 엔에 달하나,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부품조달, 물류, 건설 등 부가적인 동

반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하여 15조 3,233억

엔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세대주 연령별 소비 현황 (그림 6)

세대주 연령별 세대원 1인당 소비액을 보면, 세대주 연령이 20대인 경우 1년간 

지출액이 138.8만 엔으로 가장 높다. 이후 3~40대의 세대에서 소비액이 급격히 감

소하다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60대 이후에는 약간 소비액이 

감소하기는 하나 1인당 평균 130만엔 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전 세대 평균 지출액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세대만을 비교하여 보면 전 세

대 평균 지출액이 122.3만 엔인데 반해 65세 이상 세대의 지출액은 131만 엔으로 

소비 수준이 전 세대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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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세대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고령자 세대의 소비 내용을 보면, 청·장년 세대와 비교하여 증가하는 소비와 감소

하는 소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세대의 소비를 보면 이전 

연령층 세대에 비해 교육비와 교통비, 통신비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식비와 의료비,

교양·오락비, 교제비를 포함한 기타 소비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세대의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와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

등 출생한 세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 이에 더해 IT기술혁신, 글로벌화, 시대적

인 대형사건 등 시대적인 트렌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로 구분된다.

1. 연령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

고령세대의 소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의 하나는 연령을 더해감에 따라 늘거나 

감소하는 소비이다.

 1)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소비

고령자 세대에 있어 의료비의 증가는 당연한 항목으로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분 

증가와 함께 건강보조식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주택 노후화에 따른 개선비용 및 고령자의 거주 편의를 위한 배리어 프

리(barrier‐free) 주택으로의 거주환경 개선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고령자세대가 주택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지출을 아

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7)

일본 총무성의 가계소비상황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 주택 개보수에 지출하

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개ㆍ보수 시 고령자가 거주하기 쉬운 배리어 프리 주

인 도 네 시
아

〔그림 7〕 연령별 주택개보수 비용 〔그림 8〕 가계지출에 대한 연령별 교제비 비중

택으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택 보수 업체들은 서둘러 고령자 배리어 주택에 대한 상품

을 출시하고 있으며, 욕실전문업체 TOTO는 국내 매출액의 약70%가 주택 개ㆍ보

수와 관련한 매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 니케이신문, 2012, 12.09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제비도 늘어나게 된다.

고령자 세대의 소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제비를 포함한 기타 소비지출

로, 여기에는 경조사비, 회식비 등이 포함된다.

교제비 등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령자층에 있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용

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1년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교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70대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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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세대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고령자 세대의 소비 내용을 보면, 청·장년 세대와 비교하여 증가하는 소비와 감소

하는 소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세대의 소비를 보면 이전 

연령층 세대에 비해 교육비와 교통비, 통신비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식비와 의료비,

교양·오락비, 교제비를 포함한 기타 소비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세대의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와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

등 출생한 세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 이에 더해 IT기술혁신, 글로벌화, 시대적

인 대형사건 등 시대적인 트렌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로 구분된다.

1. 연령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

고령세대의 소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의 하나는 연령을 더해감에 따라 늘거나 

감소하는 소비이다.

 1)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소비

고령자 세대에 있어 의료비의 증가는 당연한 항목으로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분 

증가와 함께 건강보조식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주택 노후화에 따른 개선비용 및 고령자의 거주 편의를 위한 배리어 프

리(barrier‐free) 주택으로의 거주환경 개선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고령자세대가 주택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지출을 아

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7)

일본 총무성의 가계소비상황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 주택 개보수에 지출하

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개ㆍ보수 시 고령자가 거주하기 쉬운 배리어 프리 주

인 도 네 시
아

〔그림 7〕 연령별 주택개보수 비용 〔그림 8〕 가계지출에 대한 연령별 교제비 비중

택으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택 보수 업체들은 서둘러 고령자 배리어 주택에 대한 상품

을 출시하고 있으며, 욕실전문업체 TOTO는 국내 매출액의 약70%가 주택 개ㆍ보

수와 관련한 매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 니케이신문, 2012, 12.09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제비도 늘어나게 된다.

고령자 세대의 소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제비를 포함한 기타 소비지출

로, 여기에는 경조사비, 회식비 등이 포함된다.

교제비 등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령자층에 있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용

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1년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교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70대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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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소비

반대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소비는 교육비와 교통비, 통신비, 피복비 등

이 있다. 교육비는 라이프스테이지에 따라 자녀 교육기간 종료와 함께 급감하게 되

며, 교통비는 70세 이후 이동량과 이동 폭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자연히 감소하게 

되는 항목이다. 그 밖에도 주택소유비율이 높은 고령자 세대는 주택임대료 등의 비

용이 감소하여 주거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외출이 줄면서 피복비와 제화비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2. 세대에 의한 요인

고령세대의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출생한 세대의 성향이 소비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 일본 고령자의 소비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은 약 680만 

명 규모의 단카이세대 중 최 연장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지급대상이 되면서 

소비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카이세대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험한 세대로,

활동적이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면서 기존 고령자의 소비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1) 취미와 관련한 소액 소비의 증가

단카이세대의 소비는 일상적인 취미생활이나 여가, 여행과 관련한 소액 소비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기에 서구의 패션이나 음악 등을 흡수하며 이전 세대들과 다

른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한 단카이 세대들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노스탤지어 상품’이나 취미활동에 과감하게 지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1965년부터 85년에 걸쳐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패션을 담은 사

진집 「TAKE 8 IVY」가 단카이 세대의 아이비 팬들에게 큰 인기를 불러 모은 것

이나, 비틀즈의 일본 방문 45주년을 기념하여 발매한 싱글 레코드 6천장은 아날로

그 레코드판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완판을 기록한 것 등이다.

2) 기존의 고령자 이미지로부터의 탈피

단카이 세대는 고령자로 여겨지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젊을 때와 마찬

가지로 활기찬 생활을 누리고 싶어한다.

과거 고령자에 대한 칭찬의 말은 ‘원숙미’나 ‘성숙한 인간’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젊다’와 ‘센스가 좋다’ 라는 말이 칭찬의 말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최근 시니어 전용 스포츠 클럽이 성행하고 있으며 노

화방지 화장품 판매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합 레저기업인 고시타카사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볼링 붐을 일으켰던 단카

이 세대 고객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볼링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또한 50~60대 시니어 주부고객을 대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스포츠클럽 ‘카브스’는 6년여 만에 1,100여개 점포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

며 회원수도 4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유지와 안티에이징 관련 상품은 이들 세대가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되는 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입으로 이어지므로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시대적 트렌드에 의한 소비요인

 1) SNS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IT기기 이용에 거부감이 없는 

고령자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고령자 계층은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에도 적극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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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소비

반대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소비는 교육비와 교통비, 통신비, 피복비 등

이 있다. 교육비는 라이프스테이지에 따라 자녀 교육기간 종료와 함께 급감하게 되

며, 교통비는 70세 이후 이동량과 이동 폭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자연히 감소하게 

되는 항목이다. 그 밖에도 주택소유비율이 높은 고령자 세대는 주택임대료 등의 비

용이 감소하여 주거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외출이 줄면서 피복비와 제화비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2. 세대에 의한 요인

고령세대의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출생한 세대의 성향이 소비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 일본 고령자의 소비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은 약 680만 

명 규모의 단카이세대 중 최 연장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지급대상이 되면서 

소비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카이세대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험한 세대로,

활동적이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면서 기존 고령자의 소비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1) 취미와 관련한 소액 소비의 증가

단카이세대의 소비는 일상적인 취미생활이나 여가, 여행과 관련한 소액 소비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기에 서구의 패션이나 음악 등을 흡수하며 이전 세대들과 다

른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한 단카이 세대들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노스탤지어 상품’이나 취미활동에 과감하게 지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1965년부터 85년에 걸쳐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패션을 담은 사

진집 「TAKE 8 IVY」가 단카이 세대의 아이비 팬들에게 큰 인기를 불러 모은 것

이나, 비틀즈의 일본 방문 45주년을 기념하여 발매한 싱글 레코드 6천장은 아날로

그 레코드판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완판을 기록한 것 등이다.

2) 기존의 고령자 이미지로부터의 탈피

단카이 세대는 고령자로 여겨지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젊을 때와 마찬

가지로 활기찬 생활을 누리고 싶어한다.

과거 고령자에 대한 칭찬의 말은 ‘원숙미’나 ‘성숙한 인간’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젊다’와 ‘센스가 좋다’ 라는 말이 칭찬의 말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최근 시니어 전용 스포츠 클럽이 성행하고 있으며 노

화방지 화장품 판매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합 레저기업인 고시타카사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볼링 붐을 일으켰던 단카

이 세대 고객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볼링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또한 50~60대 시니어 주부고객을 대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스포츠클럽 ‘카브스’는 6년여 만에 1,100여개 점포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

며 회원수도 4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유지와 안티에이징 관련 상품은 이들 세대가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되는 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입으로 이어지므로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시대적 트렌드에 의한 소비요인

 1) SNS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함께 IT기기 이용에 거부감이 없는 

고령자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고령자 계층은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에도 적극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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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령자의 IT기기 이용률

자료:AT커니,「고령화 소비자에 관한 글로벌조사」

〔그림 10〕 연령별 사회공헌 의식

자료: 니케이신문, 2012.05.15

을 보이고 있다.

실제 SNS 기능을 겸하고 있는

『Seniorcom.jp』사이트는 50세 이상 

회원이 30만명 이상 가입하며 급성장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설팅사 AT커니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3개국 3천명의 60세 이상 고

령자를 대상으로 「고령화 소비자에 관

한 글로벌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세~64세층는 87%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6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49%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등 일상 생활 속에 IT 기기

가 친숙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2)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사회공헌의식 고조

대지진과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층

이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니케이리서치가 조사한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과 소비자의식’ 결과를 

보면,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

자는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10 ) 

〔그림 11〕 연령별 소비성향 추이

자료: 니케이신문, 2012.05.15  

이러한 고령자의 높은 사회공헌의식은 ‘의미’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

어져 기부환원 상품, 공정 무역상품, 친환경상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하게 된다.

실제 제품가격에 사회공헌비용을 부가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 조사에서 60대 연령

층의 허용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카이세대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 회

사조직을 떠나 사회와 가정에서 새롭게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에 대지진

이라는 큰 재해를 겪으며 책임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4. 고령자 소비의 전망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사회 전반에 고령자가 증가하

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

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가 반드시 소비감소

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소비성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총무성이 2인 이상의 세대를 대상으

로 세대주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을 조

사한 결과, 2000년 이후 약 10년간 

20~40대 세대의 소비성향은 크게 변동이 없는반면, 60세 이후의 고령자세대의 소비

성향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11)

이와 함께 지난 8월, 일본 의회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

로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으로써, 고령자의 근로소득 수입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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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령자의 IT기기 이용률

자료:AT커니,「고령화 소비자에 관한 글로벌조사」

〔그림 10〕 연령별 사회공헌 의식

자료: 니케이신문, 2012.05.15

을 보이고 있다.

실제 SNS 기능을 겸하고 있는

『Seniorcom.jp』사이트는 50세 이상 

회원이 30만명 이상 가입하며 급성장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설팅사 AT커니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3개국 3천명의 60세 이상 고

령자를 대상으로 「고령화 소비자에 관

한 글로벌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세~64세층는 87%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6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49%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등 일상 생활 속에 IT 기기

가 친숙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2)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사회공헌의식 고조

대지진과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층

이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니케이리서치가 조사한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과 소비자의식’ 결과를 

보면,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

자는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10 ) 

〔그림 11〕 연령별 소비성향 추이

자료: 니케이신문, 2012.05.15  

이러한 고령자의 높은 사회공헌의식은 ‘의미’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

어져 기부환원 상품, 공정 무역상품, 친환경상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하게 된다.

실제 제품가격에 사회공헌비용을 부가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 조사에서 60대 연령

층의 허용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카이세대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 회

사조직을 떠나 사회와 가정에서 새롭게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에 대지진

이라는 큰 재해를 겪으며 책임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4. 고령자 소비의 전망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사회 전반에 고령자가 증가하

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

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가 반드시 소비감소

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소비성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총무성이 2인 이상의 세대를 대상으

로 세대주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을 조

사한 결과, 2000년 이후 약 10년간 

20~40대 세대의 소비성향은 크게 변동이 없는반면, 60세 이후의 고령자세대의 소비

성향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11)

이와 함께 지난 8월, 일본 의회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

로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으로써, 고령자의 근로소득 수입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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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령자 세대의 소비는 현역세대의 소비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

령과 세대, 시대적 요인의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연령과 세대, 시대적인 요인에 주목하

여볼 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소비는 「여가」, 「메인터넌스(Maintenanc

e)」,「안심, 안전」등이 소비의 주요 핵심을 이루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인

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단카이세대

와 유사한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세대 714만명이 2020년부

터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도 자산과 소득수준3)이 이전 

고령자세대보다 높고 능동적 소비주체로서의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기회에 주목한 기업들이 각종 실버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금융기관도 이들의 자산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을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령자라는 

선입견을 벗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젊어진 고령층의 의식 변화와 소비트렌드에 주

목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3)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1.2%로 이전 고

령자세대 7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1년기준 보유 순자산액도 3억1,166만원으로 전체 평균순자산

액 2억 4,560만원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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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사회적�배제�수준의��

변화궤적과�예측요인:�영국고령화

패널�분석”

박현주 l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령자 세대의 소비는 현역세대의 소비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

령과 세대, 시대적 요인의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연령과 세대, 시대적인 요인에 주목하

여볼 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소비는 「여가」, 「메인터넌스(Maintenanc

e)」,「안심, 안전」등이 소비의 주요 핵심을 이루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인

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단카이세대

와 유사한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세대 714만명이 2020년부

터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도 자산과 소득수준3)이 이전 

고령자세대보다 높고 능동적 소비주체로서의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기회에 주목한 기업들이 각종 실버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금융기관도 이들의 자산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을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령자라는 

선입견을 벗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젊어진 고령층의 의식 변화와 소비트렌드에 주

목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3)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1.2%로 이전 고

령자세대 7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1년기준 보유 순자산액도 3억1,166만원으로 전체 평균순자산

액 2억 4,560만원보다 높음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는 영국의 고령화패널(ELSA)의 2002-03년의 제 1차 조사부터 

2008-09년 제 4차 조사까지 2년을 주기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유지율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의 남녀 76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

동, 의료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정, 정서적 배제 영역의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

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또한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연령

집단별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도출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다집단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과정에

서 PASW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문

화 및 여가 활동 영역을 제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관계망, 의료서비스접근, 고독감 영역의 경우 선형적인 증가를 

보였고, 재정적 안전 영역은 이차 곡선의 증가 형태를 보였다. 둘째, 변화에 있

어 연령집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

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초기값이 높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초고령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배제의 초기값을 높이는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 요인 중에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소득, 활동능력이 그리고 가

족 요인 중에서는 결혼 상태와 가족관계, 제도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수급여부가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 수준의 증가와 관련된 변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 영국고령화패널(ELSA)분석

박현주1)

1)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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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는 영국의 고령화패널(ELSA)의 2002-03년의 제 1차 조사부터 

2008-09년 제 4차 조사까지 2년을 주기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유지율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의 남녀 76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

동, 의료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정, 정서적 배제 영역의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

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또한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연령

집단별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도출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다집단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과정에

서 PASW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문

화 및 여가 활동 영역을 제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관계망, 의료서비스접근, 고독감 영역의 경우 선형적인 증가를 

보였고, 재정적 안전 영역은 이차 곡선의 증가 형태를 보였다. 둘째, 변화에 있

어 연령집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

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초기값이 높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초고령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배제의 초기값을 높이는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 요인 중에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소득, 활동능력이 그리고 가

족 요인 중에서는 결혼 상태와 가족관계, 제도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수급여부가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 수준의 증가와 관련된 변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 영국고령화패널(ELSA)분석

박현주1)

1)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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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년기는 신체적인 쇠약과 경제적인 빈곤, 역할 상실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그리

고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등의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이

혜경, 2009), 노인들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모습을 보인다. 최

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우울 및 자살 등은 노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

적인 소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

약성과 문제의 복합성은 노인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

을 불러왔다. Scharf, Phillipson, Kingston과 Smith(2001)은 ‘사회적 배제’ 분석틀

이 현재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노년기 및 노인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배제 분석틀은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들과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시각보다 역동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배지연․노병

일․곽현근․유현숙, 2006), 사회의 제도적인 특성이 노인에게 미치는 내외면적인 

영향 그리고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이익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연구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혜경, 2009; Demakakos, 2009; Moffatt & Scambler, 2008). 첫째,

노년기에 발생하는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경제적인 빈곤, 배우자 상실 등의 인생 

사건들로, 다른 연령대보다 복합적이고 축적된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둘

째, 노인들은 배제에서의 탈출이 젊은 층에 비하여 고정되어 있어 배제양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지지원을 잃고 고립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만연한 노인차별

주의가 노인의 배제가능성을 높인다(이혜경, 2009; 서병수, 2005; Dwyer & 

Hardill, 2010; Klee, 2009). 그러나 이처럼 노인들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며 복합

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장기실업자, 여성,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의 다양한 집단에 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강현정, 김윤정, 2010; 이혜경, 2009; Scharf et al., 

2001). 또한 노인 가구가 대표적인 빈곤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노인들은 빈곤이라

는 단일차원에서만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강현정․김윤정, 2010; 최현수․류연

규, 2003).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노인 문제는 빈곤이라는 단일차원의 현상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결핍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노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뜻하며 노인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지금까지 사회적 배제 연구는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만이 부

각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가 부족

했다(강영배, 2009; 이혜경, 2009; 서병수, 2005; Scharf et al., 2001).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 와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경제적 혹은 정책적 

지표가 아닌 노인의 응답을 통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EU, 2006; Demakakos, 2008a; Todman et al., 2009).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를 보

인다. 첫째, 사회적 배제를 위한 연구 설계에서 역동적이며 종단적인 접근이 계속적

으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노혜진․김교성, 2008; 서병수, 2005; Bynner, 1996; 

Demakakos, 2009),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종단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

들다. 사회적 배제의 과정은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로부터 ’점차적

으로‘ 제외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복합적

이며 지속적이며 축적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패턴이나 변화 과정에 대

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강영배, 2000; Yépez del Castillo, 1994). 또한 변화

의 궤적을 살펴본 후에는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

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감소시켜주거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단계로 연결시켜야 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하나

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상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서병수, 2005; Burchadrt et al, 2003). 심리적 측면은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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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년기는 신체적인 쇠약과 경제적인 빈곤, 역할 상실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그리

고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등의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이

혜경, 2009), 노인들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모습을 보인다. 최

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우울 및 자살 등은 노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

적인 소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

약성과 문제의 복합성은 노인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

을 불러왔다. Scharf, Phillipson, Kingston과 Smith(2001)은 ‘사회적 배제’ 분석틀

이 현재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노년기 및 노인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배제 분석틀은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들과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시각보다 역동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배지연․노병

일․곽현근․유현숙, 2006), 사회의 제도적인 특성이 노인에게 미치는 내외면적인 

영향 그리고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이익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연구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혜경, 2009; Demakakos, 2009; Moffatt & Scambler, 2008). 첫째,

노년기에 발생하는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경제적인 빈곤, 배우자 상실 등의 인생 

사건들로, 다른 연령대보다 복합적이고 축적된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둘

째, 노인들은 배제에서의 탈출이 젊은 층에 비하여 고정되어 있어 배제양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지지원을 잃고 고립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만연한 노인차별

주의가 노인의 배제가능성을 높인다(이혜경, 2009; 서병수, 2005; Dwyer & 

Hardill, 2010; Klee, 2009). 그러나 이처럼 노인들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며 복합

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장기실업자, 여성,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의 다양한 집단에 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강현정, 김윤정, 2010; 이혜경, 2009; Scharf et al., 

2001). 또한 노인 가구가 대표적인 빈곤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노인들은 빈곤이라

는 단일차원에서만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강현정․김윤정, 2010; 최현수․류연

규, 2003).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노인 문제는 빈곤이라는 단일차원의 현상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결핍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노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뜻하며 노인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지금까지 사회적 배제 연구는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만이 부

각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가 부족

했다(강영배, 2009; 이혜경, 2009; 서병수, 2005; Scharf et al., 2001).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 와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경제적 혹은 정책적 

지표가 아닌 노인의 응답을 통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EU, 2006; Demakakos, 2008a; Todman et al., 2009).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몇 가지 한계를 보

인다. 첫째, 사회적 배제를 위한 연구 설계에서 역동적이며 종단적인 접근이 계속적

으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노혜진․김교성, 2008; 서병수, 2005; Bynner, 1996; 

Demakakos, 2009),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종단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

들다. 사회적 배제의 과정은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로부터 ’점차적

으로‘ 제외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복합적

이며 지속적이며 축적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패턴이나 변화 과정에 대

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강영배, 2000; Yépez del Castillo, 1994). 또한 변화

의 궤적을 살펴본 후에는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

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감소시켜주거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단계로 연결시켜야 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하나

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상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서병수, 2005; Burchadrt et al, 2003). 심리적 측면은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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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배제 영역들의 상호적이고 인과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적 배

제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다중적인 결핍과 불평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변화, 거절, 분리로부터 오는 개인의 주관적인 고독감 및 외로움, 깊은 소외감이 

그 자체로 심리적인 결핍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Crisp, 2010). 사회적 배제와 

통합의 개념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통합되고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Atkinson & Davoudi, 2000), 사회적인 배제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이슈와 관련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심리적 상태는 사회적 배

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Sheppard, 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본 연구

는 영국의 고령화패널(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ELSA)을 사

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한국 노인의 배제 상황을 이

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고령화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아직까지 종

단적인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점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ELSA에 비하

여 관련 문항들이 부족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영국

은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정책적인 움직임과 다양한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영국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ELSA에 

대한 분석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한국 노인

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이고 다차원적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분석한 

SEU(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제를 개념

화하였으며, 패널 분석에 있어서 연구대상의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인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

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지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노인의 배제 수준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연령 증가에 따른 배제의 지속성 혹은 축적성 등 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배제의 위험에 처하

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효율

적 개입의 방향과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영국고령화

패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사회적 배제  

 1)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정의 및 측정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

로 알려진 이후(Reimer, 2004; Shucksmith, 2001),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맥락에

서 정의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시스

템으로부터 고립되는 과정(EC commission, 2003; 문진영, 2010 재인용) 혹은 정

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박탈과 서비스 접근이 부적절한 상태(강신욱,

2005; 심창학, 2004)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이혜경, 2009).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와 자원의 제한 및 결핍된 상태에 초점을 두어 

‘한 개인의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의료

서비스, 재정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상태’로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였다.

노인 개인의 응답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배제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

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SEU(2006)는 기존의 빈곤과 실업률,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

와 달리, 개인 응답에 근거하여 사회적인 관계 및 활동, 서비스 접근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들

이 측정한 일곱 가지 차원의 사회적 배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접촉빈도 및 관계정도를 통하여 측정하는 사회적 관계; 영화나 연극 관람과 같은 문

화적인 활동 빈도로 측정하는 문화적 활동; 종교 활동, 지역사회 모임, 자원봉사 활

동 참여와 같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빈도로 측정하는 시민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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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배제 영역들의 상호적이고 인과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적 배

제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다중적인 결핍과 불평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변화, 거절, 분리로부터 오는 개인의 주관적인 고독감 및 외로움, 깊은 소외감이 

그 자체로 심리적인 결핍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Crisp, 2010). 사회적 배제와 

통합의 개념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통합되고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Atkinson & Davoudi, 2000), 사회적인 배제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이슈와 관련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심리적 상태는 사회적 배

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Sheppard, 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본 연구

는 영국의 고령화패널(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ELSA)을 사

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한국 노인의 배제 상황을 이

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고령화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아직까지 종

단적인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점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ELSA에 비하

여 관련 문항들이 부족하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영국

은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정책적인 움직임과 다양한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영국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ELSA에 

대한 분석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한국 노인

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이고 다차원적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분석한 

SEU(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제를 개념

화하였으며, 패널 분석에 있어서 연구대상의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인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

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지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노인의 배제 수준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연령 증가에 따른 배제의 지속성 혹은 축적성 등 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배제의 위험에 처하

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효율

적 개입의 방향과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영국고령화

패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사회적 배제  

 1)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정의 및 측정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

로 알려진 이후(Reimer, 2004; Shucksmith, 2001),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맥락에

서 정의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시스

템으로부터 고립되는 과정(EC commission, 2003; 문진영, 2010 재인용) 혹은 정

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박탈과 서비스 접근이 부적절한 상태(강신욱,

2005; 심창학, 2004)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이혜경, 2009).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와 자원의 제한 및 결핍된 상태에 초점을 두어 

‘한 개인의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의료

서비스, 재정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상태’로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였다.

노인 개인의 응답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배제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

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SEU(2006)는 기존의 빈곤과 실업률,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

와 달리, 개인 응답에 근거하여 사회적인 관계 및 활동, 서비스 접근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들

이 측정한 일곱 가지 차원의 사회적 배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접촉빈도 및 관계정도를 통하여 측정하는 사회적 관계; 영화나 연극 관람과 같은 문

화적인 활동 빈도로 측정하는 문화적 활동; 종교 활동, 지역사회 모임, 자원봉사 활

동 참여와 같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빈도로 측정하는 시민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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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정, 건강, 소비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에의 접근; 현재 거주중인 환경 및 이웃들에 대해 인식하는 고립감이나 안전,

친밀감 정도로 측정하는 지역사회 영역; 저축, 연금 및 보험 가입 상황을 통해 측정

하는 재정적 영역; 일상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물품소유로 측정하는 물질적 영역이다.

한편,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백혜성(2008)과 이혜경

(2009)의 경우, Burchardt, Le Grand와 Piachaud (2002)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

여 개발된 사회적 교류, 생산 활동, 정치적 관여, 소비활동의 4가지 차원 36문항 척

도를 사용하였다. 배지연 외(2006)는 SEU(2006)의 척도를 사회적 배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제, 기타 영역의 배제로 측

정하였다. 강현정과 김윤정(2010)은 경제적 배제, 근로배제, 주거배제, 건강배제, 교

육배제, 사회활동배제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송미영(2008)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 교육, 제도, 주거, 문화,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인 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핵심 영역들에 주목하여, 노년

기의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영역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교류 

혹은 의미 있는 관계망 등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관계망 영역이다. 90년대 이후 사

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적인 연대가 끊어지는 것(the breaking of the social tie)

으로 인식되어 왔으며(Yépez del Castillo, 1994), 사회적인 관계망은 사회 속의 개

인을 통합시키는 주요역할을 한다(Hagestad & Uhlenberg, 2005). 또한 사회적 관

계망을 통해 구성원의 고립 또는 배제 수준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사회적 관

계망에서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배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문화적 활동 영역이다. 문화여가활동은 선행

연구에서 사회활동의 한 영역으로 측정되어 왔고(Glass et al., 2006) 노인이 취미

나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문화적 배제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송미영,

2008). 문화여가활동에서 배제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직업과 관련한 은퇴뿐만 아

니라 사회적 활동에서도 노인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회의 차별적이고 왜곡된 인식과 

환경 조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제도와 기회, 권리 등에 대한 접근과 관련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영역이다. 노년기에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특히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약화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

니라 의료서비스에서의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러 문헌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

며(Collier, 2005),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변적이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성이 노인의 서비스접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

서비스접근 용이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제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빈곤이나 물질적인 자원의 제한과 관련된 재정적인 영역이다. 대부분 노

인의 경우에 은퇴하였고 경제적 참여율이 낮고 그에 따라 소득이 낮다. 낮은 소득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며 다양한 선택과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

지므로 재정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필수 영

역이다(이혜경, 2009; Scharf et al., 2005). 

뿐만 아니라 최근의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배제의 영역의 

하나로 생활만족도 등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강현정․김윤정, 2010; 노혜진․김교

성, 2008).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동떨어져 있다는 감정은 고립감 혹은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노인이 주관적으로 소외감이나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의 사회통합 혹은 배제 수준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접근이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SEU(2006)의 연

구를 참고로 하여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문화 및 여가 활동에서의 배제, 의료

서비스 접근에서의 배제,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영역의 측정변수를 선별하였고 노

인의 심리정서적인 배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독감 변수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 외에 SEU(2006)에서 중요한 측정 영역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

한 변수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배제와 같은 영역은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

한 최소한의 조건인 ELSA의 세 시점 이상 자료가 충족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물

질적 영역의 경우는 ELSA 조사 시점에서 방식이 달라져 측정의 동일성이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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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정, 건강, 소비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에의 접근; 현재 거주중인 환경 및 이웃들에 대해 인식하는 고립감이나 안전,

친밀감 정도로 측정하는 지역사회 영역; 저축, 연금 및 보험 가입 상황을 통해 측정

하는 재정적 영역; 일상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물품소유로 측정하는 물질적 영역이다.

한편,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백혜성(2008)과 이혜경

(2009)의 경우, Burchardt, Le Grand와 Piachaud (2002)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

여 개발된 사회적 교류, 생산 활동, 정치적 관여, 소비활동의 4가지 차원 36문항 척

도를 사용하였다. 배지연 외(2006)는 SEU(2006)의 척도를 사회적 배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제, 기타 영역의 배제로 측

정하였다. 강현정과 김윤정(2010)은 경제적 배제, 근로배제, 주거배제, 건강배제, 교

육배제, 사회활동배제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송미영(2008)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 교육, 제도, 주거, 문화,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인 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핵심 영역들에 주목하여, 노년

기의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영역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교류 

혹은 의미 있는 관계망 등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관계망 영역이다. 90년대 이후 사

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적인 연대가 끊어지는 것(the breaking of the social tie)

으로 인식되어 왔으며(Yépez del Castillo, 1994), 사회적인 관계망은 사회 속의 개

인을 통합시키는 주요역할을 한다(Hagestad & Uhlenberg, 2005). 또한 사회적 관

계망을 통해 구성원의 고립 또는 배제 수준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사회적 관

계망에서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배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문화적 활동 영역이다. 문화여가활동은 선행

연구에서 사회활동의 한 영역으로 측정되어 왔고(Glass et al., 2006) 노인이 취미

나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문화적 배제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송미영,

2008). 문화여가활동에서 배제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직업과 관련한 은퇴뿐만 아

니라 사회적 활동에서도 노인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회의 차별적이고 왜곡된 인식과 

환경 조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제도와 기회, 권리 등에 대한 접근과 관련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영역이다. 노년기에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특히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약화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

니라 의료서비스에서의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러 문헌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

며(Collier, 2005),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변적이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성이 노인의 서비스접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

서비스접근 용이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제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빈곤이나 물질적인 자원의 제한과 관련된 재정적인 영역이다. 대부분 노

인의 경우에 은퇴하였고 경제적 참여율이 낮고 그에 따라 소득이 낮다. 낮은 소득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며 다양한 선택과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

지므로 재정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필수 영

역이다(이혜경, 2009; Scharf et al., 2005). 

뿐만 아니라 최근의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배제의 영역의 

하나로 생활만족도 등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강현정․김윤정, 2010; 노혜진․김교

성, 2008).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동떨어져 있다는 감정은 고립감 혹은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노인이 주관적으로 소외감이나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의 사회통합 혹은 배제 수준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접근이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SEU(2006)의 연

구를 참고로 하여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문화 및 여가 활동에서의 배제, 의료

서비스 접근에서의 배제,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영역의 측정변수를 선별하였고 노

인의 심리정서적인 배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독감 변수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 외에 SEU(2006)에서 중요한 측정 영역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

한 변수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배제와 같은 영역은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

한 최소한의 조건인 ELSA의 세 시점 이상 자료가 충족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물

질적 영역의 경우는 ELSA 조사 시점에서 방식이 달라져 측정의 동일성이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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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활동영역의 경우에는 참여와 관련된 관심 및 자발성에 대

한 정보가 없어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노인 대상 사회적 배제 선행연구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는 물론 서구의 연구들에

서도 아직까지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며

(SEU, 2006), 노인이 경험하는 배제에 관한 관심은 최근에 와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The ESRG Growing Older Programme이 혜택

을 받지 못한 지역사회와 소수민족의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고, 사회적 배제 기획단(SEU)의 ‘Excluded older people’이란 프로그램을 통

해 노인의 사회적 배제 관련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Phillipson & 

Scharf, 2004). SEU는 2006년에 구체적이고 개인적 측면에서의 살펴본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제껏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근로 

연령대나 유자녀 가족들이 경험하는 배제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노인’의 배제 연구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았고 기존의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다루며 노인의 응답에 근거

한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Demakakos, 

2008a, 2008b; Levitas et al., 2007). 본 연구는 SEU(2006)의 연구를 참고로 하

여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거대지표가 아닌 노인개인의 응답에

서 얻은 자료를 통하여 개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하며, 다양한 영역들에서 개인

적이고 미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취약한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최근에 와서

야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는 몇몇 국내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노인 

집단을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대상으로 보고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와 그것이 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강현정․김윤정,

2010; 배지연 외, 2006; 이혜경, 2009). 이 연구들은 실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삶

의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고 이것이 노인의 삶의 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배제를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아닌 노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

상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노

인의 심리사회적 배제 양상이 노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선행연구들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변화 과정을 본 종

단 연구들로는 노인의 배제 수준을 살펴본 Demakakos (2009)의 연구와 결혼해체

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배제를 살펴본 노혜진과 김교성(2008)의 연구가 있다. ‘노

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자

료를 이용해 살펴본 연구는 Demakakos(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패널 데

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점 간의 단순한 비교만 실시하여 제한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변화궤적을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예측 요인

 1) 개인적 요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배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Demakakos, 2008a),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영역에서의 다른 방식으로 배제를 경

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송미영, 2008). 그들의 삶에서 남성과 여성은 고용 상태, 수

입, 가족생활 등 서로 다른 경험을 해 왔으며, 이렇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다르

게 축적된 경험은 노년기에 얼마나 고립되고 소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

다. 연령은 사회적 배제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안나, 2007; 노

혜진․김교성, 2008). 특히 노인 중에서도 초고령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

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고령일수록 경제적인 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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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Demakakos, 

2008a, 2008b; Levitas et al., 2007). 본 연구는 SEU(2006)의 연구를 참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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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노

인의 심리사회적 배제 양상이 노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선행연구들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변화 과정을 본 종

단 연구들로는 노인의 배제 수준을 살펴본 Demakakos (2009)의 연구와 결혼해체

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배제를 살펴본 노혜진과 김교성(2008)의 연구가 있다. ‘노

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자

료를 이용해 살펴본 연구는 Demakakos(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패널 데

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점 간의 단순한 비교만 실시하여 제한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변화궤적을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예측 요인

 1) 개인적 요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배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Demakakos, 2008a),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영역에서의 다른 방식으로 배제를 경

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송미영, 2008). 그들의 삶에서 남성과 여성은 고용 상태, 수

입, 가족생활 등 서로 다른 경험을 해 왔으며, 이렇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다르

게 축적된 경험은 노년기에 얼마나 고립되고 소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

다. 연령은 사회적 배제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안나, 2007; 노

혜진․김교성, 2008). 특히 노인 중에서도 초고령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

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고령일수록 경제적인 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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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크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 반면(김안나 외, 2008), 사회

적 배제의 일부 영역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과들도 있다(송미영, 2008; 이혜경,

2009; SEU, 2006). 건강상태는 사회의 특정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장기적인 질병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에 건강상태는 사회

적인 배제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고립의 선행요인으로 신체적인 장벽을 들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상태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못한 응답자들에 비하여 배제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송미영,

2008; Demakakos, 2009). 교육수준은 보다 나은 직업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김진영, 2008), 사회적인 지원망 혹은 내적 통제감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

을 강화시키는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Mirowsky & Ross, 2003). 사회적 배제 연구

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용의 기회를 얻을 확률이 낮아지므로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하여 빈곤하며 경제적인 배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주로 알려져 왔다. 그러

나 정서적 배제에 있어 교육수준의 효과는 미미하며 과대하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는 연구결과도 있었다(Victor,  Scambler, Bowling & Bond 2005). 노인에게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활동에 있어 기능적인 제한은 노인의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전

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Kelly-Moore & Ferraro, 2005), 일반적인 건

강문제 혹은 건강상태 변수만큼 사회적인 고립의 예측변수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Havens, Hall, Sylvestre & Jivan, 2004).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은 일

생에 걸쳐서 누적되어온 많은 사회적인 자원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인 

배제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경제적인 수준은 여

러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강현정․김윤정, 2010; 

Bassuk, Glass & Berkman,  199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여 낮은 사회적 배제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곽

효문, 2002). 

 2) 가족 요인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거나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으며 미혼인 경우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Demakakos, 2009; SEU, 2006). 사회적인 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유무는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펴보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구체적인 배제의 영

역에 따라 영향력이 달랐다(김교성․ 노혜진, 2008; 김수정, 2007). 누구와 함께 살

고 있는가는 노인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함께 사는 동거자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노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잠재적인 제공자가 되며,

특히 자녀의 경우 노인의 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Hawton 

et al., 2011; Victor et al., 2005).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영역

에서 높은 사회적 배제 수준과 관련되는 경향을 보이지만(Demakakos, 2008a), 일

부 연구에서는 자녀 동거가 항상 낮은 고립감 정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일관적이지 않았다(Victor et al., 2005). 자녀수는 일부 사회적 배제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U, 2006). 노년기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

께 살면서 부양을 받거나 혹은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 등의 돌봄 활동을 하는 경

우 사회적인 관계망의 유지로 고립될 확률이 적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Nicholson, 2008). 그러나 자녀의 수에 따라 사회적 배제 수준이 

항상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를 넷 이상 둔 노인들이 사회

적인 관계와 물질적인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SEU, 2006). 노인

에게 있어 자녀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족 내의 소외감과 연결된다(배지연 외,

2006). 즉, 노인의 경우 가족들과의 유대감이 적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 

내 고립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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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크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 반면(김안나 외, 2008), 사회

적 배제의 일부 영역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과들도 있다(송미영, 2008; 이혜경,

2009; SEU, 2006). 건강상태는 사회의 특정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장기적인 질병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에 건강상태는 사회

적인 배제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고립의 선행요인으로 신체적인 장벽을 들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상태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못한 응답자들에 비하여 배제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송미영,

2008; Demakakos, 2009). 교육수준은 보다 나은 직업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김진영, 2008), 사회적인 지원망 혹은 내적 통제감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

을 강화시키는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Mirowsky & Ross, 2003). 사회적 배제 연구

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용의 기회를 얻을 확률이 낮아지므로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하여 빈곤하며 경제적인 배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주로 알려져 왔다. 그러

나 정서적 배제에 있어 교육수준의 효과는 미미하며 과대하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는 연구결과도 있었다(Victor,  Scambler, Bowling & Bond 2005). 노인에게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활동에 있어 기능적인 제한은 노인의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전

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Kelly-Moore & Ferraro, 2005), 일반적인 건

강문제 혹은 건강상태 변수만큼 사회적인 고립의 예측변수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Havens, Hall, Sylvestre & Jivan, 2004).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은 일

생에 걸쳐서 누적되어온 많은 사회적인 자원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인 

배제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경제적인 수준은 여

러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강현정․김윤정, 2010; 

Bassuk, Glass & Berkman,  199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여 낮은 사회적 배제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곽

효문, 2002). 

 2) 가족 요인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거나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으며 미혼인 경우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Demakakos, 2009; SEU, 2006). 사회적인 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유무는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펴보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구체적인 배제의 영

역에 따라 영향력이 달랐다(김교성․ 노혜진, 2008; 김수정, 2007). 누구와 함께 살

고 있는가는 노인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함께 사는 동거자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노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잠재적인 제공자가 되며,

특히 자녀의 경우 노인의 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Hawton 

et al., 2011; Victor et al., 2005).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영역

에서 높은 사회적 배제 수준과 관련되는 경향을 보이지만(Demakakos, 2008a), 일

부 연구에서는 자녀 동거가 항상 낮은 고립감 정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일관적이지 않았다(Victor et al., 2005). 자녀수는 일부 사회적 배제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U, 2006). 노년기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

께 살면서 부양을 받거나 혹은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 등의 돌봄 활동을 하는 경

우 사회적인 관계망의 유지로 고립될 확률이 적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Nicholson, 2008). 그러나 자녀의 수에 따라 사회적 배제 수준이 

항상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를 넷 이상 둔 노인들이 사회

적인 관계와 물질적인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SEU, 2006). 노인

에게 있어 자녀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족 내의 소외감과 연결된다(배지연 외,

2006). 즉, 노인의 경우 가족들과의 유대감이 적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 

내 고립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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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도환경적 요인

은퇴여부는 고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소

득원의 상실, 즉 경제적인 배제와 관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은퇴는 사회적인 역

할과 지위 변화의 의미가 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및 심리적인 측면과도 밀접

하게 관련되는 변수이다. 손용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집단이 비은퇴집단에 

비하여 건강하지 못하며, 경제적인 수준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발

적인 은퇴사유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경제학적인 변수의 측면에서 비은퇴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함을 지적해, 은퇴여부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변

수임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빈곤의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가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이혜경, 2009), 수급 여부는 사회적배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변수

로 다루어졌다. 노혜진과 김교성(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여러 영역 가운데 

소득배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용갑(2010)은 의료서비스 배제

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수급자가 아닌 경우

에도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1) 영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에 자극을 받아 시작된 영국의 

ELSA는 London College University를 중심으로 하여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의 

기관들이 협동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 ELSA는 50세 이상의 영국인들 12000

명을 대상으로 2년을 주기로 반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2-03년에 이루어

진 1차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004-05년의 2차 기본조사, 2006-07년의 3차 기

본조사 그리고 2008-09년 4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0-11년 5차 조사까지 실시되

었다. 2012년 현재 4차 조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상황이다. 초기 ELSA의 연구

대상은 HSE(Health Survey for England)로부터 왔는데, HSE에서 1998년, 

1999년, 2001년의 세 차례의 조사에 응답했던 일반가구의 50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다시 정보 제공자가 되었고 이들이 바탕이 되어 ELSA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부터 4차 조사까지 약 6년간 2년을 주기로 하여 네 차

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잉글랜드지역에 살고 있으

며 시설에 입주해 있지 않은 만 50세 이상의 성인남녀이다. 특히 조사대상자는 가

구의 주요 조사대상자(CM: core member)로서 그 배우자나 대리응답자 등은 모두 

제외되었으며 1차년도의 CM은 11391명이었다. 한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

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분석 자료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1차년도

부터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에서 적어도 세 

시점 이상 응답한 대상자들을 선별하였다. 다시 말해서 1차년도의 조사대상자들 가

운데 4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각 조사년도에서 

새롭게 유입된 대상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11391명 가운데 7631명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노인의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는 가족 및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노인들

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며, 그들과의 접촉빈도로 측정되었다. 자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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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도환경적 요인

은퇴여부는 고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소

득원의 상실, 즉 경제적인 배제와 관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은퇴는 사회적인 역

할과 지위 변화의 의미가 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및 심리적인 측면과도 밀접

하게 관련되는 변수이다. 손용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집단이 비은퇴집단에 

비하여 건강하지 못하며, 경제적인 수준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발

적인 은퇴사유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경제학적인 변수의 측면에서 비은퇴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함을 지적해, 은퇴여부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변

수임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빈곤의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가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이혜경, 2009), 수급 여부는 사회적배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변수

로 다루어졌다. 노혜진과 김교성(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여러 영역 가운데 

소득배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용갑(2010)은 의료서비스 배제

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수급자가 아닌 경우

에도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1) 영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에 자극을 받아 시작된 영국의 

ELSA는 London College University를 중심으로 하여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의 

기관들이 협동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 ELSA는 50세 이상의 영국인들 12000

명을 대상으로 2년을 주기로 반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2-03년에 이루어

진 1차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004-05년의 2차 기본조사, 2006-07년의 3차 기

본조사 그리고 2008-09년 4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0-11년 5차 조사까지 실시되

었다. 2012년 현재 4차 조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상황이다. 초기 ELSA의 연구

대상은 HSE(Health Survey for England)로부터 왔는데, HSE에서 1998년, 

1999년, 2001년의 세 차례의 조사에 응답했던 일반가구의 50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다시 정보 제공자가 되었고 이들이 바탕이 되어 ELSA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부터 4차 조사까지 약 6년간 2년을 주기로 하여 네 차

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잉글랜드지역에 살고 있으

며 시설에 입주해 있지 않은 만 50세 이상의 성인남녀이다. 특히 조사대상자는 가

구의 주요 조사대상자(CM: core member)로서 그 배우자나 대리응답자 등은 모두 

제외되었으며 1차년도의 CM은 11391명이었다. 한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

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분석 자료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1차년도

부터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에서 적어도 세 

시점 이상 응답한 대상자들을 선별하였다. 다시 말해서 1차년도의 조사대상자들 가

운데 4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각 조사년도에서 

새롭게 유입된 대상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11391명 가운데 7631명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노인의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는 가족 및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노인들

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며, 그들과의 접촉빈도로 측정되었다. 자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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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친한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 만남, 전화연락, 편지 및 메일 연락을 얼마나 하는지

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였으며 총 9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1)에서 '일 년에 1번 미만'(6)의 6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관계의 양적인 측면으로 

측정되어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배제점수가 부여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SEU(2006)

의 지표 산정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에는 1점, 간접적인 접촉에는 

0.5점으로 부과점수에 차이를 두어 총 9점 만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 영역에서의 배제는 영화관, 미술관 및 박물관, 극장 및 콘서

트, 레스토랑 및 카페 등에 가는 빈도와 관련된 4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SEU(2006)의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점수범위는 한 달에 2번 이상

(1)~전혀 하지 않음(6)이며, 특히 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 자제와 배제 점수를 구분

하기 위한 변수로 ‘더 참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의 변수를 고려하였

다. 즉, 자발적인 활동 거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4문항에 개별적으로 포함된 문항

을 이용하여, 1년에 1-2번 이하로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가운데 더 참여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에만 배제 점수를 주었고 그 외

에 참여의지와 관심도의 부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은 응답

자는 배제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배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의료서비스 접근

의료서비스 접근은 SEU(2006)가 제시하였던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영역에서 도

출되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항으로 병원, 치과, GP, 물리치료시설 등에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대한 총 4문항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하였

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용이성은 노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얼

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매우 쉽다(1)에서 매우 어렵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제 수준이 높은 것이다.

(4) 재정적 안전

재정적 안전이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유

지해 나가고 있는가를 고려한 변수이다. 단기적 재정 관리는 실효은행계좌 소지여부

에 관한 1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중기적인 재정 관리는 적금이나 주식, 투자 상품의 

소지여부와 관련된 12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장기적인 재정은 개인연금 혹은 보

험가입여부의 2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이 세 종류의 재정적인 상태가 통합되어 

‘재정적인 안전에서의 배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이는 SEU(2006)의 지표 산정과 동

일한 방식으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재정과 노인의 경

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장기적인 재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과점수에 차이

를 두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상품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게는 각각 배제 점수 2점씩, 중기적인 재정 상품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는 배제 점수 1점을 주어 5점 만점의 지표를 만들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제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정서적 배제

정서적 배제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심리적인 고립감 또는 고독감을 의미

하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느끼는지

에 관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진 고독감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

들의 정서적 배제를 측정하였으며, ’거의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음‘(1)~ ’자

주‘(3)의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서적 배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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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친한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 만남, 전화연락, 편지 및 메일 연락을 얼마나 하는지

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였으며 총 9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1)에서 '일 년에 1번 미만'(6)의 6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관계의 양적인 측면으로 

측정되어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배제점수가 부여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SEU(2006)

의 지표 산정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에는 1점, 간접적인 접촉에는 

0.5점으로 부과점수에 차이를 두어 총 9점 만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 영역에서의 배제는 영화관, 미술관 및 박물관, 극장 및 콘서

트, 레스토랑 및 카페 등에 가는 빈도와 관련된 4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SEU(2006)의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점수범위는 한 달에 2번 이상

(1)~전혀 하지 않음(6)이며, 특히 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 자제와 배제 점수를 구분

하기 위한 변수로 ‘더 참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의 변수를 고려하였

다. 즉, 자발적인 활동 거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4문항에 개별적으로 포함된 문항

을 이용하여, 1년에 1-2번 이하로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가운데 더 참여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에만 배제 점수를 주었고 그 외

에 참여의지와 관심도의 부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은 응답

자는 배제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배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의료서비스 접근

의료서비스 접근은 SEU(2006)가 제시하였던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영역에서 도

출되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항으로 병원, 치과, GP, 물리치료시설 등에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대한 총 4문항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하였

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용이성은 노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얼

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매우 쉽다(1)에서 매우 어렵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제 수준이 높은 것이다.

(4) 재정적 안전

재정적 안전이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유

지해 나가고 있는가를 고려한 변수이다. 단기적 재정 관리는 실효은행계좌 소지여부

에 관한 1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중기적인 재정 관리는 적금이나 주식, 투자 상품의 

소지여부와 관련된 12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장기적인 재정은 개인연금 혹은 보

험가입여부의 2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이 세 종류의 재정적인 상태가 통합되어 

‘재정적인 안전에서의 배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이는 SEU(2006)의 지표 산정과 동

일한 방식으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재정과 노인의 경

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장기적인 재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과점수에 차이

를 두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상품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게는 각각 배제 점수 2점씩, 중기적인 재정 상품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는 배제 점수 1점을 주어 5점 만점의 지표를 만들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제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정서적 배제

정서적 배제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심리적인 고립감 또는 고독감을 의미

하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느끼는지

에 관한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진 고독감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

들의 정서적 배제를 측정하였으며, ’거의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음‘(1)~ ’자

주‘(3)의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서적 배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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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측 요인 

(1) 개인적 요인 

응답자의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활동능력, 소득

으로 고려되었다. 성별은 남성(0)과 여성(1)로 구분되었으며, 연령은 만 연령으로 표

기되었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좋다(1)’에서 

매우 나쁘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단,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이다. 교육 수준은 Highest Educational 

Qualification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즉,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level.4-5/Degree or equivalent‘(1)에서 ’No qualification‘(7)로 측

정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활동능력은 ‘특별한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1/4 마일을 걷는데 어느 정

도의 어려움을 느끼는가?’의 한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으며 매우 쉽다(1)-불가능하

다(4)에 응답하였다. 활동 제한이 아니라 활동능력 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코딩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및 자산 소득 등의 소득을 통합한 전체 

소득을 의미하며 주당총가구소득으로 측정되었다 소득수준은 기술 분석을 통해 분포

를 확인한 후, 범위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리코딩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수준은 ‘0~100￡미만’에서 ‘1000￡이상’까지 11개 범위

로 구분되었으며, 총 11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2) 가족 요인 

결혼 상태는 기혼, 이혼, 별거, 사별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분석에서는 배우자

유무로 사용되었다. 특히 결혼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1차

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인 사람을 1로 더미변수 처리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가족들과의 관계의 질

이 각각 어떠한지를 묻는 18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

족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자녀수는 자녀가 몇 명인지 물었고 인원수 그대로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자녀동거여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

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제도환경적 요인

제도환경적 요인으로는 은퇴여부와 수급여부의 변수를 이용하였다. 은퇴여부의 경

우에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지속

적으로 은퇴상태에 있는 노인을 1, 그렇지 않은 노인을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또한 수급여부는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수당(benefit)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분석방법 

우선,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에 대한 초기적인 분석으로 기술통계를 통하여 기

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인 50세 이상의 고령화패널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비노인(65세 미만),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 후

기노인(75세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첫째, 연령대별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전반적인 수준 및 관련 변수들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 및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 

및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

정식 모형의 기본가정인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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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측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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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활동능력, 소득

으로 고려되었다. 성별은 남성(0)과 여성(1)로 구분되었으며, 연령은 만 연령으로 표

기되었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좋다(1)’에서 

매우 나쁘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단,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이다. 교육 수준은 Highest Educational 

Qualification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즉,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level.4-5/Degree or equivalent‘(1)에서 ’No qualification‘(7)로 측

정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활동능력은 ‘특별한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1/4 마일을 걷는데 어느 정

도의 어려움을 느끼는가?’의 한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으며 매우 쉽다(1)-불가능하

다(4)에 응답하였다. 활동 제한이 아니라 활동능력 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코딩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및 자산 소득 등의 소득을 통합한 전체 

소득을 의미하며 주당총가구소득으로 측정되었다 소득수준은 기술 분석을 통해 분포

를 확인한 후, 범위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리코딩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수준은 ‘0~100￡미만’에서 ‘1000￡이상’까지 11개 범위

로 구분되었으며, 총 11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2) 가족 요인 

결혼 상태는 기혼, 이혼, 별거, 사별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분석에서는 배우자

유무로 사용되었다. 특히 결혼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1차

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인 사람을 1로 더미변수 처리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가족들과의 관계의 질

이 각각 어떠한지를 묻는 18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

족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자녀수는 자녀가 몇 명인지 물었고 인원수 그대로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자녀동거여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

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제도환경적 요인

제도환경적 요인으로는 은퇴여부와 수급여부의 변수를 이용하였다. 은퇴여부의 경

우에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지속

적으로 은퇴상태에 있는 노인을 1, 그렇지 않은 노인을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또한 수급여부는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수당(benefit)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분석방법 

우선,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에 대한 초기적인 분석으로 기술통계를 통하여 기

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인 50세 이상의 고령화패널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비노인(65세 미만),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 후

기노인(75세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첫째, 연령대별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전반적인 수준 및 관련 변수들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 및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 

및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

정식 모형의 기본가정인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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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개인

적 

요인

성별

남성 3393(44.5)
활동

능력

불가능함 514(6.8)
매우 어려움 426(5.6)

여성 4238(55.5)
조금 어려움 943(12.4)

연령

50-64세 4219(55.3) 어렵지 않음 5699(75.2)
65-74세 2164(28.4)

가족

요인

결혼

상태

미혼 403(5.3)
75세 이상 1248(16.4) 기혼(재혼포함) 5134(67.3)
평균(SD) 64.04(9.67) 별거 및 이혼 854(11.2)

주관적 

건강

매우좋음 441(5.8) 사별 1239(16.2)
자녀

동거

동거 1680(22.0)좋은편 1337(17.6)
보통 2389(31.5) 비동거 5951(78.0)
나쁜편 2334(30.8) 가족

관계 
평균(SD) 3.28점(.45)

매우 나쁜편 1085(14.8)

자녀수

1명 이하 1449(23.2)

소득

수준

250￡이하 3398(44.7) 2-3명 3769(60.4)
251-500￡ 2629(34.6) 4-5명 807(10.6)
501-750￡ 922(12.2) 6명 이상 212(2.8)
751-1000￡ 356(4.7)

제도

환경

요인

은퇴

여부

은퇴함 3694(48.4)
1001￡이상 299(3.9) 고용상태 2646(34.7)

교육

수준

No qualification 3539(46.4) 그 외 1288(16.9)
NVQ1/CSE  339(4.4) 수급

여부

아니오 5511(72.2)
NVQ2/GSE 0 1300(17.1) 예 2053(26.9)
NVQ3/GCE A 508(6.7)

Total 7631(100)higher ed below degree 947(12.4)
NVQ4-5/Degree 991(13.0)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LGM)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평균적인 초기값 및 변화율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개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조건 모형을 통하여 예

측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선행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사회적 배

제 수준과 변화에 연령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모

든 분석에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주. 1차 조사 기준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각 시점에서의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에 앞서 자료의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요 영역별 변수에서 왜도는 0.199~1.476, 첨도는 

-0.669~2.520의 분포를 보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자료의 정규성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았다.

각 영역별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의 경우 시점별로 평균 4.44점에서 4.54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한 달에 서

너 번 정도로 사회적 관계망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평균점수 차

이를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예비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정도가 낮아 배제 

수준이 가장 높았고 전기노인의 경우에 배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문화여가활동의 경우 평균은 2.14점에서 2.22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시점에

서 연령집단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예비노인의 점수가 네 시점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셋째, 의료서비스 접근의 평균 점수는 세 시점에서 4점 만점에 

1.48점에서 1.67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어

려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

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고령으로 갈수록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재정적 안전 영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

수는 5점 만점에 1.82점-2.05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각 시점에서의 점수를 살

펴보면 점차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시점에서 후기 

노인의 경우에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고립감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3점 만점에 1.62점에서 1.63점의 분

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후기 노인의 경우에 예비노

인과 전기노인에 비하여 정서적 배제 점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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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개인

적 

요인

성별

남성 3393(44.5)
활동

능력

불가능함 514(6.8)
매우 어려움 426(5.6)

여성 4238(55.5)
조금 어려움 943(12.4)

연령

50-64세 4219(55.3) 어렵지 않음 5699(75.2)
65-74세 2164(28.4)

가족

요인

결혼

상태

미혼 403(5.3)
75세 이상 1248(16.4) 기혼(재혼포함) 5134(67.3)
평균(SD) 64.04(9.67) 별거 및 이혼 854(11.2)

주관적 

건강

매우좋음 441(5.8) 사별 1239(16.2)
자녀

동거

동거 1680(22.0)좋은편 1337(17.6)
보통 2389(31.5) 비동거 5951(78.0)
나쁜편 2334(30.8) 가족

관계 
평균(SD) 3.28점(.45)

매우 나쁜편 1085(14.8)

자녀수

1명 이하 1449(23.2)

소득

수준

250￡이하 3398(44.7) 2-3명 3769(60.4)
251-500￡ 2629(34.6) 4-5명 807(10.6)
501-750￡ 922(12.2) 6명 이상 212(2.8)
751-1000￡ 356(4.7)

제도

환경

요인

은퇴

여부

은퇴함 3694(48.4)
1001￡이상 299(3.9) 고용상태 2646(34.7)

교육

수준

No qualification 3539(46.4) 그 외 1288(16.9)
NVQ1/CSE  339(4.4) 수급

여부

아니오 5511(72.2)
NVQ2/GSE 0 1300(17.1) 예 2053(26.9)
NVQ3/GCE A 508(6.7)

Total 7631(100)higher ed below degree 947(12.4)
NVQ4-5/Degree 991(13.0)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LGM)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평균적인 초기값 및 변화율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개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조건 모형을 통하여 예

측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선행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사회적 배

제 수준과 변화에 연령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모

든 분석에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주. 1차 조사 기준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각 시점에서의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에 앞서 자료의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요 영역별 변수에서 왜도는 0.199~1.476, 첨도는 

-0.669~2.520의 분포를 보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자료의 정규성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았다.

각 영역별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의 경우 시점별로 평균 4.44점에서 4.54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한 달에 서

너 번 정도로 사회적 관계망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평균점수 차

이를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예비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정도가 낮아 배제 

수준이 가장 높았고 전기노인의 경우에 배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문화여가활동의 경우 평균은 2.14점에서 2.22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시점에

서 연령집단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예비노인의 점수가 네 시점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셋째, 의료서비스 접근의 평균 점수는 세 시점에서 4점 만점에 

1.48점에서 1.67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어

려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

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고령으로 갈수록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재정적 안전 영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

수는 5점 만점에 1.82점-2.05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각 시점에서의 점수를 살

펴보면 점차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시점에서 후기 

노인의 경우에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고립감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3점 만점에 1.62점에서 1.63점의 분

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후기 노인의 경우에 예비노

인과 전기노인에 비하여 정서적 배제 점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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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A

1차 2차 3차 4차
범위

M(SD) M(SD) M(SD) M(SD)

사회적 

관계망 

50-64세 4.48(1.19) 4.57(1.18) 4.52(1.19) 4.51(1.18)

1.5-9
65-74세 4.37(1.21) 4.49(1.20) 4.48(1.23) 4.48(1.19)

75세 이상 4.41(1.32) 4.53(1.27) 4.52(1.27) 4.50(1.31)
전체 4.44(1.22) 4.54(1.20) 4.51(1.21) 4.50(1.20)

F 5.402** 2.864 .924 .260

문화여가

활동

50-64세 2.33(1.19) 2.32(1.20) 2.24(1.20) 2.32(1.18)

1-6
65-74세 2.10(1.23) 2.08(1.25) 2.05(.127) 2.09(1.23)

75세 이상 2.03(1.39) 1.93(.134) 1.86(1.41) 1.99(1.36)
전체 2.22(1.24) 2.19(1.24) 2.14(1.25) 2.21(1.22)

F 41.921*** 49.302*** 30.156*** 37.768***

의료서비

스접근 

50-64세 1.39(.54) 1.45(.55) - 1.56(.59)

1-4

65-74세 1.50(.56) 1.58(.59) - 1.69(.64)
75세 이상 1.75(.74) 1.86(.76) - 2.13(.89)

전체 1.48(.59) 1.54(.61) - 1.67(.67)

F 172.833*** 181.394**
* 208.193***

재정적 

안전

50-64세 1.56(1.55) 1.62(1.49) 1.79(1.53) 1.87(1.49)

0-5

65-74세 2.04(1.51) 2.08(1.45) 2.08(1.45) 2.19(1.47)

75세 이상 2.30(1.51) 2.28(1.47) 2.42(1.55) 2.50(1.56)

전체 1.82(1.56) 1.86(1.50) 1.98(1.53) 2.05(1.51)

F 144.575*** 127.305**
* 87.230*** 76.880***

정서적 

배제 

50-64세 - 1.62(.37) 1.62(.39) 1.61(.40)

1-3
65-74세 - 1.60(.40) 1.60(.41) 1.61(.42)

75세 이상 - 1.68(.44) 1.72(.45) 1.70(.44)
전체 - 1.62(.39) 1.63(.41) 1.62(.41)

F 16.890*** 30.688*** 13.561***

<표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영역에 대한 기술 분석 :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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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df) p CFI TLI RMSEA

사회적 

관계망 

모형 1 무변화모형 140.573(8) .000 .985 .981 .047

모형 2 선형모형 61.888(5) .000 .993 .987 .039

모형 3 이차곡선모형 45.670(1) .000 .998 .982 .045

문화여가

활동

모형 1 무변화모형 197.147(8) .000 .966 .957 .055

모형 2 선형모형 65.385(5) .000 .989 .978 .040

모형 3 이차곡선모형 76.598(1) .000 .994 .938 .100

의료서비

스 접근

모형 1 무변화모형 944.155(4) .000 .766 .766 .143

모형 2 선형모형 22.626(1) .000 .995 .968 .053

재정적 

안전

모형 1 무변화모형 393.250(8) .000 .946 .933 .079

모형 2 선형모형 17.791(5) .003 .998 .996 .018

모형 3 이차곡선모형 8.854(1) .065 .999 .999 .014

정서적 

배제

모형 1 무변화모형 21.204(4) .000 .997 .995 .024

모형 2 선형모형 2.942(1) .086 1.000 .997 .016

3.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

 1) 각 영역별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모형 적합도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점수 변화의 경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변화 

모형, 이차곡선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의 결과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접근, 정서적 

배제 영역에서는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사회적 배

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 그래프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는 경쟁모형 중에서 이차곡선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이차곡선

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각 영역별 경쟁모형과 모형의 적합도 

주. 진한 표시가 최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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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A

1차 2차 3차 4차
범위

M(SD) M(SD) M(SD) M(SD)

사회적 

관계망 

50-64세 4.48(1.19) 4.57(1.18) 4.52(1.19) 4.51(1.18)

1.5-9
65-74세 4.37(1.21) 4.49(1.20) 4.48(1.23) 4.48(1.19)

75세 이상 4.41(1.32) 4.53(1.27) 4.52(1.27) 4.50(1.31)
전체 4.44(1.22) 4.54(1.20) 4.51(1.21) 4.50(1.20)

F 5.402** 2.864 .924 .260

문화여가

활동

50-64세 2.33(1.19) 2.32(1.20) 2.24(1.20) 2.32(1.18)

1-6
65-74세 2.10(1.23) 2.08(1.25) 2.05(.127) 2.09(1.23)

75세 이상 2.03(1.39) 1.93(.134) 1.86(1.41) 1.99(1.36)
전체 2.22(1.24) 2.19(1.24) 2.14(1.25) 2.21(1.22)

F 41.921*** 49.302*** 30.156*** 37.768***

의료서비

스접근 

50-64세 1.39(.54) 1.45(.55) - 1.56(.59)

1-4

65-74세 1.50(.56) 1.58(.59) - 1.69(.64)
75세 이상 1.75(.74) 1.86(.76) - 2.13(.89)

전체 1.48(.59) 1.54(.61) - 1.67(.67)

F 172.833*** 181.394**
* 208.193***

재정적 

안전

50-64세 1.56(1.55) 1.62(1.49) 1.79(1.53) 1.87(1.49)

0-5

65-74세 2.04(1.51) 2.08(1.45) 2.08(1.45) 2.19(1.47)

75세 이상 2.30(1.51) 2.28(1.47) 2.42(1.55) 2.50(1.56)

전체 1.82(1.56) 1.86(1.50) 1.98(1.53) 2.05(1.51)

F 144.575*** 127.305**
* 87.230*** 76.880***

정서적 

배제 

50-64세 - 1.62(.37) 1.62(.39) 1.61(.40)

1-3
65-74세 - 1.60(.40) 1.60(.41) 1.61(.42)

75세 이상 - 1.68(.44) 1.72(.45) 1.70(.44)
전체 - 1.62(.39) 1.63(.41) 1.62(.41)

F 16.890*** 30.688*** 13.561***

<표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영역에 대한 기술 분석 :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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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df) p CFI TLI RMSEA

사회적 

관계망 

모형 1 무변화모형 140.573(8) .000 .985 .981 .047

모형 2 선형모형 61.888(5) .000 .993 .987 .039

모형 3 이차곡선모형 45.670(1) .000 .998 .982 .045

문화여가

활동

모형 1 무변화모형 197.147(8) .000 .966 .957 .055

모형 2 선형모형 65.385(5) .000 .989 .978 .040

모형 3 이차곡선모형 76.598(1) .000 .994 .938 .100

의료서비

스 접근

모형 1 무변화모형 944.155(4) .000 .766 .766 .143

모형 2 선형모형 22.626(1) .000 .995 .968 .053

재정적 

안전

모형 1 무변화모형 393.250(8) .000 .946 .933 .079

모형 2 선형모형 17.791(5) .003 .998 .996 .018

모형 3 이차곡선모형 8.854(1) .065 .999 .999 .014

정서적 

배제

모형 1 무변화모형 21.204(4) .000 .997 .995 .024

모형 2 선형모형 2.942(1) .086 1.000 .997 .016

3.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

 1) 각 영역별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모형 적합도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점수 변화의 경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변화 

모형, 이차곡선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의 결과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접근, 정서적 

배제 영역에서는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사회적 배

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 그래프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는 경쟁모형 중에서 이차곡선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이차곡선

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각 영역별 경쟁모형과 모형의 적합도 

주. 진한 표시가 최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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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 영역별 사회적 배제수준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선택한 뒤, 전체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를 검토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에서 연

령집단별 차이가 있는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집단의 모수를 개별적으로 추

정하는 개별표본 분석(separate sample analysis)을 거쳤으며, 이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기 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는 <표 4>에 기술되었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관계망 영

역에서는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을 보면 4.436과 0.985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수준에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을 살펴

보면 0.013으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관

계망에서 배제 수준이 선형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

율의 변량 역시 0.034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수준의 변화 

정도에도 역시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062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초기값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가 

더 빠르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여가활동 영역에서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

을 살펴보면 2.264와 0.6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이것은 개인차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은 -0.038와 0.031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 및 여가 활동에의 배제 점수가 점차 낮

아지며, 변화율에도 개인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 및 여가 활동 영역에서 노인

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배제될 위험성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033로 초기값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변화

의 기울기가 높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 배제 점수가 낮았던 

노인들의 경우 배제 점수의 감소 변화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료서

비스 접근에서의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은 1.365와 .256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노인들 간에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에도 개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은 .106과 .023로 모두 유의미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

차 의료서비스 접근에의 어려움이 증가하며 이에 개인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032로 의료서비스 접근에서의 초기 배제 수

준이 낮았던 노인들이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여준다.

넷째,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의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은 1.742와 1.430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는데,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수준 역시 초기 수준에 개인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 노인들의 변화 양상은 이차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차항의 변화율의 평균은 0.023이었으며 유의미하였으나 

변화율의 변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인들의 경우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의 초기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정적인 측면에서 배제 수준

에 처할 위험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정서적인 

배제 영역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이 1.624와 0.130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선형적인 증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을 통해 

노인들의 경우에는 정서적 배제의 초기 수준에서 개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변화율에 개인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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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 영역별 사회적 배제수준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선택한 뒤, 전체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를 검토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에서 연

령집단별 차이가 있는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집단의 모수를 개별적으로 추

정하는 개별표본 분석(separate sample analysis)을 거쳤으며, 이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기 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는 <표 4>에 기술되었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관계망 영

역에서는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을 보면 4.436과 0.985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수준에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을 살펴

보면 0.013으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관

계망에서 배제 수준이 선형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

율의 변량 역시 0.034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수준의 변화 

정도에도 역시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062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초기값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가 

더 빠르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여가활동 영역에서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

을 살펴보면 2.264와 0.6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이것은 개인차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은 -0.038와 0.031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 및 여가 활동에의 배제 점수가 점차 낮

아지며, 변화율에도 개인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 및 여가 활동 영역에서 노인

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배제될 위험성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033로 초기값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변화

의 기울기가 높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 배제 점수가 낮았던 

노인들의 경우 배제 점수의 감소 변화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료서

비스 접근에서의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은 1.365와 .256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노인들 간에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에도 개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은 .106과 .023로 모두 유의미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

차 의료서비스 접근에의 어려움이 증가하며 이에 개인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032로 의료서비스 접근에서의 초기 배제 수

준이 낮았던 노인들이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여준다.

넷째,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의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은 1.742와 1.430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는데,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수준 역시 초기 수준에 개인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 노인들의 변화 양상은 이차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차항의 변화율의 평균은 0.023이었으며 유의미하였으나 

변화율의 변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인들의 경우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의 초기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정적인 측면에서 배제 수준

에 처할 위험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정서적인 

배제 영역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초기값의 평균과 변량이 1.624와 0.130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선형적인 증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을 통해 

노인들의 경우에는 정서적 배제의 초기 수준에서 개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변화율에 개인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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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I) 변화율(S) covariance

(I-S) 평균(SE) 변량(SE) 평균(SE) 변량(SE)

사회적 

관계망 

50-64세 4.524(.021)*** .928(.050)*** -.001(.006) .031(.005)*** -.055(.014)***

65-74세 4.367(.031)***  .916(.076)*** .034(.009)*** .033(.008)*** -.060(.022)**
75세이상 4.417(.047)*** 1.153(.135)*** .027(.015) .046(.015)** -.100(.041)*
전체  4.436(.017)*** .958(.040)*** .013(.005)** .034(.004)*** -.062(.012)***

문화여가

활동

50-64세 2.379(.022)*** .771(.056)*** -.034(.007)*** .045(.007)*** -.078(.017)***
65-74세 2.147(.031)*** .490(.083)*** -.034(.010)** .007(.010) .038(.026)
75세이상 2.095(.048)*** .654(.153)*** -.075(.017)*** .024(.019) .101(.050)

전체  2.264(.017)*** .699(.046)*** -.038(.006)*** .031(.005)*** -.033(.014)*

의료서비

스 접근

50-64세 1.295(.011)*** .210(.023)*** .089(.005)*** 019(.005)*** -.030(.010)**
65-74세 1.383(.017)*** .243(.038)*** .109(.008)*** .029(.008)*** .-.034(.016)**

75세이상 1.556(.032)*** .434(.108)*** .190(.015)*** .022(.022) -.051(.047)
전체  1.365(.010)*** .256(.022)*** .106(.004)*** .023(.004)*** -.032(.009)***

재정적 

안전 

50-64세 1.453(.045)*** .919(.053)***
.098(.028)*** .076(.040) -.004(.010)

-.039(.017)*
.007(.009) .003(.009) -.004(.019)

65-74세 2.075(.059)*** 1.410(.650)*
-.021(.036) .155(.192) -.034(.049)

.018(.085)
.023(.011)* .015(.015) -.210(.348)

75세이상 2.291(.079)*** 1.109(.129)***
.028(.071) .048(.081) -.021(.037)

-.014(.033)
.030(.024) .012(.014)

-.021(.037)

전체  1.742(.036)*** 1.430(.402)***
.019(.022) .0164(.118) -.215(.215)

.029(.030)
.023(.007)*** .010(.009) .013(.052)

정서적 

배제

50-64세 1.626(.008)*** .121(.011)*** -.005(.004) .015(.002)*** -.024(.004)***

65-74세 1.593(.012)*** .093(.017)*** .006(.005) .006(.004) -.006(.007)
75세이상 1.669(.019)*** .217(.032)*** .022(.013)* .024(.006)*** -.050(.013)***
전체  1.624(.006)*** .130(.009)*** .001(.003) .014(.002)*** -.023(.004)***

<표 4> 각 영역별 잠재성장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모수추정치 

* p<.05, ** p<.01, *** p<.001 
주. I: intercept  S: slope
   a. 재정적 안전 영역의 변화율에서 첫 번째 행은 일차항(linear), 두 번째 행은 이차항(quadratic)의 값을 나타냄.
   b. 재정적 안전 영역의 공분산에서 첫 번째 행은 일차항과 이차항(S-Q), 두 번째 행은 초기값과 이차항(I-Q), 세 번째 행은 초

기값과 일차항(I-S)의 공분산 값을 나타냄.

3. 연령집단별 차이 검증을 위한 다중집단 분석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와 비교하기 위한 경쟁모형

으로 ‘초기값의 평균(Intercept mean)은 연령집단 간 동일하다(모형 A)', '변화율의 

평균(Slope mean)은 연령집단 간 동일하다(모형 B)'로 설정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

한 각각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세 집단 간에 초기값의 평균과 변화율이 평균이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여 동일화제약을 가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각각의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세 집단 간의 동일화제약에서 하나씩 

풀어주면서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각 영역별 연령집단의 개별적인 잠재성장모형 모수 추정치는 <표 4>에 나타나 있

다. 또한 분석결과를〔그림 1〕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값과 변화율에

서 연령집단 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의 모수추정치에서 보듯이, 예비노인의 경우에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의 

초기 수준이 전후기노인에 비하여 높았고 전기노인의 경우에 배제 수준이 가장 낮았

다. 그러나 변화율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예비노인의 경우에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 문화여가활동 영역에서 연령집단별로 초기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변화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해 구체

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의 모수추정치에서 나타났듯이 예비노인은 

전후기노인과 초기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후기노인의 경우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의 변화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변화율에서 후기노인의 경우에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변화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각 시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분석했던 앞선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다.

셋째, 의료서비스 접근 영역에서는 모든 비교모형에서 연령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

다. 세 집단 간에 초기값의 수준이 서로 다르고, 변화율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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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I) 변화율(S) covariance

(I-S) 평균(SE) 변량(SE) 평균(SE) 변량(SE)

사회적 

관계망 

50-64세 4.524(.021)*** .928(.050)*** -.001(.006) .031(.005)*** -.055(.014)***

65-74세 4.367(.031)***  .916(.076)*** .034(.009)*** .033(.008)*** -.060(.022)**
75세이상 4.417(.047)*** 1.153(.135)*** .027(.015) .046(.015)** -.100(.041)*
전체  4.436(.017)*** .958(.040)*** .013(.005)** .034(.004)*** -.062(.012)***

문화여가

활동

50-64세 2.379(.022)*** .771(.056)*** -.034(.007)*** .045(.007)*** -.078(.017)***
65-74세 2.147(.031)*** .490(.083)*** -.034(.010)** .007(.010) .038(.026)
75세이상 2.095(.048)*** .654(.153)*** -.075(.017)*** .024(.019) .101(.050)

전체  2.264(.017)*** .699(.046)*** -.038(.006)*** .031(.005)*** -.033(.014)*

의료서비

스 접근

50-64세 1.295(.011)*** .210(.023)*** .089(.005)*** 019(.005)*** -.030(.010)**
65-74세 1.383(.017)*** .243(.038)*** .109(.008)*** .029(.008)*** .-.034(.016)**

75세이상 1.556(.032)*** .434(.108)*** .190(.015)*** .022(.022) -.051(.047)
전체  1.365(.010)*** .256(.022)*** .106(.004)*** .023(.004)*** -.032(.009)***

재정적 

안전 

50-64세 1.453(.045)*** .919(.053)***
.098(.028)*** .076(.040) -.004(.010)

-.039(.017)*
.007(.009) .003(.009) -.004(.019)

65-74세 2.075(.059)*** 1.410(.650)*
-.021(.036) .155(.192) -.034(.049)

.018(.085)
.023(.011)* .015(.015) -.210(.348)

75세이상 2.291(.079)*** 1.109(.129)***
.028(.071) .048(.081) -.021(.037)

-.014(.033)
.030(.024) .012(.014)

-.021(.037)

전체  1.742(.036)*** 1.430(.402)***
.019(.022) .0164(.118) -.215(.215)

.029(.030)
.023(.007)*** .010(.009) .013(.052)

정서적 

배제

50-64세 1.626(.008)*** .121(.011)*** -.005(.004) .015(.002)*** -.024(.004)***

65-74세 1.593(.012)*** .093(.017)*** .006(.005) .006(.004) -.006(.007)
75세이상 1.669(.019)*** .217(.032)*** .022(.013)* .024(.006)*** -.050(.013)***
전체  1.624(.006)*** .130(.009)*** .001(.003) .014(.002)*** -.023(.004)***

<표 4> 각 영역별 잠재성장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모수추정치 

* p<.05, ** p<.01, *** p<.001 
주. I: intercept  S: slope
   a. 재정적 안전 영역의 변화율에서 첫 번째 행은 일차항(linear), 두 번째 행은 이차항(quadratic)의 값을 나타냄.
   b. 재정적 안전 영역의 공분산에서 첫 번째 행은 일차항과 이차항(S-Q), 두 번째 행은 초기값과 이차항(I-Q), 세 번째 행은 초

기값과 일차항(I-S)의 공분산 값을 나타냄.

3. 연령집단별 차이 검증을 위한 다중집단 분석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와 비교하기 위한 경쟁모형

으로 ‘초기값의 평균(Intercept mean)은 연령집단 간 동일하다(모형 A)', '변화율의 

평균(Slope mean)은 연령집단 간 동일하다(모형 B)'로 설정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

한 각각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세 집단 간에 초기값의 평균과 변화율이 평균이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여 동일화제약을 가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각각의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세 집단 간의 동일화제약에서 하나씩 

풀어주면서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각 영역별 연령집단의 개별적인 잠재성장모형 모수 추정치는 <표 4>에 나타나 있

다. 또한 분석결과를〔그림 1〕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값과 변화율에

서 연령집단 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의 모수추정치에서 보듯이, 예비노인의 경우에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의 

초기 수준이 전후기노인에 비하여 높았고 전기노인의 경우에 배제 수준이 가장 낮았

다. 그러나 변화율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예비노인의 경우에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 문화여가활동 영역에서 연령집단별로 초기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변화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해 구체

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의 모수추정치에서 나타났듯이 예비노인은 

전후기노인과 초기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후기노인의 경우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의 변화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변화율에서 후기노인의 경우에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변화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각 시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분석했던 앞선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다.

셋째, 의료서비스 접근 영역에서는 모든 비교모형에서 연령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

다. 세 집단 간에 초기값의 수준이 서로 다르고, 변화율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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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해서도 세 집단 간에 모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값의 평균에서 예비노인이 배제 수준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전기노

인, 후기노인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배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에서도 역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세 집단 모두 정적인 선형모형을 나

타내지만, 변화율의 크기를 살펴보면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의 순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배제 수준이 증가하는 변화율이 컸다.

넷째,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는 연령집단 간 초기값과 일차항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차항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재정적 안전 배제에 있

어 초기 점수가 낮았으며, 변화율에서는 세 집단 간 큰 차이 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정서적인 배제 측면에서 세 집단 간에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초기값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기노인이 고독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후기 노인의 고독감이 가장 높았다. 또한 변화율에서 예비노

인과 후기노인 사이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후기노인의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고립감 혹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예비 노인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한다

는 의미이다.

모형
모형적합도 모형 비교

  df p CFI RMSEA  ( ) p

사회적 

관계망

기저모형 69.813 15 .000 .994 .022 - -

모형A 88.278 17 .000 .992 .023 18.466(2) .000

모형B 80.568 17 .000 .993 .022 10.756(2) .005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87.032 16 .000 .992 .024 17.220(1) .000

모형B 79.454 16 .000 .993 .023 9.642(1) .002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74.077 16 .000 .993 .022 4.264(1) .039

모형B 72.634 16 .000 .993 .022 2.281(1) ns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70.585 16 .000 .994 .021 .772(1) ns

모형B 69.967 16 .000 .994 .021 .154(1) ns

문화

여가

활동

기저모형 72.228 15 .000 989 .022 - -

모형A 126.280 17 .000 .979 .029 54.052(2) .000

모형B 77.240 17 .000 989 .022 5.012(2)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109.696 16 .000 .982 .028 37.741(1) .000

모형B 72.228 16 .000 989 .021 .000(1)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01.317 16 .000 .984 .026 29.089(1) .000

모형B 76.982 16 .000 980 .022 4.754(1) .029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73.054 16 .000 .989 .022 .826(1) ns

모형B 76.415 16 .000 .989 .022 4.187(1) .041

의료

서비스 

접근

기저모형 30.258 3 .000 .993 .035 - -

모형A 95.892 5 .000 .975 .049 65.634(2) .000

모형B 68.062 5 .000 .983 .041 37.805(2) .000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47.954 4 .000 .988 .038 17.697(1) .000

모형B 35.099 4 .000 .992 .032 4.841(1) .028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87.630 4 .000 .977 .052 57.373(1) .000

모형B 66.446 4 .000 .983 .045 36.188(1) .000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52.478 4 .000 .987 .040 22.220(1) .000

모형B 50.579 4 .000 .987 .039 20.321(1) .000

<표 5>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모형과 다중집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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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부분동일성 모형을 통해서도 세 집단 간에 모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값의 평균에서 예비노인이 배제 수준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전기노

인, 후기노인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배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에서도 역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세 집단 모두 정적인 선형모형을 나

타내지만, 변화율의 크기를 살펴보면 예비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의 순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배제 수준이 증가하는 변화율이 컸다.

넷째, 재정적 안전 영역에서는 연령집단 간 초기값과 일차항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차항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재정적 안전 배제에 있

어 초기 점수가 낮았으며, 변화율에서는 세 집단 간 큰 차이 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정서적인 배제 측면에서 세 집단 간에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초기값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기노인이 고독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후기 노인의 고독감이 가장 높았다. 또한 변화율에서 예비노

인과 후기노인 사이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후기노인의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고립감 혹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예비 노인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한다

는 의미이다.

모형
모형적합도 모형 비교

  df p CFI RMSEA  ( ) p

사회적 

관계망

기저모형 69.813 15 .000 .994 .022 - -

모형A 88.278 17 .000 .992 .023 18.466(2) .000

모형B 80.568 17 .000 .993 .022 10.756(2) .005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87.032 16 .000 .992 .024 17.220(1) .000

모형B 79.454 16 .000 .993 .023 9.642(1) .002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74.077 16 .000 .993 .022 4.264(1) .039

모형B 72.634 16 .000 .993 .022 2.281(1) ns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70.585 16 .000 .994 .021 .772(1) ns

모형B 69.967 16 .000 .994 .021 .154(1) ns

문화

여가

활동

기저모형 72.228 15 .000 989 .022 - -

모형A 126.280 17 .000 .979 .029 54.052(2) .000

모형B 77.240 17 .000 989 .022 5.012(2)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109.696 16 .000 .982 .028 37.741(1) .000

모형B 72.228 16 .000 989 .021 .000(1)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01.317 16 .000 .984 .026 29.089(1) .000

모형B 76.982 16 .000 980 .022 4.754(1) .029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73.054 16 .000 .989 .022 .826(1) ns

모형B 76.415 16 .000 .989 .022 4.187(1) .041

의료

서비스 

접근

기저모형 30.258 3 .000 .993 .035 - -

모형A 95.892 5 .000 .975 .049 65.634(2) .000

모형B 68.062 5 .000 .983 .041 37.805(2) .000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47.954 4 .000 .988 .038 17.697(1) .000

모형B 35.099 4 .000 .992 .032 4.841(1) .028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87.630 4 .000 .977 .052 57.373(1) .000

모형B 66.446 4 .000 .983 .045 36.188(1) .000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52.478 4 .000 .987 .040 22.220(1) .000

모형B 50.579 4 .000 .987 .039 20.321(1) .000

<표 5>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모형과 다중집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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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적합도 모형 비교

  df p CFI RMSEA  ( ) p

재정적 

안전

기저모형 10.998 5 .051 .999 .013 - -

모형A 130.246 7 .000 .982 .048 119.248(2) .010

모형B(L) 18.855 7 .009 .998 .015 7.857(2) .020

모형B(Q) 12.810 7 .077 .999 .010 1.812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81.026 6 .000 .989 .040 70.028(1) .010

모형B(L) 17.857 6 .007 .998 .016 6.869(1) .009

모형B(Q) 12.857 6 .058 .999 .012 1.178(1)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94.340 6 .000 .987 .044 83.342(1) .000

모형B(L) 13.995 6 .030 .999 .013 2.997(1) ns

모형B(Q) 12.142 6 .059 .999 .012 1.144(1) ns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5.759 6 .015 .999 .015 4.761(1) .029

모형B(L) 11.119 6 .085 .999 .011 .121(1) ns

모형B(Q) 11.037 6 .087 .999 .010 .040(1) ns

정서적 

배제

기저모형 6.806 3 .078 .999 .013 - -

모형A 18.725 5 .002 .997 .019 11.919(2) .003

모형B 16.104 5 .007 .997 .017 9.298(2) .010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11.848 4 .019 .998 .016 5.041(1) .025

모형B 9.699 4 .046 .999 .014 2.893(1)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1.088 4 .026 .998 .015 4.282(1) .039

모형B 14.838 4 .005 .997 .019 8.032(1) .005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7.930 4 .001 .997 .021 11.123(1) .001

모형B 9.314 4 .054 .999 .013 2.507(1) ns
주. L: linear Q: quadratic

〔그림 1〕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 : 연령집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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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적합도 모형 비교

  df p CFI RMSEA  ( ) p

재정적 

안전

기저모형 10.998 5 .051 .999 .013 - -

모형A 130.246 7 .000 .982 .048 119.248(2) .010

모형B(L) 18.855 7 .009 .998 .015 7.857(2) .020

모형B(Q) 12.810 7 .077 .999 .010 1.812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81.026 6 .000 .989 .040 70.028(1) .010

모형B(L) 17.857 6 .007 .998 .016 6.869(1) .009

모형B(Q) 12.857 6 .058 .999 .012 1.178(1)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94.340 6 .000 .987 .044 83.342(1) .000

모형B(L) 13.995 6 .030 .999 .013 2.997(1) ns

모형B(Q) 12.142 6 .059 .999 .012 1.144(1) ns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5.759 6 .015 .999 .015 4.761(1) .029

모형B(L) 11.119 6 .085 .999 .011 .121(1) ns

모형B(Q) 11.037 6 .087 .999 .010 .040(1) ns

정서적 

배제

기저모형 6.806 3 .078 .999 .013 - -

모형A 18.725 5 .002 .997 .019 11.919(2) .003

모형B 16.104 5 .007 .997 .017 9.298(2) .010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전기노인 

모형A 11.848 4 .019 .998 .016 5.041(1) .025

모형B 9.699 4 .046 .999 .014 2.893(1) ns

부분동일성 : 예비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1.088 4 .026 .998 .015 4.282(1) .039

모형B 14.838 4 .005 .997 .019 8.032(1) .005

부분동일성 : 전기노인 vs. 후기노인

모형A 17.930 4 .001 .997 .021 11.123(1) .001

모형B 9.314 4 .054 .999 .013 2.507(1) ns
주. L: linear Q: quadratic

〔그림 1〕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 : 연령집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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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와 그 예측요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설명하는 영향 요인을 포함한 조건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 요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영

향력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배제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

으로는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교육수준, 활동능력, 결혼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족관계, 자녀수, 은퇴여부, 수급여부의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1) 사회적 관계망 

<표 6>에서 보듯이, 사회적 관계망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교육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사회

적 관계망의 초기 수준에서 여성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관

계망이 더 풍부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적 관계망에서의 초기 점수가 높아, 고령일수록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으며, 높은 교육

수준과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초기 배제수준과 관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선 결과에서 연령대가 낮은 예비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서의 초기 배제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관계망 배제 수준의 초기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관계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관계였다. 좋은 건강상태는 배제로의 변화율을 감소시

키는 변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일수록 초기값의 수준이 낮았지만, 변

화율의 경우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배제 수준이 높았던 노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느리게 배제수준 증가를 겪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천장효과 등을 고

려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6>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측 요인

<표 7>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의 배제 수준 변화

에 대한 예측 요인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동

초기값(I) 변화율(S) 초기값(I) 변화율(S)

 =.185  =.083  =.102  =.038
B S.E B S.E. B S.E B S.E.

개인요인 개인요인

성별 -.200*** .033 .016 .010 성별 .205*** .034 -.030 .012

연령 .063*** .002 -.007 .001 연령 -.091*** .002 -.053 .001

건강상태 .053** .017 -.100* .005 건강상태 .025 .018 -.048 .006

소득 .060*** .008 -.064 .002 소득 .024 .003 -.008 .008

교육수준 .052*** .008 -.041 .003 교육수준 .196*** .009 .037 .003

활동능력 .028 .022 -.001 .007 활동능력 .011 .023 -.027 .008

가족요인 가족요인

결혼상태 -.033 .038 .048 .012 결혼상태 .014 .039 -.025 .013

자녀동거 .021 .042 -.064 .013 자녀동거 -.022 .044 .043 .015

가족관계 -.343*** .036 .212*** .011 가족관계 -.061** .039 -.012 .013

자녀수 -.034 .013 .044 .004 자녀수 .008 .014 -.043 .005

제도환경요인 제도환경요인

은퇴지위 .001 .039 -.031 .012 은퇴지위 -.004 .041 .013 .014

수급여부 -.056 .039 .047 .012 수급여부 .092*** .041 -.17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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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 및 여가활동 

<표 7>의 결과와 같이 문화여가활동 영역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관계, 수급여부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에서 배제수준이 낮으리

라 예상되었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의 배제 초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배제 초기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이 높아질수록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배제 점수가 높았으며,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배제 점수

가 높았고 수급자인 경우에 배제 점수가 높았다. 앞의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노인들의 

문화여가활동 참여의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부적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적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수급여부였다. 여기에서는 수급

자일수록 초기값이 높으며 감소하는 변화율 또한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문화여가활동에서 저소득층의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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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와 그 예측요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설명하는 영향 요인을 포함한 조건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 요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영

향력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배제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

으로는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교육수준, 활동능력, 결혼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족관계, 자녀수, 은퇴여부, 수급여부의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1) 사회적 관계망 

<표 6>에서 보듯이, 사회적 관계망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교육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사회

적 관계망의 초기 수준에서 여성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관

계망이 더 풍부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적 관계망에서의 초기 점수가 높아, 고령일수록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으며, 높은 교육

수준과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초기 배제수준과 관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선 결과에서 연령대가 낮은 예비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서의 초기 배제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관계망 배제 수준의 초기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관계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관계였다. 좋은 건강상태는 배제로의 변화율을 감소시

키는 변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일수록 초기값의 수준이 낮았지만, 변

화율의 경우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배제 수준이 높았던 노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느리게 배제수준 증가를 겪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천장효과 등을 고

려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6>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측 요인

<표 7>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의 배제 수준 변화

에 대한 예측 요인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동

초기값(I) 변화율(S) 초기값(I) 변화율(S)

 =.185  =.083  =.102  =.038
B S.E B S.E. B S.E B S.E.

개인요인 개인요인

성별 -.200*** .033 .016 .010 성별 .205*** .034 -.030 .012

연령 .063*** .002 -.007 .001 연령 -.091*** .002 -.053 .001

건강상태 .053** .017 -.100* .005 건강상태 .025 .018 -.048 .006

소득 .060*** .008 -.064 .002 소득 .024 .003 -.008 .008

교육수준 .052*** .008 -.041 .003 교육수준 .196*** .009 .037 .003

활동능력 .028 .022 -.001 .007 활동능력 .011 .023 -.027 .008

가족요인 가족요인

결혼상태 -.033 .038 .048 .012 결혼상태 .014 .039 -.025 .013

자녀동거 .021 .042 -.064 .013 자녀동거 -.022 .044 .043 .015

가족관계 -.343*** .036 .212*** .011 가족관계 -.061** .039 -.012 .013

자녀수 -.034 .013 .044 .004 자녀수 .008 .014 -.043 .005

제도환경요인 제도환경요인

은퇴지위 .001 .039 -.031 .012 은퇴지위 -.004 .041 .013 .014

수급여부 -.056 .039 .047 .012 수급여부 .092*** .041 -.17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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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 및 여가활동 

<표 7>의 결과와 같이 문화여가활동 영역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관계, 수급여부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에서 배제수준이 낮으리

라 예상되었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의 배제 초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배제 초기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이 높아질수록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배제 점수가 높았으며,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배제 점수

가 높았고 수급자인 경우에 배제 점수가 높았다. 앞의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노인들의 

문화여가활동 참여의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부적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적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수급여부였다. 여기에서는 수급

자일수록 초기값이 높으며 감소하는 변화율 또한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문화여가활동에서 저소득층의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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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의료서비스접근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측 요인

<표 10> 정서적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

측 요인
의료서비스접근 정서적 배제

초기값(I) 변화율(S) 초기값(I) 변화율(S)

 =.185  =.083  =.102  =.038
B S.E B S.E. B S.E B S.E.

개인요인 개인요인

성별 .013 .019 -.031 .009 성별 .098*** .013 .115 .006

연령 .082** .001 .314*** .001 연령 -.038 .001 .512*** .000

건강상태 -.171*** .010 .011 .005 건강상태 -.127*** .007 -.095 .003

소득 -.110*** .004 .034 .002 소득 -.015 .003 -.080 .001

교육수준 -.076*** .004 .123*** .002 교육수준 .030 .003 -.052 .001

활동능력 -.390*** .013 .086* .006 활동능력 -.109*** .009 .113 .004

가족요인 가족요인

결혼상태 .056* .021 .037 .010 결혼상태 .370*** .015 -.372*** .007

자녀동거 -.025 .024 .010 .011 자녀동거 -.044 .016 .106 .007

가족관계 -.112*** .020 -.006 .010 가족관계 -.300*** .014 -.178 .006

자녀수 -.054* .008 .040 .004 자녀수 .002 .005 -.021 .002

제도환경요인 제도환경요인

은퇴지위 -.069** .022 -.041 .010 은퇴지위 -.048 .015 -.053 .007

수급여부 .098*** .022 -.027 .010 수급여부 .109*** .015 -.148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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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서비스 접근 

의료서비스 접근 배제의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의료서비

스 접근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소득, 활

동능력, 결혼상태, 자녀수, 가족관계, 은퇴여부, 수급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스로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낄수록, 무배우자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관계가 좋

지 않을수록, 은퇴상태가 아닐수록, 수급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접근에서 배제 점수가 

높았다. 또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 활동능력으로, 연령

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에의 배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과 활동능력은 높을수록 배제에의 변화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초기값을 보이는 경우 변화율에 있어서 높을 수 있다는 

수렴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9>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측 요인 
재정적 안전 

초기값(Intercept) 변화율(Linear) 변화율(Quadratic)

 =.143  =.039  =.257

B S.E B S.E. B S.E

개인요인

성별(여성=1) .082** .067 -.079 .042 .081 .013

연령 .207*** .004 -.091 .003 .272 .001

주관적 건강상태 -.060* .035 .053 .022 -.084 .007

소득 -.127*** .015 .033 .010 .014 .003

교육수준 -.013 .016 -.007 .010 -.058 .003

활동능력 .020 .045 -.080 .028 .260 .009

가족요인

결혼상태(무배우자=1) .110*** .076 -.035 .048 .052 .015

자녀동거여부(동거=1) -.007 .085 -.069 .053 .189 .017

가족관계 -.034 .075 -.027 .047 .110 .015

자녀수 .072* .027 -.118* .017 .378* .005

제도환경요인

은퇴지위(은퇴=1) -.008 .079 -.03 .029 -.071 .016

수급여부(수급자=1) .036 .079 -.023 .049 .06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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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정적 안전 

재정적 안전 영역의 경우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주관적 건

강상태, 소득, 결혼상태, 자녀수였다. 여성인 경우가 남성보다 재정적인 안전 영역에

서 배제 점수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배제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무배우자인 사람이 재정적인 안전에서 배제 위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적인 소득 수준 또한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배제점수의 초기값이 높았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재

정적인 안전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영역에서 자녀수

는 초기값과 일이차항의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

다. 자녀가 많을수록 재정적인 안전의 배제 수준이 증가하며 배제로의 증가 속도의 

폭 역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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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의료서비스접근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측 요인

<표 10> 정서적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

측 요인
의료서비스접근 정서적 배제

초기값(I) 변화율(S) 초기값(I) 변화율(S)

 =.185  =.083  =.102  =.038
B S.E B S.E. B S.E B S.E.

개인요인 개인요인

성별 .013 .019 -.031 .009 성별 .098*** .013 .115 .006

연령 .082** .001 .314*** .001 연령 -.038 .001 .512*** .000

건강상태 -.171*** .010 .011 .005 건강상태 -.127*** .007 -.095 .003

소득 -.110*** .004 .034 .002 소득 -.015 .003 -.080 .001

교육수준 -.076*** .004 .123*** .002 교육수준 .030 .003 -.052 .001

활동능력 -.390*** .013 .086* .006 활동능력 -.109*** .009 .113 .004

가족요인 가족요인

결혼상태 .056* .021 .037 .010 결혼상태 .370*** .015 -.372*** .007

자녀동거 -.025 .024 .010 .011 자녀동거 -.044 .016 .106 .007

가족관계 -.112*** .020 -.006 .010 가족관계 -.300*** .014 -.178 .006

자녀수 -.054* .008 .040 .004 자녀수 .002 .005 -.021 .002

제도환경요인 제도환경요인

은퇴지위 -.069** .022 -.041 .010 은퇴지위 -.048 .015 -.053 .007

수급여부 .098*** .022 -.027 .010 수급여부 .109*** .015 -.148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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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서비스 접근 

의료서비스 접근 배제의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의료서비

스 접근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소득, 활

동능력, 결혼상태, 자녀수, 가족관계, 은퇴여부, 수급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스로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낄수록, 무배우자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관계가 좋

지 않을수록, 은퇴상태가 아닐수록, 수급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접근에서 배제 점수가 

높았다. 또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 활동능력으로, 연령

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에의 배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과 활동능력은 높을수록 배제에의 변화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초기값을 보이는 경우 변화율에 있어서 높을 수 있다는 

수렴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9>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수준 변화에 대한 예측 요인 
재정적 안전 

초기값(Intercept) 변화율(Linear) 변화율(Quadratic)

 =.143  =.039  =.257

B S.E B S.E. B S.E

개인요인

성별(여성=1) .082** .067 -.079 .042 .081 .013

연령 .207*** .004 -.091 .003 .272 .001

주관적 건강상태 -.060* .035 .053 .022 -.084 .007

소득 -.127*** .015 .033 .010 .014 .003

교육수준 -.013 .016 -.007 .010 -.058 .003

활동능력 .020 .045 -.080 .028 .260 .009

가족요인

결혼상태(무배우자=1) .110*** .076 -.035 .048 .052 .015

자녀동거여부(동거=1) -.007 .085 -.069 .053 .189 .017

가족관계 -.034 .075 -.027 .047 .110 .015

자녀수 .072* .027 -.118* .017 .378* .005

제도환경요인

은퇴지위(은퇴=1) -.008 .079 -.03 .029 -.071 .016

수급여부(수급자=1) .036 .079 -.023 .049 .06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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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정적 안전 

재정적 안전 영역의 경우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주관적 건

강상태, 소득, 결혼상태, 자녀수였다. 여성인 경우가 남성보다 재정적인 안전 영역에

서 배제 점수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배제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무배우자인 사람이 재정적인 안전에서 배제 위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적인 소득 수준 또한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배제점수의 초기값이 높았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재

정적인 안전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재정적 안전에서의 배제 영역에서 자녀수

는 초기값과 일이차항의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

다. 자녀가 많을수록 재정적인 안전의 배제 수준이 증가하며 배제로의 증가 속도의 

폭 역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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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서적 배제  

정서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초기값에 영

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능력, 결혼상태, 가족관계, 수

급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정서적 배제 점수가 높았으

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정서적 배제 점수가 높았다. 또한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정서적 배제 점수가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수급자노인의 경우에 정서적으로 

고독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배제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정서적 배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배제 수

준의 증가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에 이미 높은 

수준의 초기 점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을 살펴

보며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시

점의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 점수만을 볼 때에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배

제된(socially excluded)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기술 분석에서 나타

난 평균점수는 횡단적인 평균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개인 내적인 변화를 담지는 못

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

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우, 문화여가활동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차적으로 배제의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연령’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첫째, 연구결과는 노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제수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측요인에서도 연령은 문화여가활동을 제외

한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연령효과는 연령

집단 차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사회적 배제 수준의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결과와 함께, 연령집단별 차

이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은 후기노인 집단이 사회적 배제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증가의 변화율도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특

히 초고령 노인일수록 사회적 배제의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높아지며,

의료서비스 접근이 힘들어지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심리적으

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다. 셋

째, 이러한 결과는 또한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에

서 배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각 영역별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인 응답자의 변화 

양상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연령집단별 분석에서 연령

대별로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노인 집단은 초기값이 높은 상태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고, 전후기 노인은 비교적 낮은 배제수준에서 점차

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후기노인의 배제점수 증가는 관계망에서의 점차

적인 배제의 위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

서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서 좋은 주관적 건강상태 및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보이는 노인들의 관계망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건강상태는 초기값은 높았으나 배제로의 변화를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또한 유형화 분석에서 

그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사회적 관계망에서 예비노인의 초기값이 가장 높았

던 결과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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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서적 배제  

정서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초기값에 영

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능력, 결혼상태, 가족관계, 수

급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정서적 배제 점수가 높았으

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정서적 배제 점수가 높았다. 또한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정서적 배제 점수가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수급자노인의 경우에 정서적으로 

고독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배제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정서적 배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배제 수

준의 증가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에 이미 높은 

수준의 초기 점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을 살펴

보며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시

점의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 점수만을 볼 때에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배

제된(socially excluded)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기술 분석에서 나타

난 평균점수는 횡단적인 평균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개인 내적인 변화를 담지는 못

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

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우, 문화여가활동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차적으로 배제의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연령’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첫째, 연구결과는 노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제수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측요인에서도 연령은 문화여가활동을 제외

한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연령효과는 연령

집단 차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사회적 배제 수준의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결과와 함께, 연령집단별 차

이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은 후기노인 집단이 사회적 배제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증가의 변화율도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특

히 초고령 노인일수록 사회적 배제의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높아지며,

의료서비스 접근이 힘들어지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심리적으

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다. 셋

째, 이러한 결과는 또한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에

서 배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각 영역별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인 응답자의 변화 

양상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연령집단별 분석에서 연령

대별로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노인 집단은 초기값이 높은 상태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고, 전후기 노인은 비교적 낮은 배제수준에서 점차

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후기노인의 배제점수 증가는 관계망에서의 점차

적인 배제의 위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

서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서 좋은 주관적 건강상태 및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보이는 노인들의 관계망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건강상태는 초기값은 높았으나 배제로의 변화를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또한 유형화 분석에서 

그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사회적 관계망에서 예비노인의 초기값이 가장 높았

던 결과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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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화여가활동 영역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배제수준이 감소하는 결과는 은퇴 

후의 여가 활동에서 문화적인 활동에의 참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노인들이 상대

적으로 증가한 여유 시간을 문화 및 여가 활동에 투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

다도 이제까지 노인의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환경적으로 노인 대상의 문화여가활동의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노인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강

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세대 

간 통합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문화여가 영역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문화적 소통 단절, 노인 소외의 문제를 고려한다

면,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배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의료서비스 접근 영역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배제 수준의 증가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후기노인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급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노인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상의료체계를 갖춘 영국의 경우에도 노인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과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성질

환이나 노인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과 시설이 미미한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

으로 예상되며, 노인을 위한 의료 인프라의 구축과 예방관리가 시급하다 하겠다. 또

한 연구 결과는 초고령노인일수록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

이나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배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서

비스 제공기관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계획할 때에도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

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의 이동차량 지

원 서비스가 요구되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 요

인들 가운데, 무배우자이거나 자녀가 없는 노인들의 배제 위험성을 엿볼 수 있었는

데, 이것은 노인을 부양하고 돌보는 일차적인 자원으로써 노인을 함께 병원에 모시

고 가거나 노인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저소득층인 수급자들의 경우 혹은 현재 

고용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노인의 경우, 부족한 경제적 자원과 시간 

때문에 의료서비스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의료기관을 찾고 서비스

를 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재정적인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노인의 배제 수준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은퇴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더욱이 저축이나 연금 등과 같은 재정적인 안전망이 없을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적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재정적인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인생에 있어 다양한 선택과 기회부족과 연결된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 확보를 위

한 중고령자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회에 만연한 연령차별로 인한 기회의 박탈

과 노인소외의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에 따

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년기의 재정적인 불안정은 사전에 얼마나 노후 설계를 준

비해 왔는가와 관련되므로, 예비노인들에게 노후의 재정적인 설계와 노후생활의 준

비를 돕는 노후 설계 중심의 강좌와 예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예측요인들 가운데, 흥미롭게도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

타나지 않았던 자녀수가 초기값과 변화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초기 배제점수가 높았으며 

이차함수 변화율이 증가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더 가파른 증가를 의미한

다. 자녀수가 많은 노인은 그 동안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 그리고 결혼

까지 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리라 

짐작된다.

다섯째, 정서적인 고립감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후기 노인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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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화여가활동 영역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배제수준이 감소하는 결과는 은퇴 

후의 여가 활동에서 문화적인 활동에의 참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노인들이 상대

적으로 증가한 여유 시간을 문화 및 여가 활동에 투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

다도 이제까지 노인의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환경적으로 노인 대상의 문화여가활동의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노인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강

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세대 

간 통합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문화여가 영역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문화적 소통 단절, 노인 소외의 문제를 고려한다

면,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배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의료서비스 접근 영역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배제 수준의 증가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후기노인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급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노인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상의료체계를 갖춘 영국의 경우에도 노인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과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성질

환이나 노인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과 시설이 미미한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

으로 예상되며, 노인을 위한 의료 인프라의 구축과 예방관리가 시급하다 하겠다. 또

한 연구 결과는 초고령노인일수록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

이나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배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서

비스 제공기관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계획할 때에도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

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의 이동차량 지

원 서비스가 요구되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 요

인들 가운데, 무배우자이거나 자녀가 없는 노인들의 배제 위험성을 엿볼 수 있었는

데, 이것은 노인을 부양하고 돌보는 일차적인 자원으로써 노인을 함께 병원에 모시

고 가거나 노인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저소득층인 수급자들의 경우 혹은 현재 

고용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노인의 경우, 부족한 경제적 자원과 시간 

때문에 의료서비스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의료기관을 찾고 서비스

를 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재정적인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노인의 배제 수준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은퇴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더욱이 저축이나 연금 등과 같은 재정적인 안전망이 없을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적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재정적인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인생에 있어 다양한 선택과 기회부족과 연결된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 확보를 위

한 중고령자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회에 만연한 연령차별로 인한 기회의 박탈

과 노인소외의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에 따

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년기의 재정적인 불안정은 사전에 얼마나 노후 설계를 준

비해 왔는가와 관련되므로, 예비노인들에게 노후의 재정적인 설계와 노후생활의 준

비를 돕는 노후 설계 중심의 강좌와 예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예측요인들 가운데, 흥미롭게도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

타나지 않았던 자녀수가 초기값과 변화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초기 배제점수가 높았으며 

이차함수 변화율이 증가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더 가파른 증가를 의미한

다. 자녀수가 많은 노인은 그 동안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 그리고 결혼

까지 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리라 

짐작된다.

다섯째, 정서적인 고립감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후기 노인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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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변화율도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후기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의료서비스 접근과 재정적 안정에서의 배제와 함께 심리 정서적

으로도 배제될 위험성이 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는 가족 요인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초기의 정서적 배제 수준이 

높았으며, 변화율의 크기는 작았다. 변화율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초기의 높은 배제 

수준 때문으로 천장효과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배우자유무와 함께 가족관계도 

노인의 정서적 배제 수준과 관련이 있었으며,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의 경우에 고독

감이 낮았다. 즉,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가족관계의 향상이 노인의 고독감 수준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배제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지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독거노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관한 우

선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음’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결과를 분석할 때 어느 선까지를 배제로 구분짓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발 및 실제 적용을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배제결정의 기준(threshold)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노인들이 실제로 배

제되고 있는지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제의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

떠한 노인들이 실제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을 통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합의된 배제의 기준이 앞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잡고 추가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횡단적인 연

구에서처럼 한 시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뿐만 아니라,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 혹은 시변변수 등을 추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양한 문항을 사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폈지만 이차 자

료 분석의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에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항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적합한 측정 영역과 변수들에 대한 고민

도 필요하다. 여섯째, 추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영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잠

재변수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노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이다. 일곱째, 한국의 고령화패널(KLoSA)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 영국의 고령화패널(ELSA)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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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변화율도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후기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 의료서비스 접근과 재정적 안정에서의 배제와 함께 심리 정서적

으로도 배제될 위험성이 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는 가족 요인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초기의 정서적 배제 수준이 

높았으며, 변화율의 크기는 작았다. 변화율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초기의 높은 배제 

수준 때문으로 천장효과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배우자유무와 함께 가족관계도 

노인의 정서적 배제 수준과 관련이 있었으며,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의 경우에 고독

감이 낮았다. 즉,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가족관계의 향상이 노인의 고독감 수준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배제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지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독거노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관한 우

선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음’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결과를 분석할 때 어느 선까지를 배제로 구분짓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발 및 실제 적용을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배제결정의 기준(threshold)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노인들이 실제로 배

제되고 있는지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제의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

떠한 노인들이 실제 배제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을 통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합의된 배제의 기준이 앞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잡고 추가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횡단적인 연

구에서처럼 한 시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뿐만 아니라,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 혹은 시변변수 등을 추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양한 문항을 사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살폈지만 이차 자

료 분석의 한계점을 갖는다. 추후에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항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적합한 측정 영역과 변수들에 대한 고민

도 필요하다. 여섯째, 추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영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잠

재변수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노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이다. 일곱째, 한국의 고령화패널(KLoSA)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 영국의 고령화패널(ELSA)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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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극복�과정에서�노인이�

경험하는�희망과�절망의�

역동에�관한�연구”

김유진 l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노인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영

역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룰 내용은 질적 연구방법

을 통하여 살펴본 두 건의 연구결과에 관한 것이다. 자료집 내용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노인 자살의 현황과 노인복지실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본 뒤, 선

행연구를 토대로 노인 자살 연구동향 및 노년기 자살의 특성에 관해 고찰할 것

이다. 그리고 발표자의 두 건의 질적 연구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첫 번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며, 자살시도는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연구는 자

살시도 후 노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며 무엇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지에 

관해 이해하며, 내부자 시각에서 자살행동을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을 탐색한 것이다. 두 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요인 향상에 초점을 맞춘 

노인 자살예방 및 노년기 삶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노인 자살, 자살예방, 질적연구, 보호요인, 

자살극복 과정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희망과 

절망의 역동에 관한 연구1)

김유진2)

1) 본 학술 심포지엄 원고는 발표자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하며,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유진(2013, 2월 게재예정). 자살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

구. 『한국사회복지학』.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32-2011-1-B00316).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2).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독감의 영향 및 무망감

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89-114.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a).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52, 419-446.
김유진(2011). 노인자살예방실천을 위한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교육』, 14, 89-112.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b).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자살시도경험과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1, 297-320.
2) 소속: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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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32-2011-1-B00316).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2).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독감의 영향 및 무망감

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89-114.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a).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52, 419-446.
김유진(2011). 노인자살예방실천을 위한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교육』, 14, 89-112.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b).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자살시도경험과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1, 297-320.
2) 소속: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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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연구의 출발

본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룰 내용은 발표자의 연구결과에 관한 것이다. 지난 2년

간 발표자가 수행한 노인 자살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

다.

1) 노년기 자살행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2) 자살위기에 처한 노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3) 자살 위기를 경험한 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본 발제에서는 먼저 노인 자살의 현황과 노인복지실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 자살 연구동향 및 노년기 자살의 특성, 그리고 노인 자살행

동의 의미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발표자의 두 건의 질적 연구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2. 노인 자살의 현황 및 노인복지실천현장의 고민

통계청(2012)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자는 5,468명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하였다고 한

다.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 연령에서의 자살사망 사례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약 8.3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자살의 수치는 더

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배진희, 2009). 

이에 따라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관심도 위기노인 발굴 및 조기예방 그리고 사후

개입을 아우르는 노인 자살예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노

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노인 자살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신보건 

및 의학적 관점에서 노인 자살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도되었으나 점차 그 복합적인 

특성을 인식하여 다차원적 접근 및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이에 따라 자살 위험요인을 밝힌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

살 고위험군 노인 발굴 작업을 비롯한 노인 자살예방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실행하는 실천현장의 진정한 고민은 위기노인 발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속적으로 자살생각을 하거나 반복적인 자해행동을 

하는 노인, 즉 죽음 지향적인(death oriented) 상태의 노인을 삶 중심(life oriented)

으로 이끄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자살시도가 자살로 이어지

는 비율이 약 4:1이라는 것을 감안하면(Minino, Arias, Kochanel, Murphy and 

Smith, 2002), 2011년 대략 이만 이천 명 이상의 노인이 자살시도를 했을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자살시도는 그 자체로서 위험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자해행위

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이르게 될 위험을 높인다(권중돈·김

유진·엄태영, 2011b; Chritiansen and Jensen, 2007). 

3. 선행연구 고찰3)

노인자살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들이 서구에서는 1980년대, 그리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노인자살연구의 증가와 사회적 변화는 무

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김형수·허평화, 2010). 

1. 자살학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이 분야의 초장기 연구는 노인자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조망으로 시

작되었다(김형수, 2000). 방법론적인 면의 특이한 점은 자살이라는 주제의 특성 상 

실제 자살에 이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

분의 연구가 주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이라는 대체 개념을 활용한다. 특히 국

3) 본문의 선행연구 고찰은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a)의 pp. 421-424 및 김유진(2013, 2월 예정)
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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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연구의 출발

본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룰 내용은 발표자의 연구결과에 관한 것이다. 지난 2년

간 발표자가 수행한 노인 자살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

다.

1) 노년기 자살행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2) 자살위기에 처한 노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3) 자살 위기를 경험한 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본 발제에서는 먼저 노인 자살의 현황과 노인복지실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 자살 연구동향 및 노년기 자살의 특성, 그리고 노인 자살행

동의 의미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발표자의 두 건의 질적 연구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2. 노인 자살의 현황 및 노인복지실천현장의 고민

통계청(2012)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자는 5,468명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하였다고 한

다.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 연령에서의 자살사망 사례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약 8.3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자살의 수치는 더

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배진희, 2009). 

이에 따라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관심도 위기노인 발굴 및 조기예방 그리고 사후

개입을 아우르는 노인 자살예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노

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노인 자살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신보건 

및 의학적 관점에서 노인 자살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도되었으나 점차 그 복합적인 

특성을 인식하여 다차원적 접근 및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이에 따라 자살 위험요인을 밝힌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

살 고위험군 노인 발굴 작업을 비롯한 노인 자살예방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실행하는 실천현장의 진정한 고민은 위기노인 발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속적으로 자살생각을 하거나 반복적인 자해행동을 

하는 노인, 즉 죽음 지향적인(death oriented) 상태의 노인을 삶 중심(life oriented)

으로 이끄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자살시도가 자살로 이어지

는 비율이 약 4:1이라는 것을 감안하면(Minino, Arias, Kochanel, Murphy and 

Smith, 2002), 2011년 대략 이만 이천 명 이상의 노인이 자살시도를 했을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자살시도는 그 자체로서 위험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자해행위

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이르게 될 위험을 높인다(권중돈·김

유진·엄태영, 2011b; Chritiansen and Jensen, 2007). 

3. 선행연구 고찰3)

노인자살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들이 서구에서는 1980년대, 그리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노인자살연구의 증가와 사회적 변화는 무

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김형수·허평화, 2010). 

1. 자살학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이 분야의 초장기 연구는 노인자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조망으로 시

작되었다(김형수, 2000). 방법론적인 면의 특이한 점은 자살이라는 주제의 특성 상 

실제 자살에 이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

분의 연구가 주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이라는 대체 개념을 활용한다. 특히 국

3) 본문의 선행연구 고찰은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a)의 pp. 421-424 및 김유진(2013, 2월 예정)
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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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구의 경우, 통계자료와 일반노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대체개념을 활용하여 

자살실태와 자살관련 요인을 밝히는 양적연구 방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형수,

2000; 박봉길·정석균, 2006; 엄태완, 2007; 정호용·노승현, 2007). 

이와 같은 표본 편견(sample biases) 및 자료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 자살

시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록, 경찰기록, 유서, 그리고 신문기사의 내용

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효창·손영미, 2006; 배지연, 2004). 국외의 경우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자살 사망자의 가

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고적인 면담을 통해 자살자의 특성과 자살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Kjolseth, Ekeberg, and Steihaug, 2009; Salib, Cawley, 

and Healy, 2002). 그 밖에 Q방법론을 활용하여 노인 자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과 태도를 연구한 것들이 있다(김정현, 2010; 조계화·이현지, 2006). 그러나 2차 자

료를 활용한 내용분석과 심리적 부검 방법, 그리고 Q방법론의 연구는 대부분 비논

리적인 경험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험요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자살 현상에 관한 심층이해를 돕는 연구들

이 있다.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에 따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경험을 탐

색하는 연구들이다(박지영, 2007; 임미영·김윤정, 2010; 조계화·김영경, 2008; 

Crocker, Clare, and Evans, 2006; Kjolseth, Ekeberg, and Steihaug, 2009; 

Moore, 1997). 

2. 노년가 자살행동의 특성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 자살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Conwell, 2001). 노인은 오랫동안 자살을 숙고하

는 만큼 자살의사가 확고하며 자살시도에 있어 보다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다(Lange, 

2003). 이들은 반복적인 자해시도 경향이 있으면서도(Hvid and Wang, 2009), 치

밀하게 자살을 계획하여 주변에서 그 위험을 알아채기 어렵고(배진희·엄기욱, 2007; 

Conwell, 1997), 그만큼 자살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인자살의 특성에 근거하여 노년기 자살시도를 ‘실패한 죽음’으로 이

해하는 견해가 있다(Pearson and Brown, 2000).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단편적 위

험요인에 의해 노인자살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자살시도자 노인을 잠재적 자살 

성공자로 바라보게 하는 편견을 조장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3. 자살시도 노인의 경험에 관한 고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임상적 프로파일링(clinical profiling)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위험 요인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노인들은 위

험 요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자살 

현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질적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4).

4)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외국 논문의 경우, Social Services Abstract, 
JSTOR, ISI Web of Knowledge, 그리고 scholar.google.com을 통해 자료를 구하였다. 국내 문헌연

구는 RISS, KISS 및 DBPIA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검색어는 ‘노인 자살’, ‘질적연구’, ‘elderly 
suicide’, “suicide, older adults, later life’, ‘qualitative study’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자의 수

작업(manual search)을 통해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관

련 논문을 정리하였다. 한글과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또는 유서 분석을 통해 노인 자살자를 연구한 질적 논문은 배제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의 결과를 학

술지로 출간한 경우,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여섯 건의 논문이 선택

되었고, 그 결과를 <표 1>에서 정리하였다. 여섯 건의 논문 중 국외 논문 2건과 국내 논문 4건(재미 한인 연

구 1건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논문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근래 다른 국가에서는 노인 자살이 감소 추세인 것

에 비해(Manthorpe and Iiffe, 2011), 우리나라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 자살은 OECD 평균 8.3배에 해

당한다(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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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구의 경우, 통계자료와 일반노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대체개념을 활용하여 

자살실태와 자살관련 요인을 밝히는 양적연구 방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형수,

2000; 박봉길·정석균, 2006; 엄태완, 2007; 정호용·노승현, 2007). 

이와 같은 표본 편견(sample biases) 및 자료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 자살

시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록, 경찰기록, 유서, 그리고 신문기사의 내용

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효창·손영미, 2006; 배지연, 2004). 국외의 경우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자살 사망자의 가

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고적인 면담을 통해 자살자의 특성과 자살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Kjolseth, Ekeberg, and Steihaug, 2009; Salib, Cawley, 

and Healy, 2002). 그 밖에 Q방법론을 활용하여 노인 자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과 태도를 연구한 것들이 있다(김정현, 2010; 조계화·이현지, 2006). 그러나 2차 자

료를 활용한 내용분석과 심리적 부검 방법, 그리고 Q방법론의 연구는 대부분 비논

리적인 경험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험요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자살 현상에 관한 심층이해를 돕는 연구들

이 있다.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에 따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경험을 탐

색하는 연구들이다(박지영, 2007; 임미영·김윤정, 2010; 조계화·김영경, 2008; 

Crocker, Clare, and Evans, 2006; Kjolseth, Ekeberg, and Steihaug, 2009; 

Moore, 1997). 

2. 노년가 자살행동의 특성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 자살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Conwell, 2001). 노인은 오랫동안 자살을 숙고하

는 만큼 자살의사가 확고하며 자살시도에 있어 보다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다(Lange, 

2003). 이들은 반복적인 자해시도 경향이 있으면서도(Hvid and Wang, 2009), 치

밀하게 자살을 계획하여 주변에서 그 위험을 알아채기 어렵고(배진희·엄기욱, 2007; 

Conwell, 1997), 그만큼 자살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인자살의 특성에 근거하여 노년기 자살시도를 ‘실패한 죽음’으로 이

해하는 견해가 있다(Pearson and Brown, 2000).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단편적 위

험요인에 의해 노인자살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자살시도자 노인을 잠재적 자살 

성공자로 바라보게 하는 편견을 조장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3. 자살시도 노인의 경험에 관한 고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임상적 프로파일링(clinical profiling)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위험 요인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노인들은 위

험 요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자살 

현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질적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4).

4)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외국 논문의 경우, Social Services Abstract, 
JSTOR, ISI Web of Knowledge, 그리고 scholar.google.com을 통해 자료를 구하였다. 국내 문헌연

구는 RISS, KISS 및 DBPIA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검색어는 ‘노인 자살’, ‘질적연구’, ‘elderly 
suicide’, “suicide, older adults, later life’, ‘qualitative study’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자의 수

작업(manual search)을 통해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관

련 논문을 정리하였다. 한글과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또는 유서 분석을 통해 노인 자살자를 연구한 질적 논문은 배제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의 결과를 학

술지로 출간한 경우,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여섯 건의 논문이 선택

되었고, 그 결과를 <표 1>에서 정리하였다. 여섯 건의 논문 중 국외 논문 2건과 국내 논문 4건(재미 한인 연

구 1건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논문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근래 다른 국가에서는 노인 자살이 감소 추세인 것

에 비해(Manthorpe and Iiffe, 2011), 우리나라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 자살은 OECD 평균 8.3배에 해

당한다(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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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처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결과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eaning 
in life in suicidal 
o l d e r 
a d u l t s ( M o o r e , 
1997)

자살생각 또는 시

도한 노인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이

해하는지 탐색하고

자 함

해석학적 현상

학

(hermeneutic 
phenomenol
ogy),
심층 면담

캐나다, 자살 

의중 표현 노인/
시도 후 입원한 

노인 11명,
64-92세

자살시도는 무력감에 압도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사람

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차원

에서 벌어진 일

Giving up or 
finding a 
solution? The 
experience of 
attempted suicide 
in later 
life(Crocker et al., 
2006)

자살시도 노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노년기라는 특수성

에서 이해하고자 

함

해석학적 현상

학

(interpretive 
phenomenol
ogy),
심층 면담

영국 런던, 자

살시도 후 우울

진단 받은 사람/
정신보건센터의 

협조, 15명

(65-91세, 평균 

69.5세)

자살시도는 노화로 인한 통

제력 상실, 무력함과 우울,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으로부

터의 자포자기식 탈출. 자살

시도 후 다시 사회와 접속한 

기분을 가짐

노인 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

구(박지영, 2007)

자살시도 후 노인

을  대상으로 자살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

van Manen
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

법,
심층 면담

서울, 충청지역,
자살시도 노인 

4명, 69-88세

(평균 79.3세)

자살경험은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죗값을 치르고 고통을 벗어

나기 위한 필사적 선택. 자

살 생존 후 삶의 바닥을 치

고 희망을 배우는 새로운 인

생을 만들어 가고 있음

한국 노인의 자살생

각 극복 경험(조계화·
김영경, 2008) 

자살 충동을 느낀 

노인들의 자살생각 

극복의 경험을 이

해함

Giorgi 현상

학적 방법, 심

층 면담

한국, 통반장 

소개로 자살생

각 많은 재가노

인 및 입원 환

자 포함 총 5
명, 67-73세(평
균 70.2세)

자살생각을 극복한 참여자들

에게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사건은 절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과 새로

운 자아를 재구성하는 사건

노인의 자살시도 후 

경험에 관한 현상학

적 연구(임미영·김윤

정, 2010)

노년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자

살시도 후 경험과 

의미 구조를 탐색

함

Giorgi 현상

학적 방법, 심

층 면담

한국, 의료기관,
응급실, 지역사

회 건강교육프

로그램 협조에 

의해 4명의 참

여자, 69-78세

(평균 73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삶을 

내려놓았으나, 후유증을 비롯

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시

도자들이 고통 속에서 삶에 

순응하며 애써 살아갈 방법

을 찾아감

미국 이민 한국 노인

의 자살생각 극복 경

험( 조계화· 손기철,
2011)

노년기와 이민이라

는 이중적 측면에

서 노인의 자살생

각 극복경험의 구

성요소와 구조를 

밝힘

Giorgi의 현

상학적 방법,
심층면담

미국 워싱턴주,
한인부 인회와 

노인센터의 협

조, 자살생각 

많은 재가노인 

5명

재미 한인 노인은 자살생각

을 통해 이민 생활을 반추하

며 이민을 선택한 동기에 초

점을 두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음

<표 1> 노인 자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출판년도 순서) 이상 내부자 시각에서 노인자살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노인 

자살행동은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존재론적·생애주기적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과정

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노인들은 절망에 

빠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살경험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 삼으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4. 두 건의 질적 연구 소개

 1)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5)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자살시도 경험의 본질과 관련된 개념들을 도출하여 각 개

념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노인 자살시도 상황에 관한 심층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의 자살시도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를 파악하

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구조 및 생애사적 측면에서 노인 자살행동 현상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 노인 자살행동의 이유 및 자살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살시도는 어떠한 경로와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자살시도 후, 노인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5) 연구방법 및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출처는 다음과 같다.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52, 4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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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처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결과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eaning 
in life in suicidal 
o l d e r 
a d u l t s ( M o o r e , 
1997)

자살생각 또는 시

도한 노인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이

해하는지 탐색하고

자 함

해석학적 현상

학

(hermeneutic 
phenomenol
ogy),
심층 면담

캐나다, 자살 

의중 표현 노인/
시도 후 입원한 

노인 11명,
64-92세

자살시도는 무력감에 압도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사람

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차원

에서 벌어진 일

Giving up or 
finding a 
solution? The 
experience of 
attempted suicide 
in later 
life(Crocker et al., 
2006)

자살시도 노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노년기라는 특수성

에서 이해하고자 

함

해석학적 현상

학

(interpretive 
phenomenol
ogy),
심층 면담

영국 런던, 자

살시도 후 우울

진단 받은 사람/
정신보건센터의 

협조, 15명

(65-91세, 평균 

69.5세)

자살시도는 노화로 인한 통

제력 상실, 무력함과 우울,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으로부

터의 자포자기식 탈출. 자살

시도 후 다시 사회와 접속한 

기분을 가짐

노인 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

구(박지영, 2007)

자살시도 후 노인

을  대상으로 자살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

van Manen
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

법,
심층 면담

서울, 충청지역,
자살시도 노인 

4명, 69-88세

(평균 79.3세)

자살경험은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죗값을 치르고 고통을 벗어

나기 위한 필사적 선택. 자

살 생존 후 삶의 바닥을 치

고 희망을 배우는 새로운 인

생을 만들어 가고 있음

한국 노인의 자살생

각 극복 경험(조계화·
김영경, 2008) 

자살 충동을 느낀 

노인들의 자살생각 

극복의 경험을 이

해함

Giorgi 현상

학적 방법, 심

층 면담

한국, 통반장 

소개로 자살생

각 많은 재가노

인 및 입원 환

자 포함 총 5
명, 67-73세(평
균 70.2세)

자살생각을 극복한 참여자들

에게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사건은 절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과 새로

운 자아를 재구성하는 사건

노인의 자살시도 후 

경험에 관한 현상학

적 연구(임미영·김윤

정, 2010)

노년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자

살시도 후 경험과 

의미 구조를 탐색

함

Giorgi 현상

학적 방법, 심

층 면담

한국, 의료기관,
응급실, 지역사

회 건강교육프

로그램 협조에 

의해 4명의 참

여자, 69-78세

(평균 73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삶을 

내려놓았으나, 후유증을 비롯

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시

도자들이 고통 속에서 삶에 

순응하며 애써 살아갈 방법

을 찾아감

미국 이민 한국 노인

의 자살생각 극복 경

험( 조계화· 손기철,
2011)

노년기와 이민이라

는 이중적 측면에

서 노인의 자살생

각 극복경험의 구

성요소와 구조를 

밝힘

Giorgi의 현

상학적 방법,
심층면담

미국 워싱턴주,
한인부 인회와 

노인센터의 협

조, 자살생각 

많은 재가노인 

5명

재미 한인 노인은 자살생각

을 통해 이민 생활을 반추하

며 이민을 선택한 동기에 초

점을 두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음

<표 1> 노인 자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출판년도 순서) 이상 내부자 시각에서 노인자살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노인 

자살행동은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존재론적·생애주기적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과정

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노인들은 절망에 

빠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살경험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 삼으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4. 두 건의 질적 연구 소개

 1)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5)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자살시도 경험의 본질과 관련된 개념들을 도출하여 각 개

념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노인 자살시도 상황에 관한 심층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의 자살시도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를 파악하

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구조 및 생애사적 측면에서 노인 자살행동 현상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 노인 자살행동의 이유 및 자살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살시도는 어떠한 경로와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자살시도 후, 노인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5) 연구방법 및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출처는 다음과 같다.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1).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52, 4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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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2010년 7월 21일 – 8월 24일

자료 수집 이론적 표본추출, 심층면담, 이론적 메모

참여 조건
60세 이상, 최근 자살생각 많거나 자살시도 있음, 자발적 참여, 심각한 인격장애 또는 

인지장애 없음

참여자 31명(남 10명, 여 21명), 64 –88세(평균 74.3세)

자료분석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Strauss and Corbin, 1990) 

(2) 연구방법

<표 2>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의 연구방법

(3) 연구 결과

가. 노인 자살시도 과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138개의 개

념들이 나타났다. 이를 다시 유목화한 결과 46개의 하위범주와 1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자살시도 현상에서 드러나는 자살행동의 

원인과 맥락 및 자살시도의 과정과 경로를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나. 노인 자살시도 의미와 과정에 관한 이야기식 진술(narrative statement)

선택코딩에 따르면 노인자살시도 과정의 핵심범주는 ‘절망과 실낱같은 희망사이에

서 시소타기를 하며 고비의 순간을 맞이함’으로 나타났다. 노인 참여자들은 예전처

럼 몸도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삶의 무게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 조여 오는 것

을 경험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노년의 고단함에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삶이 무가

치하게 여겨지고 후회와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 신체적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삶

의 상실과 결핍이 심화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여기에 별다른 할 것이 

없는, 그리고 함께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 하루하루 지내기가 막막하다. 젊

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다 늙은 지금은 삶이 파괴되어 가는 걸 막을 수 있

는 힘이 없어서 절망스러울 뿐이다. 안정제에 기대어 살면서 무력해지고 삶의 의미

를 찾을 수가 없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가족 갈등과 단절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홀

로 지내는 것만도 힘든데다가 미처 노후 준비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

에 있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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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이 나타났다. 이를 다시 유목화한 결과 46개의 하위범주와 1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자살시도 현상에서 드러나는 자살행동의 

원인과 맥락 및 자살시도의 과정과 경로를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나. 노인 자살시도 의미와 과정에 관한 이야기식 진술(narrative statement)

선택코딩에 따르면 노인자살시도 과정의 핵심범주는 ‘절망과 실낱같은 희망사이에

서 시소타기를 하며 고비의 순간을 맞이함’으로 나타났다. 노인 참여자들은 예전처

럼 몸도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삶의 무게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 조여 오는 것

을 경험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노년의 고단함에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삶이 무가

치하게 여겨지고 후회와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 신체적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삶

의 상실과 결핍이 심화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여기에 별다른 할 것이 

없는, 그리고 함께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 하루하루 지내기가 막막하다. 젊

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다 늙은 지금은 삶이 파괴되어 가는 걸 막을 수 있

는 힘이 없어서 절망스러울 뿐이다. 안정제에 기대어 살면서 무력해지고 삶의 의미

를 찾을 수가 없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가족 갈등과 단절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홀

로 지내는 것만도 힘든데다가 미처 노후 준비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

에 있었다. 노인 참여자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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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나 막상 노년의 삶에 관해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지 막막하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 노인의 삶과 달리 현대 사회에 걸맞는 

노년의 역할모델이 없어 그저 할 일이라고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생을 마치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노인들을 공동체적으로 보살피는 문

화, 노인공경 문화는 빠르게 사라지는 와중에 이들 노인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자

꾸만 어쩔 수 없이 과거 노인의 삶과 비교하며 씁쓸해한다.

이와 같은 인과적·맥락적 조건 속에서 노인 자살시도의 중심현상은 ‘절망과 실낱

같은 희망 사이에서 시소 타기’로 나타났다. 박복한 삶에 탈출구가 절실한 만큼 자

포자기 상태가 되어 자발적으로 고통을 버리고 싶은 절망에 매몰되고 죽음만이 유일

한 출구로 보인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무엇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붙잡

고 싶은 마음이다.

이러한 중심현상을 겪고 있는 노인 참여자들에게 전문가의 이해부족은 절망을 부

추기는 중재적 조건이 된다. 청소년 또는 젊은 사람의 자살에 비해 노인 자살은 “우

울증이 심한 오래 산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식 앞길을 막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

부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자신들이 우울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전

문가들은 노인의 우울과 죽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우울증 진단과 

약 처방에 급급하다. 또다시 무력감과 무시당함을 경험한다. 안정제 복용은 자칫 곧 

중독이 되고, 약 기운에 휘둘려 무기력이 심화되며 절망에 깊숙이 빠지게 된다. 반

면, 작은 것들이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게 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한 중재적 

조건은 관계 맺음, 그리고 자존감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삶을 

다시 붙잡고 싶은 조건들이다. 그 외 노인 개개인의 주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도움들 역시 절망을 딛고 희망을 다시 품게 하는 중재적 조건이다.

이와 같은 희망을 품게 하는 조건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 삶이 고달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마음을 밀어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절망을 부

추기는 조건들이 작동하면 인과적·맥락적 조건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자살하고 싶은 순간’을 희망 조건들을 떠올

리며 고비를 넘기기도 하나, 자기방임, 칼로 자해, 익수, 목매달기, 음독 등의 방법

으로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나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그 결과 죽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시도의 후유증을 겪는다. 고단한 삶 속에서 여전히 자살시도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며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2) 자살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6)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살행동의 극복과정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절

망과 희망의 역동, 그 중에서도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시도 노인이 어떻게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도움이 된 것들은 무엇인가를 내부자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자살시도 노인의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질문 1. 자살시도 후 노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며,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

은 무엇인가/어떻게 일어나는가?

연구 질문 2. 무엇이 노인을 다시 살고자 하게 하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이기에 

이들에게 자살의 보호요인이 되는가?

6) 연구방법 및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유진(2013, 2월 게재예정). 자살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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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제 1 자살시도에 대한 참여자의 시각: 해결책처럼 다가온 유혹적인 고비에 넘어간 것

중심주제 2
일상으로 돌아온 후의 경험: 마음의 기울기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자기 고통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막연히 사는 사람들

다시 살아보자의 사람들

중심주제 3
무엇이 도움

이 되는가

자살행동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자녀를 걱정하는 노부모의 보호심

깨끗한 죽음에 대한 소원

힘을 내서 살게 하는 것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과 활동

실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

연구 기간 2011년 7월 14일 – 12월 28일

자료 수집 목적성 표본과 최대변량표본, 심층면담

참여 조건 60세 이상, 최근 자살시도 있음, 자발적 참여, 인격장애 또는 인지장애 없음

참여자 35명(남 9명, 여 26명), 64 –89세(평균 73.8세)

자료분석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Braun and Clarke, 2006)

(2) 연구방법

<표 3> 자살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의 연구방법

(3) 연구 결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세 가지 중심주제(theme)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여자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시각, 자살시도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의 유형, 그리고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 및 그 과정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

지에 관한 결과이다. 따옴표 안의 문장은 녹취록에서 발췌한 참여자들의 목소리이다.

<표 4> 세 가지 중심주제 

가. 자살시도에 대한 참여자의 시각: ‘해결책처럼 다가온 유혹적인 고비에 넘어간 것’

참여자들은 자살시도를 자신을 괴롭히는 위기에 더 이상 맞설 수 없는 지경에 이

르렀을 때 ‘고비를 못 넘기고 실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고통은 현재 시점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광복 이전의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생,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자에게 받았던 폭력의 후유증, 몇 년 전 죽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 그리

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한이 이들의 마음에 똬리를 틀고 앉

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희망이 없다는 절

망에 압도당해 있는, 자기연민의 홍수 속에 빠진 사람에게 자살이란 것은 마치 해결

책처럼 다가왔다.

두 번의 시도를 했었던 남성 참여자가 이야기하듯이, “자살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하는 겁니다.” 참

여자들은 “죽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라고 말하면서도, 자살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들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한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자살시도를 ‘고비를 

못 넘긴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부쩍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어느 날 미리 준비해 놓

은 수면제와 술, 농약, 부자탕, 밧줄, 뛰어내리기 중 한 가지로 혹은 몇 가지를 섞어 

일을 치렀다. 힘들게 살았는데 왜 죽어야만 하는지 서글픈 마음으로 일을 치른 것이

다.

나. 일상으로 돌아온 후의 경험: 마음의 기울기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자살시도에서 깨어난 후, 삶의 재개방식은 시도 후 경과한 시간, 그리고 삶의 이

력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자살시도 이후 일상으로 돌

아오는 경험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띈다. 참여자들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향해 있

는가에 따라 그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 또는 단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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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Braun and Clarke, 2006)

(2) 연구방법

<표 3> 자살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의 연구방법

(3) 연구 결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세 가지 중심주제(theme)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여자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시각, 자살시도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의 유형, 그리고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 및 그 과정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

지에 관한 결과이다. 따옴표 안의 문장은 녹취록에서 발췌한 참여자들의 목소리이다.

<표 4> 세 가지 중심주제 

가. 자살시도에 대한 참여자의 시각: ‘해결책처럼 다가온 유혹적인 고비에 넘어간 것’

참여자들은 자살시도를 자신을 괴롭히는 위기에 더 이상 맞설 수 없는 지경에 이

르렀을 때 ‘고비를 못 넘기고 실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고통은 현재 시점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광복 이전의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생,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자에게 받았던 폭력의 후유증, 몇 년 전 죽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 그리

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한이 이들의 마음에 똬리를 틀고 앉

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희망이 없다는 절

망에 압도당해 있는, 자기연민의 홍수 속에 빠진 사람에게 자살이란 것은 마치 해결

책처럼 다가왔다.

두 번의 시도를 했었던 남성 참여자가 이야기하듯이, “자살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하는 겁니다.” 참

여자들은 “죽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라고 말하면서도, 자살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들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한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자살시도를 ‘고비를 

못 넘긴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부쩍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어느 날 미리 준비해 놓

은 수면제와 술, 농약, 부자탕, 밧줄, 뛰어내리기 중 한 가지로 혹은 몇 가지를 섞어 

일을 치렀다. 힘들게 살았는데 왜 죽어야만 하는지 서글픈 마음으로 일을 치른 것이

다.

나. 일상으로 돌아온 후의 경험: 마음의 기울기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자살시도에서 깨어난 후, 삶의 재개방식은 시도 후 경과한 시간, 그리고 삶의 이

력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자살시도 이후 일상으로 돌

아오는 경험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띈다. 참여자들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향해 있

는가에 따라 그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 또는 단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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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기울기란, 여전히 죽고 싶은 생각(wish to die)이 많은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삶 중심적(life-oriented)으로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비유적 표현이다. 참여

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보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의 여정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면담 시점에 모든 참여자

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으

로 돌아온 후의 경험을 단계별이 아닌 유형별로 나누어 보게 되었다.

① 자기 고통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은 깨어난 것이 야속하며 여차하면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억지로 죽지도 못해. 죽고 싶은데 죽지 못

하는 것은 환장하는 일이라요. 이 좋은 세상에 죽는 약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79세 참

여자가 면담에서 한 진술이다.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는 35 명 중 네 명(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적어도 세 번 이상 자살시도 전력을 갖고 있고, 다섯 번 시도한 경

우도 있는 상습 반복적 시도자들이었다.

고통을 벗어날 길이 자살밖에 없다는 강박적 사고를 갖게 된 이들은 계속해서 자

살을 시도해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부족한 상태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 마

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참여자들은 고통 없이 자면서 죽고 싶은 소원은 갖

고 있으나 고통에 더 이상 맞설 힘은 없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계속 견뎌야 하는 힘든 삶에 비해 간단하게 한 시간 몸부림치다 가면 되

는데 죽으면 간단하잖나,” “지리멸렬 사느니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고 그렇게 가는 

게 깨끗하다고” 라고 말하지만, 이들에게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속

상할 때는 그만 콱 죽자 싶다가도 그새 살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않

겠나”라는 말처럼, 항상 죽고 싶다는 마음 이면에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은가하

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

승이 낫다고 생각해도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자기 체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그 마음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시도를 꺼려할 뿐 아니라, 외부의 

관심과 지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② 막연히 사는 사람들

22명(남성 3명, 여성 19명)이 속한 두 번째 유형의 참여자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고자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시도 당시에 느낀 공포심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이상의 자살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죽는 과정도 고

통이라는 것, 이번에는 이 정도의 후유증을 얻는 것으로 끝났지만, 만에 하나 잘 못 

되서 반신불수라도 되면 죽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명에 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번 자살을 기도한 다음 자

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참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살시도 실패 후 상

황을 걱정하고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어설픈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한 방에 가지 못하면 오히려 폐만 끼친다고. 그 순간을 잘 견디자”라고 

하며,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으면 그것도 벌이 된다”라고 의미부여도 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겠다고 한다.

“삶의 의욕이라기보다는 그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라는 80세의 여성 참여자

처럼,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소극적으로 막연하게 산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조금도 

통제할 수 없으며, 남은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이 아예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희망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이

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사는 데까지 아프지 않

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누구나 갖고 있을 바람을 갖고 있다. “애들(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게 건강을 챙겨야지” 에서부터 “아들이 자리 잡고 사는 것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지”까지 자녀의 안녕을 우선시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도 한다. “나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도 살려고 하지 않나. 나도 사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

을 한다. 죽는 것 말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생각만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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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기울기란, 여전히 죽고 싶은 생각(wish to die)이 많은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삶 중심적(life-oriented)으로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비유적 표현이다. 참여

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보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의 여정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면담 시점에 모든 참여자

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으

로 돌아온 후의 경험을 단계별이 아닌 유형별로 나누어 보게 되었다.

① 자기 고통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은 깨어난 것이 야속하며 여차하면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억지로 죽지도 못해. 죽고 싶은데 죽지 못

하는 것은 환장하는 일이라요. 이 좋은 세상에 죽는 약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79세 참

여자가 면담에서 한 진술이다.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는 35 명 중 네 명(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적어도 세 번 이상 자살시도 전력을 갖고 있고, 다섯 번 시도한 경

우도 있는 상습 반복적 시도자들이었다.

고통을 벗어날 길이 자살밖에 없다는 강박적 사고를 갖게 된 이들은 계속해서 자

살을 시도해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부족한 상태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 마

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참여자들은 고통 없이 자면서 죽고 싶은 소원은 갖

고 있으나 고통에 더 이상 맞설 힘은 없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계속 견뎌야 하는 힘든 삶에 비해 간단하게 한 시간 몸부림치다 가면 되

는데 죽으면 간단하잖나,” “지리멸렬 사느니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고 그렇게 가는 

게 깨끗하다고” 라고 말하지만, 이들에게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속

상할 때는 그만 콱 죽자 싶다가도 그새 살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않

겠나”라는 말처럼, 항상 죽고 싶다는 마음 이면에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은가하

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

승이 낫다고 생각해도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자기 체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그 마음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시도를 꺼려할 뿐 아니라, 외부의 

관심과 지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② 막연히 사는 사람들

22명(남성 3명, 여성 19명)이 속한 두 번째 유형의 참여자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고자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시도 당시에 느낀 공포심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이상의 자살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죽는 과정도 고

통이라는 것, 이번에는 이 정도의 후유증을 얻는 것으로 끝났지만, 만에 하나 잘 못 

되서 반신불수라도 되면 죽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명에 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번 자살을 기도한 다음 자

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참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살시도 실패 후 상

황을 걱정하고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어설픈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한 방에 가지 못하면 오히려 폐만 끼친다고. 그 순간을 잘 견디자”라고 

하며,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으면 그것도 벌이 된다”라고 의미부여도 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겠다고 한다.

“삶의 의욕이라기보다는 그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라는 80세의 여성 참여자

처럼,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소극적으로 막연하게 산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조금도 

통제할 수 없으며, 남은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이 아예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희망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이

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사는 데까지 아프지 않

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누구나 갖고 있을 바람을 갖고 있다. “애들(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게 건강을 챙겨야지” 에서부터 “아들이 자리 잡고 사는 것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지”까지 자녀의 안녕을 우선시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도 한다. “나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도 살려고 하지 않나. 나도 사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

을 한다. 죽는 것 말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생각만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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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지 않다고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컨디션이 좋은 날, 따뜻한 

햇살을 즐길 때, 그리고 오랫만에 좋아하는 주전부리를 먹을 때와 같이 살아있는 것

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마음의 기울기가 삶 중심적으로 옮겨가도록 힘이 

되는 순간들이다.

③ ‘다시 살아보자’의 사람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살생각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는 사

람들이다. “내가 바닥을 쳤었구나. 절망감에 빠져 다른 것은 보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 많이 했어요”라고 말하며, 비관적인 낙담과 음울한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 유형에 속한 9명(남 4명, 여 5명)의 참여자들은 자살시도의 경험을 통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것을 읽고 조절하며 대응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 강

조한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는, 이겨내겠다는 자기 의지가 엄청 중요한 거죠.”

이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천천히 이뤄지는지 알고 있다. 그동안 극복하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절망감에 굴복하지 않

기 위해 노력한다. “그게(마음을 되돌리는 것) 말처럼 쉬운 건 아니야. 방심하면 힘

들어지고 넘어지는 건 쉽지. 좋은 말들 자꾸 되새기면서 마음을 되잡아야지.” 마음

의 기울기는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는 큰 도전이며 다시 살고자 애쓰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은 낯설고 버겁기만 하던 타인(예, 노인돌보미)의 관심이 기다려지고 고마워지며, 계

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데 잘 살아야 하

지 않겠나. 내가 그 사람들(지속적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털고 일어

나자고 생각했어요.”

참여자들은 도움과 지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삶의 의미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적인 존엄을 가지고 삶을 잘 마무리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의미와 보람을 찾으며 살아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체적인 바람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운

다. 자신이 희망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여기(베란다)를 꽃밭으로 만들거야. 그 안에

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열대어 같은 것도 기르면서 살고 싶어,” “앞으로 나처

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해요.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잘 도와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남은 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이들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바람과 남은 인생

을 잘 살겠다는 결심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다시 살아보자’ 하는 중이다.

다.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비록 유형별로 나누어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았지만, 3번 유형의 참여자들이 

단 번에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1번 또는 2

번 유형의 시기를 지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3번의 단계

로 나아가게 했는가. 먼저,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자

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그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이룰 수 있는 희망의 형태이고 결국 모든 유형의 참여자들에

게 자살행동을 극복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이, 자

살행동을 막거나 줄이는 요인을 보호요인이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호요인

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자살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차원과 힘을 내게 함으로써 다

시 살 마음을 먹게 하는 차원에서 작동한다.

① 자살행동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이 차원의 것들은 삶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이 커도 자살생각을 접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바람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유형 1과 2의 참여자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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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지 않다고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컨디션이 좋은 날, 따뜻한 

햇살을 즐길 때, 그리고 오랫만에 좋아하는 주전부리를 먹을 때와 같이 살아있는 것

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마음의 기울기가 삶 중심적으로 옮겨가도록 힘이 

되는 순간들이다.

③ ‘다시 살아보자’의 사람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살생각을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는 사

람들이다. “내가 바닥을 쳤었구나. 절망감에 빠져 다른 것은 보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 많이 했어요”라고 말하며, 비관적인 낙담과 음울한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 유형에 속한 9명(남 4명, 여 5명)의 참여자들은 자살시도의 경험을 통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것을 읽고 조절하며 대응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 강

조한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는, 이겨내겠다는 자기 의지가 엄청 중요한 거죠.”

이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천천히 이뤄지는지 알고 있다. 그동안 극복하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절망감에 굴복하지 않

기 위해 노력한다. “그게(마음을 되돌리는 것) 말처럼 쉬운 건 아니야. 방심하면 힘

들어지고 넘어지는 건 쉽지. 좋은 말들 자꾸 되새기면서 마음을 되잡아야지.” 마음

의 기울기는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는 큰 도전이며 다시 살고자 애쓰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은 낯설고 버겁기만 하던 타인(예, 노인돌보미)의 관심이 기다려지고 고마워지며, 계

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데 잘 살아야 하

지 않겠나. 내가 그 사람들(지속적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털고 일어

나자고 생각했어요.”

참여자들은 도움과 지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삶의 의미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적인 존엄을 가지고 삶을 잘 마무리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의미와 보람을 찾으며 살아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체적인 바람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운

다. 자신이 희망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여기(베란다)를 꽃밭으로 만들거야. 그 안에

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열대어 같은 것도 기르면서 살고 싶어,” “앞으로 나처

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해요.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잘 도와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남은 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이들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바람과 남은 인생

을 잘 살겠다는 결심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다시 살아보자’ 하는 중이다.

다.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비록 유형별로 나누어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았지만, 3번 유형의 참여자들이 

단 번에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1번 또는 2

번 유형의 시기를 지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3번의 단계

로 나아가게 했는가. 먼저,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자녀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자

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그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이룰 수 있는 희망의 형태이고 결국 모든 유형의 참여자들에

게 자살행동을 극복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이, 자

살행동을 막거나 줄이는 요인을 보호요인이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호요인

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자살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차원과 힘을 내게 함으로써 다

시 살 마음을 먹게 하는 차원에서 작동한다.

① 자살행동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이 차원의 것들은 삶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이 커도 자살생각을 접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바람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유형 1과 2의 참여자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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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녀를 걱정하는 노부모의 보호심

노인 참여자들에게 자녀는 여러 의미를 지닌 존재이다. 노부모에게 성인자녀는 

정서적·도구적 부양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녀의 안녕을 걱정하는 노부모의 마음이 주로 부각되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자녀걱정이 참여자를 자살행동으로부터 보호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자녀의 체면과 앞날을 생각해서 자살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한다. 자녀가 있는 참여자

들은 대부분 “내가 그렇게 죽으면(자살) 애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라고 

걱정한다. 이미 자녀가 죽은 경우에도, 자녀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다. 콜레

라로 세상을 떠난 딸이 너무 그리워 우울증이 심해진 한 참여자는 “딸이 잡아갔다

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살시도가 잘못되어서 자녀

가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깨끗하게 가지 못하고 불구라도 되면, 애

들한테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잖아”라고 말한다. 역시 자녀를 보호하는 노부모의 마

음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는지 마음이 쓰이

는 존재이다. 장애아들의 수발 걱정에 죽는 생각을 접는 참여자, 오랜 실직 상태의 

막내에게 담뱃값이라도 쥐어주면서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딴 마음 먹지 않게 돌보

는 것이 내 일이야”라는 89세의 노모가 그런 경우이다.

나) 깨끗한 죽음에 대한 소원

참여자들은 자살시도가 생각보다 큰 고통이었고, 자살은 깨끗하지 못한 죽음이라

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과 죽는 과정에 대한 소신과 바람을 갖게 되었다. 참

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깨끗한 죽음이란 “한 번에 가는 것, 뒤처리 크게 할 

것 없이 가는 것, 덜 욕되게 하고 가는 것, 나아가 존엄한 죽음이다.” 이와 함께, 부

모가 주신 생명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 그리고 신(神)만이 생사를 주관한다는 종교

적 가르침도 참여자들이 자살생각을 접게 하는 보호요인이 된다.

② 힘을 내서 살게 하는 것

앞에서 살펴본 것이 자살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보호요인이라면, 다음의 내용은 참

여자들의 삶에 위로와 활력이 되는 보호요인들이다. 마음 기울기 두 번째 및 특히,

세 번째 유형의 참여자들에게 삶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눈여겨 볼 것은 

‘다시 살아보자’의 과정, 즉 희망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

정에 이 요인들이 원동력이 되느냐 마느냐는 참여자들의 연령에 대한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수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나이에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하겠어. 젊기라도 하면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고 살아볼라고 하겠지만”하는 참여

자들과 “이제까지도 살아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힘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참여자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 이 요인들이 보다 더 힘을 내게 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가)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과 활동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이란 참여자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순간들이다.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 보

면 언제 우울했나 싶게 기분이 좋아져요,” “유난히 몸이 가뿐한 날이 있어. 그렇게 

많이 쑤시지도 않고. 그런 때는 살아볼 만하다 싶지,” “날이 좋아서 바람도 쐬고 구

경도 하고. 기분이 상쾌해져,” “한 달에 하루 자장면 먹어요, 돈(수급) 받는 날에.

그날은 아침부터 설레고 발걸음도 너무 가벼워,” “뜨뜻한 물에 담그고 앉아 있으면 

시름이 덜어집니다,” “옛날부터 노래를 잘했어. 지금도 노래 한 곡 부르고, 싹 잊어 

부리자 하고 넘어가고 해,” “내가 시를 잘 씁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 붓고 

마음을 가다듬어요.”

이와 같은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은 참여자들의 취미와 선호, 그리고 평생에 걸

쳐 사용한 대처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일상이 풍성해지게 하는 소소한 활동들

이다. 일상에 힘이 되는 레퍼토리가 많을수록,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숨 쉴 수 있다



고
령

사
회

의
 사

회
적

 소
외

계
층

257

가) 자녀를 걱정하는 노부모의 보호심

노인 참여자들에게 자녀는 여러 의미를 지닌 존재이다. 노부모에게 성인자녀는 

정서적·도구적 부양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녀의 안녕을 걱정하는 노부모의 마음이 주로 부각되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자녀걱정이 참여자를 자살행동으로부터 보호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자녀의 체면과 앞날을 생각해서 자살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한다. 자녀가 있는 참여자

들은 대부분 “내가 그렇게 죽으면(자살) 애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라고 

걱정한다. 이미 자녀가 죽은 경우에도, 자녀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다. 콜레

라로 세상을 떠난 딸이 너무 그리워 우울증이 심해진 한 참여자는 “딸이 잡아갔다

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살시도가 잘못되어서 자녀

가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깨끗하게 가지 못하고 불구라도 되면, 애

들한테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잖아”라고 말한다. 역시 자녀를 보호하는 노부모의 마

음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는지 마음이 쓰이

는 존재이다. 장애아들의 수발 걱정에 죽는 생각을 접는 참여자, 오랜 실직 상태의 

막내에게 담뱃값이라도 쥐어주면서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딴 마음 먹지 않게 돌보

는 것이 내 일이야”라는 89세의 노모가 그런 경우이다.

나) 깨끗한 죽음에 대한 소원

참여자들은 자살시도가 생각보다 큰 고통이었고, 자살은 깨끗하지 못한 죽음이라

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과 죽는 과정에 대한 소신과 바람을 갖게 되었다. 참

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깨끗한 죽음이란 “한 번에 가는 것, 뒤처리 크게 할 

것 없이 가는 것, 덜 욕되게 하고 가는 것, 나아가 존엄한 죽음이다.” 이와 함께, 부

모가 주신 생명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 그리고 신(神)만이 생사를 주관한다는 종교

적 가르침도 참여자들이 자살생각을 접게 하는 보호요인이 된다.

② 힘을 내서 살게 하는 것

앞에서 살펴본 것이 자살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보호요인이라면, 다음의 내용은 참

여자들의 삶에 위로와 활력이 되는 보호요인들이다. 마음 기울기 두 번째 및 특히,

세 번째 유형의 참여자들에게 삶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눈여겨 볼 것은 

‘다시 살아보자’의 과정, 즉 희망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

정에 이 요인들이 원동력이 되느냐 마느냐는 참여자들의 연령에 대한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수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나이에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하겠어. 젊기라도 하면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고 살아볼라고 하겠지만”하는 참여

자들과 “이제까지도 살아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힘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참여자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 이 요인들이 보다 더 힘을 내게 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가)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과 활동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이란 참여자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순간들이다.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 보

면 언제 우울했나 싶게 기분이 좋아져요,” “유난히 몸이 가뿐한 날이 있어. 그렇게 

많이 쑤시지도 않고. 그런 때는 살아볼 만하다 싶지,” “날이 좋아서 바람도 쐬고 구

경도 하고. 기분이 상쾌해져,” “한 달에 하루 자장면 먹어요, 돈(수급) 받는 날에.

그날은 아침부터 설레고 발걸음도 너무 가벼워,” “뜨뜻한 물에 담그고 앉아 있으면 

시름이 덜어집니다,” “옛날부터 노래를 잘했어. 지금도 노래 한 곡 부르고, 싹 잊어 

부리자 하고 넘어가고 해,” “내가 시를 잘 씁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 붓고 

마음을 가다듬어요.”

이와 같은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은 참여자들의 취미와 선호, 그리고 평생에 걸

쳐 사용한 대처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일상이 풍성해지게 하는 소소한 활동들

이다. 일상에 힘이 되는 레퍼토리가 많을수록,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숨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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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커지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다.

나) 실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

참여자들은 경제적 지원과 타인의 손길 등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들을 의

미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다시 살려는 힘을 내고 있었다. 돌봄과 지지를 받고 있다

고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예전에 미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외부의 

호의와 관심이, 그래서 거부했던 관심들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면서 참여자들

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다. 자신이 외부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 그리고 

함께 한다는 기분은 참여자의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벗게 도와주며, 정서적인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비타민 한 병이라도 갖다 주면 좋지. 건강해지라고 주

는 거니까,” “(이웃친구가) 내 안부와 일상을 궁금해 해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나도 

그이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구. 그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되요,” “비슷한 처지 노인네

들이랑 서로 의지하고 살지. 커피도 혼자 마시는 것보다 함께 마셔야 더 맛있다고,” 

“(노인돌보미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애쓰고 걱정해주는데, 나도 나를 돌봐야겠다 생

각하게 됐죠”라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처럼,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와 지

지를 주고받으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순간순간의 긍정적인 경험과 돌봄의 관계를 통해 그동안의 

사고틀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에 관

해 72세 남성 참여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도움이 필요할 땐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그렇지만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남 원망 말고 내 팔자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살려는 의지입니다.”

5. 두 연구의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발표자가 진행한 두 건의 질적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근거 자

료의 회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모두 드러내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내부자의 경험을 외부자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두 건의 질적 연구는 노인 자살행동 극복과정에서 

절망과 희망의 역동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인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질병, 빈곤, 가족갈등 등 단순히 위험요인이 있어서 자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위험요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쇠약, 의존, 소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마음의 전투력을 상실하고 절망 속에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

살생각을 하며 노년의 고단함을 위로한다. 삶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스멀거린다. 하지만 노년기 삶의 고통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하

는 마음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 특히 취약한 순간이 오면 자살시도

를 하는데 자해가 미수에 그쳐 다시 숨을 쉬게 되면 더 심한 절망을 맛보는 경우도 

많다. 반복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 자살시도 경험의 맥락

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기존연구들처럼 위험요인 파악 위주로만 노인자살을 본다면,

따라서 이들의 절망의 역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험군 노인을 발굴하더라도 그들

의 반복적인 자살시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건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들이 노년기 자살현상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노인 자살은 사중고(四重苦)를 비롯한 위험요인

들만의 결과가 아니다. 가정폭력과 학대의 후유증(Osgood and Manetta, 2000), 학

습된 무기력의 여파와 낮은 자존감(Palmer, Rysiew and Koob, 2003), 그리고 어

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노년기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Jaworski(2010)이 지적

한 것처럼,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동하는 듯하다. 노

년의 자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하

며, 한편으로 노인이 겪어온 특정한 역사적 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밖에 주목할 것은 참여자들의 연령에 대한 태도가 자살행동 극복과정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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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커지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다.

나) 실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

참여자들은 경제적 지원과 타인의 손길 등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들을 의

미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다시 살려는 힘을 내고 있었다. 돌봄과 지지를 받고 있다

고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예전에 미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외부의 

호의와 관심이, 그래서 거부했던 관심들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면서 참여자들

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다. 자신이 외부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 그리고 

함께 한다는 기분은 참여자의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벗게 도와주며, 정서적인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비타민 한 병이라도 갖다 주면 좋지. 건강해지라고 주

는 거니까,” “(이웃친구가) 내 안부와 일상을 궁금해 해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나도 

그이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구. 그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되요,” “비슷한 처지 노인네

들이랑 서로 의지하고 살지. 커피도 혼자 마시는 것보다 함께 마셔야 더 맛있다고,” 

“(노인돌보미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애쓰고 걱정해주는데, 나도 나를 돌봐야겠다 생

각하게 됐죠”라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처럼,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와 지

지를 주고받으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순간순간의 긍정적인 경험과 돌봄의 관계를 통해 그동안의 

사고틀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에 관

해 72세 남성 참여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도움이 필요할 땐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그렇지만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남 원망 말고 내 팔자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살려는 의지입니다.”

5. 두 연구의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발표자가 진행한 두 건의 질적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근거 자

료의 회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모두 드러내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내부자의 경험을 외부자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두 건의 질적 연구는 노인 자살행동 극복과정에서 

절망과 희망의 역동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인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질병, 빈곤, 가족갈등 등 단순히 위험요인이 있어서 자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위험요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쇠약, 의존, 소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마음의 전투력을 상실하고 절망 속에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

살생각을 하며 노년의 고단함을 위로한다. 삶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스멀거린다. 하지만 노년기 삶의 고통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하

는 마음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 특히 취약한 순간이 오면 자살시도

를 하는데 자해가 미수에 그쳐 다시 숨을 쉬게 되면 더 심한 절망을 맛보는 경우도 

많다. 반복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 자살시도 경험의 맥락

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기존연구들처럼 위험요인 파악 위주로만 노인자살을 본다면,

따라서 이들의 절망의 역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험군 노인을 발굴하더라도 그들

의 반복적인 자살시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건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들이 노년기 자살현상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노인 자살은 사중고(四重苦)를 비롯한 위험요인

들만의 결과가 아니다. 가정폭력과 학대의 후유증(Osgood and Manetta, 2000), 학

습된 무기력의 여파와 낮은 자존감(Palmer, Rysiew and Koob, 2003), 그리고 어

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노년기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Jaworski(2010)이 지적

한 것처럼,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동하는 듯하다. 노

년의 자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하

며, 한편으로 노인이 겪어온 특정한 역사적 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밖에 주목할 것은 참여자들의 연령에 대한 태도가 자살행동 극복과정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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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연령차별적 태도가 내면화된 노인일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다(Crocker et al., 2006)는 점이,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관찰되었다. 유럽 26개

국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자살률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 내 노인의 위치가 

높을수록 노인 자살률이 현저히 낮았다(Yur’yev et al., 2010). 그 사회의 연령차별

적 태도가 노인 자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차별적 

태도는 노인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Collins and Cutcliffe, 2003). 

여기서 소개한 두 건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보호요인에 관한 결과이다.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은 Herth(1993)가 

연구한 노년기 희망의 요소 중에서 기분 좋은 순간 및 목적 있는 활동의 내용과 비

슷하다. 비록 제한된 자원, 쇠약함, 그리고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루하루

를 잘 보내려는’ 마음이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Clarke and Warren, 2007). 모두 일상의 중요함을 되새기게 하는 연구들이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들의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살시도자의 자기 인식을 바꾸는 힘이 있다

(Hoover and Paulson, 1999). 또한 지지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대처 방법(술이나 

기타 해가 되는 행동들)을 자제하게 하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주며, 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존 기술을 더 잘 활용하게 한다(Perkins and Tice, 1994). 

자살시도의 순간에도 인간은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살예방은 그것

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업이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자살예방을 위

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 자살예방은 자살에 대한 예측 또는 고위

험군 노인 발굴 작업을 넘어서는 돌봄이어야 한다. 일차적 수준의 예방은 위기에 처

한 노인을 일단 살리고 보는 위기개입일 것이다. 그 후의 효과적인 도움은 자살시도

자의 고통과 그들의 인생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증진을 돕는 개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절망과 희망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

동정을 살피고, 탈출구로서 죽음을 생각하는 상태를 다시 살기로 힘을 내게 하는 상

태로 재구성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보호요인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이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고, 회복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

상의 소소함을 회복시키는 개입, 사회적 지지망을 돈독하게 하는 개입, 강점관점에 

따른 개입, 그리고, 자기 의지를 세우게 하는 마음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일상의 소소함을 회복시키는 개입이란 자살시도자의 일상을 바로세우는 지

원을 의미한다. 노인 자살은 노년기 생활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신체적, 심리사

회적, 경제적, 영적 영역 등 전 영역에 걸쳐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호 요인

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둘째, 자살시도자들이 ‘다시 살고자’하는 마음을 갖는 데에는 정서적·지지적 돌봄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자살위험의 노인이 소속감과 삶의 희망을 발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강화에 자살예방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셋째, 강점관점에 따른 개입은 자살시도자의 복원력과 그들의 생존의 스토리에 초

점을 맞출 때 가능하다(Saleebey, 2002). 자살행동을 극복한 노인이 막연히 사는 것

에 머무르지 않고, “남을 돕고 싶다,” “쓸모 있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며 살기 위해

서는 노인의 회복탄력성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상황을 살피

는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함으로 삶에 주도권을 되찾도록 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넷째, ‘다시 살아보자’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삶에 대

한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자살시도로 치달았던 상황을 되돌아보며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이 변하고자 하는 동기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사고가 심한 중장년층이 삶의 목표를 인식하고 성취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이 감소했다고 한다(Lapierrea, Dubéa, 

Bouffarda, and Alaina, 2007). 노인 자살예방에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기성찰과 

내적 성장을 돕는 인지치료 및 자조(self-help)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노인 자살 개입에 약

물치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약물처방과 모니터링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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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연령차별적 태도가 내면화된 노인일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다(Crocker et al., 2006)는 점이,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관찰되었다. 유럽 26개

국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자살률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 내 노인의 위치가 

높을수록 노인 자살률이 현저히 낮았다(Yur’yev et al., 2010). 그 사회의 연령차별

적 태도가 노인 자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차별적 

태도는 노인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Collins and Cutcliffe, 2003). 

여기서 소개한 두 건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보호요인에 관한 결과이다.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순간의 긍정적 경험은 Herth(1993)가 

연구한 노년기 희망의 요소 중에서 기분 좋은 순간 및 목적 있는 활동의 내용과 비

슷하다. 비록 제한된 자원, 쇠약함, 그리고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루하루

를 잘 보내려는’ 마음이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Clarke and Warren, 2007). 모두 일상의 중요함을 되새기게 하는 연구들이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들의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살시도자의 자기 인식을 바꾸는 힘이 있다

(Hoover and Paulson, 1999). 또한 지지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대처 방법(술이나 

기타 해가 되는 행동들)을 자제하게 하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주며, 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존 기술을 더 잘 활용하게 한다(Perkins and Tice, 1994). 

자살시도의 순간에도 인간은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살예방은 그것

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업이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자살예방을 위

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 자살예방은 자살에 대한 예측 또는 고위

험군 노인 발굴 작업을 넘어서는 돌봄이어야 한다. 일차적 수준의 예방은 위기에 처

한 노인을 일단 살리고 보는 위기개입일 것이다. 그 후의 효과적인 도움은 자살시도

자의 고통과 그들의 인생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증진을 돕는 개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절망과 희망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

동정을 살피고, 탈출구로서 죽음을 생각하는 상태를 다시 살기로 힘을 내게 하는 상

태로 재구성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보호요인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이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고, 회복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

상의 소소함을 회복시키는 개입, 사회적 지지망을 돈독하게 하는 개입, 강점관점에 

따른 개입, 그리고, 자기 의지를 세우게 하는 마음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일상의 소소함을 회복시키는 개입이란 자살시도자의 일상을 바로세우는 지

원을 의미한다. 노인 자살은 노년기 생활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신체적, 심리사

회적, 경제적, 영적 영역 등 전 영역에 걸쳐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호 요인

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둘째, 자살시도자들이 ‘다시 살고자’하는 마음을 갖는 데에는 정서적·지지적 돌봄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자살위험의 노인이 소속감과 삶의 희망을 발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강화에 자살예방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셋째, 강점관점에 따른 개입은 자살시도자의 복원력과 그들의 생존의 스토리에 초

점을 맞출 때 가능하다(Saleebey, 2002). 자살행동을 극복한 노인이 막연히 사는 것

에 머무르지 않고, “남을 돕고 싶다,” “쓸모 있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며 살기 위해

서는 노인의 회복탄력성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상황을 살피

는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함으로 삶에 주도권을 되찾도록 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넷째, ‘다시 살아보자’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삶에 대

한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자살시도로 치달았던 상황을 되돌아보며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이 변하고자 하는 동기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사고가 심한 중장년층이 삶의 목표를 인식하고 성취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이 감소했다고 한다(Lapierrea, Dubéa, 

Bouffarda, and Alaina, 2007). 노인 자살예방에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기성찰과 

내적 성장을 돕는 인지치료 및 자조(self-help)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노인 자살 개입에 약

물치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약물처방과 모니터링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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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우울과 불안증세 및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

이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살로 사망할 위험이 4배 

이상 높다고 한다(Carlsten and Waern, 2009). 연구 참여자 모두 수면장애로 안정

제 처방을 받았고, 대부분 약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그냥 복용하고 있

었다. 부주의한 약물 치료 위주의 개입으로 더욱 절망감을 겪는 노인의 삶을 볼 때,

노인 자살예방은 노인 자살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의 철학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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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분명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현재의 노인 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노인의 삶과 복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노인자살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고 또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그 실태와 원인

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및 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인자살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그리고 그 현상의 이면 속에서 자살의 동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윤리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노인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적 동인이 무엇인가에 집

중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급속한 사회의 변동이 개인주의를 팽배케 하

였고, 이는 곧 노인의 자살로 이어지게 하였다. 둘째,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자본주의 

정신과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노년의 삶을 존엄한 생명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켰다. 이는 결국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하여 노인의 삶을 압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인 '효'를 근거로 작동되어 오던 

사회의 관계망이 와해되어 유교적 가치로서의 가족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들이 '주체

적인 나'로 독립을 꾀하며 지난날 유지되었던 사회 교환적 책임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

서 지지기반이 붕괴된 노인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의 

개념이 결국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마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즉, 살고 죽는 것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속의 윤리가 날개

를 달아준 '자율성의 신화'가 결국 노인의 자살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노인자살, 고령화 사회, 개인주의, 교환적 책임관계,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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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2012년 1월호(12권 2호)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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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수년 전부터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

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기초로 연령별 자살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인구군보다 4배 정도 높고, 매년 약 10%씩 자살률이 증가하

고 있다.3) 또한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노인 자살률 자료에 의하면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200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

명)과 그리스(6.3명)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4)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을 심히 우려하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6년 한국인 평균수

명은 79.1세로 이미 OECD국가의 평균수명(78.9세)를 넘어섰고,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2%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그 인

구가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5) 이

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6)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약화와 경

제적 어려움, 고독과 무위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노인자살

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7)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 자살문제는 인구고령화와 맞물

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인 인프라

3)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09. 22쪽.
4) 김왕배,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13쪽.
5)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2007. 2쪽; 특히 인구분포가 두터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고령

화 시점인 2020년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14쪽.
7) 김궁자, "노인자살의 이해: 가족기능적 관점을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1호, (21세기

사회복지학회, 2010), 105쪽.
8) 고령화와 노인자살의 상관성여부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이 두 

경향성이 공존하여 발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는 매우 취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일부는 가난과 질병, 외

로움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했다는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28%에 불과했고, 90% 정도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이들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노인의 자살

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9)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자살에 대

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나 공식적 통계도 매우 부족하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

에서 자살에 대한 낙인적 인식 및 편견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노인자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노인공경의 전통적인 사회가치와 정서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또

한 노인층의 자살률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10)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사망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고, 청소년의 자살이나 죽음에 비

하여 노인의 자살이나 죽음은 노인이기에 죽음에 가까웠다는 자연스런 예측이 결국 

노인자살 연구를 부족하게 한 원인11)이기도 하였다.12)

그러나 의학의 발전 및 의식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90년대 이후 노인들의 평

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2007년 현재 전체인구의 9.9%가 노인이며, 

20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가운

데 2008년의 경우 전체 자살자 12,858명 중 60세 이상 노인자살자가 4,364명13)으

로 자살하는 3명중 1명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

두되었다. 즉 노인 자살률의 급등(노인 인구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자살 증가율)

은 한국사회에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9) 강춘근, "노인자살 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제24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326-327쪽.

10) 김형수,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10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0), 26쪽.
11) 김승용,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9권, (한국사회

복지정책학회, 2004), 183쪽.
12) 또한 자살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자살관련 요인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자살에 이른 노인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불가능하고, 자살 시도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다. 
13) 사망원인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의 고의적 자해(자살) 고령자 사망률은(인구 10만 명당) 

14.3%, 1988년 18.7%, 1993년 21.5%, 1998년 39.5%, 2000년 35.6%, 2003년 7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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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수년 전부터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

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기초로 연령별 자살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인구군보다 4배 정도 높고, 매년 약 10%씩 자살률이 증가하

고 있다.3) 또한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노인 자살률 자료에 의하면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200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

명)과 그리스(6.3명)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4)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을 심히 우려하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6년 한국인 평균수

명은 79.1세로 이미 OECD국가의 평균수명(78.9세)를 넘어섰고,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2%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그 인

구가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5) 이

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6)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약화와 경

제적 어려움, 고독과 무위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노인자살

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7)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 자살문제는 인구고령화와 맞물

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인 인프라

3)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09. 22쪽.
4) 김왕배,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13쪽.
5)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2007. 2쪽; 특히 인구분포가 두터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고령

화 시점인 2020년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14쪽.
7) 김궁자, "노인자살의 이해: 가족기능적 관점을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1호, (21세기

사회복지학회, 2010), 105쪽.
8) 고령화와 노인자살의 상관성여부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이 두 

경향성이 공존하여 발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는 매우 취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일부는 가난과 질병, 외

로움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했다는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28%에 불과했고, 90% 정도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이들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노인의 자살

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9)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자살에 대

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나 공식적 통계도 매우 부족하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

에서 자살에 대한 낙인적 인식 및 편견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노인자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노인공경의 전통적인 사회가치와 정서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또

한 노인층의 자살률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10)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사망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고, 청소년의 자살이나 죽음에 비

하여 노인의 자살이나 죽음은 노인이기에 죽음에 가까웠다는 자연스런 예측이 결국 

노인자살 연구를 부족하게 한 원인11)이기도 하였다.12)

그러나 의학의 발전 및 의식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90년대 이후 노인들의 평

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2007년 현재 전체인구의 9.9%가 노인이며, 

20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가운

데 2008년의 경우 전체 자살자 12,858명 중 60세 이상 노인자살자가 4,364명13)으

로 자살하는 3명중 1명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

두되었다. 즉 노인 자살률의 급등(노인 인구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자살 증가율)

은 한국사회에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9) 강춘근, "노인자살 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제24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326-327쪽.

10) 김형수,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10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0), 26쪽.
11) 김승용,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9권, (한국사회

복지정책학회, 2004), 183쪽.
12) 또한 자살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자살관련 요인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자살에 이른 노인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불가능하고, 자살 시도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다. 
13) 사망원인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의 고의적 자해(자살) 고령자 사망률은(인구 10만 명당) 

14.3%, 1988년 18.7%, 1993년 21.5%, 1998년 39.5%, 2000년 35.6%, 2003년 7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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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분명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사회적 차원의 대책

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현재의 노인 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노인의 삶과 복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

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14)된다. 그러므로 노인자살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및 반성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의 실태와 사회적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 그 현상의 이면 속에서 자살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윤리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노인자살의 현황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

라에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젊은 성인에 비해 높으며, 일반적으로 평생 동안 자살의 

위험정도와 자살사고(wish to die)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5)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표 1>이 보여주듯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로 인한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률은 2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80대 이상이 20대 보다 5배 이상 높다.16) 더욱이 

2005년 기준 OECD국가의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45-54세 연령에서 자살률

이 급증하여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8.3배로 가장 높다.17)(그림 

1 참고)

14)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노인자살의 현황과 원인 분석』, 정책보고서 2007년 5월, 3쪽.
15) 배재남, "한국 노인의 자살 고찰," 『노인정신의학』 제5권 제2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1), 113쪽.
16)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09. 22쪽.
17) Ibid.

연령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8.4 24.0 25.2 26.1 23.0 24.8 26.0 31.0
10-19세 6.3 4.5 3.7 4.2 3.5 4.6 4.6 6.5
20-29세 17.4 15.2 13.8 17.7 13.8 21.0 22.6 25.4
30-39세 21.5 21.8 20.6 21.8 16.8 22.4 24.7 31.4
40-49세 27.6 28.2 29.5 28.3 24.9 26.3 28.4 32.8
50-59세 30.2 34.8 38.1 34.6 33.6 31.1 32.9 41.1
60-69세 33.5 48.5 51.5 54.6 47.1 47.7 47.2 51.8
70-79세 40.6 72.0 81.9 80.2 74.0 78.5 72.0 79.0

80세이상 50.8 114.6 127.1 127.0 112.8 117.3 112.9 127.7

<표 1> 연령별 자살 사망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료: 통계청 "1998-2008 사망원인통계결과" 참조 재구성.

<그림 1> OECD 연령별 자살률(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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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국가들 중 비교적 자살률이 높은 일본, 핀란드, 헝가리의 경우는 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가 노년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표 2 참고). 

4개의 비교 대상국가(핀란드, 프랑스, 일본, 헝가리) 중 65-74세 그리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어떤 국가의 자살률도 한국의 노인 자살률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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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분명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사회적 차원의 대책

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현재의 노인 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노인의 삶과 복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

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14)된다. 그러므로 노인자살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및 반성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의 실태와 사회적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 그 현상의 이면 속에서 자살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윤리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노인자살의 현황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

라에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젊은 성인에 비해 높으며, 일반적으로 평생 동안 자살의 

위험정도와 자살사고(wish to die)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5)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표 1>이 보여주듯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로 인한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률은 2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80대 이상이 20대 보다 5배 이상 높다.16) 더욱이 

2005년 기준 OECD국가의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45-54세 연령에서 자살률

이 급증하여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8.3배로 가장 높다.17)(그림 

1 참고)

14)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노인자살의 현황과 원인 분석』, 정책보고서 2007년 5월, 3쪽.
15) 배재남, "한국 노인의 자살 고찰," 『노인정신의학』 제5권 제2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1), 113쪽.
16)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09. 22쪽.
17) Ibid.

연령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8.4 24.0 25.2 26.1 23.0 24.8 26.0 31.0
10-19세 6.3 4.5 3.7 4.2 3.5 4.6 4.6 6.5
20-29세 17.4 15.2 13.8 17.7 13.8 21.0 22.6 25.4
30-39세 21.5 21.8 20.6 21.8 16.8 22.4 24.7 31.4
40-49세 27.6 28.2 29.5 28.3 24.9 26.3 28.4 32.8
50-59세 30.2 34.8 38.1 34.6 33.6 31.1 32.9 41.1
60-69세 33.5 48.5 51.5 54.6 47.1 47.7 47.2 51.8
70-79세 40.6 72.0 81.9 80.2 74.0 78.5 72.0 79.0

80세이상 50.8 114.6 127.1 127.0 112.8 117.3 112.9 127.7

<표 1> 연령별 자살 사망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료: 통계청 "1998-2008 사망원인통계결과" 참조 재구성.

<그림 1> OECD 연령별 자살률(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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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국가들 중 비교적 자살률이 높은 일본, 핀란드, 헝가리의 경우는 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가 노년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표 2 참고). 

4개의 비교 대상국가(핀란드, 프랑스, 일본, 헝가리) 중 65-74세 그리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어떤 국가의 자살률도 한국의 노인 자살률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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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자살률(10만명 당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15-19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전체

핀란드 12.8 20.8 26.0 20.1 22.9 16.9 16.5 12.4 16.5
프랑스 5.8 9.4 17.2 19.6 22.4 18.4 21.3 18.9 14.6
헝가리 8.5 9.5 15.3 32.1 33.6 27.2 26.5 36.1 21.0('04)
일  본 13.0 21.2 24.9 24.6 29.9 22.0 17.9 14.6 19.4

대한민국 10.1 14.3 18.3 16.3 25.2 42.7 87.8 160.4 24.7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노인 자살사망률
1) 34.29 40.61 53.63 69.55 76.55 77.89 69.82 73.61 70.99 78.39

노인 자살자 수 1,164 1,453 2,023 2,760 3,189 3,401 3,202 3,541 3,561 4,071

전체 자살사망률
2) 14.6 15.5 19.1 24.0 25.2 26.1 23.0 24.8 26.0 31.0

전체 자살자 수 6,460 6,933 8,631 10,93
2

11,52
3

12,04
7

10,68
8

12,17
4

12,85
8

15,41
3

<표 2> 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

자료: OECD(2009):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노인자살 사망률은 2000년에는 34.29명에서 2009년 78.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

되었으며, 노인자살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아 매년 약 10.4%씩 자살

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1-2002년에 570명, 2002-2003

년에 737명이 증가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증가속도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의 증가추세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도에 

다소 자살증가가 주춤하다가 2007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3> 노인자살사망률과 전체 사망률 비교

주: 1) 노인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2) 전체자살사망률: 5세이상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결과" 참조 재구성.

전체 자살률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니 역시 65세 이상 노

인 인구층의 자살률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는 물론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자살률에서 노인 자살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자살 중 

노인 자살비율1) 18.01 20.95 23.43 25.24 27.67 28.23 29.95 29.08 27.69 26.41

65+인구구성비2) 7.2 7.5 7.9 8.3 8.7 9.1 9.5 9.9 10.3 10.7

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폭보다 노

인 자살률의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망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전체 자살률중 노인자살률은 6.8%에 노인인구

는 4.0%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18) 그러나 2009년 현재 전체 자살률에서 

26.4%가 노인자살인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7%이다. 이는 지난 27년

('83-'09)간 인구는 4.0%에서 10.7%로 약 2.7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 전체 자

살률에서 차지하는 노인 자살률은 지난 27년간 6.8에서 26.4% 약 3.9배의 증가를 

보였다. 즉 노인인구 증가율 보다 자살률의 증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표 4 참고). 

<표 4> 노인자살비율 및 노인인구구성비

주: 1) (65세이상 노인자살수/전체자살수)*100
    2) (65세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자료: 통계청 각 년도 "고령자통계" 참조 재구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9년 현재 4,071명으로 2007

년 3,541명에 비해 15.0%나 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의 10.7%에 불과한 노인이 전

체 자살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배에 가깝고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78.39

명으로 전체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1.0명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3 참고).

18) 김승용, op. cit.,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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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자살률(10만명 당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15-19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전체

핀란드 12.8 20.8 26.0 20.1 22.9 16.9 16.5 12.4 16.5
프랑스 5.8 9.4 17.2 19.6 22.4 18.4 21.3 18.9 14.6
헝가리 8.5 9.5 15.3 32.1 33.6 27.2 26.5 36.1 21.0('04)
일  본 13.0 21.2 24.9 24.6 29.9 22.0 17.9 14.6 19.4

대한민국 10.1 14.3 18.3 16.3 25.2 42.7 87.8 160.4 24.7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노인 자살사망률
1) 34.29 40.61 53.63 69.55 76.55 77.89 69.82 73.61 70.99 78.39

노인 자살자 수 1,164 1,453 2,023 2,760 3,189 3,401 3,202 3,541 3,561 4,071

전체 자살사망률
2) 14.6 15.5 19.1 24.0 25.2 26.1 23.0 24.8 26.0 31.0

전체 자살자 수 6,460 6,933 8,631 10,93
2

11,52
3

12,04
7

10,68
8

12,17
4

12,85
8

15,41
3

<표 2> 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

자료: OECD(2009):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노인자살 사망률은 2000년에는 34.29명에서 2009년 78.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

되었으며, 노인자살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아 매년 약 10.4%씩 자살

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1-2002년에 570명, 2002-2003

년에 737명이 증가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증가속도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의 증가추세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도에 

다소 자살증가가 주춤하다가 2007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3> 노인자살사망률과 전체 사망률 비교

주: 1) 노인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2) 전체자살사망률: 5세이상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결과" 참조 재구성.

전체 자살률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니 역시 65세 이상 노

인 인구층의 자살률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는 물론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자살률에서 노인 자살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자살 중 

노인 자살비율1) 18.01 20.95 23.43 25.24 27.67 28.23 29.95 29.08 27.69 26.41

65+인구구성비2) 7.2 7.5 7.9 8.3 8.7 9.1 9.5 9.9 10.3 10.7

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폭보다 노

인 자살률의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망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전체 자살률중 노인자살률은 6.8%에 노인인구

는 4.0%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18) 그러나 2009년 현재 전체 자살률에서 

26.4%가 노인자살인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7%이다. 이는 지난 27년

('83-'09)간 인구는 4.0%에서 10.7%로 약 2.7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 전체 자

살률에서 차지하는 노인 자살률은 지난 27년간 6.8에서 26.4% 약 3.9배의 증가를 

보였다. 즉 노인인구 증가율 보다 자살률의 증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표 4 참고). 

<표 4> 노인자살비율 및 노인인구구성비

주: 1) (65세이상 노인자살수/전체자살수)*100
    2) (65세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자료: 통계청 각 년도 "고령자통계" 참조 재구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9년 현재 4,071명으로 2007

년 3,541명에 비해 15.0%나 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의 10.7%에 불과한 노인이 전

체 자살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배에 가깝고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78.39

명으로 전체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1.0명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3 참고).

18) 김승용, op. cit.,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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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자살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특성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의 보고(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of 

Gerontology, 1951)에 의하면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aging 또는 加齡) 과정에서 나

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

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19) 이를 세분화하면, 노인은 첫째, 환경변화에 적

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

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다섯째,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설명된다.20) 또한 브린(L. Breen)은 노인의 개념에는 

적어도 생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노인을 첫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

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personalilty)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21)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체적/생리적 특성으

로서 신체구조 변화와 내부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세포의 노화, 방어능력, 예비능

력이 떨어지고, 소화기계 변화, 호흡기와 순환기계 변화, 근 골격계 변화, 생식 비뇨

기계 변화, 피부변화, 신경계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신경계 변화는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근육긴장, 자극반응성, 신체활동 감소, 감각기관(시, 청, 미, 후각)둔화, 불

면증, 수면장애 등 정서조절이 불안정해진다. 둘째, 심리적 특성으로서 감각, 지각, 

정신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노년기에는 감각기능, 지각 및 정신기능이 떨어지

19)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홍익제, 1984), 18쪽.
20)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42-43쪽.
21) Leonard Z. 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0), 

147-148.

는데 주로 노인의 4苦(빈곤, 질병, 고독 및 소외, 무위)22)를 겪으면서 자기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과거에 대한 회한 등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본인의 사고와 감정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적응하며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

된다. 조심성의 증가, 의존성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진다. 셋째

는 사회적 특성으로서 역할 상실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상실, 대인관계 축소, 유대감 상실, 신분과 지위 상실 등 상실감의 고조와 경제

적 빈곤을 겪게 된다. 또한 배우자와 친족의 상실, 자녀의 결혼으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고 남자는 가장의 자리를 아들에게 인계(권위, 세력의 이동)하며 여자

는 초조, 불안으로 '빈 둥우리 증세'를 보이게 된다. 사회화의 기여와 여건이 부족하

여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관련 상황의 변화로 사회적 노화를 겪게 된

다.23)

이와 같이 노인이란 역연령(曆-年齡) 뿐만 아니라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자기지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

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4)

2. 노인자살의 특성 및 요인

노인자살의 특성 및 요인은 단일하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없으며, 매우 복합적

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노인의 자살은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나름대로

의 특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노인의 자살은 자살의도를 꺼리고 자살의 예

고나 징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25) 샌디에이고(San Diego)의 60

22) 노인은 사회발전에 따른 젊은 세대와 노인사이의 문화단절에 의한 현상이나, 신체적인 변화, 과거의 경

험, 사회적인 제약에서 오는 무료함과 무력감, 노인에 대한 회의에서의 태도 등으로 인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23) 김궁자, op. cit., p. 106.
24) 노화에 따른 노인의 특성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동일하게 접목시킬 수 없으며, 노

인이란 인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시작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 

인간과 환경의 소통에 따른 적응, 부적응의 과정을 통해 복합적으로 생성된 현상이 노인의 특성이 됨을 

알 수 있다.
25) 최형임,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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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자살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특성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의 보고(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of 

Gerontology, 1951)에 의하면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aging 또는 加齡) 과정에서 나

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

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19) 이를 세분화하면, 노인은 첫째, 환경변화에 적

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

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다섯째,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설명된다.20) 또한 브린(L. Breen)은 노인의 개념에는 

적어도 생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노인을 첫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

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personalilty)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21)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체적/생리적 특성으

로서 신체구조 변화와 내부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세포의 노화, 방어능력, 예비능

력이 떨어지고, 소화기계 변화, 호흡기와 순환기계 변화, 근 골격계 변화, 생식 비뇨

기계 변화, 피부변화, 신경계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신경계 변화는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근육긴장, 자극반응성, 신체활동 감소, 감각기관(시, 청, 미, 후각)둔화, 불

면증, 수면장애 등 정서조절이 불안정해진다. 둘째, 심리적 특성으로서 감각, 지각, 

정신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노년기에는 감각기능, 지각 및 정신기능이 떨어지

19)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홍익제, 1984), 18쪽.
20)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42-43쪽.
21) Leonard Z. Bree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0), 

147-148.

는데 주로 노인의 4苦(빈곤, 질병, 고독 및 소외, 무위)22)를 겪으면서 자기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과거에 대한 회한 등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본인의 사고와 감정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적응하며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

된다. 조심성의 증가, 의존성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진다. 셋째

는 사회적 특성으로서 역할 상실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상실, 대인관계 축소, 유대감 상실, 신분과 지위 상실 등 상실감의 고조와 경제

적 빈곤을 겪게 된다. 또한 배우자와 친족의 상실, 자녀의 결혼으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고 남자는 가장의 자리를 아들에게 인계(권위, 세력의 이동)하며 여자

는 초조, 불안으로 '빈 둥우리 증세'를 보이게 된다. 사회화의 기여와 여건이 부족하

여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관련 상황의 변화로 사회적 노화를 겪게 된

다.23)

이와 같이 노인이란 역연령(曆-年齡) 뿐만 아니라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자기지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

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4)

2. 노인자살의 특성 및 요인

노인자살의 특성 및 요인은 단일하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없으며, 매우 복합적

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노인의 자살은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나름대로

의 특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노인의 자살은 자살의도를 꺼리고 자살의 예

고나 징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25) 샌디에이고(San Diego)의 60

22) 노인은 사회발전에 따른 젊은 세대와 노인사이의 문화단절에 의한 현상이나, 신체적인 변화, 과거의 경

험, 사회적인 제약에서 오는 무료함과 무력감, 노인에 대한 회의에서의 태도 등으로 인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23) 김궁자, op. cit., p. 106.
24) 노화에 따른 노인의 특성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동일하게 접목시킬 수 없으며, 노

인이란 인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시작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 

인간과 환경의 소통에 따른 적응, 부적응의 과정을 통해 복합적으로 생성된 현상이 노인의 특성이 됨을 

알 수 있다.
25) 최형임,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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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노년층 이외에 다른 

연령의 자살자들의 80%이상이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힌트를 주어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가능성을 찾는 등 자살행위

를 하기 전에 자살의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의 노인들은 사전에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전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자살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둘째, 노인의 자살은 청소년들의 자살처

럼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서의 자살을 기도하는 경

우가 적고 실제 자살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오래도록 심사숙고하여 계획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실제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군보다 매우 높다.27)28) 질병관리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성공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1.8%로, 그 외 연령층의 자살 성공률 보다 약 4배 높았다.29) 이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노령으로 취약성이 크고, 대체로 독거노인이 많아 자해행위 이후 치

명상을 입기 전에 조기발견이 어렵다는 점도 자살 성공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죽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좀 더 치명적인 자해방법과 자살수행을 시도하기 이전에 

자살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지 않고 좀 더 치밀하게 자살을 계획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 자살 성공률이 높다.30) 셋째, 노인의 자살은 그 동기에 있어서

도 일반적인 자살과 다르다. 청소년의 자살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감, 실연, 부모나 

선생님과의 불화 등 단일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지만 노인자살은 비교적 다양한 복

29쪽.
26) S. S. Carney, C. L. Rich, P. A. Burke, & R. C. Fower, Suicide over 60; The San Diego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2, 1994, pp. 174-180 참조.
27) Tracy K. Witte, Thomas E. Joiner, Gregory K. Brown, Aaron T. Beck, Anthony Beckman, Paul 

Duberstein, Yeates Conwell,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nd their relation to clinical and other 
indicators in older adul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94, Issue 1-3, 2006, pp. 165-172 
참조.

28) 젊은 집단에서 자살 시도 대 수행의 비율이 200：1인 반면 노인의 자살은 4：1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

이다. 연병길․류성곤, "노인자살의 조기 발견과 예방," 『노인정신의학』 Vol. 5, No. 2, (대한노인정신

의학회, 2001), 134쪽.
29) 보건복지가족부, 『노인 자살시도 주요 원인은 건강문제』, 2008년 5월 16일 보도자료, 3쪽.
30) Y. Conwell, Suicide. In Rose S. P, & Sackeim H. A. (Eds.), Late-life depr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95-106 참조.

합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31) 넷째, 노인자살은 종종 은폐되고 있기 때문

에 실제 보고되고 있는 자살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32) 노인이라는 대상은 

사회 통념상 가치가 떨어지고 우울하고 죽음에 가까운 존재로 잘못 인식되어 있고 

자녀들로써는 부모 자살이 불효처럼 비쳐져 은폐되어지기 쉽다. 다섯째, 노인의 자

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노인의 자살률이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다.33)

일반적으로 자살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문화의 변화, 가

치관과 역할의 변화, 내적 가치관과의 부재, 과중한 스트레스, 지지체계의 약화, 자

아능력의 약화, 고령화, 그리고 우울⋅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34) 김형수(2002)는 노년기의 가족기능의 상실과 급격한 변화, 즉 사회적 역

할 상실, 경제력 상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사회적 지지의 상실, 건강약화 등의 

요인들이 노년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존재가치마저 잃게 하여, 궁

극적으로 자살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시킨다고 하였다.35) 이렇듯 자살은 경제

적 요인,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적 요인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 내에서 개인적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36)된다.

31) John L. McIntosh, Suicide Prevention in the Elderly (Age 65–99),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Issue 1, Spring 1995 pp. 180–192 참조.

32) 박재규, 『노인자살의 증가와 예방대책』 이슈브리프 제4호,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8, 8쪽.
33)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09, 22쪽.
34) 김궁자, op. cit., p. 108.
35) 김형수, "미국 노인자살과 예방대책의 연구 및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

학회 2002), 167-168쪽.
36)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op. cit.,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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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노년층 이외에 다른 

연령의 자살자들의 80%이상이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힌트를 주어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가능성을 찾는 등 자살행위

를 하기 전에 자살의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의 노인들은 사전에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전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자살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둘째, 노인의 자살은 청소년들의 자살처

럼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서의 자살을 기도하는 경

우가 적고 실제 자살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오래도록 심사숙고하여 계획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실제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군보다 매우 높다.27)28) 질병관리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성공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1.8%로, 그 외 연령층의 자살 성공률 보다 약 4배 높았다.29) 이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노령으로 취약성이 크고, 대체로 독거노인이 많아 자해행위 이후 치

명상을 입기 전에 조기발견이 어렵다는 점도 자살 성공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죽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좀 더 치명적인 자해방법과 자살수행을 시도하기 이전에 

자살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지 않고 좀 더 치밀하게 자살을 계획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 자살 성공률이 높다.30) 셋째, 노인의 자살은 그 동기에 있어서

도 일반적인 자살과 다르다. 청소년의 자살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감, 실연, 부모나 

선생님과의 불화 등 단일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지만 노인자살은 비교적 다양한 복

29쪽.
26) S. S. Carney, C. L. Rich, P. A. Burke, & R. C. Fower, Suicide over 60; The San Diego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2, 1994, pp. 174-180 참조.
27) Tracy K. Witte, Thomas E. Joiner, Gregory K. Brown, Aaron T. Beck, Anthony Beckman, Paul 

Duberstein, Yeates Conwell,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nd their relation to clinical and other 
indicators in older adul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94, Issue 1-3, 2006, pp. 165-172 
참조.

28) 젊은 집단에서 자살 시도 대 수행의 비율이 200：1인 반면 노인의 자살은 4：1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

이다. 연병길․류성곤, "노인자살의 조기 발견과 예방," 『노인정신의학』 Vol. 5, No. 2, (대한노인정신

의학회, 2001), 134쪽.
29) 보건복지가족부, 『노인 자살시도 주요 원인은 건강문제』, 2008년 5월 16일 보도자료, 3쪽.
30) Y. Conwell, Suicide. In Rose S. P, & Sackeim H. A. (Eds.), Late-life depr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95-106 참조.

합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31) 넷째, 노인자살은 종종 은폐되고 있기 때문

에 실제 보고되고 있는 자살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32) 노인이라는 대상은 

사회 통념상 가치가 떨어지고 우울하고 죽음에 가까운 존재로 잘못 인식되어 있고 

자녀들로써는 부모 자살이 불효처럼 비쳐져 은폐되어지기 쉽다. 다섯째, 노인의 자

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노인의 자살률이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다.33)

일반적으로 자살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문화의 변화, 가

치관과 역할의 변화, 내적 가치관과의 부재, 과중한 스트레스, 지지체계의 약화, 자

아능력의 약화, 고령화, 그리고 우울⋅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34) 김형수(2002)는 노년기의 가족기능의 상실과 급격한 변화, 즉 사회적 역

할 상실, 경제력 상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사회적 지지의 상실, 건강약화 등의 

요인들이 노년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존재가치마저 잃게 하여, 궁

극적으로 자살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시킨다고 하였다.35) 이렇듯 자살은 경제

적 요인,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적 요인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 내에서 개인적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36)된다.

31) John L. McIntosh, Suicide Prevention in the Elderly (Age 65–99),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Issue 1, Spring 1995 pp. 180–192 참조.

32) 박재규, 『노인자살의 증가와 예방대책』 이슈브리프 제4호,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8, 8쪽.
33)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09, 22쪽.
34) 김궁자, op. cit., p. 108.
35) 김형수, "미국 노인자살과 예방대책의 연구 및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

학회 2002), 167-168쪽.
36)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op. cit.,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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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차원 보호요인(-) 위험요인(+)

개인차원

고학력, 고소득, 재직, 정상가정, 
정상적 가족관계, 저연령, 건강, 

사회참여 등

우울증, 정신병, 신체질환, 무직/실직, 
이혼/사별, 저학력, 저소득, 고연령, 

사회적 고립 등

사회구조 차원
경기안정, 높은 온전가족 비율, 
도시화, 높은 사회적 통합 등

불경기, 이혼율증가, 고령화,
가족 및 사회해체 등

<표 5>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2007)

3. 노인자살에 대한 이론적 이해

자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뒤르켐(Emil Durkheim 1858-1917)에서 비롯된 사

회학적 입장과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 이후 자살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37) 전자의 경우 교환이론과 사회통합이론에 

기초해 노인의 교환자원의 축소, 사회 통합의 약화로 인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자살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38) 이 두 입장의 연구들은 노인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요소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39) 

교환이론에 의하면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보상을 증가

시키고 손실을 줄이려는 관계로 본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사회적 보상이 되는 한 

그 상호 관계가 지속40)되지만 교환자원이 상대적으로 결핍된 교환대상자는 교환에

서 점차 고립되 단절되어 간다41)고 설명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경제력이나 건강과 

같은 자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교환관계에서 배제되거나 타인에 대한 

37) 김형수, "노인과 자살," 29쪽.
38)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한국노년학회, 2002),  

161-163쪽.
39) 김형수, "노인과 자살," 29쪽.
40) Richard. M. Emerson,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 1976, pp. 

335-362 참고.
41)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161쪽.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타인들이 먼저 상호작용을 

꺼리거나 혹은 노인 스스로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의존감과 부담감을 줄여나가려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

망 단절, 사회적 응집력 약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일부 노인은 자살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노년기의 교환자원의 정도는 노인이 속한 사회로의 통합 혹은 응집

에 영향을 끼쳐 자살에 이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뒤르켐은 자살론(Suicide: A Study in Sociology)42)에서 사회통합의 정도

에 따라 세 가지 자살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이 약하고 개인주의가 팽배

하면,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이 발생한다. 즉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와 

상호관계를 맺지 못하여 사회 속으로 올바르게 통합되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에

게만 의지하게끔 고립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둘째, 과도한 사회통합과 집단동일시

가 이루어지면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이 일어난다. 즉 개인이 집단과 대단히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살이다. 셋째, 갑작스런 사회적 및 개인

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규제가 불충분할 때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급격히 변화하여 그 새로운 변화

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살이다.

노인들은 정년으로 인하여 한평생 의미를 두고 몸담았던 일터를 떠남에 따라 사

회조직과 거기에 부여된 각종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가족관계와 동료들과의 

예전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축소되며, 이와 동시에 배우자, 수입, 혹은 신체적 능

력의 상실로 인하여 노인들이 소속된 사회집단으로의 통합은 점차 약화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사회응집력의 붕괴 또는 약화로 말미암은 소외감과 외로움 등

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부는 자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잘 통합된 노인들 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위치에 있는 노인들이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43) 이는 뒤르켐의 지적

42) 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00)
43)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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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정신병, 신체질환, 무직/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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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등

사회구조 차원
경기안정, 높은 온전가족 비율, 
도시화, 높은 사회적 통합 등

불경기, 이혼율증가, 고령화,
가족 및 사회해체 등

<표 5>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2007)

3. 노인자살에 대한 이론적 이해

자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뒤르켐(Emil Durkheim 1858-1917)에서 비롯된 사

회학적 입장과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 이후 자살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37) 전자의 경우 교환이론과 사회통합이론에 

기초해 노인의 교환자원의 축소, 사회 통합의 약화로 인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자살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38) 이 두 입장의 연구들은 노인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요소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39) 

교환이론에 의하면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보상을 증가

시키고 손실을 줄이려는 관계로 본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사회적 보상이 되는 한 

그 상호 관계가 지속40)되지만 교환자원이 상대적으로 결핍된 교환대상자는 교환에

서 점차 고립되 단절되어 간다41)고 설명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경제력이나 건강과 

같은 자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교환관계에서 배제되거나 타인에 대한 

37) 김형수, "노인과 자살," 29쪽.
38)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한국노년학회, 2002),  

161-163쪽.
39) 김형수, "노인과 자살," 29쪽.
40) Richard. M. Emerson,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 1976, pp. 

335-362 참고.
41)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161쪽.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타인들이 먼저 상호작용을 

꺼리거나 혹은 노인 스스로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의존감과 부담감을 줄여나가려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

망 단절, 사회적 응집력 약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일부 노인은 자살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노년기의 교환자원의 정도는 노인이 속한 사회로의 통합 혹은 응집

에 영향을 끼쳐 자살에 이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뒤르켐은 자살론(Suicide: A Study in Sociology)42)에서 사회통합의 정도

에 따라 세 가지 자살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이 약하고 개인주의가 팽배

하면,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이 발생한다. 즉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와 

상호관계를 맺지 못하여 사회 속으로 올바르게 통합되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에

게만 의지하게끔 고립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둘째, 과도한 사회통합과 집단동일시

가 이루어지면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이 일어난다. 즉 개인이 집단과 대단히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살이다. 셋째, 갑작스런 사회적 및 개인

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규제가 불충분할 때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급격히 변화하여 그 새로운 변화

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살이다.

노인들은 정년으로 인하여 한평생 의미를 두고 몸담았던 일터를 떠남에 따라 사

회조직과 거기에 부여된 각종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가족관계와 동료들과의 

예전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축소되며, 이와 동시에 배우자, 수입, 혹은 신체적 능

력의 상실로 인하여 노인들이 소속된 사회집단으로의 통합은 점차 약화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사회응집력의 붕괴 또는 약화로 말미암은 소외감과 외로움 등

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부는 자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잘 통합된 노인들 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위치에 있는 노인들이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43) 이는 뒤르켐의 지적

42) 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00)
43)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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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개인의 사회적 고립 또는 처해진 집단의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기적 자살의 유형과 일맥상통한다.

노인자살은 아노미적 유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아노미적 자살은 급격한 사회변

동기, 경제적 위기와 같은 혼란기에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규

범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우리사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노인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노인이 

가지는 특성 중 변화에 미숙한 적응, 새로운 것에 두려움, 옛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

기는 특성, 보수적 가치의 중시 등과 결부하여 이것이 현대생활의 급속한 발달로 인

하여 노인에게 혼돈과 아노미적 상황에서 자기 세계가 붕괴되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급격한 경제성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정치적 격동과 같은 혼란의 경험은 

노인을 사회통합으로부터 약화시키고, 노인역할에 대한 행동규범이 없어 혼란의 상

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사회규제력이 약화되어 노인의 자살로 이어진다고 본

다.44)

이렇듯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의 공통적인 특성은 개

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통합정도에 반비례하여 발생한다.

자살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프로이드의 '죽음본능(thanatos)' 이론을 들 수 있다. 

프로이드는 쾌락의 원천인 '성본능(eros)이 끊임없이 통합하고, 부활시키고, 보존하

며, 자극을 주는 힘이라고 본 반면, 죽음본능은 끊임없이 상호관계의 연결성을 해체

하고, 살아있는 것을 파괴하여, 무(無)의 상태와 비유기적 상태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하는 원시공격성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방어(ego defense)에 실

패할 때, 다시 말해 초자아의 압력을 극심하게 받아 자아가 위축(우울증)될 때, 죽음

본능 에너지가 증가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사랑하는 사

람을 잃거나, 자존심에 극심한 상처를 입거나, 커다란 충격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

나 하는, 이른바 '평형 상실의 정서'에 부딪혀서, 공격의 방향을 외부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면,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로 나타날 수 있다.45)

44) 김승용, op. cit., p. 186.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우울증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노년기는 배우

자의 죽음, 직업과 지위의 상실, 수입의 감소, 신체적 건강의 약화 등으로 인해 우울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46) 바로 이 우울증이 노인자살에 있어서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경험적

으로 입증47)된 바도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낮은 자아 존중감은 건전한 자기상을 확립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곧 

자기 학대와 무가치함으로 이어져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48)

4. 현대사회의 변동과 노인의 위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가족을 비롯한 연고주의적 결속이 지배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왔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는 

효를 근간으로 하는 교환관계, 즉 자식들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후를 보

장받는' 보험적인 호혜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유교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원리는 

부모나 자식을 위계적으로 통합⋅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해왔고, 이러한 가족주의

적인 원리는 비단 가족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경로

사상'은 익명적 관계 속에서도 '나이'에 기반을 둔 서열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도

록 하였고, 그 규범적 원리는 이미 유교에서 강조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내용 

속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

가치체계에서뿐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근거는 가족주의적 연고에 있었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가족 영역에서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45) Sigmund Freud, Totem and Taboo: Some Points of Agreement Between the Mental Lives of 
Savages and Neurotics, ed. and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Norton, 1962); 한국가톨릭의사

협회 편, 『의학윤리』 (서울: 수문사, 1984), 278에서 재인용.
46)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162-163쪽.
47) Y. Conwell, E. D. Caine, K. Olson, "Suicide and Cancer in Later Life",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1, 1990, pp. 1334-1339.
48) 배지연, 『노인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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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개인의 사회적 고립 또는 처해진 집단의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기적 자살의 유형과 일맥상통한다.

노인자살은 아노미적 유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아노미적 자살은 급격한 사회변

동기, 경제적 위기와 같은 혼란기에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규

범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우리사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노인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노인이 

가지는 특성 중 변화에 미숙한 적응, 새로운 것에 두려움, 옛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

기는 특성, 보수적 가치의 중시 등과 결부하여 이것이 현대생활의 급속한 발달로 인

하여 노인에게 혼돈과 아노미적 상황에서 자기 세계가 붕괴되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급격한 경제성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정치적 격동과 같은 혼란의 경험은 

노인을 사회통합으로부터 약화시키고, 노인역할에 대한 행동규범이 없어 혼란의 상

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사회규제력이 약화되어 노인의 자살로 이어진다고 본

다.44)

이렇듯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의 공통적인 특성은 개

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통합정도에 반비례하여 발생한다.

자살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프로이드의 '죽음본능(thanatos)' 이론을 들 수 있다. 

프로이드는 쾌락의 원천인 '성본능(eros)이 끊임없이 통합하고, 부활시키고, 보존하

며, 자극을 주는 힘이라고 본 반면, 죽음본능은 끊임없이 상호관계의 연결성을 해체

하고, 살아있는 것을 파괴하여, 무(無)의 상태와 비유기적 상태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하는 원시공격성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방어(ego defense)에 실

패할 때, 다시 말해 초자아의 압력을 극심하게 받아 자아가 위축(우울증)될 때, 죽음

본능 에너지가 증가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사랑하는 사

람을 잃거나, 자존심에 극심한 상처를 입거나, 커다란 충격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

나 하는, 이른바 '평형 상실의 정서'에 부딪혀서, 공격의 방향을 외부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면,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로 나타날 수 있다.45)

44) 김승용, op. cit., p. 186.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우울증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노년기는 배우

자의 죽음, 직업과 지위의 상실, 수입의 감소, 신체적 건강의 약화 등으로 인해 우울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46) 바로 이 우울증이 노인자살에 있어서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경험적

으로 입증47)된 바도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낮은 자아 존중감은 건전한 자기상을 확립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곧 

자기 학대와 무가치함으로 이어져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48)

4. 현대사회의 변동과 노인의 위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가족을 비롯한 연고주의적 결속이 지배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왔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는 

효를 근간으로 하는 교환관계, 즉 자식들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후를 보

장받는' 보험적인 호혜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유교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원리는 

부모나 자식을 위계적으로 통합⋅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해왔고, 이러한 가족주의

적인 원리는 비단 가족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경로

사상'은 익명적 관계 속에서도 '나이'에 기반을 둔 서열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도

록 하였고, 그 규범적 원리는 이미 유교에서 강조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내용 

속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

가치체계에서뿐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근거는 가족주의적 연고에 있었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가족 영역에서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45) Sigmund Freud, Totem and Taboo: Some Points of Agreement Between the Mental Lives of 
Savages and Neurotics, ed. and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Norton, 1962); 한국가톨릭의사

협회 편, 『의학윤리』 (서울: 수문사, 1984), 278에서 재인용.
46)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162-163쪽.
47) Y. Conwell, E. D. Caine, K. Olson, "Suicide and Cancer in Later Life",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1, 1990, pp. 1334-1339.
48) 배지연, 『노인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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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가족주의의 연고적 속성이나 가치관 

역시 급속히 변해왔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 중심의 대가족이나 동족 부락

의 생태적 기반은 급격히 와해되어 가족의 형태는 방계형(傍系形) 대가족으로부터 

직계손(孫) 위주의 핵가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한편, 아울러 가족의 기능과 역

할 역시 급격히 쇠퇴하였다. 가족의 사회자본은 계급 재생산에 여전히 중요하고, 교

육을 통해 자식의 사회적 성공을 희망하는 과잉 교육열, 노후의 보험적 자원교환의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존속하지만, 그 범위와 기능, 가치관은 전통사회의 그것과 매

우 다르게 변하고 있다.

노후보장의 자식의존도의 기대치와 현실적 기회가 낮아지고, 노후의 보장이 개인

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과 같은 사회적인 공정영역에서 확립되어 가면서 가족의 안

정망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노동력 재생산비

의 증대로 가족의 노인에 대한 부양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면적(對

面的)인 공동체 안에서 노동력을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생산 및 배분을 하던 농업경

제와 달리 임금이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보존하는 대부분의 도시가구에서는 생활

비용의 증대와 함께 본인과 자녀 외의 노인부양은 현실적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

다. 이와 함께 효와 같은 가치관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유교적 효

의 가치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 가치로 작동하여 왔고, 그 유산은 아직도 가부장

적 형태로 남아 있긴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이러한 가치는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49)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노인들은 점차 삶의 자리를 잃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

고 있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축이던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는 사회

적으로 '쓸모없고, 불편한 존재'로 낙인 되어 사회로부터 급격히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모든 대상을 교환가치로 환원하고 이

윤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 매몰되어 노년의 삶을 생명의 존

엄한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물질적 환원의 가치로 전락시켜 '주변화'하였기 때문이다. 

49) 김왕배,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14-215쪽.

4.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1. 개인주의와 이기적 자살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서구문화의 유입, 전통문화의 위축을 통해 사회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여 왔다. 이는 사회의 각 영역 안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소

통 단절과 통합을 해체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시

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해 Triandis et al.(1988)는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입

장에서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그리고 개인 내부의 의식의 변화라는 입장에서

는 집단주의적 경향(allocentric)에서 개인주의적 경향(idiocentric)으로의 변화로 보

았다.50)

개인주의는 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행복, 권리를 다른 무

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것을 사회나 집단의 명분이나 

이익 때문에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념이며, 이와 반대로 집단주의는 집단의 안위

와 이익이 개인의 자유, 행복, 권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집단의 선이 늘 먼저 고

려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즉, 개인은 집단의 구성원이므로 그 집단 속에서 잘 적

응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고 개인의 엄중한 과제라고 보는 이념이다.51) 

따라서 개인주의에서는 집단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중요시하며, 개

인이 집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다. 반면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이 집단과 자신을 동

일시하며, 집단의 정체감에 동화되어 사회적, 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내

집단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의 일차적 자원 역할을 한다. 개인주의

에서는 집단보다 자기 자신이 일차적으로 자기의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데 비하여 집단주의에서는 규준집단과 일차집단이 개

인에게 스트레스와 삶의 제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

50) Harry C. Triandis, Robert Bontempo, and Marcelo J. Villare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2), 1988, pp. 323-338.

51) H. C. Triandi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5.



고
령

사
회

의
 사

회
적

 소
외

계
층

285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가족주의의 연고적 속성이나 가치관 

역시 급속히 변해왔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 중심의 대가족이나 동족 부락

의 생태적 기반은 급격히 와해되어 가족의 형태는 방계형(傍系形) 대가족으로부터 

직계손(孫) 위주의 핵가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한편, 아울러 가족의 기능과 역

할 역시 급격히 쇠퇴하였다. 가족의 사회자본은 계급 재생산에 여전히 중요하고, 교

육을 통해 자식의 사회적 성공을 희망하는 과잉 교육열, 노후의 보험적 자원교환의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존속하지만, 그 범위와 기능, 가치관은 전통사회의 그것과 매

우 다르게 변하고 있다.

노후보장의 자식의존도의 기대치와 현실적 기회가 낮아지고, 노후의 보장이 개인

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과 같은 사회적인 공정영역에서 확립되어 가면서 가족의 안

정망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노동력 재생산비

의 증대로 가족의 노인에 대한 부양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면적(對

面的)인 공동체 안에서 노동력을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생산 및 배분을 하던 농업경

제와 달리 임금이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보존하는 대부분의 도시가구에서는 생활

비용의 증대와 함께 본인과 자녀 외의 노인부양은 현실적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

다. 이와 함께 효와 같은 가치관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유교적 효

의 가치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 가치로 작동하여 왔고, 그 유산은 아직도 가부장

적 형태로 남아 있긴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이러한 가치는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49)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노인들은 점차 삶의 자리를 잃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

고 있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축이던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는 사회

적으로 '쓸모없고, 불편한 존재'로 낙인 되어 사회로부터 급격히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모든 대상을 교환가치로 환원하고 이

윤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 매몰되어 노년의 삶을 생명의 존

엄한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물질적 환원의 가치로 전락시켜 '주변화'하였기 때문이다. 

49) 김왕배,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14-215쪽.

4.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1. 개인주의와 이기적 자살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서구문화의 유입, 전통문화의 위축을 통해 사회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여 왔다. 이는 사회의 각 영역 안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소

통 단절과 통합을 해체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시

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해 Triandis et al.(1988)는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입

장에서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그리고 개인 내부의 의식의 변화라는 입장에서

는 집단주의적 경향(allocentric)에서 개인주의적 경향(idiocentric)으로의 변화로 보

았다.50)

개인주의는 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행복, 권리를 다른 무

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것을 사회나 집단의 명분이나 

이익 때문에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념이며, 이와 반대로 집단주의는 집단의 안위

와 이익이 개인의 자유, 행복, 권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집단의 선이 늘 먼저 고

려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즉, 개인은 집단의 구성원이므로 그 집단 속에서 잘 적

응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고 개인의 엄중한 과제라고 보는 이념이다.51) 

따라서 개인주의에서는 집단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중요시하며, 개

인이 집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다. 반면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이 집단과 자신을 동

일시하며, 집단의 정체감에 동화되어 사회적, 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내

집단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의 일차적 자원 역할을 한다. 개인주의

에서는 집단보다 자기 자신이 일차적으로 자기의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데 비하여 집단주의에서는 규준집단과 일차집단이 개

인에게 스트레스와 삶의 제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

50) Harry C. Triandis, Robert Bontempo, and Marcelo J. Villare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2), 1988, pp. 323-338.

51) H. C. Triandi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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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높은 자살률, 정서적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의 사회

병리와 연관되어 있다.52)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 내의 다수의 개인들에게 기본적 

성향의 변화와 소외라는 심리적 역기능을 가져왔다.

프롬(Erich Fromm)은 산업사회의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지향적 성격과 사회 전반

에 걸쳐서 심층적인 소외현상이 출현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소

외를 "자기를 낯선 사람처럼 경험하는 경험양식", 또는 "자아가 두 부분으로 분열된 

후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고 통합이 되지 못한 상태"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현상은 시장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

는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비생산적인 성격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라 하였다.53)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이기적 자살은 집단적 가치관을 약화

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54) 노동시장 메커니즘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후기 산업사회

의 노동시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인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목적과 가치 관념은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가 요구하는 목

적과 가치 관념에 대립되어 있다.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은 충분히 익숙

해진 전문 능력과 동원력이다. 개인의 동원능력은 개인이 관련된 공동체 생활로부터 

자유로울 때 커진다. 이에 상응하여 개인은 공동체에서 보다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

52) 한성열⋅이홍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제2
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995), 116쪽.

53) E. Fromm, The sane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54) 신자유주의는 사회 양극화를 양산하는 주된 실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심

한 빈부 양극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폭되는 갈등과 반목이 우리 사회 안에도 현실화 되었다.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의 특혜에 힘입어 소수의 부유층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아직 성장의 결실과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도 박탈당

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향

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불공평한 사회 경제체제 속에서 절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정이 정서적 지지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 구성원이 뿔뿔이 해체된 상황 속에서 고립화된 

개인은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지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 성장과 

발전 일변도의 지나친 경쟁사회, 유능한 사람만이 이상적 인간형으로 부각되는 능력사회, 물질이 모든 가

치를 우선하는 물질사회, 엄청난 부를 획득한 소수의 부유⋅특권계층과 나날이 주변화 되어가는 다수의 

빈곤⋅소외계층이 확연히 나누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실패는 곧바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

고, 이는 우울과 절망으로 표출되어 쉽게 삶의 포기로 나타나게 된다: 곽미숙, "사회양극화 현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논단』 제59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0), 39쪽.

신의 존재가치와 행복을 찾는다. 노동시장이 주는 매력, 곧 성공과 행복에 대한 유

혹은 사회구성원에게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만

들며, 관계에서보다는 물질적 쾌락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기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메커니즘에 부합하여 공동체의 가치관이 약

화되고 개인주의와 쾌락주의가 확산되면서 증가한다.55)

2. 경제적 가치로 환원된 노인

자본주의 정신은 모든 대상을 교환가치로 환원하고, 이윤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둔

다. 그리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명확히 구별한 후 후자를 감금시키려는 전략적 태

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합리성의 범주에는 시장가치(경제적 가치), 효율, 계산성 

등의 개념이, 비합리성의 범주에는 온정, 비효율, 비계산성 등을 포함하는데 후자는 '

쓸모없는 것', '배제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간주되고 이들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들, 공간들이 발생한다.56)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이러한 시대적 사조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생명의 절대적 가

치마저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심에 노인들이 있

다. 노인은 '비경제 활동인구이며, 비생산적인 집단이고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취급되

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곧 낭비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은 '낭비적 존재'라

는 사고가 의식 속에 만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바틴(Margaret Pabst Battin)은 자살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면서 자살이 사회에 

손실을 가져 오는 경우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대비시켜 설명한바 있다. 

그 중 자살이 사회에 이익을 가져 오는 경우는 첫째, 자살이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

킬 때, 그리고 둘째, 사회에 직접적 이익이 될 때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사회적 부담

이란 개인적 입장에서 가족경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이며, 사회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55) 심현주, "한국사회의 자살: 윤리적 문제," 『생명연구』 제11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08), 8-9
쪽.

56) 김왕배, op. cit.,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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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높은 자살률, 정서적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의 사회

병리와 연관되어 있다.52)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 내의 다수의 개인들에게 기본적 

성향의 변화와 소외라는 심리적 역기능을 가져왔다.

프롬(Erich Fromm)은 산업사회의 메커니즘에 의해 시장지향적 성격과 사회 전반

에 걸쳐서 심층적인 소외현상이 출현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소

외를 "자기를 낯선 사람처럼 경험하는 경험양식", 또는 "자아가 두 부분으로 분열된 

후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고 통합이 되지 못한 상태"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현상은 시장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

는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비생산적인 성격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라 하였다.53)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이기적 자살은 집단적 가치관을 약화

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54) 노동시장 메커니즘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후기 산업사회

의 노동시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인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목적과 가치 관념은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가 요구하는 목

적과 가치 관념에 대립되어 있다.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은 충분히 익숙

해진 전문 능력과 동원력이다. 개인의 동원능력은 개인이 관련된 공동체 생활로부터 

자유로울 때 커진다. 이에 상응하여 개인은 공동체에서 보다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

52) 한성열⋅이홍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제2
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995), 116쪽.

53) E. Fromm, The sane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54) 신자유주의는 사회 양극화를 양산하는 주된 실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심

한 빈부 양극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폭되는 갈등과 반목이 우리 사회 안에도 현실화 되었다.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의 특혜에 힘입어 소수의 부유층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아직 성장의 결실과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도 박탈당

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향

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불공평한 사회 경제체제 속에서 절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정이 정서적 지지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 구성원이 뿔뿔이 해체된 상황 속에서 고립화된 

개인은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지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 성장과 

발전 일변도의 지나친 경쟁사회, 유능한 사람만이 이상적 인간형으로 부각되는 능력사회, 물질이 모든 가

치를 우선하는 물질사회, 엄청난 부를 획득한 소수의 부유⋅특권계층과 나날이 주변화 되어가는 다수의 

빈곤⋅소외계층이 확연히 나누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실패는 곧바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

고, 이는 우울과 절망으로 표출되어 쉽게 삶의 포기로 나타나게 된다: 곽미숙, "사회양극화 현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논단』 제59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0), 39쪽.

신의 존재가치와 행복을 찾는다. 노동시장이 주는 매력, 곧 성공과 행복에 대한 유

혹은 사회구성원에게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만

들며, 관계에서보다는 물질적 쾌락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기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메커니즘에 부합하여 공동체의 가치관이 약

화되고 개인주의와 쾌락주의가 확산되면서 증가한다.55)

2. 경제적 가치로 환원된 노인

자본주의 정신은 모든 대상을 교환가치로 환원하고, 이윤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둔

다. 그리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명확히 구별한 후 후자를 감금시키려는 전략적 태

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합리성의 범주에는 시장가치(경제적 가치), 효율, 계산성 

등의 개념이, 비합리성의 범주에는 온정, 비효율, 비계산성 등을 포함하는데 후자는 '

쓸모없는 것', '배제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간주되고 이들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들, 공간들이 발생한다.56)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이러한 시대적 사조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생명의 절대적 가

치마저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심에 노인들이 있

다. 노인은 '비경제 활동인구이며, 비생산적인 집단이고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취급되

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곧 낭비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은 '낭비적 존재'라

는 사고가 의식 속에 만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바틴(Margaret Pabst Battin)은 자살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면서 자살이 사회에 

손실을 가져 오는 경우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대비시켜 설명한바 있다. 

그 중 자살이 사회에 이익을 가져 오는 경우는 첫째, 자살이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

킬 때, 그리고 둘째, 사회에 직접적 이익이 될 때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사회적 부담

이란 개인적 입장에서 가족경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이며, 사회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55) 심현주, "한국사회의 자살: 윤리적 문제," 『생명연구』 제11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08), 8-9
쪽.

56) 김왕배, op. cit.,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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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57) 

한국사회는 앞서 이미 지적한 대로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맞물려 노인부양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

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인 노년부양비는 15.0이며, 이는 생산가능인

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58)

<표 6>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백명당)

1990 2000 2010 2016 2019 2020 2030 2040

노년부양비1) 7.4 10.1 15.0 18.2 20.6 21.7 37.7 56.7

노령화지수2) 20.0 34.3 67.7 100.7 119.0 125.9 213.8 314.8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3) 13.5 9.9 6.6 5.5 4.9 4.6 2.7 1.8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2010 고령자통계"

이러한 현상은 노인부양의식 및 가족의 부양가능성 약화로 이어지도록 이끌고 있

다. 또한 2009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12조 391억원으로 전체 의료

비 39조 4,300억원의 30.5%를 차지하였으며, 2009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전

년에 비해 14.8% 증가하였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59)

57) Margaret Pabst. Battin, Ethical Issues in Suicide, University of Utah, 1995, pp. 101-103; 심현주, 
op. cit., p. 9에서 재인용.

58) 통계청, 『2010 고령자 통계』, 2010, 13쪽.
59) Ibid., p. 18.

<표 7>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p)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의료비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590 350,366 394,296 12.5

노인의료비 43,723 51,097 60,556 73,931 90,813 104,904 120,391 14.8

구성비 21.3 22.9 24.4 25.9 28.2 29.9 30.5 0.6

  주 : 노인의료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심사실적 기준의 요양급여비임

자료 : 통계청 "2010 고령자통계"

이는 바틴이 지적하듯이 사회적 비용의 소요를 증가시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 스스로가 젊은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도록 만들며 스스로 생명을 단축할 자살동기를 제공60)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자본주의 및 물질만능주의의 폐단이면서 동시에 공리주의

적 사고의 만연이 뒷받침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살에 대하여 '옳다' 또

는 '그르다'라는 양분적 판단을 거부한다. 자살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며, 그 결

과가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진다. 곧 누군가의 자

살이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의 자살은 옳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

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가 된다. 이런 공리주의적 견해는 사회적 다원주의와 연결

되어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사회에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으

며, 생존력이 강해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자살률

에 있어 80세 이상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이런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의 경향이 만연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열심히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이들의 마지막 삶의 단

계가 사회적 협력과 통합 속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사회적 구조 속에 깊이 스며든 자본주의 정신과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의 기저로 

인하여 노년의 삶을 생명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환원 가치로 취급하도록 이끌었다. 

60) 한국자살예방협회,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연구』 2008,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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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비해 14.8% 증가하였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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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통계청, 『2010 고령자 통계』, 2010, 13쪽.
59)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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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80세 이상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이런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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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열심히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이들의 마지막 삶의 단

계가 사회적 협력과 통합 속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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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한국자살예방협회,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연구』 2008,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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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 쓰고 쓸모없어진 노인'들은 가치가 없다고 용인되어 스스로 또는 사회적

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막다른 길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3. 책임 있는 인간관계의 붕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으로부터 

의심할 여지없이 분배된 책임이다.61) 즉 나(자신)-너(타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중

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구조적 현상은 이 책임의 역학관계

가 붕괴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책임윤리의 부재현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

아가는 존재이다. 서구철학은 주체중심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공동체적

인 윤리가 취약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계를 

통해 형성된 관계 중심의 존재이다. 인간(人間)이란 말을 풀이해 보면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인간이란 말 자체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함께 더

불어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62)

한국사회에서는 "우리"의식과 "정(情)"이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틀로 작용하고 있다.63) 이는 효(孝)와 장유유서(長幼有序) 등 유교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의 현상이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기본 윤리지침으로 삼고 있

는데, 이 삼강오륜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도덕규범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君爲臣

綱·父爲子綱·夫爲婦綱). 오륜은 인간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들을 말한다. '군주와 신하

', '아비와 자식', '남편과 아내', '어른과 젊은이'(elder and younger brother), '친구

61) 베른하르트 헤링, 『의료윤리』 이동익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120쪽.
62) 박원빈, "자살에 대한 타자신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5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213

쪽.
63)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대외심포지움』 Vol. 1993. No. 

3, (한국심리학회, 1993), 5쪽.

와 친구' 사이를 말한다(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이 관계들에

서는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64)

이러한 유교적 가치가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 가치로 작동하여 

왔고, 그 유산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이러한 가치

는 급속히 와해되어, 유교적 가치로서의 가족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들이 '주체적 

나'로의 독립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위해(특히 부모부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가치와 태도가 강하

게 분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인층은 매우 역동적인 '소용돌이'의 삶을 살아 온 세대이

다. 가족집단주의에 자신을 정체화시킨 세대로서 효와 경로사상의 규범에 의해 사회

화 되어 그들의 부모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의 부양을 담당했었고, 자식을 위해 기꺼

이 희생한 세대이다.65) 그러나 오늘날 이 노인층은 지난날 자신들이 짊어졌던 책임

적 관계의 호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노후 준비가 미약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61%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8%

는 자녀(친척) 도움이나 정부(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61.0%)의 경우 ‘준비할 능력 없음’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도 39.5%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부

분이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6) 하지만 

정작 이 세대를 부양해야 할 자녀세대는 대부분이 부양에 대한 책임을 국가 및 사

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67)하고 있다.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의존성이 증가하고, 독립적인 삶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64) 권순구, "신학과 윤리에서의 관계개념," 『신학과목회』 Vol. 13. (영남신학대학교, 1999), 220-221쪽.
65) 김왕배, op. cit., p. 216.
66) 통계청, 『2010 고령자통계』, 2010, 28-29쪽.
6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부모부양의 책임은 국가 40.9%, 자기자신 

40.2%, 가족과 자녀는 18.7%였으며,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부양의 책임은 선 가족, 후 국가지원 56.1%, 
가족, 국가 동등책임 28.5%, 가족 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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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 쓰고 쓸모없어진 노인'들은 가치가 없다고 용인되어 스스로 또는 사회적

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막다른 길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3. 책임 있는 인간관계의 붕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으로부터 

의심할 여지없이 분배된 책임이다.61) 즉 나(자신)-너(타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중

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구조적 현상은 이 책임의 역학관계

가 붕괴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책임윤리의 부재현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

아가는 존재이다. 서구철학은 주체중심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공동체적

인 윤리가 취약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계를 

통해 형성된 관계 중심의 존재이다. 인간(人間)이란 말을 풀이해 보면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인간이란 말 자체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함께 더

불어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62)

한국사회에서는 "우리"의식과 "정(情)"이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틀로 작용하고 있다.63) 이는 효(孝)와 장유유서(長幼有序) 등 유교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의 현상이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기본 윤리지침으로 삼고 있

는데, 이 삼강오륜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도덕규범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君爲臣

綱·父爲子綱·夫爲婦綱). 오륜은 인간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들을 말한다. '군주와 신하

', '아비와 자식', '남편과 아내', '어른과 젊은이'(elder and younger brother), '친구

61) 베른하르트 헤링, 『의료윤리』 이동익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120쪽.
62) 박원빈, "자살에 대한 타자신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5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213

쪽.
63)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대외심포지움』 Vol. 1993. No. 

3, (한국심리학회, 1993), 5쪽.

와 친구' 사이를 말한다(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이 관계들에

서는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64)

이러한 유교적 가치가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 가치로 작동하여 

왔고, 그 유산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이러한 가치

는 급속히 와해되어, 유교적 가치로서의 가족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들이 '주체적 

나'로의 독립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위해(특히 부모부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가치와 태도가 강하

게 분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인층은 매우 역동적인 '소용돌이'의 삶을 살아 온 세대이

다. 가족집단주의에 자신을 정체화시킨 세대로서 효와 경로사상의 규범에 의해 사회

화 되어 그들의 부모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의 부양을 담당했었고, 자식을 위해 기꺼

이 희생한 세대이다.65) 그러나 오늘날 이 노인층은 지난날 자신들이 짊어졌던 책임

적 관계의 호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노후 준비가 미약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61%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8%

는 자녀(친척) 도움이나 정부(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61.0%)의 경우 ‘준비할 능력 없음’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도 39.5%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부

분이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6) 하지만 

정작 이 세대를 부양해야 할 자녀세대는 대부분이 부양에 대한 책임을 국가 및 사

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67)하고 있다.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의존성이 증가하고, 독립적인 삶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64) 권순구, "신학과 윤리에서의 관계개념," 『신학과목회』 Vol. 13. (영남신학대학교, 1999), 220-221쪽.
65) 김왕배, op. cit., p. 216.
66) 통계청, 『2010 고령자통계』, 2010, 28-29쪽.
6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부모부양의 책임은 국가 40.9%, 자기자신 

40.2%, 가족과 자녀는 18.7%였으며,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부양의 책임은 선 가족, 후 국가지원 56.1%, 
가족, 국가 동등책임 28.5%, 가족 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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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가족의 왜곡된 부양의식이나 일방적인 

버림(현대적 고려장),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및 지지부족 등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결

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선 설명이 노인 당사자가 아닌 그 외적 차원의 책임을 주로 설명하였다면 레비

나스(Emmanuel Levinas)는 노인 당사자의 책임을 부각시켜 책임적 인간관계를 설

명하며 자살의 논의를 전개한다. 레비나스는 '나'라는 주체는 내가 타자에 무한한 책

임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됨으로 온전해 진다고 하였다. 레비나스는 자살 자체를 

윤리적으로 모순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타자에 무한한 책임을 짊어짐으

로 온전한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자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주체가 스스로 죽기로 선택하는 순간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은 '무한한 무책임

(supreme irresponsibility)으로 변질된다고 말한다. 즉 "죽는다는 것은 무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레비나스에게 책임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렇듯 레비나스는 역설

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주체가 누리는 자유만을 생각했을 때 망각하기 쉬운 타인에 

대한 책임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68)

레비나스의 이러한 논거는 자살문제에 대한 책임의 관계를 나-나(자살 당사자), 

타자-사회(사회구조 및 (변화)병리현상)의 구도를 나-타자(사회)의 연결구도로 확장해 

주어 자살 이해의 통전성을 확보하게 한다. 결국 노인자살의 문제는 노인 당사자(자

살 시도자 및 자살 시행자) 개인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라 할 것이다.

68) Emmanuel Levinas, Time and the Other, trans. by Richard A. Cohen (Pittsburgh : Duquesne 
Unniversity Press, 1987); 박원빈, op. cit., pp. 216-217에서 재인용.

4. 자율성의 신화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autonomy)의 

개념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권마저 허용한다. 인간의 존재 근거를 신에

게 두는 신학적 인간관에 비추어 보면, 인간에게는 자기 임의대로 생명을 단축시키

거나 종결시킬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세속 윤리는 그렇지 않다. 각자 자율적

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69) 그리하여 인본주

의 윤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서 

개인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결정에 대해 도덕적 근거를 밝힐 의무가 없다."70) 이러한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네카(Seneca)는 자살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

지혜로운 자는 항상 인생의 질을 고려하며 만약 삶에 있어서 갈등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수많은 사건이 있으면 자살을 한다. 그리고 자살을 할 수 있는 권

리는 그의 특권이다"71)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고상한 

행위"라고 말했다.72) 또한 흄(D. Hume)은 "자살은 인간을 다시 그 본래의 타고난 

자유에로 환원시키는 것"73)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양재섭과 구미정(2006)은 기독교 윤리로 볼 때, 자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은 '자유'에 대한 오해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 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여,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69) 양재섭⋅구미정, "물화된 죽음으로서의 자살,"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의료윤리

교육학회, 2006), 38쪽.
70) 구인회, "현대인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와 그 도덕적 문제," 『철학탐구』 제16집, (중앙대학교부설 중앙

철학연구소, 2004), 71쪽.
71) 이미식, 『자살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4쪽에

서 재인용.
72) 김정우,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리스도교 윤리』 (김포: 위즈앤비즈, 2009), 303쪽.
73) 이미식, op. cit., p. 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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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가족의 왜곡된 부양의식이나 일방적인 

버림(현대적 고려장),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및 지지부족 등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결

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선 설명이 노인 당사자가 아닌 그 외적 차원의 책임을 주로 설명하였다면 레비

나스(Emmanuel Levinas)는 노인 당사자의 책임을 부각시켜 책임적 인간관계를 설

명하며 자살의 논의를 전개한다. 레비나스는 '나'라는 주체는 내가 타자에 무한한 책

임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됨으로 온전해 진다고 하였다. 레비나스는 자살 자체를 

윤리적으로 모순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타자에 무한한 책임을 짊어짐으

로 온전한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자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주체가 스스로 죽기로 선택하는 순간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은 '무한한 무책임

(supreme irresponsibility)으로 변질된다고 말한다. 즉 "죽는다는 것은 무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레비나스에게 책임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렇듯 레비나스는 역설

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주체가 누리는 자유만을 생각했을 때 망각하기 쉬운 타인에 

대한 책임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68)

레비나스의 이러한 논거는 자살문제에 대한 책임의 관계를 나-나(자살 당사자), 

타자-사회(사회구조 및 (변화)병리현상)의 구도를 나-타자(사회)의 연결구도로 확장해 

주어 자살 이해의 통전성을 확보하게 한다. 결국 노인자살의 문제는 노인 당사자(자

살 시도자 및 자살 시행자) 개인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라 할 것이다.

68) Emmanuel Levinas, Time and the Other, trans. by Richard A. Cohen (Pittsburgh : Duquesne 
Unniversity Press, 1987); 박원빈, op. cit., pp. 216-217에서 재인용.

4. 자율성의 신화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autonomy)의 

개념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권마저 허용한다. 인간의 존재 근거를 신에

게 두는 신학적 인간관에 비추어 보면, 인간에게는 자기 임의대로 생명을 단축시키

거나 종결시킬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세속 윤리는 그렇지 않다. 각자 자율적

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69) 그리하여 인본주

의 윤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서 

개인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결정에 대해 도덕적 근거를 밝힐 의무가 없다."70) 이러한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네카(Seneca)는 자살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

지혜로운 자는 항상 인생의 질을 고려하며 만약 삶에 있어서 갈등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수많은 사건이 있으면 자살을 한다. 그리고 자살을 할 수 있는 권

리는 그의 특권이다"71)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고상한 

행위"라고 말했다.72) 또한 흄(D. Hume)은 "자살은 인간을 다시 그 본래의 타고난 

자유에로 환원시키는 것"73)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양재섭과 구미정(2006)은 기독교 윤리로 볼 때, 자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은 '자유'에 대한 오해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 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여,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69) 양재섭⋅구미정, "물화된 죽음으로서의 자살,"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의료윤리

교육학회, 2006), 38쪽.
70) 구인회, "현대인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와 그 도덕적 문제," 『철학탐구』 제16집, (중앙대학교부설 중앙

철학연구소, 2004), 71쪽.
71) 이미식, 『자살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4쪽에

서 재인용.
72) 김정우,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리스도교 윤리』 (김포: 위즈앤비즈, 2009), 303쪽.
73) 이미식, op. cit., p. 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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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그것이 결코 신을 배제한 채 인간이 자의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율은 아니라

고 하였다. 결국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자유란 '자살할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모든 생명이 신에게 속해 있다고 보는 신학적 관점에서는 남의 생

명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해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74)

이에 대하여 헤링(Bernard Hἂring)은 "생명은 인간의 자유와 공동책임에 맡겨져 

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독단적 주인이 아니고 신(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관리하는 존재이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은약(恩約)

의 윤리를 사는 으뜸가는 증거이며,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책임성 있게 전수하며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참된 유일신(唯一神) 사상의 표현이고, 우리 모두는 한 신

(하나님) 아래서 한 가족임을 드러내는 표지"75)라고 하였다.

결국 인간은 자기 생명의 독립적인 주인이 아니라 신(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된 관

리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곧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까지 처분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다는 것이다.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충실한 관리자로서 인간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속의 윤리와 기독교윤리는 현상적 대립구도를 피할 수 없겠지

만, 현 시대의 자살 및 노인자살은 세속의 윤리가 날개를 달아준 자율성의 신화가 

빚어낸 모양새일 것이다. 

5. 결론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자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노인자살의 증가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사회적 인식과 노인은 어차

74) 디이트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양재섭⋅구미정, op. cit., 
p. 40에서 재인용.

75) B. 헤링, 『자유와 충실: 사제와 신자들을 위한 윤리신학』 (서울: 바오로딸, 1996), 28쪽.

피 '죽을 존재'라는 의식이 이러한 현상을 불러 왔다. 따라서 학계는 물론 사회 각 

계층도 이 노인자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만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오고 있으며, 노인자살의 문제는 

사회의 유지와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자살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도전이며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인자살 증가 현

상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그리고 그 현상의 이면 속에서 자살의 동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윤리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요인들이 노인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적 동인

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급속한 사회의 변동이 

개인주의를 팽배케 하였고, 이는 곧 노인의 이기적 자살로 이어지게 하였다. 둘째,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자본주의 정신과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노년의 삶을 존엄한 

생명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켰다. 이는 결국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

는 인식을 낳게 하여 노인의 삶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인 '효'를 근거로 작동되어 오던 사회의 관계망이 와해되어 유교적 가치

로서의 가족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들이 '주체적인 나'로 독립을 꾀하며 지난날 

유지되었던 사회 교환적 책임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지지기반이 붕괴된 노인들

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의 개념이 결국 인간에게 자

신의 생명마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즉, 살고 죽는 것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속의 윤리가 날개를 달아준 '자율

성의 신화'가 결국 노인의 자살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그 중 하나

는 현상분석에 그치고 있어 노인자살의 예방과 대안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예방과 대책 강구를 위한 기반마련에 중요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연

구에 양분을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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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그것이 결코 신을 배제한 채 인간이 자의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율은 아니라

고 하였다. 결국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자유란 '자살할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모든 생명이 신에게 속해 있다고 보는 신학적 관점에서는 남의 생

명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해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74)

이에 대하여 헤링(Bernard Hἂring)은 "생명은 인간의 자유와 공동책임에 맡겨져 

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독단적 주인이 아니고 신(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관리하는 존재이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은약(恩約)

의 윤리를 사는 으뜸가는 증거이며,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책임성 있게 전수하며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참된 유일신(唯一神) 사상의 표현이고, 우리 모두는 한 신

(하나님) 아래서 한 가족임을 드러내는 표지"75)라고 하였다.

결국 인간은 자기 생명의 독립적인 주인이 아니라 신(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된 관

리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곧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까지 처분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다는 것이다.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충실한 관리자로서 인간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속의 윤리와 기독교윤리는 현상적 대립구도를 피할 수 없겠지

만, 현 시대의 자살 및 노인자살은 세속의 윤리가 날개를 달아준 자율성의 신화가 

빚어낸 모양새일 것이다. 

5. 결론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자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노인자살의 증가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사회적 인식과 노인은 어차

74) 디이트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양재섭⋅구미정, op. cit., 
p. 40에서 재인용.

75) B. 헤링, 『자유와 충실: 사제와 신자들을 위한 윤리신학』 (서울: 바오로딸, 1996), 28쪽.

피 '죽을 존재'라는 의식이 이러한 현상을 불러 왔다. 따라서 학계는 물론 사회 각 

계층도 이 노인자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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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양분을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고령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이영성 l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최근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아직은 혼돈스러운 상태이다. 고령화에 뒤

따르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 가운데에서 고령화가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

도, 노동생산성, 노동자 1인당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에 걸친 광역시·도의 자료

를 활용하여 생산함수와 생산성함수를 추정한 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는 조금 올라가지만,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경제에 적지 않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를 활성화해서 노동자1인당 자본축적이 더

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긴

요하다.

키워드 : 고령화, 지역경제, 지역내 총생산, 노동생산성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이영성2)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3권 제7호 2008. 12 
2) 소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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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령화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통계청

(2005)은 1980년에 총인구의 3.8% 였던 고령인구가 2030년에는 24.1%, 2050년에

는 37.3%나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빠른 고령화는 우리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는 시･군･

구, 읍･면･동의 쇠퇴를 진단하는 핵심지표로서 알려져 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 도시재생사업단, 2008). 그러나 고령화가 과거의 쇠퇴를 반영하는 단순한 결과인

지 아니면 앞으로의 쇠퇴를 예견할 수 있는 원인인지에 따라서 정책수단은 크게 다

르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장기

적인 성장에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욱 모른다.

고령화에 따른 변화는 소비와 생산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료산업과 보험업 등

이 성장하는 반면에 유아용 산업이 조금씩 활력을 잃는 것이 하나의 보기이다. 후자

는 생산요소 투입량, 생산성, 생산량에 나타나는 변화이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중

요하지만, 소비패턴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더라도 제한된 자원(생산요소)을 효율

적으로 활용해서(생산성) 높은 부가가치(생산량)를 창출하는 곳이 번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생산측면의 변화에 주목한다.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는 불가피하게 감소해서 노동투입량이 감

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거나 발전하려면 노동자 1인당 생

산량을 높여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좌우하는 핵심은 노동자 1인당 자본결

합도와 노동생산성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령화가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와 노

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동자1인당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존 논의는 혼돈스러울 뿐 아니라 그러한 논의를 도시･지역에 적

용한 엄밀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화와 지역경제

단위: 만명(%)

구분 총인구 6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1980년 3,812  146(3.8) 2,372(62.2)

2005년 4,728  437(9.24) 3,369(71.3)

2020년 4,996  782(15.7) 3,584(71.7)

2030년 4,933 1,190(24.1) 3189(64.6)

2050년 4,235 1,579(37.3) 2,276(53.7)

자료: 통계청(2005)

<표 1> 우리나라 인구 추계

고령화사회가 우선 부딪치는 난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이

다. 표 1은 통계청(2005)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

년에 정점을 찍은 뒤에 2030년에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렇지만 고령인구가 400여 만 명이나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반대로 400

여 만 명 감소한다. 2050년에는 더욱 충격적이다. 2020년보다 총인구는 760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800만명 증가하는데, 생산가능인구는 1300만명이나 감소한다.

그에 따라 노동투입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의 생산능력은 노동과 자본으로 대변되는 생산요소 투입량과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자본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만 고령화시대에는 자본축적의 원천인 저축이 감소해

서 투자가 쉽지 않다. 소득이 감소한 고령인구가 잔존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는 힘들다.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데에 막대한 자원이 들어

가서 사회전체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해지기 쉽다. 86개국의 패널 자료를 이

용한 최공필 외(2005)에 따르면 노년부양비가 1% 상승할 때 총저축률은 약 0.89%, 

총투자율은 약 0.2%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대비 2020년의 저축율이 

11.8%, 투자율이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최공필 외, 2005). 김영준(2006)

에서는 2002년에 27.6%인 민간저축율이 2030년에는 고령화 때문에17.4%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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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와 노동생산성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령화가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와 노

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동자1인당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존 논의는 혼돈스러울 뿐 아니라 그러한 논의를 도시･지역에 적

용한 엄밀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화와 지역경제

단위: 만명(%)

구분 총인구 6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1980년 3,812  146(3.8) 2,372(62.2)

2005년 4,728  437(9.24) 3,369(71.3)

2020년 4,996  782(15.7) 3,584(71.7)

2030년 4,933 1,190(24.1) 3189(64.6)

2050년 4,235 1,579(37.3) 2,276(53.7)

자료: 통계청(2005)

<표 1> 우리나라 인구 추계

고령화사회가 우선 부딪치는 난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이

다. 표 1은 통계청(2005)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

년에 정점을 찍은 뒤에 2030년에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렇지만 고령인구가 400여 만 명이나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반대로 400

여 만 명 감소한다. 2050년에는 더욱 충격적이다. 2020년보다 총인구는 760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800만명 증가하는데, 생산가능인구는 1300만명이나 감소한다.

그에 따라 노동투입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의 생산능력은 노동과 자본으로 대변되는 생산요소 투입량과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자본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만 고령화시대에는 자본축적의 원천인 저축이 감소해

서 투자가 쉽지 않다. 소득이 감소한 고령인구가 잔존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는 힘들다.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데에 막대한 자원이 들어

가서 사회전체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해지기 쉽다. 86개국의 패널 자료를 이

용한 최공필 외(2005)에 따르면 노년부양비가 1% 상승할 때 총저축률은 약 0.89%, 

총투자율은 약 0.2%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대비 2020년의 저축율이 

11.8%, 투자율이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최공필 외, 2005). 김영준(2006)

에서는 2002년에 27.6%인 민간저축율이 2030년에는 고령화 때문에17.4%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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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인과 의존하는 노인의 저축

율은 다르게 나타났다(Yashiro, 1997). 우리나라 역시 노인 가구 가운데 상당 수가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저축율 하락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감소하는 노동력을 상쇄하기 위해 자본투입을 늘리면 한계수익체감의 법칙에 의

해 추가되는 자본 1단위당 수익성이 하락한다(Yashiro, 1997). 한계자본 수익성의 

하락 때문에 기업은  자본투입을 더욱 늘리는데 주저할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연령이 올라간

다. 변화를 갈구하는 패기있는 젊은 층이 조직에서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변화를 꺼

리는 보수적인 연령층이 늘어난다. 사회전체적으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고, 활력

이 떨어져서 혁신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신동균, 2005). 

고령인구가 일하고 싶어도 경험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고령화사회

의 그늘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경제적 보상 및 안

정성이 떨어지는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박삼옥, 진종헌, 구양미, 2008). 

고령인구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 부족은 고령자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적인 생

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고령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가 본격화될 무렵에는 고령자와 젊은 인력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낮다. 그런데 고령

화가 심화되면서 대체탄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사회전체적으로 노동자당 평균

산출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Guest(2007)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령간 대체탄력

성 개선에 따른 효과만으로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최대 30% 이상 증가(대체탄력

성이 비탄력적일 때와 비교해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호주 노동시장의 연

령간 대체탄력성이 매우 낮고, 대체탄력성이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전

제 아래 구한 추정치이다.

연령간 대체탄력성이 높아지려면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젊은 

노동자가 줄어들어 생기는 빈자리에 고령노동자를 투입하기를 꺼리는 것은 고령노동

자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인식때문이다.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이 더 좋거나 낮지 않다

고 믿을 수 있다면 대체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다.

Maxime Fougere 외(2008)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적응능력에 주목한다. 고

령화가 심화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한 탓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고령자가 될 때를 내다보고 자기개발에 힘쓴 젊은 인력이 중년과 노년으로 

넘어갈 무렵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월할 수 있다(Fougere 외, 2008)는 것을 일반균형모형으로 보여주였다. 예전에는 

65세나 그 전에 은퇴할 것을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고령자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도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부

분이 젊을 때부터 노후의 경제활동을 절박하게 준비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

된다는 논리이다.

고령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지막 근거는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의 상승이

다. 고령화 때문에 실질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 자체로도 노동자당 자본투입량이 높

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자본과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즉 자본이 상대적

으로 저렴해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1인당 자본투입량을 늘리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노동투입량 감소를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신동균, 2005, Yashiro, 1997).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산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가 몰고 올 변화의 단초는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이지만, 그에 따른 파장을 보는 시각은 다르다. 선행연구에서 나

타나는 논란속에 이 논문의 3장에서는 고령화가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을 저해시켰

는지 (혹은 촉진시켰는지), 4장에서는 고령화가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하락시켰는

지(혹은 향상시켰는지), 5장에서는 두 가지 영향을 종합할 때 고령화가 노동자 1인

당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광역시･도자료를 이용하여 규명하고, 시사점

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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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인과 의존하는 노인의 저축

율은 다르게 나타났다(Yashiro, 1997). 우리나라 역시 노인 가구 가운데 상당 수가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저축율 하락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감소하는 노동력을 상쇄하기 위해 자본투입을 늘리면 한계수익체감의 법칙에 의

해 추가되는 자본 1단위당 수익성이 하락한다(Yashiro, 1997). 한계자본 수익성의 

하락 때문에 기업은  자본투입을 더욱 늘리는데 주저할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연령이 올라간

다. 변화를 갈구하는 패기있는 젊은 층이 조직에서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변화를 꺼

리는 보수적인 연령층이 늘어난다. 사회전체적으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고, 활력

이 떨어져서 혁신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신동균, 2005). 

고령인구가 일하고 싶어도 경험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고령화사회

의 그늘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경제적 보상 및 안

정성이 떨어지는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박삼옥, 진종헌, 구양미, 2008). 

고령인구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 부족은 고령자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적인 생

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고령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가 본격화될 무렵에는 고령자와 젊은 인력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낮다. 그런데 고령

화가 심화되면서 대체탄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사회전체적으로 노동자당 평균

산출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Guest(2007)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령간 대체탄력

성 개선에 따른 효과만으로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최대 30% 이상 증가(대체탄력

성이 비탄력적일 때와 비교해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호주 노동시장의 연

령간 대체탄력성이 매우 낮고, 대체탄력성이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전

제 아래 구한 추정치이다.

연령간 대체탄력성이 높아지려면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젊은 

노동자가 줄어들어 생기는 빈자리에 고령노동자를 투입하기를 꺼리는 것은 고령노동

자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인식때문이다.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이 더 좋거나 낮지 않다

고 믿을 수 있다면 대체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다.

Maxime Fougere 외(2008)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적응능력에 주목한다. 고

령화가 심화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한 탓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고령자가 될 때를 내다보고 자기개발에 힘쓴 젊은 인력이 중년과 노년으로 

넘어갈 무렵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월할 수 있다(Fougere 외, 2008)는 것을 일반균형모형으로 보여주였다. 예전에는 

65세나 그 전에 은퇴할 것을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고령자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도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부

분이 젊을 때부터 노후의 경제활동을 절박하게 준비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

된다는 논리이다.

고령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지막 근거는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의 상승이

다. 고령화 때문에 실질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 자체로도 노동자당 자본투입량이 높

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자본과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즉 자본이 상대적

으로 저렴해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1인당 자본투입량을 늘리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노동투입량 감소를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신동균, 2005, Yashiro, 1997).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산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가 몰고 올 변화의 단초는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이지만, 그에 따른 파장을 보는 시각은 다르다. 선행연구에서 나

타나는 논란속에 이 논문의 3장에서는 고령화가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을 저해시켰

는지 (혹은 촉진시켰는지), 4장에서는 고령화가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하락시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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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광역시･도자료를 이용하여 규명하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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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와 노동자1인당 자본결합도

1. 모형설정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가 고령화에 의해 영향받는다면 노동자 1인당 자본

결합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을 만들어야 한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인 식(1)에서 A(T)t, Qt, Lt, Kt는 각각 t시점의 총요소생산

성, 지역내 총생산, 노동투입량, 자본스톡이다1).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일 때 양변을 

Lt로 나누면 식(2)를 얻는다. 이영성(2008)에서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생산함수는 

규모의 수익불변이었다. 좌변은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다. 우변의 (K/L)t은 t기의 노

동자 1인당 자본결합정도, A(L)t는 t기의 노동생산성이다. 고령화가 (K/L)t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식(2)를 식(3)을 거쳐 식(4)로 변형할 수 있다. 그것

은 102을 [(10/2)x2]2 = [(10/2)1.51037x23.136886] 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수학적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β1과 β2의 조합이 여러 개 있지만, 통계적으로

는 종속변수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값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식(4)에 자연로그

를 취하면 식(5)가 된다. t-1기의 고령인구비율(Ot-1)이 t기의 노동자 1인당 자본결

합도 즉 (K/L)t에 영향을 미친다면, t기와 t-1기의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의 비율

인 CKLt =(K/L)t / (K/L)t-1 이 바뀐다. 식(6)은 CKLt을 설명하는 방정식이다.

(K/L)t-1은 t-1기 말에는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외생변수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식(5)와 식(6)을 하나의 구조방정식으로 추정한다.

Qt=At(T)LtαKtβ                          (1)

(Q/L)t=At(L)(K/L)tβ                      (2) 

(Q/L)t=At(L)�






�
� �K/L��t��
� �K/L��t - 1��

 �K/L��t - 1��
�ž

          (3)

(Q/L)t=At(L)�






�
� �K/L��t��
� �K/L��t - 1��

�
�ž1

� �K /L��ž2��t - 1         (4)

ln(Q/L)t=lnAt(L)+β1ln(CKL)t+β2ln(K/L)t-1   (5)

ln(CKL)t=β3+β4lnPt-1+β5lnOt-1

+β6ln(K/L)t-1+β7(K/L)t-1                    (6)

식(6)은 일반적인 투자결정모형을 따라 설정하였다. 경제력을 뜻하는 t-1기의 노

동자 1인당 생산량((Q/L)t-1)이 높을수록 투자여력이 높으므로, 이 변수의 계수값은 

양수이어야 한다. (Q/L)t-1의 계수는 t-1기의 생산요소투입량인 (K/L)t-1이 표본평균

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Q/L)t-1이 1%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몇 %변화하는지를 보

여주는 것이므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에서 생산요소 투입량에 의해 결정된 부분을 

빼고 생산성에 의한 영향을 보여준다. 생산성이 높을 때 투자여력이 높으므로 

(Q/L)t-1의 계수가 양수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 (Q/L)t-1이 표본 평균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요

소투입량((K/L)t-1)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생산이 

비효율적이면 자본이 더 느리게 축적되기 때문에 (K/L)t-1의 계수는 음수가 나와야 

한다.

식(6)에서 인구는 노동자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가족의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 1

인당 피부양 가족이 더 많으면 자본축적은 그만큼 더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 

Pt-1 (t-1기의 인구)의 계수는 음수가 나와야 한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t-1기의 고

령화인구(Ot-1)의 계수는 고령화가 자본축적을 저해한다면 음수가, 자본축적을 촉진

한다면 양수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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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법과 결과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시･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울산광역시는 

1998년에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일관된 

분석을 위해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포함시켰다. 총표본은 180개이다. 광역시･도 

자료의 최대 장점은 경제변수 중에서 추정하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자본스톡을 통

계청이 제공한다는 점이다(산정방법은 이영성(2008) 참조). 자본스톡 자료가 없으면 

연구의 핵심 개념인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를 산정할 수 없다. 시･군･구에서는 자

본스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쉽지 않다.

식(5)와 (6)은 3SLS(3 Stage-Least-Squares)로 추정했다. CKLt를 매개로 하는

동시성(simultaneity)이 존재하고, 두 식간의 cross-equation correlation이 -0.82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SLS는 2SLS (2Stage-Least-Squares)의

GLS(Generalized-Least- Squares)라고 할 수 있다. 패널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누락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별, 시간대별 더미변수를 포함시켜 추정하였지만,

오히려 변수들의 계수값이 이론적인 예상값과 너무 다르게 나타났다. Parks 모형을 

추정을 할 때에도 이영성(2008)과 달리 계수 값이 납득하기 힘들만큼 이론과 다르

게 나타났다. 따라서 패널자료에서 고정효과모형보다는 확률효과모형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모형의 확률효과모형은 시간대별, 지역별 오차를 반영한 GLS 이므로,

3SLS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SLS는 구조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개별 방정식의 R2값

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제공하는 식(5)와 (6)의system - weighted R2값은 

0.727이었다.

변수 추정값 Pr > |t|
절편 -0.27344 0.2145

ln(CKLt) 2.68747 <.0001
ln(K/L)t 0.761681 <.0001

<표 2> 식(5)에 대한 추정결과(종속변수:lnQ)

변수 추정값 Pr > |t|
절편 0.418 <.0001

ln(전년도 총인구) -0.051 0.0013
ln(고령화인구) 0.056 0.0011

ln(Q/L)t-1 0.335 <.0001
ln(K/L)t-1 -0.305 <.0001

<표 3> 식(6)에 대한 추정결과(종속변수:lnCKLt)

표2에서는 CKLt(노동자1인당 자본결합정도의 년간 변화율)가 1% 증가하면 노동

자 1인당 생산량이 2.687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에서는 고령인구가 

1% 증가하면 CKLt (노동자1인당 자본결합정도의 년간 변화율)은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가 올

라가서 나타나는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효과는 0.151% (2.68747x0.056158)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1% 증가할 때 자본축적이 증가하는 속도는 매우 미미

했다.

4.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1. 모형설정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먼저 노동생산성을 추출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은 식(5)에서 At(L)다. 노동생산량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1인당 자본결합

정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생산량에서 생산요소가 

기여한 부분(즉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가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노

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가 동일해도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다. 노동생산성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식(5)를 식(7)로 변형한 뒤에, 식(5)의 추정결과에서 얻은 β1과 β2의 추정값을 

식(7)에 대입하여 lnAt(L)을 구하였다. 여기서는 lnAt(L)을 종속변수로 하는 식(8)

을 추정하여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는 이영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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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법과 결과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시･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울산광역시는 

1998년에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일관된 

분석을 위해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포함시켰다. 총표본은 180개이다. 광역시･도 

자료의 최대 장점은 경제변수 중에서 추정하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자본스톡을 통

계청이 제공한다는 점이다(산정방법은 이영성(2008) 참조). 자본스톡 자료가 없으면 

연구의 핵심 개념인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를 산정할 수 없다. 시･군･구에서는 자

본스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쉽지 않다.

식(5)와 (6)은 3SLS(3 Stage-Least-Squares)로 추정했다. CKLt를 매개로 하는

동시성(simultaneity)이 존재하고, 두 식간의 cross-equation correlation이 -0.82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SLS는 2SLS (2Stage-Least-Squares)의

GLS(Generalized-Least- Squares)라고 할 수 있다. 패널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누락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별, 시간대별 더미변수를 포함시켜 추정하였지만,

오히려 변수들의 계수값이 이론적인 예상값과 너무 다르게 나타났다. Parks 모형을 

추정을 할 때에도 이영성(2008)과 달리 계수 값이 납득하기 힘들만큼 이론과 다르

게 나타났다. 따라서 패널자료에서 고정효과모형보다는 확률효과모형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모형의 확률효과모형은 시간대별, 지역별 오차를 반영한 GLS 이므로,

3SLS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SLS는 구조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개별 방정식의 R2값

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제공하는 식(5)와 (6)의system - weighted R2값은 

0.727이었다.

변수 추정값 Pr > |t|
절편 -0.27344 0.2145

ln(CKLt) 2.68747 <.0001
ln(K/L)t 0.761681 <.0001

<표 2> 식(5)에 대한 추정결과(종속변수:lnQ)

변수 추정값 Pr > |t|
절편 0.418 <.0001

ln(전년도 총인구) -0.051 0.0013
ln(고령화인구) 0.056 0.0011

ln(Q/L)t-1 0.335 <.0001
ln(K/L)t-1 -0.305 <.0001

<표 3> 식(6)에 대한 추정결과(종속변수:lnCKLt)

표2에서는 CKLt(노동자1인당 자본결합정도의 년간 변화율)가 1% 증가하면 노동

자 1인당 생산량이 2.687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에서는 고령인구가 

1% 증가하면 CKLt (노동자1인당 자본결합정도의 년간 변화율)은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가 올

라가서 나타나는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효과는 0.151% (2.68747x0.056158)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1% 증가할 때 자본축적이 증가하는 속도는 매우 미미

했다.

4.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1. 모형설정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먼저 노동생산성을 추출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은 식(5)에서 At(L)다. 노동생산량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1인당 자본결합

정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생산량에서 생산요소가 

기여한 부분(즉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가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노

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가 동일해도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다. 노동생산성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식(5)를 식(7)로 변형한 뒤에, 식(5)의 추정결과에서 얻은 β1과 β2의 추정값을 

식(7)에 대입하여 lnAt(L)을 구하였다. 여기서는 lnAt(L)을 종속변수로 하는 식(8)

을 추정하여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는 이영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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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방법이다.

lnAt= ln(Q/L)t - β1ln(CRKL)t - β2ln(K/L)t-1  (7)

lnAt=f(고령화, 도시화경제, 규모의 경제, 지역화경제, 노동시장, 독점정도, 인적자

본, 지방정부의 투자적 지출, 산업구조, 사고)           (8)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이용했다. 인구의 계수는 도시화경제가 있다면 양

수이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근로자수와 사업체수를 함께 넣었

다. (사업체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수가 많을 수록, (근로자수가 통제된 상태

에서) 사업체수가 적을 수록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수의 계수는 양수,

사업체수의 계수는 음수이어야 한다.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모여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지역화경제는 식(9)와 같은 특성화지수로 측정했다(Henderson 외,2001). 

수식(9)는 i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과 동일하면 0, 하나의 특정 산업으로만 이루어

져 있으면 1에 가깝게 된다. 이 값을 그대로 쓰면 계수 값이 지나치게 커져서 100

을 곱하여 사용했다. 지역화경제가 있다면 계수는 양수가 나와야 한다(이영성,

2008). 

   (9)

Becker(1992) 이후 많이 논의된 인적자본은 총인구 대비 대졸자 비율로 측정했

다. 그런데 통계청은 1995년, 2000년, 2005년 자료만을 제공한다. 중간년도의 대졸

자 비율은 1995년과 2000년(혹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년평균 변화율을 적용

하여 계산하였다. 20006년의 경우에는 2005년과 2000년 사이의 년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였다. 인적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대졸자 비율의 계수는 양수가 나와

야 한다.

사업서비스와 금융업은 다른 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이므로, 투자적 지

출은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계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한다. 사고

를 당하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상사 비율의 계수는 

음수이어야 한다. 임시직 종사직을 도입한 것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든다면 계수

값이 양수가 되겠지만, 임시직 종사자에게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못해서 

노동시장을 왜곡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이영성, 2008).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존재

할 때의 효과이다. 독점적인 기업의 효과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Romer(1986)와 경쟁이 더 바람직하다는 Glaeser(1992)로 학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이상의 변수를 넣어서 식(8)을 추정할 때 비율(%)의 형태가 아닌 변수는 모두 자

연로그를 취했다. 기초통계치를 보여주는 표 4에서 ln이 붙은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

했다는 뜻이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ln(인구수) 14.77 0.73 13.16 16.2
ln(고령화인구수) 12.13 0.7 10.43 13.6
ln(종사자수) 13.42 0.77 11.86 15.2
ln(사업체수) 11.93 0.7 10.43 13.5
ln(특성화지수값) -0.21 1.003 -3.12 1.75
총인구에서 교통사고사상자 비율(%) 0.82 0.212 0.45 1.37
총종사자수가운데임시직 종사자 비율(%) 8.61 1.97 4.77 14.5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5.17 3.07 0 17.1

총인구에서 고학력자 비율(%) 10.31 3.97 4.14 23.9
지방정부총지출에서 투자적 지출의 비율(%) 72.31 7.67 51.7 89.8
총종사자수 가운데 사업서비스･금융업 종사자 비율(%) 0.74 0.13 0.5 1.14

<표 4> 변수들의 기초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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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방법이다.

lnAt= ln(Q/L)t - β1ln(CRKL)t - β2ln(K/L)t-1  (7)

lnAt=f(고령화, 도시화경제, 규모의 경제, 지역화경제, 노동시장, 독점정도, 인적자

본, 지방정부의 투자적 지출, 산업구조, 사고)           (8)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이용했다. 인구의 계수는 도시화경제가 있다면 양

수이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근로자수와 사업체수를 함께 넣었

다. (사업체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수가 많을 수록, (근로자수가 통제된 상태

에서) 사업체수가 적을 수록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수의 계수는 양수,

사업체수의 계수는 음수이어야 한다.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모여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지역화경제는 식(9)와 같은 특성화지수로 측정했다(Henderson 외,2001). 

수식(9)는 i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과 동일하면 0, 하나의 특정 산업으로만 이루어

져 있으면 1에 가깝게 된다. 이 값을 그대로 쓰면 계수 값이 지나치게 커져서 100

을 곱하여 사용했다. 지역화경제가 있다면 계수는 양수가 나와야 한다(이영성,

2008). 

   (9)

Becker(1992) 이후 많이 논의된 인적자본은 총인구 대비 대졸자 비율로 측정했

다. 그런데 통계청은 1995년, 2000년, 2005년 자료만을 제공한다. 중간년도의 대졸

자 비율은 1995년과 2000년(혹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년평균 변화율을 적용

하여 계산하였다. 20006년의 경우에는 2005년과 2000년 사이의 년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였다. 인적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대졸자 비율의 계수는 양수가 나와

야 한다.

사업서비스와 금융업은 다른 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이므로, 투자적 지

출은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계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한다. 사고

를 당하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상사 비율의 계수는 

음수이어야 한다. 임시직 종사직을 도입한 것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든다면 계수

값이 양수가 되겠지만, 임시직 종사자에게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못해서 

노동시장을 왜곡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이영성, 2008).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존재

할 때의 효과이다. 독점적인 기업의 효과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Romer(1986)와 경쟁이 더 바람직하다는 Glaeser(1992)로 학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이상의 변수를 넣어서 식(8)을 추정할 때 비율(%)의 형태가 아닌 변수는 모두 자

연로그를 취했다. 기초통계치를 보여주는 표 4에서 ln이 붙은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

했다는 뜻이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ln(인구수) 14.77 0.73 13.16 16.2
ln(고령화인구수) 12.13 0.7 10.43 13.6
ln(종사자수) 13.42 0.77 11.86 15.2
ln(사업체수) 11.93 0.7 10.43 13.5
ln(특성화지수값) -0.21 1.003 -3.12 1.75
총인구에서 교통사고사상자 비율(%) 0.82 0.212 0.45 1.37
총종사자수가운데임시직 종사자 비율(%) 8.61 1.97 4.77 14.5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5.17 3.07 0 17.1

총인구에서 고학력자 비율(%) 10.31 3.97 4.14 23.9
지방정부총지출에서 투자적 지출의 비율(%) 72.31 7.67 51.7 89.8
총종사자수 가운데 사업서비스･금융업 종사자 비율(%) 0.74 0.13 0.5 1.14

<표 4> 변수들의 기초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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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법과 결과

식(8)은 3장과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 (지역과 시간대마다 더미변수를 설정하는)

이원고정(Two Way Fixed)효과 모형으로 추정했다. 고정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F-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했기 때문이다(F-값: 9.02, p-값<0.0001). 더

미변수 가운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지만, F-검정에서 고정효과가 강하게 나온다는 

지역별･시간별 더미변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 효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더미변수를 빼고 추정하면 지역별･시간대별 고유효과를 대변하

는 더미변수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오차 때문에 계수값이 크게 바뀌었다. 추정결과는 

표5에 나와 있다. 더미변수들이 고유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모든 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서 제외하였다.

노동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종사자수와 

사업체수이다. 사업체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사자수가 1% 늘어나면 노동생

산성은 1.64%, 종사자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사업체수가 1% 감소하면(예컨대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없는사업체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노동생산성은 1.18% 향상되

었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고찰한 이영성(2008)보다 계수값이 더 크다.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음수로 나왔으

며, 유의했다. 지역내에서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의 경제가 커지는 것은 노동생산성

을 향상시키지만, 그 규모의 경제가 특정한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면 오히려 부정

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상자비율과 지방정부총지출에서 투자적 지출

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측한 것과 부호로 같았다.

도시화경제의 원천은 크게 3가지이다. 도시가 클수록 수요가 커서 생산에서 규모

의 경제가 나타나고, 자산간의 대체탄력성이 높아서 급격한 경기변동에도 자산가치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고(Helsley & Strange, 1991), 풍

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학습효과가 혁신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고찰한 이영성(2008)에서는 도시화경제를 나타내는 인

구가 유의했지만, 표 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총요소생

산성의 원천 가운데 지역 차원이 아닌 노동생산성과 관련있는 위의 세 번째 요소 

즉 학습효과가 힘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 추정치 p-값

절편 -1.97 0.51
ln(인구) 0.33 0.56
ln(고령화인구) -0.87 0.06
ln(종사자수) 1.64 <.0001
ln(사업체수) -1.18 <.0001
ln(특성화지수값) 0.048 0.144
총인구에서 교통사고사상자 비율 -0.22 0.017
총종사자수가운데 임시직 종사자 비율 0.0057 0.53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0.029 0.0003
총인구에서 고학력자 비율 -0.001 0.77
지방정부총지출에서 투자적 지출의 비율 0.004 0.052
총종사자수 가운데 사업서비스･금융업 종사자 비율 -0.31 0.21

R2: 0.7554

<표 5> 식(8)에 대한 추정결과

지역화경제를 나타내는 특성화지수의 계수도 비슷하다.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모

여 있으면 기업은 숙련노동자를, 노동자는 고용기회를 찾기 쉬워서 탐색비용

(matching-cost)을 줄일 수 있다.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사용하는 중간재는 비슷해

서, 중간재 생산 기업이 중간재를 대량으로 납품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

문에 중간재 구매원가가 내려갈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생산기

술, 경영, 시장예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종의 학습효과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Eberts and McMillen, 1999). 이영성

(2008)에서는 특성화지수가 유의했는데, 여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역

화경제의 원천 가운데 노동생산성과 관련있는 세번째 요소 즉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학력자 비율이 유의하지 않아서 지역사회에 대학졸업자가 많아도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그 지식을 폭넓게 교류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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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법과 결과

식(8)은 3장과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 (지역과 시간대마다 더미변수를 설정하는)

이원고정(Two Way Fixed)효과 모형으로 추정했다. 고정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F-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했기 때문이다(F-값: 9.02, p-값<0.0001). 더

미변수 가운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지만, F-검정에서 고정효과가 강하게 나온다는 

지역별･시간별 더미변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 효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더미변수를 빼고 추정하면 지역별･시간대별 고유효과를 대변하

는 더미변수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오차 때문에 계수값이 크게 바뀌었다. 추정결과는 

표5에 나와 있다. 더미변수들이 고유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모든 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서 제외하였다.

노동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종사자수와 

사업체수이다. 사업체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사자수가 1% 늘어나면 노동생

산성은 1.64%, 종사자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사업체수가 1% 감소하면(예컨대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없는사업체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노동생산성은 1.18% 향상되

었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고찰한 이영성(2008)보다 계수값이 더 크다.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음수로 나왔으

며, 유의했다. 지역내에서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의 경제가 커지는 것은 노동생산성

을 향상시키지만, 그 규모의 경제가 특정한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면 오히려 부정

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상자비율과 지방정부총지출에서 투자적 지출

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측한 것과 부호로 같았다.

도시화경제의 원천은 크게 3가지이다. 도시가 클수록 수요가 커서 생산에서 규모

의 경제가 나타나고, 자산간의 대체탄력성이 높아서 급격한 경기변동에도 자산가치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고(Helsley & Strange, 1991), 풍

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학습효과가 혁신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고찰한 이영성(2008)에서는 도시화경제를 나타내는 인

구가 유의했지만, 표 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총요소생

산성의 원천 가운데 지역 차원이 아닌 노동생산성과 관련있는 위의 세 번째 요소 

즉 학습효과가 힘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 추정치 p-값

절편 -1.97 0.51
ln(인구) 0.33 0.56
ln(고령화인구) -0.87 0.06
ln(종사자수) 1.64 <.0001
ln(사업체수) -1.18 <.0001
ln(특성화지수값) 0.048 0.144
총인구에서 교통사고사상자 비율 -0.22 0.017
총종사자수가운데 임시직 종사자 비율 0.0057 0.53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0.029 0.0003
총인구에서 고학력자 비율 -0.001 0.77
지방정부총지출에서 투자적 지출의 비율 0.004 0.052
총종사자수 가운데 사업서비스･금융업 종사자 비율 -0.31 0.21

R2: 0.7554

<표 5> 식(8)에 대한 추정결과

지역화경제를 나타내는 특성화지수의 계수도 비슷하다.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모

여 있으면 기업은 숙련노동자를, 노동자는 고용기회를 찾기 쉬워서 탐색비용

(matching-cost)을 줄일 수 있다.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사용하는 중간재는 비슷해

서, 중간재 생산 기업이 중간재를 대량으로 납품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

문에 중간재 구매원가가 내려갈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생산기

술, 경영, 시장예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종의 학습효과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Eberts and McMillen, 1999). 이영성

(2008)에서는 특성화지수가 유의했는데, 여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역

화경제의 원천 가운데 노동생산성과 관련있는 세번째 요소 즉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학력자 비율이 유의하지 않아서 지역사회에 대학졸업자가 많아도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그 지식을 폭넓게 교류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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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김지영･이영성(2008)과 비슷한 결과이다. 김지영･이영성(2008)에서는 인

적자본의 외부효과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했지만, 그 크기는 매우 미미했다. 즉 지

역내 고학력자가 1% 증가하면 노동자의 (경제가 효율적일 때에는 생산성을 대변한

다고 알려져 있는) 임금이 불과 0.04% 밖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성(2008)은 총요소생산성에 고학력자 비율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에 관한 이 논문의 결과와 함께 생각하면 의

미를 좀 더 뚜렷하게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추론은 추정결과를 놓고 사후적

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 엄밀하게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4장의 핵심 변수인 고령화 인구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0.8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에서 구한 생산함수와 성장회계법을 이용하면 고령화인구가 

1% 증가할 때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변화분은 식(10)으로 구할 수 있다. 전년도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의 변화분은 “0"이다. 3장의 결과에 따르면 식(10)에서 고

령인구가 1% 증가할 때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는 0.056158% 증가하였다. 이를 

식 (10)에 대입하면 식(11)의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1% 증가하면 노동

자 1인당 생산량은 0.7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변화분(%)

= 노동생산성변화분(%) + 2.68747x노동자1인당자본결합도 변화분(%) 

  + 0.761681x전년도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 변화분(%)      (10)

--> -0.87% + 2.68747x0.056158% = -0.87%+ 0.151% = -0.719%       (11) 

5. 종합과 시사점

고령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를 파악하고, 고령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가늠하는 일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고

령화는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는 미미하게 증가시키지만,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상당히 하락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고령화가 도시･지역 쇠퇴의 결과가 아닌 원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폭보다 더욱 크게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

소하는 시점에 이르면 (그에 따라 총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시점에 이르면), 부

정적인 효과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고령화시대의 경제력 하락을 막으려면 총종사자수의 감소부터 막아야 한다. 표5에

서 보듯이 총종사자수의 하락은 노동생산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앞으

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와 고령노동자의 대

체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

고, 고령노동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령노동자가 젊은 노동

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따라 나이 많은 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가 사회 깊숙이 베어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의 일자리 확대가 사회적 갈등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젊은 세대와 고령 세

대가 공존하여 사회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와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구조조정 역시 고령화시대에 지역경제가 번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표

5에서처럼 통제변수인 종사자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체수

가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성이 낮은 업체가 사라

지고, 생산성이 높은 업체가 커나가면서 고용자수를 늘리는 혹독한 구조조정의 고통

을 감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서로 간에 지식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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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김지영･이영성(2008)과 비슷한 결과이다. 김지영･이영성(2008)에서는 인

적자본의 외부효과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했지만, 그 크기는 매우 미미했다. 즉 지

역내 고학력자가 1% 증가하면 노동자의 (경제가 효율적일 때에는 생산성을 대변한

다고 알려져 있는) 임금이 불과 0.04% 밖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성(2008)은 총요소생산성에 고학력자 비율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에 관한 이 논문의 결과와 함께 생각하면 의

미를 좀 더 뚜렷하게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추론은 추정결과를 놓고 사후적

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 엄밀하게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4장의 핵심 변수인 고령화 인구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0.8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에서 구한 생산함수와 성장회계법을 이용하면 고령화인구가 

1% 증가할 때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변화분은 식(10)으로 구할 수 있다. 전년도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의 변화분은 “0"이다. 3장의 결과에 따르면 식(10)에서 고

령인구가 1% 증가할 때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는 0.056158% 증가하였다. 이를 

식 (10)에 대입하면 식(11)의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1% 증가하면 노동

자 1인당 생산량은 0.7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변화분(%)

= 노동생산성변화분(%) + 2.68747x노동자1인당자본결합도 변화분(%) 

  + 0.761681x전년도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 변화분(%)      (10)

--> -0.87% + 2.68747x0.056158% = -0.87%+ 0.151% = -0.719%       (11) 

5. 종합과 시사점

고령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를 파악하고, 고령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가늠하는 일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고

령화는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는 미미하게 증가시키지만,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상당히 하락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고령화가 도시･지역 쇠퇴의 결과가 아닌 원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폭보다 더욱 크게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

소하는 시점에 이르면 (그에 따라 총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시점에 이르면), 부

정적인 효과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고령화시대의 경제력 하락을 막으려면 총종사자수의 감소부터 막아야 한다. 표5에

서 보듯이 총종사자수의 하락은 노동생산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앞으

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와 고령노동자의 대

체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

고, 고령노동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령노동자가 젊은 노동

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따라 나이 많은 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가 사회 깊숙이 베어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의 일자리 확대가 사회적 갈등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젊은 세대와 고령 세

대가 공존하여 사회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와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구조조정 역시 고령화시대에 지역경제가 번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표

5에서처럼 통제변수인 종사자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체수

가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성이 낮은 업체가 사라

지고, 생산성이 높은 업체가 커나가면서 고용자수를 늘리는 혹독한 구조조정의 고통

을 감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서로 간에 지식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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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간의 학습효과를 높여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생산성에 도시화경제, 지역화경제, 인적자본이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식공유와 학습효과를 통한 혁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효과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실리콘 밸리를 

비롯하여 혁신적인 도시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다. 물론 이

에 관해서는 엄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에 반응해서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의 향상이 미미하다는 점은 매

우 아쉬운 대목이다. 아마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자본축적이 원활하도록 정

책적인 배려가 있어여 할 것이다.

고령자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기업과 우리 사회를 구조조정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

조정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고령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었

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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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간의 학습효과를 높여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생산성에 도시화경제, 지역화경제, 인적자본이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식공유와 학습효과를 통한 혁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효과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실리콘 밸리를 

비롯하여 혁신적인 도시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다. 물론 이

에 관해서는 엄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에 반응해서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의 향상이 미미하다는 점은 매

우 아쉬운 대목이다. 아마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자본축적이 원활하도록 정

책적인 배려가 있어여 할 것이다.

고령자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기업과 우리 사회를 구조조정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

조정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고령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었

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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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일반연산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지역 성장과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이를 토대로 하여 교

육 및 연구개발 투자가 이러한 고령화 경제 손실을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는 지

를 평가하였다. 전통적인 지역간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지역 연령계층별 교육의 노

동생산성 기여도 분석과 통합함으로써 지역 고등 교육 투자의 미시·거시 경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고령화 효과의 분석 기간은 예시적으로 2006년-2020

년의 1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별 인구연령별 노동생산성과 소비 특성이 모

형에 반영됨으로써 지역의 인구 구성 변화가 국가 및 지역경제에 동태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1.94%~2.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5%의 교육 투자를 최소한 8년간 증대시킨다면, 고

령화의 부정적인 지역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효과는 고령화 추세와 지역간 인구 이동, 고등 교육의 노동생산성 기여도,

20-30대 노동력 공급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제어 : Aging; CGE model; Regional Economic Growth

고령화의 지역경제 효과

-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 정책을 중심으로1) -

김의준2)

1) 본 원고의 초안은 2012년 8월21일-25일 슬로바키아 브라스틸라바(Bratislava, Slovakia)의 the 52nd 
European Congress of the RSAI에 발표되었음

2) 소속: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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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65+) to those of working age (15

–64) in Korea is expected to rise from 11% in 2008 to an estimated 23% in 

2030.  Dealing with this reality presents a unique challenge for the 

government, as the welfare programs typically used to alleviate these 

socio-economic problems—such as public pension payments, medical insurance 

benefits, and public assistance for the low-income classes—are in need of 

rapid expansion, and yet tax revenue is on the decline (Chun, 2006).  

Population transitions have been known to generate negative economy-wide 

effects.  For example, the Royal Bank of Scotland announced that Korea’s 

potential growth would decrease from 4.2% in 2011 to 3.1% by 2023, with 

the labor force projected to shrink from 2016 onward. The current account 

could remain at the current level of 2.4% until 2018, start to decline from 

then on, and turn into deficit by 2034, adding that this deficit would reach 4 

per cent of GDP by 2050.

At the turn of this century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gun to 

implement remedial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ir aging populations.  

These measures, however, failed to incorporate the same risk-averse systems 

for engaging population aging at urban and regional levels as that of national 

levels.  Even though budgetary imbalances and fiscal burdens may be less 

pertinent to local governments, the economic impacts of such demographic 

changes should be accounted for at the regional level because there is both 

causality between structural variations in regional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For example, the migration of retirees and outflows of working age 

groups result in structural changes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ectors, in 

particular health, finance and insurance, and real estate markets.

As such, we ought to be concerned with how an aging population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s through a decrease 

in labor force size and declining saving-investment rates.  Awareness of this 

issue, must lead us to ask the following.  How do economic transformations 

depend o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s?  How do population aging trends 

differently impact developed and stagnant regions?  What major reforms 

might compensate for the labor shortfalls brought about by an aging 

population, how might these reforms work to improve labor productivities?  

Finally, how much of an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s required to offset 

the effect of a shrinking labor force?

H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s on economic losses from the population aging using an 

Interregional CGE Model of Korea.  The ICGE model was developed in 

order to analyze three industrial sectors of two major Korean region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the rest of Korea (ROK).  The industrial 

sectors under consideration have been classified as primary (i.e.,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min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Of the 

regions, the SMA accounted for roughly 47% of the national population and 

over 80% of all major enterprise headquarters, while only accounting for 12% 

of Korea’s territory.  The model accounts for the behaviors of the economic 

agents of six producers, two regional households, two regional governments, a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policy simulations from 

the ICGE model can identify how an aging population has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disparity for 15 period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se economic losses could be compensated by educational 

investments on 20–29 age cohort.  This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1) 

the economic activities for the regional age groups of the SMA and ROK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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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in terms of expenditures and incomes; (2) the economic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s on regional economies as a measure for the aging 

issue are calibrated with reviewing previous works and developing the ICGE 

model for Korea; and, (3)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summary of the 

approa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2.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The 60+ age groups in Korea have grown in population share by 6.5% 

over the last two decades, while the younger age cohorts (i.e., 0-9, 10-19, 

and 20-29) experienced a 5–8% decline during that same time period.  As a 

result, the median population age has shifted from 10–19 in 1985 to the 30

–39 age cohort in 2005, thereby increasing the population’s average age 

from 33.3 years old in 1995 to 35.6 years old in 2005.  These trends are 

much more pronounced in the ROK as compared to the SMA. In 2005, the 

ROK’s population by age peaked at the 40–49 age cohort in contrast to the 

30–39 age group of the SMA.  The difference in peak age group between 

SMA and ROK is possibly caused by migration of young population into 

SMA since mid-1970s.  SMA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in the 20-29, 

30-39 and 40-49 age cohorts since mid-1970s while ROK’s young age 

cohorts including the 20-29, 30-39 and 40-49 age cohorts decreased in the 

same time periods.  The ROK’s average ages in both 1995 and 2005 (34.1 

and 36.6 years old) are also higher than that of the SMA’s (32.3 and 34.5 

years ol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MA has avoided the perils of an 

aging population, however, as it too has seen its 40–49, 50–59 and 60–69 

age cohorts’ population increase dramatically (by 56.4% , 44.2%, 64.5%, 

respectively) from 1995 to 2005 while its young age population in between 0 

and 29 have decreased since 1990s.  Inde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40–

49 age cohort will become the SMA’s peak age cohort in the near future. 

Nationwid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peaked at the 40–49 age 

cohort in 2008, with a nearly 80% participation rate; more broadly, the 30–

59 age cohorts are the most active age groups in the 2008 labor market (see 

table 2-1).  The slight decrease in economic participation by the 20–29 age 

cohort since the 1990s may be partially explained by an increased emphasis 

on higher education.  Other age groups evidenced a decreased level of 

economic participation: from the dramatic 11.9% to 6.5% decline for the 15

–19 age group to the more subtle decline of the 60+ age cohort from 2000 

to 2008.  Interestingly, the SMA showed lower economic participation for the 

50–59 and 60+ age cohorts compared to ROK. On the other hand, the 

SMA’s 20–29 age cohort shows higher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is may suggest more job opportunities are to be found here than the ROK. 



인
구

고
령

화
와

 지
역

사
회

323

discussed in terms of expenditures and incomes; (2) the economic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s on regional economies as a measure for the aging 

issue are calibrated with reviewing previous works and developing the ICGE 

model for Korea; and, (3)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summary of the 

approa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2.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The 60+ age groups in Korea have grown in population share by 6.5% 

over the last two decades, while the younger age cohorts (i.e., 0-9, 10-19, 

and 20-29) experienced a 5–8% decline during that same time period.  As a 

result, the median population age has shifted from 10–19 in 1985 to the 30

–39 age cohort in 2005, thereby increasing the population’s average age 

from 33.3 years old in 1995 to 35.6 years old in 2005.  These trends are 

much more pronounced in the ROK as compared to the SMA. In 2005, the 

ROK’s population by age peaked at the 40–49 age cohort in contrast to the 

30–39 age group of the SMA.  The difference in peak age group between 

SMA and ROK is possibly caused by migration of young population into 

SMA since mid-1970s.  SMA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in the 20-29, 

30-39 and 40-49 age cohorts since mid-1970s while ROK’s young age 

cohorts including the 20-29, 30-39 and 40-49 age cohorts decreased in the 

same time periods.  The ROK’s average ages in both 1995 and 2005 (34.1 

and 36.6 years old) are also higher than that of the SMA’s (32.3 and 34.5 

years ol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MA has avoided the perils of an 

aging population, however, as it too has seen its 40–49, 50–59 and 60–69 

age cohorts’ population increase dramatically (by 56.4% , 44.2%, 64.5%, 

respectively) from 1995 to 2005 while its young age population in between 0 

and 29 have decreased since 1990s.  Inde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40–

49 age cohort will become the SMA’s peak age cohort in the near future. 

Nationwid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peaked at the 40–49 age 

cohort in 2008, with a nearly 80% participation rate; more broadly, the 30–

59 age cohorts are the most active age groups in the 2008 labor market (see 

table 2-1).  The slight decrease in economic participation by the 20–29 age 

cohort since the 1990s may be partially explained by an increased emphasis 

on higher education.  Other age groups evidenced a decreased level of 

economic participation: from the dramatic 11.9% to 6.5% decline for the 15

–19 age group to the more subtle decline of the 60+ age cohort from 2000 

to 2008.  Interestingly, the SMA showed lower economic participation for the 

50–59 and 60+ age cohorts compared to ROK. On the other hand, the 

SMA’s 20–29 age cohort shows higher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is may suggest more job opportunities are to be found here than the ROK.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324

<Table 2-1>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by Age Cohort (Unit: 1000 persons, %)

Age cohort over 15 years 

ol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Participation   Rate 

(%)

1990 2000 2008 1990 2000 2008 1990 2000 2008

Nation

15–19 4,378 3,769 3,238 639 450 210 14.6 11.9 6.5 
20–29 7,153 7,474 6,584 4,673 4,831 4,172 65.3 64.6 63.4 
30–39 6,803 8,467 8,248 5,142 6,355 6,194 75.6 75.1 75.1 
40–49 5,023 6,903 8,353 3,959 5,457 6,681 78.8 79.1 80.0 
50–59 3,931 4,360 6,091 2,846 2,987 4,382 72.4 68.5 71.9 
60– 3,600 5,213 7,084 1,282 1,989 2,665 35.6 38.2 37.6 
Total 30,887 36,186 39,598 18,539 22,069 24,303 60.0 61.0 61.4 

SMA

15–19 1,807 1,671 1,574 335 236 124 18.5 14.1 7.9 
20–29 3,589 3,703 3,613 2,464 2,472 2,366 68.7 66.8 65.5 
30–39 3,157 4,239 4,371 2,375 3,185 3,288 75.2 75.1 75.2 
40–49 2,179 3,267 4,198 1,661 2,565 3,356 76.2 78.5 79.9 
50–59 1,363 1,915 2,897 905 1,252 2,064 66.4 65.4 71.2 
60– 1,119 1,910 2,935 295 563 937 26.4 29.5 31.9 
Subtotal 13,215 16,705 19,588 8,035 10,275 12,133 60.8 61.5 61.9 

ROK

15–19 2,571 2,098 1,664 304 214 86 11.8 10.2 5.2 
20–29 3,564 3,771 2,971 2,209 2,359 1,806 62.0 62.6 60.8 
30–39 3,646 4,228 3,877 2,767 3,170 2,906 75.9 75.0 75.0 
40–49 2,844 3,636 4,155 2,298 2,892 3,325 80.8 79.5 80.0 
50–59 2,568 2,445 3,194 1,941 1,735 2,318 75.6 71.0 72.6 
60– 2,481 3,303 4,149 987 1,426 1,728 39.8 43.2 41.6 
Subtotal 17,672 19,481 20,010 10,504 11,794 12,170 59.4 60.5 60.8 

Source: Retrieved from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B  

The average household consumption according to age cohort saw a similar 

inverted U-shaped pattern as that of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in that 

consumption and income both peak for the 40–49 age cohort and then 

decreases sharply for the 60+ age group (see Table 2-2).  On average, a 

household spends about 80 percent of its income, but the 40–49 age cohort 

and 60+ age cohort evidence relatively higher expenditure/income ratios.  For 

instance, cohorts under the age of 40 earn 90% of the 40–49 age group’s 

salary, yet they consume only about 85% of the 40–49 age cohort’s 

expenditure.  The 60+ age cohort’s expenditure/income ratio is similar to the 

40–49 age cohort.  Expenditures for the 50–59 age cohort consisted of 75% 

for goods and services and the remaining 25% spent on taxes, pension, social 

security and public insurances; other age groups, however, spent 80% and 

20%, respectively.  Both the under 40 and 40–49 age cohorts allocated more 

money towards service related expenditures, such as cultural activities, 

entertainment, dining, education, and personal insurance, while spending a 

relatively lower portion of their total expenses towards health and primary 

industry related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60+ age cohort allocated 

significantly more money towards primary industry, housing (including water 

and energy), and health related expenditures (see table 2-2). 

<Table 2–2> Monthly Consumption by Sector (Unit: US$, %)

39 or less 40–49 50–59 60+ Average

Total Consumption 2,794 3,233 2,920 1,779 2,782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78.0 78.2 75.1 78.5 77.5
– Primary Industry Produces 9.9 10.0 10.2 15.9 10.7
– Manufacturing Products 6.1 5.6 5.7 5.0 5.7
– Housing, water, energy 10.8 9.3 9.7 13.9 10.3
– Health 4.9 4.0 4.9 9.5 5.1
– Transportation 10.0 8.7 10.5 9.5 9.6
– Telecommunication 4.7 4.7 5.3 4.3 4.8
– Services 31.6 35.8 28.8 20.4 31.3

Other Consumption (Tax, Pension) 22.0 21.8 24.9 21.5 22.5

Koreans receive their income from a variety of sources: wage, self–

employed income, capital income, transfers and irregular incomes (see table 

2-3). Income from employee salaries constitutes the largest monetary source 

for all age groups; however, its percentage for overall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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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by Age Cohort (Unit: 1000 persons, %)

Age cohort over 15 years 

ol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Participation   Rate 

(%)

1990 2000 2008 1990 2000 2008 1990 2000 2008

Nation

15–19 4,378 3,769 3,238 639 450 210 14.6 11.9 6.5 
20–29 7,153 7,474 6,584 4,673 4,831 4,172 65.3 64.6 63.4 
30–39 6,803 8,467 8,248 5,142 6,355 6,194 75.6 75.1 75.1 
40–49 5,023 6,903 8,353 3,959 5,457 6,681 78.8 79.1 80.0 
50–59 3,931 4,360 6,091 2,846 2,987 4,382 72.4 68.5 71.9 
60– 3,600 5,213 7,084 1,282 1,989 2,665 35.6 38.2 37.6 
Total 30,887 36,186 39,598 18,539 22,069 24,303 60.0 61.0 61.4 

SMA

15–19 1,807 1,671 1,574 335 236 124 18.5 14.1 7.9 
20–29 3,589 3,703 3,613 2,464 2,472 2,366 68.7 66.8 65.5 
30–39 3,157 4,239 4,371 2,375 3,185 3,288 75.2 75.1 75.2 
40–49 2,179 3,267 4,198 1,661 2,565 3,356 76.2 78.5 79.9 
50–59 1,363 1,915 2,897 905 1,252 2,064 66.4 65.4 71.2 
60– 1,119 1,910 2,935 295 563 937 26.4 29.5 31.9 
Subtotal 13,215 16,705 19,588 8,035 10,275 12,133 60.8 61.5 61.9 

ROK

15–19 2,571 2,098 1,664 304 214 86 11.8 10.2 5.2 
20–29 3,564 3,771 2,971 2,209 2,359 1,806 62.0 62.6 60.8 
30–39 3,646 4,228 3,877 2,767 3,170 2,906 75.9 75.0 75.0 
40–49 2,844 3,636 4,155 2,298 2,892 3,325 80.8 79.5 80.0 
50–59 2,568 2,445 3,194 1,941 1,735 2,318 75.6 71.0 72.6 
60– 2,481 3,303 4,149 987 1,426 1,728 39.8 43.2 41.6 
Subtotal 17,672 19,481 20,010 10,504 11,794 12,170 59.4 60.5 60.8 

Source: Retrieved from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B  

The average household consumption according to age cohort saw a similar 

inverted U-shaped pattern as that of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in that 

consumption and income both peak for the 40–49 age cohort and then 

decreases sharply for the 60+ age group (see Table 2-2).  On average, a 

household spends about 80 percent of its income, but the 40–49 age cohort 

and 60+ age cohort evidence relatively higher expenditure/income ratios.  For 

instance, cohorts under the age of 40 earn 90% of the 40–49 age group’s 

salary, yet they consume only about 85% of the 40–49 age cohort’s 

expenditure.  The 60+ age cohort’s expenditure/income ratio is similar to the 

40–49 age cohort.  Expenditures for the 50–59 age cohort consisted of 75% 

for goods and services and the remaining 25% spent on taxes, pension, social 

security and public insurances; other age groups, however, spent 80% and 

20%, respectively.  Both the under 40 and 40–49 age cohorts allocated more 

money towards service related expenditures, such as cultural activities, 

entertainment, dining, education, and personal insurance, while spending a 

relatively lower portion of their total expenses towards health and primary 

industry related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60+ age cohort allocated 

significantly more money towards primary industry, housing (including water 

and energy), and health related expenditures (see table 2-2). 

<Table 2–2> Monthly Consumption by Sector (Unit: US$, %)

39 or less 40–49 50–59 60+ Average

Total Consumption 2,794 3,233 2,920 1,779 2,782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78.0 78.2 75.1 78.5 77.5
– Primary Industry Produces 9.9 10.0 10.2 15.9 10.7
– Manufacturing Products 6.1 5.6 5.7 5.0 5.7
– Housing, water, energy 10.8 9.3 9.7 13.9 10.3
– Health 4.9 4.0 4.9 9.5 5.1
– Transportation 10.0 8.7 10.5 9.5 9.6
– Telecommunication 4.7 4.7 5.3 4.3 4.8
– Services 31.6 35.8 28.8 20.4 31.3

Other Consumption (Tax, Pension) 22.0 21.8 24.9 21.5 22.5

Koreans receive their income from a variety of sources: wage, self–

employed income, capital income, transfers and irregular incomes (see table 

2-3). Income from employee salaries constitutes the largest monetary source 

for all age groups; however, its percentage for overall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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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s as average household age increases.  For instance, the 39 or less 

age cohort receives 71% of its income from employee wages, whereas the 

60+ age cohort receives only 41% from employment.  That the 40–49 age 

cohort receives their largest percentage of income from self-employment 

suggests that people begin to leave prior work at this age in favor of 

establishing their own personal businesses, and then frequently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altogether as they enter into the 60+ age cohort.  As such, the 

60+ age cohort depends on income transfers from pensions, unemployment 

benefits, social security, and government compensation for 28% of their 

income. 

<Table 2–3> Monthly Income by Source (Unit: US$, %)

39 or less 40–49 50–59 60+ Average

     Total Income 3,034 3,371 3,342 1,973 3,042 
     Regular Income 95.8 97.1 94.2 92.7 95.6

-Wage 71.2 63.4 62.5 40.5 63.1

-Income from Self–employed 
family member 18.0 27.6 25.5 22.1 23.7

-Property Income 0.2 0.4 0.6 1.7 0.5

-Transfer Received 6.5 5.7 5.5 28.4 8.2

    Irregular Income 4.2 2.9 5.8 7.3 4.4

In summary, the structural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age-earning 

profile and income sources are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both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n particular, as the growing aging 

population becomes less economically active, they are likely to become 

increasingly economically dependent.  This potential outcome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60+ age cohort depends significantly more on outside 

income (e.g., social security) than other age groups, while simultaneously 

possessing considerably lower overall income levels.  Non-wage income 

sources such as grown-up children, subsidies from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ccounts for over 50% of the total income of the 

60+ population.  Hen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elderly populations 

function before the combined effects of their dependency and increased 

longevity (due to higher life expectancy rates) acts as a damper on 

contemporary economic growth.

3. Simulation

1 Literature Review

In the past three decades, there has been much work done regarding the 

impact of changing demographics and aging populations have on national 

economies.  These have included various impact studies focusing on 

macroeconomic and public finance sectors using partial or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ugère et al, 2007).  Ye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egional impact analysis; that is until recently.  Park (2006) was among the 

first to combine a schematic structure of regional CGE models with an 

Overlapping Generation framework (OLG).  This integrated model was 

capable of quantifying the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and subsequent 

retirement migration, on both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es: including 

changes in factor input markets, spatial disparities, savings behavior, and 

retirement income. The key factor for this model was in specifying household 

behavior by age cohort over time.  The model assumed that each household 

maximized a time separable inter-temporal utility function in each period 

under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s; hence, the optimal solu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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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s as average household age increases.  For instance, the 39 or less 

age cohort receives 71% of its income from employee wages, whereas the 

60+ age cohort receives only 41% from employment.  That the 40–49 age 

cohort receives their largest percentage of income from self-employment 

suggests that people begin to leave prior work at this age in favor of 

establishing their own personal businesses, and then frequently retire from the 

labor market altogether as they enter into the 60+ age cohort.  As such, the 

60+ age cohort depends on income transfers from pensions, unemployment 

benefits, social security, and government compensation for 28% of their 

income. 

<Table 2–3> Monthly Income by Source (Unit: US$, %)

39 or less 40–49 50–59 60+ Average

     Total Income 3,034 3,371 3,342 1,973 3,042 
     Regular Income 95.8 97.1 94.2 92.7 95.6

-Wage 71.2 63.4 62.5 40.5 63.1

-Income from Self–employed 
family member 18.0 27.6 25.5 22.1 23.7

-Property Income 0.2 0.4 0.6 1.7 0.5

-Transfer Received 6.5 5.7 5.5 28.4 8.2

    Irregular Income 4.2 2.9 5.8 7.3 4.4

In summary, the structural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age-earning 

profile and income sources are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both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n particular, as the growing aging 

population becomes less economically active, they are likely to become 

increasingly economically dependent.  This potential outcome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60+ age cohort depends significantly more on outside 

income (e.g., social security) than other age groups, while simultaneously 

possessing considerably lower overall income levels.  Non-wage income 

sources such as grown-up children, subsidies from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ccounts for over 50% of the total income of the 

60+ population.  Hen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elderly populations 

function before the combined effects of their dependency and increased 

longevity (due to higher life expectancy rates) acts as a damper on 

contemporary economic growth.

3. Simulation

1 Literature Review

In the past three decades, there has been much work done regarding the 

impact of changing demographics and aging populations have on national 

economies.  These have included various impact studies focusing on 

macroeconomic and public finance sectors using partial or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ugère et al, 2007).  Ye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egional impact analysis; that is until recently.  Park (2006) was among the 

first to combine a schematic structure of regional CGE models with an 

Overlapping Generation framework (OLG).  This integrated model was 

capable of quantifying the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and subsequent 

retirement migration, on both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es: including 

changes in factor input markets, spatial disparities, savings behavior, and 

retirement income. The key factor for this model was in specifying household 

behavior by age cohort over time.  The model assumed that each household 

maximized a time separable inter-temporal utility function in each period 

under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s; hence, the optimal solu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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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ould be found in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between two 

periods equal to their relative prices. 

In 2007, Park and Hewings (2007a) elaborated upon the original study by 

analyzing the behavior of aging populations with respect to regional 

economies: specifically, the dynamic effects changing demographics had on 

the regional economies of Chicago and the rest of the United States.  

Similarly, Park and Hewings (2007b) we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increased immigration upon periods of population aging.  They 

found that, while wages were expected to fall due to the increased 

immigration, these same immigrants could provide the tax base necessary to 

continue to fund social security systems as well as increase the after-tax 

income of native workers.  This effect on social security funding would 

continue to be positive until 2050, when it was believed these immigrants 

would began to retire in significant numbers.  Park and Hewings (2007c), 

thus, sought out the optimal policy combinations necessary to account for 

changes in retirement age, reduced pension benefits, and increased levels of 

immigration.  They found that an influx of larger number of immigrants into 

the Chicago region combined with more generous pension benefit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more desirable outcomes, whereas an increase in the 

retirement age produced monotonically average welfare improvements.

In another study, Kim and Hewings (2010a)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on aging populations from an endogenous growth 

perspective.  They found that an endogenously determine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significantly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on regional economies.  Moreover, educational transfer systems were superior 

to money transfer systems in long-term growth of per-capita income, 

aggregate welfare, and the stabilization of factor prices; however, 

implementing an educational transfer system created a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quity of income and wealth.  In another study, Kim 

and Hewings (2010b) modified their previous model by incorporating the 

household’s intra-generational heterogeneity across race and migration status.  

Each agent was assumed to allocate his or her resources between 

consumption and savings, while also dividing available time between 

schooling and work for the duration of his or her life, so as to maximize 

total life-time welfare.  Their study revealed that upgrading the transmission 

channel of human capital stock from the older generat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was more preferable than direct employment policies for long-term 

effects on income and social welfare.  This would improve the native’s 

human capital stock, as well, due to the result of spillover effects.

Studies such as Kim and Hewings (2010a, 2010b, 2010c)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mpacts of an aging population, such as 

changes in retirement, shifts in immigration, demands for government 

subsidies, and continued education programming, hav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luctuations.  Their model succeeded in integrating a perfect 

foresight assumption for households with an optimization behavior for 

consumers and producers.  However, more work is needed regarding the 

specification of interregional economic interactions and the roles of financial 

sectors in the market.  With regard to the CGE model structure,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ICGE model of this paper and that of Kim 

and Hewings’ (2010a, 2010b), as they each are rooted in an elasticity 

structuralist CGE model of the neoclassical type.  Both models are dynamic, 

but the ICGE model follows an adaptive expectation for price inflation, 

whereas Kim and Hewings’ (2010a, 2010b) employs Auerbach and Kotlikoff’s 

OLG model to accommodate uncertainty and idiosyncratic risk.  Thi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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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ould be found in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between two 

periods equal to their relative prices. 

In 2007, Park and Hewings (2007a) elaborated upon the original study by 

analyzing the behavior of aging populations with respect to regional 

economies: specifically, the dynamic effects changing demographics had on 

the regional economies of Chicago and the rest of the United States.  

Similarly, Park and Hewings (2007b) we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increased immigration upon periods of population aging.  They 

found that, while wages were expected to fall due to the increased 

immigration, these same immigrants could provide the tax base necessary to 

continue to fund social security systems as well as increase the after-tax 

income of native workers.  This effect on social security funding would 

continue to be positive until 2050, when it was believed these immigrants 

would began to retire in significant numbers.  Park and Hewings (2007c), 

thus, sought out the optimal policy combinations necessary to account for 

changes in retirement age, reduced pension benefits, and increased levels of 

immigration.  They found that an influx of larger number of immigrants into 

the Chicago region combined with more generous pension benefit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more desirable outcomes, whereas an increase in the 

retirement age produced monotonically average welfare improvements.

In another study, Kim and Hewings (2010a)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on aging populations from an endogenous growth 

perspective.  They found that an endogenously determine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significantly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on regional economies.  Moreover, educational transfer systems were superior 

to money transfer systems in long-term growth of per-capita income, 

aggregate welfare, and the stabilization of factor prices; however, 

implementing an educational transfer system created a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quity of income and wealth.  In another study, Kim 

and Hewings (2010b) modified their previous model by incorporating the 

household’s intra-generational heterogeneity across race and migration status.  

Each agent was assumed to allocate his or her resources between 

consumption and savings, while also dividing available time between 

schooling and work for the duration of his or her life, so as to maximize 

total life-time welfare.  Their study revealed that upgrading the transmission 

channel of human capital stock from the older generat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was more preferable than direct employment policies for long-term 

effects on income and social welfare.  This would improve the native’s 

human capital stock, as well, due to the result of spillover effects.

Studies such as Kim and Hewings (2010a, 2010b, 2010c)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mpacts of an aging population, such as 

changes in retirement, shifts in immigration, demands for government 

subsidies, and continued education programming, hav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luctuations.  Their model succeeded in integrating a perfect 

foresight assumption for households with an optimization behavior for 

consumers and producers.  However, more work is needed regarding the 

specification of interregional economic interactions and the roles of financial 

sectors in the market.  With regard to the CGE model structure,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ICGE model of this paper and that of Kim 

and Hewings’ (2010a, 2010b), as they each are rooted in an elasticity 

structuralist CGE model of the neoclassical type.  Both models are dynamic, 

but the ICGE model follows an adaptive expectation for price inflation, 

whereas Kim and Hewings’ (2010a, 2010b) employs Auerbach and Kotlikoff’s 

OLG model to accommodate uncertainty and idiosyncratic risk.  Thi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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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ousehold consumption in Kim and Hewings (2010a, 2010b) is accounted 

for in terms of a mathematical optimization process, whereas in this paper, 

based upon an ICGE model, household consumption is determined by the 

saving rate.

2 Basic Structure of Interregional CGE Model

We developed an ICGE model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of an 

ageing population on regional income disparity and national growth.  The 

ICGE model accounts for the economic behavior of producers and consumers 

on the real side economy, following the neoclassical elasticity approach of 

Robinson (1989), such as that of market-clearing prices, the maximization of 

a firm’s profit, and a household’s utility.  Three major economic regions 

constitute our ICGE model: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the rest 

of Korea (ROK) and one representing the rest of the world (ROW).  As 

explained in the previous section, production activity is divided among three 

industrial sectors.  These industrial sectors were not, unfortunately, classified 

in detail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for industry by commodity matrix and 

time series data of regional consumption goods by population cohort.

It is assumed that economic agents, including both producers and 

households, select an optimal set of factor inputs and commodity demand sets 

under the maximization principles of constrained profit and private utility, 

thereby responding to various sets of commodity and factor prices.  However, 

we impose no optimizing behavior on the government.  For international and 

interregional trade, the commodities for economic agents are composed of 

intraregional supplies, regional imports, and foreign imports in terms of the 

product origin, whereas the regional products are spatially distributed among 

intraregional supplies, regional exports, and foreign exports in terms of the 

product destination.  Commodity price is assumed to adjust towards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erms of factor inputs and commodity 

markets.

To measure the effects of aging on regional economies, population 

demographics are disaggregated into nine age cohorts: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and an 80+ age group. Among the 

age cohorts, those individuals between 0–19 years of age are assumed not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s, and instead believed to be supported by their 

parents.  More generally, each age cohort carries different parameters and 

values for labor productivity, mortality rates, and participation rates in the 

labor market (i.e., share of labor supply relative to total population size) on 

the supply side, and saving rates and consumption behaviors on the demand 

side.  

Our production structure model is composed of three-stages.  At the top of 

the structure, the gross output by region and sector is determined via a 

two-level production function of value-added and composite intermediate 

inputs;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Leontief production function, the 

producer coordinates the level of intermediate demands and value-adding 

elements against a fixed proportion of gross output.  The intermediate inputs 

are derived from interregional input-output coefficients, whereas the 

value-added element is determined by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of 

labor and capital inputs with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labor inputs 

consist of five working age groups--20–29, 30–39, 40–49, 50–59 and 60+ 

years--each with their own contribution to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labor.  

Each regional labor input by age cohort is assumed to be homogeneous and 

possess intersectoral mobility, whereas it is assumed that capital stock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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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ousehold consumption in Kim and Hewings (2010a, 2010b) is accounted 

for in terms of a mathematical optimization process, whereas in this paper, 

based upon an ICGE model, household consumption is determined by the 

saving rate.

2 Basic Structure of Interregional CGE Model

We developed an ICGE model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of an 

ageing population on regional income disparity and national growth.  The 

ICGE model accounts for the economic behavior of producers and consumers 

on the real side economy, following the neoclassical elasticity approach of 

Robinson (1989), such as that of market-clearing prices, the maximization of 

a firm’s profit, and a household’s utility.  Three major economic regions 

constitute our ICGE model: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the rest 

of Korea (ROK) and one representing the rest of the world (ROW).  As 

explained in the previous section, production activity is divided among three 

industrial sectors.  These industrial sectors were not, unfortunately, classified 

in detail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for industry by commodity matrix and 

time series data of regional consumption goods by population cohort.

It is assumed that economic agents, including both producers and 

households, select an optimal set of factor inputs and commodity demand sets 

under the maximization principles of constrained profit and private utility, 

thereby responding to various sets of commodity and factor prices.  However, 

we impose no optimizing behavior on the government.  For international and 

interregional trade, the commodities for economic agents are composed of 

intraregional supplies, regional imports, and foreign imports in terms of the 

product origin, whereas the regional products are spatially distributed among 

intraregional supplies, regional exports, and foreign exports in terms of the 

product destination.  Commodity price is assumed to adjust towards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erms of factor inputs and commodity 

markets.

To measure the effects of aging on regional economies, population 

demographics are disaggregated into nine age cohorts: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and an 80+ age group. Among the 

age cohorts, those individuals between 0–19 years of age are assumed not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s, and instead believed to be supported by their 

parents.  More generally, each age cohort carries different parameters and 

values for labor productivity, mortality rates, and participation rates in the 

labor market (i.e., share of labor supply relative to total population size) on 

the supply side, and saving rates and consumption behaviors on the demand 

side.  

Our production structure model is composed of three-stages.  At the top of 

the structure, the gross output by region and sector is determined via a 

two-level production function of value-added and composite intermediate 

inputs;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Leontief production function, the 

producer coordinates the level of intermediate demands and value-adding 

elements against a fixed proportion of gross output.  The intermediate inputs 

are derived from interregional input-output coefficients, whereas the 

value-added element is determined by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of 

labor and capital inputs with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labor inputs 

consist of five working age groups--20–29, 30–39, 40–49, 50–59 and 60+ 

years--each with their own contribution to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labor.  

Each regional labor input by age cohort is assumed to be homogeneous and 

possess intersectoral mobility, whereas it is assumed that capital stock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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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from one region to another.  The labor demand by various regions and 

industry is derived from the producers' value-added maximization of the first 

order conditions, whereas labor supply relies on the participation rates of the 

various age cohorts and the total population size of the region overall.  The 

labor productivity by region and working age group is estimated in a form of 

Mincerian earning regression, in which the determinants of the productivity 

are gender, education level, job experience, type of occupation and industrial 

sector, and possession (or lack thereof) of a professional license. 

Under the neoclassical closure rule for the labor market, the labor 

participation rate is derived by balancing out total labor demand against total 

labor supply.  If the population flows among the regions are not exogenous 

to the model, then in–migration is assumed to be in response to interregional 

differences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regions in terms of wage per capita 

and unemployment rate, as well as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regions.  

Hence, the population of a given region is the sum of the natural growth of 

the native population combined with the net gain (or loss) of migrant 

populations.

For the second stage, intermediate demands are transformed into demands 

for domestic products and foreign imports.  We use the Armington approach 

to distinguish among commodities by place of origin, so as to emphasize the 

imperfect substitutability between various commodities.  Moreover, cost 

minimization with the Armington approach accounts for an optimal ratio of 

foreign imports to domestic sales.  The demand for foreign imports relies on 

three variables of domestic sales: the price of the domestic product relative to 

the domestic price of the foreign import, and the two key parameters of share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At the final stage, demand for the intraregional product is determined by 

the price and total demand for domestic products under the Cobb-Douglas 

function.  However, profit maximization according to the two-level 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CET) function determines the optimal allocation 

of the gross output via two competing commodities: the domestic supplies 

and the foreign exports.  These domestic supplies include both intraregional 

supplies and regional exports.  The ratio of foreign exports to gross output 

depends on the relative ratio of domestic product price to the foreign export 

price, the share parameter, and the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under revenue 

maximization. 

The total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consists of intermediate demands,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households,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investment practices.  Total household income consists of 

wage, capital income, and any exogenous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The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are linear functions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he direct tax rates of the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save.  After paying income taxes and allocating for 

savings, the household assigns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o each 

commodity. The consumption amount is determined endogenously by income, 

size of household, and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age cohort.  

Household savings are linearly dependent o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with a fixed marginal propensity to save. 

Two tiers of government structure are specified in the model: two regional 

governments and one national government.  Government expenditures consist 

of consumption expenditures, subsidies to producers and households, and 

savings.  Revenue sources include taxation of household incomes, 

value-added, and foreign imports.  With regard to the macroeconomic closure 

rule for the capital market, aggregate savings determines investment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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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from one region to another.  The labor demand by various regions and 

industry is derived from the producers' value-added maximization of the first 

order conditions, whereas labor supply relies on the participation rates of the 

various age cohorts and the total population size of the region overall.  The 

labor productivity by region and working age group is estimated in a form of 

Mincerian earning regression, in which the determinants of the productivity 

are gender, education level, job experience, type of occupation and industrial 

sector, and possession (or lack thereof) of a professional license. 

Under the neoclassical closure rule for the labor market, the labor 

participation rate is derived by balancing out total labor demand against total 

labor supply.  If the population flows among the regions are not exogenous 

to the model, then in–migration is assumed to be in response to interregional 

differences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regions in terms of wage per capita 

and unemployment rate, as well as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regions.  

Hence, the population of a given region is the sum of the natural growth of 

the native population combined with the net gain (or loss) of migrant 

populations.

For the second stage, intermediate demands are transformed into demands 

for domestic products and foreign imports.  We use the Armington approach 

to distinguish among commodities by place of origin, so as to emphasize the 

imperfect substitutability between various commodities.  Moreover, cost 

minimization with the Armington approach accounts for an optimal ratio of 

foreign imports to domestic sales.  The demand for foreign imports relies on 

three variables of domestic sales: the price of the domestic product relative to 

the domestic price of the foreign import, and the two key parameters of share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At the final stage, demand for the intraregional product is determined by 

the price and total demand for domestic products under the Cobb-Douglas 

function.  However, profit maximization according to the two-level 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CET) function determines the optimal allocation 

of the gross output via two competing commodities: the domestic supplies 

and the foreign exports.  These domestic supplies include both intraregional 

supplies and regional exports.  The ratio of foreign exports to gross output 

depends on the relative ratio of domestic product price to the foreign export 

price, the share parameter, and the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under revenue 

maximization. 

The total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consists of intermediate demands,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households,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investment practices.  Total household income consists of 

wage, capital income, and any exogenous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The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are linear functions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he direct tax rates of the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save.  After paying income taxes and allocating for 

savings, the household assigns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o each 

commodity. The consumption amount is determined endogenously by income, 

size of household, and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age cohort.  

Household savings are linearly dependent o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with a fixed marginal propensity to save. 

Two tiers of government structure are specified in the model: two regional 

governments and one national government.  Government expenditures consist 

of consumption expenditures, subsidies to producers and households, and 

savings.  Revenue sources include taxation of household incomes, 

value-added, and foreign imports.  With regard to the macroeconomic closure 

rule for the capital market, aggregate savings determines investment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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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ne consolidated capital market, consisting of household savings, corporate 

savings of regional production sectors, private borrowings from abroad, and 

government savings.  There are no financial assets in the model, so overall 

consistency requires equating total domestic investment to net national savings 

plus net capital inflows.  The sectoral allocation of total investment by 

destination is endogenously determined by the capital price from each sector 

and the allocation coefficient of investment.  This is transformed into the 

sectoral investment by origin through a capital coefficient matrix.  This price 

adjustment is required for the Walrasian equilibrium condition, and every 

price is measured in a relative scale. 

The ICGE model is a recursive and adaptive dynamic model, and is 

composed of a within-period model and a between-period model.  The 

within-period model determines equilibrium quantities and prices under 

objectives and constraints for each economic agent, in which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s achieved in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e between-period model finds a sequential equilibrium path for the 

within-period model over the multiple periods by updating the values of all 

exogenous variables, such as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one period to 

another.  For example, the current capital stock is expanded with new 

investment but also reduced with a constant depreciation rate. The 

within-period model is a square system of equations with 196 equations and 

231 variables; a unique solution can be found because the number of 

endogenous variables is the same as the number of the equations under 

convexity.  The exogenous variables include world market pric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The numeraire of the model is set as the consumer 

price index.  In addition, we calibrated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 

a benchma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ICGE model. The SAM consists of 

six accounts—factors, households, production activities, government, capital, 

and the rest of the world—and is treated as an initial equilibrium for the 

ICGE model.  Values of some parameters are adjusted to replicate the 

equilibrium conditions for the base year, 2005.

It is hard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with confidence, due to the 

deterministic feature of the ICGE model, but model reliability could be 

examined by analyzing the stability of the results over time (De Maio et al., 

1999).  As such, a sensitivit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with respect to key parameter values.  In this paper, 

the GDP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could only be reduced by 4.1–4.9% 

and 1.1–3.1%, respectively, if the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and 

transformation for Armington and CET functions increased by 10%.  This 

shows that the model is comparatively reliable for counterfact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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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ne consolidated capital market, consisting of household savings, corporate 

savings of regional production sectors, private borrowings from abroad, and 

government savings.  There are no financial assets in the model, so overall 

consistency requires equating total domestic investment to net national savings 

plus net capital inflows.  The sectoral allocation of total investment by 

destination is endogenously determined by the capital price from each sector 

and the allocation coefficient of investment.  This is transformed into the 

sectoral investment by origin through a capital coefficient matrix.  This price 

adjustment is required for the Walrasian equilibrium condition, and every 

price is measured in a relative scale. 

The ICGE model is a recursive and adaptive dynamic model, and is 

composed of a within-period model and a between-period model.  The 

within-period model determines equilibrium quantities and prices under 

objectives and constraints for each economic agent, in which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s achieved in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e between-period model finds a sequential equilibrium path for the 

within-period model over the multiple periods by updating the values of all 

exogenous variables, such as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one period to 

another.  For example, the current capital stock is expanded with new 

investment but also reduced with a constant depreciation rate. The 

within-period model is a square system of equations with 196 equations and 

231 variables; a unique solution can be found because the number of 

endogenous variables is the same as the number of the equations under 

convexity.  The exogenous variables include world market pric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The numeraire of the model is set as the consumer 

price index.  In addition, we calibrated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 

a benchma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ICGE model. The SAM consists of 

six accounts—factors, households, production activities, government, capital, 

and the rest of the world—and is treated as an initial equilibrium for the 

ICGE model.  Values of some parameters are adjusted to replicate the 

equilibrium conditions for the base year, 2005.

It is hard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with confidence, due to the 

deterministic feature of the ICGE model, but model reliability could be 

examined by analyzing the stability of the results over time (De Maio et al., 

1999).  As such, a sensitivit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with respect to key parameter values.  In this paper, 

the GDP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could only be reduced by 4.1–4.9% 

and 1.1–3.1%, respectively, if the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and 

transformation for Armington and CET functions increased by 10%.  This 

shows that the model is comparatively reliable for counterfactu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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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Major Equations in ICGE Model

Output Output = Leontief (Value added, Intermediate demand)

Value added
Value added = Total Factor Productivity*CD   (Capital stock, 
Labor by age cohort) 

Supply Output = CET (Foreign exports, Domestic supply)

Domestic supply Domestic supply = CET (Regional exports, Intraregional supply)

Demand Demand = Armington (Foreign imports, Domestic demand)

Domestic demand
Domestic demand = Armington (Regional imports, Intraregional 
supply)

Labor demand
Labor demand = LD (Wage by age cohort, Value added, Net 
price)

Wage by age cohort
Wage by age cohort = WA (Education, Type of employment, 
Job experience)

Labor supply Labor supply = L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Population)

Population
Population = Natural growth of previous year’s population + 
Net population inflows

Regional incomes
Regional incomes = Wage + Capital returns + Government 
subsidies

Migration
Migration = TODARO (Income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Distance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Consumption by commodity
Consumption by commodity = CC (Price, Population size by 
age cohort, Incomes)

Private savings
Private savings = PS (Saving rate by age cohort, Population 
size by age cohort)

Government revenues Government revenues = Indirect tax + Direct tax + Tariff

Government expenditures
Government expenditures = Government current expenditure +
Government savings + Government investment expenditure +
Government subsidies

Labor market equilibrium Labor demand = Labor supply

Capital market equilibrium Private savings = Total investments

Commodity market 
equilibrium

Supply of commodities = Demand of commodities

Government Government expenditures = Government revenues

Capital stock 
Capital stock = Depreciated lagged capital stock + New 
investments

3 Simulation

In general, an aging population carries with i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for economic development.  Negatively, it results in an 

intergenerational imbalance between benefits, costs of pensions, and overall 

healthiness, thereby reducing the total labor supply and lowering saving and 

investment rates (Canning, 2007; Horioka, 2007; Bloom et al., 2009).  

Positively, however, it induces higher rate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older workers, thereby leading to longer working lives.  Moreover,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associated with an aging population, may lead to a 

more general increase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which may help to 

offset the foregoing negative effects from lower 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savings rates.  The impacts an aging population has on changes in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however, can be rather ambiguous in that the 

effect depends on life expectancy rates and expected retirement age.  For 

example, an individual may consume less and work more in order to finance 

additi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after retirement (Park and Hewings, 

2007c).  Yet, if one’s expected retirement age were to be deferred in 

accordance with prolonged life expectancy rates, future welfare needs may be 

deemed to distant, and hence consumption patterns might decline drastically 

as one nears or enters retirement age.

In this section, the ICGE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on the regional economies of residents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t of Korea.  The baseline assumed that 

population aging had not yet gone into effect.  The population share by 

cohort in this baseline is projected using the trend from 2000–2005; likewise, 

all parameters are kept at their 2005 levels, so as to emulate a scenario in 



인
구

고
령

화
와

 지
역

사
회

337

<Table 3–1> Major Equations in ICGE Model

Output Output = Leontief (Value added, Intermediate demand)

Value added
Value added = Total Factor Productivity*CD   (Capital stock, 
Labor by age cohort) 

Supply Output = CET (Foreign exports, Domestic supply)

Domestic supply Domestic supply = CET (Regional exports, Intraregional supply)

Demand Demand = Armington (Foreign imports, Domestic demand)

Domestic demand
Domestic demand = Armington (Regional imports, Intraregional 
supply)

Labor demand
Labor demand = LD (Wage by age cohort, Value added, Net 
price)

Wage by age cohort
Wage by age cohort = WA (Education, Type of employment, 
Job experience)

Labor supply Labor supply = L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Population)

Population
Population = Natural growth of previous year’s population + 
Net population inflows

Regional incomes
Regional incomes = Wage + Capital returns + Government 
subsidies

Migration
Migration = TODARO (Income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Distance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Consumption by commodity
Consumption by commodity = CC (Price, Population size by 
age cohort, Incomes)

Private savings
Private savings = PS (Saving rate by age cohort, Population 
size by age cohort)

Government revenues Government revenues = Indirect tax + Direct tax + Tariff

Government expenditures
Government expenditures = Government current expenditure +
Government savings + Government investment expenditure +
Government subsidies

Labor market equilibrium Labor demand = Labor supply

Capital market equilibrium Private savings = Total investments

Commodity market 
equilibrium

Supply of commodities = Demand of commodities

Government Government expenditures = Government revenues

Capital stock 
Capital stock = Depreciated lagged capital stock + New 
investments

3 Simulation

In general, an aging population carries with i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for economic development.  Negatively, it results in an 

intergenerational imbalance between benefits, costs of pensions, and overall 

healthiness, thereby reducing the total labor supply and lowering saving and 

investment rates (Canning, 2007; Horioka, 2007; Bloom et al., 2009).  

Positively, however, it induces higher rate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older workers, thereby leading to longer working lives.  Moreover,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associated with an aging population, may lead to a 

more general increase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which may help to 

offset the foregoing negative effects from lower 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savings rates.  The impacts an aging population has on changes in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however, can be rather ambiguous in that the 

effect depends on life expectancy rates and expected retirement age.  For 

example, an individual may consume less and work more in order to finance 

additi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after retirement (Park and Hewings, 

2007c).  Yet, if one’s expected retirement age were to be deferred in 

accordance with prolonged life expectancy rates, future welfare needs may be 

deemed to distant, and hence consumption patterns might decline drastically 

as one nears or enters retirement age.

In this section, the ICGE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on the regional economies of residents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t of Korea.  The baseline assumed that 

population aging had not yet gone into effect.  The population share by 

cohort in this baseline is projected using the trend from 2000–2005; likewise, 

all parameters are kept at their 2005 levels, so as to emulate a scenari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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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ll population related policies remain unchanged from that same year.  

The base year and the snapshot year for this analysis are 2006 and 2020 

respectively; that is, the baseline accounts for what would happen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for a 15-year period. In this paper,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age cohort are key variables, and their 

changes based on the scenario are considered ‘shocks’ to the ICGE model. 

Regarding simulations, there are at least three shocks including (1) 

population effects, such as changes in population growth rate, number of 

households, working age population, and labor supply available, all effect 

levels of private consumption; (2)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enhance 

productivity; and, (3) public policies, such as reforms in pension benefit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insurance systems, which may have a 

variety of welfare related effects.  However, only the third one does not be 

considered in this paper due to the model structure designed for the real-side 

economy.  The two other shocks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model 

simulation if the ICGE model is expanded to the financial side economies.  

The shock from the population variables is modeled and injected into the 

ICGE, and then a new set of equilibrium values can be generated for 

regional production and prices for a 15-year span, thereby satisfying the price 

normalization rule subject to the exogenous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without operation of the interregional migration module.  Long-term effects 

come into action during the second period in the form of the 

stock-accumulation effects of changes in capital stock and population 

demographics.  In the counterfactual scenario that population aging continues,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by age cohort continues along the projec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so as to reflect the 

demographic effect of population aging for future generations (see table 3-3).  

Roughly, the scenario has a lower population share of the 20–59 age cohort 

by 6% point and a higher one of the 60+ age cohort by the same ratio than 

the baseline.

<Table 3–2> Share of Population by Cohort from 2006 to 2020 with Population Aging (unit: %)

   2006 2010 2015 2020

Seoul Metropolitan   Area
0–9 11.6 10.0 9.2 8.7
10–19 13.5 13.2 11.1 9.3
20–29 16.6 14.9 13.6 13.5
30–39 19.0 18.2 17.0 15.0
40–49 17.5 17.5 17.5 17.0
50–59 10.7 13.2 15.7 16.2
60+ 11.1 13.0 15.9 20.4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t of Korea
0–9 11.3 9.3 8.0 7.3
10–19 13.9 13.8 11.7 9.3
20–29 14.4 13.1 12.7 12.8
30–39 16.1 14.9 13.5 12.4
40–49 16.8 16.7 16.4 15.2
50–59 11.7 14.3 16.7 17.0
60+ 15.7 17.9 21.1 26.1
Total 100.0 100.0 100.0 100.0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The baseline and counterfactual simulations each produce a sequential path 

of economic behavior following an inter-temporal consistency under its own 

population scenario.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baseline case for 

periods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with the difference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between the baseline without shocks and the counterfactual cases 

with the shocks assessed in terms of efficiency and distribution, and duration 



인
구

고
령

화
와

 지
역

사
회

339

which all population related policies remain unchanged from that same year.  

The base year and the snapshot year for this analysis are 2006 and 2020 

respectively; that is, the baseline accounts for what would happen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for a 15-year period. In this paper,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age cohort are key variables, and their 

changes based on the scenario are considered ‘shocks’ to the ICGE model. 

Regarding simulations, there are at least three shocks including (1) 

population effects, such as changes in population growth rate, number of 

households, working age population, and labor supply available, all effect 

levels of private consumption; (2)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enhance 

productivity; and, (3) public policies, such as reforms in pension benefit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insurance systems, which may have a 

variety of welfare related effects.  However, only the third one does not be 

considered in this paper due to the model structure designed for the real-side 

economy.  The two other shocks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model 

simulation if the ICGE model is expanded to the financial side economies.  

The shock from the population variables is modeled and injected into the 

ICGE, and then a new set of equilibrium values can be generated for 

regional production and prices for a 15-year span, thereby satisfying the price 

normalization rule subject to the exogenous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without operation of the interregional migration module.  Long-term effects 

come into action during the second period in the form of the 

stock-accumulation effects of changes in capital stock and population 

demographics.  In the counterfactual scenario that population aging continues,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by age cohort continues along the projec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so as to reflect the 

demographic effect of population aging for future generations (see table 3-3).  

Roughly, the scenario has a lower population share of the 20–59 age cohort 

by 6% point and a higher one of the 60+ age cohort by the same ratio than 

the baseline.

<Table 3–2> Share of Population by Cohort from 2006 to 2020 with Population Aging (unit: %)

   2006 2010 2015 2020

Seoul Metropolitan   Area
0–9 11.6 10.0 9.2 8.7
10–19 13.5 13.2 11.1 9.3
20–29 16.6 14.9 13.6 13.5
30–39 19.0 18.2 17.0 15.0
40–49 17.5 17.5 17.5 17.0
50–59 10.7 13.2 15.7 16.2
60+ 11.1 13.0 15.9 20.4
Total 100.0 100.0 100.0 100.0
Rest of Korea
0–9 11.3 9.3 8.0 7.3
10–19 13.9 13.8 11.7 9.3
20–29 14.4 13.1 12.7 12.8
30–39 16.1 14.9 13.5 12.4
40–49 16.8 16.7 16.4 15.2
50–59 11.7 14.3 16.7 17.0
60+ 15.7 17.9 21.1 26.1
Total 100.0 100.0 100.0 100.0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The baseline and counterfactual simulations each produce a sequential path 

of economic behavior following an inter-temporal consistency under its own 

population scenario.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baseline case for 

periods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with the difference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between the baseline without shocks and the counterfactual cases 

with the shocks assessed in terms of efficiency and distribution, and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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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short- or long-term).  However, these difference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re since they are dependent upon underlying assumptions and changes 

in the values and types of exogenous or policy variables.  Moreover, they are 

not forecasting values, but derived from the sensitivity analysis and 

projections. 

If the shares of the age cohort 20-59 decrease for both region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ging for 15 years, there will be a sharp downturn in the 

economy, an outcome that is similar to previous works. The direct impact of 

the population aging on the economies is a reduction in the labor supply.  

Total labor supply would decline by 6.13% in the 15-year average compared 

with the baseline as shown in table 3-3.  Also the government revenues are 

expected to drop by 1.06%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population ag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DP by -1.94% on the average; -2.48% in the 

period of 2006-2010, -2.01% in the period of 2011-2015, and -1.59% in the 

period of 2016-2020.  The difference of the GDP growth rate between cases 

without and with the population aging is in a decreasing trend, but has begun 

to increase again after year of 2020.  

The population aging could generate negative impacts on the economic 

growth of both the SMA and ROK regions, but it seems to threaten more the 

SMA economy.  The growth rate gap between the baseline and the 

Experiment for this region is -2.96% on the average higher than the ROK by 

1.83% points, and continues to expand over the periods from -3.01% 

(2006-2010) to -2.92% (2016-2020).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f the 

economic growth rate for the ROK increases until year of 2019, then 

decreases down to the snapshot year. In a sense that the demographic change 

has more negative effects on the SMA economies,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that the regional income disparity would not widen any more.  

<Table 3-3> Impacts of Population Aging on Value Added, Government Revenues and Labor 

Supply (unit: %) 

　 GDP GRDP of GRDP of Government Labor

　 SMA ROK Revenue Supply

2006 -2.55 -2.88 -2.31 -2.22 -6.37
2007 -2.54 -2.99 -2.21 -2.14 -6.33
2008 -2.51 -3.05 -2.09 -2.03 -6.29
2009 -2.44 -3.07 -1.95 -1.88 -6.25
2010 -2.34 -3.06 -1.79 -1.70 -6.20
2011 -2.24 -3.02 -1.63 -1.51 -6.16
2012 -2.13 -2.99 -1.44 -1.32 -6.12
2013 -2.01 -2.95 -1.25 -1.13 -6.08
2014 -1.89 -2.92 -1.06 -0.94 -6.05
2015 -1.78 -2.90 -0.87 -0.78 -6.03
2016 -1.67 -2.87 -0.69 -0.62 -6.01
2017 -1.54 -2.82 -0.49 -0.45 -6.01
2018 -1.42 -2.78 -0.30 -0.32 -6.01
2019 -1.31 -2.74 -0.15 -0.22 -6.01
2020 -2.03 -3.40 -0.92 -1.28 -6.02

Average -1.94 -2.96 -1.13 -1.06 -6.13

* SMA: Seoul Metropolitan Area, ROK: Rest of Korea

How can these economic losses be compensated for in the long run?  To 

cope with this shortage problem of the labor supplies, the government needs 

to find out the solutions from not only securing new labor forces such as 

retirees, immigrants and female workers through incentive tools but also 

improving the technological skill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is 

paper is focused on an impact analysis of the educational investments of the 

20s groups on the economic growth using the labor productivity functions 

because of data limitations.  There are five alternatives depending on the 

growth rates of education investment from 1% to 5% compared with the 

baseline as shown in Table 3-4.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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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short- or long-term).  However, these difference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re since they are dependent upon underlying assumptions and changes 

in the values and types of exogenous or policy variables.  Moreover, they are 

not forecasting values, but derived from the sensitivity analysis and 

projections. 

If the shares of the age cohort 20-59 decrease for both region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ging for 15 years, there will be a sharp downturn in the 

economy, an outcome that is similar to previous works. The direct impact of 

the population aging on the economies is a reduction in the labor supply.  

Total labor supply would decline by 6.13% in the 15-year average compared 

with the baseline as shown in table 3-3.  Also the government revenues are 

expected to drop by 1.06%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population ag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DP by -1.94% on the average; -2.48% in the 

period of 2006-2010, -2.01% in the period of 2011-2015, and -1.59% in the 

period of 2016-2020.  The difference of the GDP growth rate between cases 

without and with the population aging is in a decreasing trend, but has begun 

to increase again after year of 2020.  

The population aging could generate negative impacts on the economic 

growth of both the SMA and ROK regions, but it seems to threaten more the 

SMA economy.  The growth rate gap between the baseline and the 

Experiment for this region is -2.96% on the average higher than the ROK by 

1.83% points, and continues to expand over the periods from -3.01% 

(2006-2010) to -2.92% (2016-2020).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f the 

economic growth rate for the ROK increases until year of 2019, then 

decreases down to the snapshot year. In a sense that the demographic change 

has more negative effects on the SMA economies,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that the regional income disparity would not widen any more.  

<Table 3-3> Impacts of Population Aging on Value Added, Government Revenues and Labor 

Supply (unit: %) 

　 GDP GRDP of GRDP of Government Labor

　 SMA ROK Revenue Supply

2006 -2.55 -2.88 -2.31 -2.22 -6.37
2007 -2.54 -2.99 -2.21 -2.14 -6.33
2008 -2.51 -3.05 -2.09 -2.03 -6.29
2009 -2.44 -3.07 -1.95 -1.88 -6.25
2010 -2.34 -3.06 -1.79 -1.70 -6.20
2011 -2.24 -3.02 -1.63 -1.51 -6.16
2012 -2.13 -2.99 -1.44 -1.32 -6.12
2013 -2.01 -2.95 -1.25 -1.13 -6.08
2014 -1.89 -2.92 -1.06 -0.94 -6.05
2015 -1.78 -2.90 -0.87 -0.78 -6.03
2016 -1.67 -2.87 -0.69 -0.62 -6.01
2017 -1.54 -2.82 -0.49 -0.45 -6.01
2018 -1.42 -2.78 -0.30 -0.32 -6.01
2019 -1.31 -2.74 -0.15 -0.22 -6.01
2020 -2.03 -3.40 -0.92 -1.28 -6.02

Average -1.94 -2.96 -1.13 -1.06 -6.13

* SMA: Seoul Metropolitan Area, ROK: Rest of Korea

How can these economic losses be compensated for in the long run?  To 

cope with this shortage problem of the labor supplies, the government needs 

to find out the solutions from not only securing new labor forces such as 

retirees, immigrants and female workers through incentive tools but also 

improving the technological skill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is 

paper is focused on an impact analysis of the educational investments of the 

20s groups on the economic growth using the labor productivity functions 

because of data limitations.  There are five alternatives depending on the 

growth rates of education investment from 1% to 5% compared with the 

baseline as shown in Table 3-4.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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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 could result in -1.44% growth rate of the GDP, which is higher than 

the case without the investment by 0.50% point.  Even though the investment 

growth rate is assumed to grow from 2% to 4% for 15 years, the GDP 

would not be higher than the baseline.  Finally, i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is expanded for the educational sector by 5%, the GDP growth 

rate could be 0.26% on an 15-year average although the annual rate has 

turned to be positive only after consecutive investments for eight years.  

Therefore it implies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losses of 

population, the educational investments should increase by more than 5%.  

On the other hand, this investment policy has a negative effect on improving 

the regional disparity.  To bolster investments in the education by 1% could 

contribute to a reduction of the per capita income between the SMA and the 

ROK, but substantial increases in the investment with growth rates of more 

than 2% are expected to lead relatively rapid income growth of the SMA 

compared with the ROK due to a high elasticity of education with respect to 

the labor productivity

<Table 3-4> Impacts of Education Investments on GDP Growth Rate and Regional Disparity (unit: %) 

　 　National GDP 　Differences of GRDP (=ROK-SMA)

　 0% 1% 2% 3% 4% 5% 0% 1% 2% 3% 4% 5%

2006 -2.55 -2.51 -2.47 -2.44 -2.41 -2.36 0.57 0.53 0.50 0.46 0.43 0.39

2007 -2.54 -2.46 -2.38 -2.30 -2.23 -2.14 0.78 0.70 0.61 0.53 0.45 0.36

2008 -2.51 -2.38 -2.25 -2.12 -2.00 -1.87 0.96 0.82 0.67 0.52 0.38 0.24

2009 -2.44 -2.26 -2.08 -1.90 -1.72 -1.54 1.12 0.90 0.68 0.46 0.25 0.02

2010 -2.34 -2.11 -1.87 -1.64 -1.41 -1.18 1.26 0.95 0.65 0.34 0.03 -0.28

2011 -2.24 -1.95 -1.66 -1.37 -1.08 -0.80 1.39 0.98 0.56 0.15 -0.26 -0.68

2012 -2.13 -1.78 -1.43 -1.10 -0.75 -0.41 1.54 1.01 0.47 -0.06 -0.60 -1.14

2013 -2.01 -1.61 -1.21 -0.81 -0.42 -0.02 1.70 1.03 0.35 -0.33 -1.01 -1.69

2014 -1.89 -1.44 -0.99 -0.54 -0.09 0.35 1.87 1.03 0.20 -0.65 -1.49 -2.35

2015 -1.78 -1.28 -0.78 -0.29 0.21 0.71 2.03 1.01 -0.01 -1.04 -2.07 -3.11

2016 -1.67 -1.13 -0.59 -0.06 0.49 1.03 2.18 0.97 -0.25 -1.49 -2.73 -3.98

2017 -1.54 -0.98 -0.41 0.16 0.75 1.33 2.34 0.91 -0.53 -1.99 -3.46 -4.94

2018 -1.42 -0.83 -0.23 0.37 0.99 1.61 2.48 0.83 -0.84 -2.54 -4.25 -5.98

2019 -1.31 -0.68 -0.06 0.56 1.21 1.85 2.60 0.72 -1.19 -3.15 -5.12 -7.11

2020 -2.03 -0.62 0.11 0.73 1.40 2.07 2.48 0.57 -1.58 -3.81 -6.05 -8.33

Ave. -1.94 -1.44 -1.01 -0.60 -0.17 0.26 1.83 0.85 -0.17 -1.20 -2.23 -3.28

* SMA: Seoul Metropolitan Area, ROK: Rest of Korea

4.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Agenda

This paper shows that aging populations have a comparatively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for domestic economies, but the regional disparity 

is not amplified due to reduction in the working population groups of SMA.  

Since the labor productivities are determined by a worker’s socio-economic 

background, such as schooling, job training, work experiences, and the 

holding of technical certificates, the model could identify contribution of 

educational policies on economics losses by the population aging. The aging 

trend could cause a reduction in the GDP by 1.94% on the average,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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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 could result in -1.44% growth rate of the GDP, which is higher than 

the case without the investment by 0.50% point.  Even though the investment 

growth rate is assumed to grow from 2% to 4% for 15 years, the GDP 

would not be higher than the baseline.  Finally, i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is expanded for the educational sector by 5%, the GDP growth 

rate could be 0.26% on an 15-year average although the annual rate has 

turned to be positive only after consecutive investments for eight years.  

Therefore it implies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losses of 

population, the educational investments should increase by more than 5%.  

On the other hand, this investment policy has a negative effect on improving 

the regional disparity.  To bolster investments in the education by 1% could 

contribute to a reduction of the per capita income between the SMA and the 

ROK, but substantial increases in the investment with growth rates of more 

than 2% are expected to lead relatively rapid income growth of the SMA 

compared with the ROK due to a high elasticity of education with respect to 

the labor productivity

<Table 3-4> Impacts of Education Investments on GDP Growth Rate and Regional Disparity (unit: %) 

　 　National GDP 　Differences of GRDP (=ROK-SMA)

　 0% 1% 2% 3% 4% 5% 0% 1% 2% 3% 4% 5%

2006 -2.55 -2.51 -2.47 -2.44 -2.41 -2.36 0.57 0.53 0.50 0.46 0.43 0.39

2007 -2.54 -2.46 -2.38 -2.30 -2.23 -2.14 0.78 0.70 0.61 0.53 0.45 0.36

2008 -2.51 -2.38 -2.25 -2.12 -2.00 -1.87 0.96 0.82 0.67 0.52 0.38 0.24

2009 -2.44 -2.26 -2.08 -1.90 -1.72 -1.54 1.12 0.90 0.68 0.46 0.25 0.02

2010 -2.34 -2.11 -1.87 -1.64 -1.41 -1.18 1.26 0.95 0.65 0.34 0.03 -0.28

2011 -2.24 -1.95 -1.66 -1.37 -1.08 -0.80 1.39 0.98 0.56 0.15 -0.26 -0.68

2012 -2.13 -1.78 -1.43 -1.10 -0.75 -0.41 1.54 1.01 0.47 -0.06 -0.60 -1.14

2013 -2.01 -1.61 -1.21 -0.81 -0.42 -0.02 1.70 1.03 0.35 -0.33 -1.01 -1.69

2014 -1.89 -1.44 -0.99 -0.54 -0.09 0.35 1.87 1.03 0.20 -0.65 -1.49 -2.35

2015 -1.78 -1.28 -0.78 -0.29 0.21 0.71 2.03 1.01 -0.01 -1.04 -2.07 -3.11

2016 -1.67 -1.13 -0.59 -0.06 0.49 1.03 2.18 0.97 -0.25 -1.49 -2.73 -3.98

2017 -1.54 -0.98 -0.41 0.16 0.75 1.33 2.34 0.91 -0.53 -1.99 -3.46 -4.94

2018 -1.42 -0.83 -0.23 0.37 0.99 1.61 2.48 0.83 -0.84 -2.54 -4.25 -5.98

2019 -1.31 -0.68 -0.06 0.56 1.21 1.85 2.60 0.72 -1.19 -3.15 -5.12 -7.11

2020 -2.03 -0.62 0.11 0.73 1.40 2.07 2.48 0.57 -1.58 -3.81 -6.05 -8.33

Ave. -1.94 -1.44 -1.01 -0.60 -0.17 0.26 1.83 0.85 -0.17 -1.20 -2.23 -3.28

* SMA: Seoul Metropolitan Area, ROK: Rest of Korea

4.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Agenda

This paper shows that aging populations have a comparatively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for domestic economies, but the regional disparity 

is not amplified due to reduction in the working population groups of SMA.  

Since the labor productivities are determined by a worker’s socio-economic 

background, such as schooling, job training, work experiences, and the 

holding of technical certificates, the model could identify contribution of 

educational policies on economics losses by the population aging. The aging 

trend could cause a reduction in the GDP by 1.94% on the average,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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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could be made up for with an increase in the educational investments 

on age cohort 20-29 by 5% for at least eight consecutive years.  As 

Borsch-Supan (2004) have discussed elsewhere, regional policies for 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shifting demographic structures can be practically 

formulated if the responses of economic agents are specified according to 

economic incentives and motivations for labor participation by recognizing 

age-specific productivities.  For example, which populations are willing to 

migrate from labor-abundant to labor-scarce regions?  What policy measures 

lead to more participation in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What barriers 

exist that discourage women from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What 

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rais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hould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encourage increased immigration flows 

for dealing with labor shortage issues?  Are less restrictive capital flows more 

capable of overcoming the various political barriers regarding cross-border 

labor flows?

A few points need mentioning regarding the prospect of further research on 

issues of aging.  First of all, it seems possible to extend the current real-side 

ICGE model to the real-financial side ICGE model, so as to measure the 

effects of allocating financial assets on the economies.  The agent could 

choose a set of financial assets including not only simple savings with 

commercial banks but also bonds and equities depending on their own capital 

costs and returns. In addition, another possible extension of the present work 

is to implement a migration model by cohort so as to uncover sources of 

regional growth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is paper assumes an identical productivity level in the same age group 

regardless of migrant’s various skill or education level.  Yet, we know that if 

there were to be a massive inflow of rich retirees from the SMA to the 

ROK, their presence could function to increase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of the ROK, thereby reducing regional consumption differences. Higher 

education levels for migrants can be expected to affect the region positively.  

Hence, the different levels of contribution by migrant could be quantified 

through integrating the migration models of micro perspectives into the 

structure of the ICGE model.  Finally, it would be meaningful to compare 

the results from the recursive and adaptive versions of the current model with 

those from a perfect foresight IC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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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could be made up for with an increase in the educational investments 

on age cohort 20-29 by 5% for at least eight consecutive years.  As 

Borsch-Supan (2004) have discussed elsewhere, regional policies for coping 

with the challenges of shifting demographic structures can be practically 

formulated if the responses of economic agents are specified according to 

economic incentives and motivations for labor participation by recognizing 

age-specific productivities.  For example, which populations are willing to 

migrate from labor-abundant to labor-scarce regions?  What policy measures 

lead to more participation in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What barriers 

exist that discourage women from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What 

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rais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hould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encourage increased immigration flows 

for dealing with labor shortage issues?  Are less restrictive capital flows more 

capable of overcoming the various political barriers regarding cross-border 

labor flows?

A few points need mentioning regarding the prospect of further research on 

issues of aging.  First of all, it seems possible to extend the current real-side 

ICGE model to the real-financial side ICGE model, so as to measure the 

effects of allocating financial assets on the economies.  The agent could 

choose a set of financial assets including not only simple savings with 

commercial banks but also bonds and equities depending on their own capital 

costs and returns. In addition, another possible extension of the present work 

is to implement a migration model by cohort so as to uncover sources of 

regional growth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is paper assumes an identical productivity level in the same age group 

regardless of migrant’s various skill or education level.  Yet, we know that if 

there were to be a massive inflow of rich retirees from the SMA to the 

ROK, their presence could function to increase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of the ROK, thereby reducing regional consumption differences. Higher 

education levels for migrants can be expected to affect the region positively.  

Hence, the different levels of contribution by migrant could be quantified 

through integrating the migration models of micro perspectives into the 

structure of the ICGE model.  Finally, it would be meaningful to compare 

the results from the recursive and adaptive versions of the current model with 

those from a perfect foresight IC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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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과 수

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다. 1996년~2006년간 부산,울산,경남의 41

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시 자치구, 경남의 시 자치단체, 경남의 군지역으로 구분

하여 고령화율과 여타 주요변수-소득, 인구밀도, 도시화율, 공공재 가격- 등이 기

능별 재정지출인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와 성질별 재정지출인 인

건비, 물건비, 이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탄력성 계수를 구하여 실증분석

했다. 분석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탄력성  계수가 다르게 나타났고, 부호는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할 때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부양을 위한 공공재    서비스 공급비용

도 증가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와 지방재정수입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지방세를 과세유형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과세, 재산보유과세, 기타과세로 구분하여 고령화 관련 사회보

장비 지출이 증가할 때 과세유형별 세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고령화관련 사회보장비가 투자적 지출보다 소비적 지출로서의 성격

을 띄게  되어 지역세수증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여 이들 자치단체의 지

역경제활성화와   재정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 지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

하종원2)

1) 본 원고는 2개의 논문으로 구성어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와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

2) 소속: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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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활성화와   재정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 지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

하종원2)

1) 본 원고는 2개의 논문으로 구성어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와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

2) 소속: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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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1.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인구 고령화는 사회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흔히 저출산 고령화현상이라고 일컫는데 출산

율이 떨어져서 인구의 성장은 감소하는데, 수명연장으로 인해 사망률이 저하되어 시

간이 흐름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의 숫자가 늘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중

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3)

인구의 고령화가 국가경제에 위협요인인가 기회요인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

만,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여타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고령인구대책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건강과 사회보장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교육이나 국방,

주택, 산업기반에 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건강과 사회보장

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앙정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분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의 복지 서

비스와 복지사업들은 지방에 이양되는 추세이며, 특히 고령인구부양을 위한 공공서

3) 통계청.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의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이상을 의미함.

비스도 중앙정부가 matching grants 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전가

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와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 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를 고려한 인구고령화와 다른 주요변수들이 지방재정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연구를 보면, Atkinson and Stiglitz(1980)는 1인

당 재정지출이 중위투표자의 세후소득, 조세부담, 공공재의 가격, 인구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실증분석을 했다.

Dao(1994)는 정부지출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이 1인당 소득, 평균 소득자

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가격, 도시화율, 인구와 인구밀도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1970년 - 1980년 기간동안 105개국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여 인구밀도

를 제외한 이들 변수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나아가 Dao(1995)는 국방, 주택, 사회복지, 교육과 건강 등 5개 공공서비스 지출

함수로 분리 구분하여 1인당 정부지출 수요함수를 사용하여 105개국을 4개 group

으로 나누어 실증분석한 결과 분석국가 group 별로 설명변수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관련 국내문헌으로서는 심재희, 채종훈(2004)은 1996년 - 2002년 광주․전남의 

고령화 변수(노년인구부양비율, 고령인구비율)가 지방재정 세출과 세입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 고령인구비율은 이들 지역의 자체재정수입감소, 사회개

발비 지출감소완화, 경제개발비 지출증가를 초래하고 노년부양비율의 증가는 자체재

정수입감소, 사회개발비 지출증가, 경제개발비 지출감소로 이어져 이들 지역의 재정

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능식(2006)은 한국의 2003년도 165개 시․군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화율, 주민 

평균소득, 고령화율,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세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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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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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여타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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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대책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건강과 사회보장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교육이나 국방,

주택, 산업기반에 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건강과 사회보장

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앙정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분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의 복지 서

비스와 복지사업들은 지방에 이양되는 추세이며, 특히 고령인구부양을 위한 공공서

3) 통계청.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의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이상을 의미함.

비스도 중앙정부가 matching grants 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전가

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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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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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재정지출이 중위투표자의 세후소득, 조세부담, 공공재의 가격, 인구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실증분석을 했다.

Dao(1994)는 정부지출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이 1인당 소득, 평균 소득자

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가격, 도시화율, 인구와 인구밀도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1970년 - 1980년 기간동안 105개국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여 인구밀도

를 제외한 이들 변수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나아가 Dao(1995)는 국방, 주택, 사회복지, 교육과 건강 등 5개 공공서비스 지출

함수로 분리 구분하여 1인당 정부지출 수요함수를 사용하여 105개국을 4개 group

으로 나누어 실증분석한 결과 분석국가 group 별로 설명변수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관련 국내문헌으로서는 심재희, 채종훈(2004)은 1996년 - 2002년 광주․전남의 

고령화 변수(노년인구부양비율, 고령인구비율)가 지방재정 세출과 세입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 고령인구비율은 이들 지역의 자체재정수입감소, 사회개

발비 지출감소완화, 경제개발비 지출증가를 초래하고 노년부양비율의 증가는 자체재

정수입감소, 사회개발비 지출증가, 경제개발비 지출감소로 이어져 이들 지역의 재정

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능식(2006)은 한국의 2003년도 165개 시․군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화율, 주민 

평균소득, 고령화율,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세출측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354

면은 고령화 비율과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와는 부의 관계를, 일반행정비와는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증가할 때 사회개발

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과 다소 다른 실증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고령화 추이와 

지방재정지출 변화와의 관계를 보다 적합성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년도 분석보다

는 변화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다년도 시계열 분석이 결

여된 것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Dao(1994)의 이론적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지출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고령인구비율이라는 인구특성변수를 추가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고령인구비율, 지역공공재 가격, 지역소득, 도

시화율, 인구밀도 등이 이들 지역의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

지출에 규모의 불경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령화의 진전이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

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첫째, 부산․울산․경남지방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의 정도를 구분하여 분석하기위해 연령별 인구구조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인당 

지방재정지출 변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인구변수 이외에 인구구조(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중에서도 노년인구를 사용하는 노년인구비율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둘째, 고령화 변수 이외에도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하여 분석

한다.

인구밀도, 도시화율, 지역공공재의 가격과 지역소득 변수도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와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들과 65세 이상의 연령 인구를 나타내는 인구 고령화 

변수가 부산․울산․경남지방재정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고령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

며, 기초자치단체의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하고, 대도시보다 지방의 소도시가 더 심각하다.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

령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 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함수를 공공재의 생산함수로부터 도출하여 노년인구라는 특정의 

인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실증모형 또한 경제이론 모형을 근거로 도출해서 인구의 구조 중에서도 

고령인구라는 특정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모형의 유도와 이론모형과의 부합성은 3장에서 보다 자세

히 다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고령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반적

인 고령화 추이에 관해서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에 대한 

구조를 살펴본다. 제 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론 모형에서 유도된 구조식을 이용하

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을 하고, 제 5장에서는 결

론에 대해 기술한다.

2. 한국의 고령화 추이

1. 한국의 인구고령화의 광역자치단체별 추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총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까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 소요 년 수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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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고령화 비율과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와는 부의 관계를, 일반행정비와는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증가할 때 사회개발

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과 다소 다른 실증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고령화 추이와 

지방재정지출 변화와의 관계를 보다 적합성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년도 분석보다

는 변화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다년도 시계열 분석이 결

여된 것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Dao(1994)의 이론적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지출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고령인구비율이라는 인구특성변수를 추가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고령인구비율, 지역공공재 가격, 지역소득, 도

시화율, 인구밀도 등이 이들 지역의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

지출에 규모의 불경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령화의 진전이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

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첫째, 부산․울산․경남지방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의 정도를 구분하여 분석하기위해 연령별 인구구조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인당 

지방재정지출 변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인구변수 이외에 인구구조(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중에서도 노년인구를 사용하는 노년인구비율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둘째, 고령화 변수 이외에도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하여 분석

한다.

인구밀도, 도시화율, 지역공공재의 가격과 지역소득 변수도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와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들과 65세 이상의 연령 인구를 나타내는 인구 고령화 

변수가 부산․울산․경남지방재정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고령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

며, 기초자치단체의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하고, 대도시보다 지방의 소도시가 더 심각하다.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

령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 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함수를 공공재의 생산함수로부터 도출하여 노년인구라는 특정의 

인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실증모형 또한 경제이론 모형을 근거로 도출해서 인구의 구조 중에서도 

고령인구라는 특정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모형의 유도와 이론모형과의 부합성은 3장에서 보다 자세

히 다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고령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반적

인 고령화 추이에 관해서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에 대한 

구조를 살펴본다. 제 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론 모형에서 유도된 구조식을 이용하

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을 하고, 제 5장에서는 결

론에 대해 기술한다.

2. 한국의 고령화 추이

1. 한국의 인구고령화의 광역자치단체별 추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총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까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 소요 년 수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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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5년으로 평균 77년인데 비해 한국은 19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예상되는 이행 소요 년 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약 14~44년으로 평균 29년인데 비해 한국은 단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4)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인구와 고령인구비율변화 추이를 보면 비수도

권에서 수도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에 따라 다소 차

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구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5) 이러한 추세는 향후 상당한 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5년 현재 

48.3%에서 2010년에는 49.9%로 절반에 도달한 뒤, 2030년에는 53.9%까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면 지방의 인구는 계속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

구 구조적으로도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기형적인 고령사회로 진입

하고 있어 향후 약 10년 후인 2019년이 되면, 전국 8개도 자치단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가 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추이를 보면, 1970년 이후 부산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9개 

도평균 고령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1>, <표 

2> 참조).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별 고령인구비중을 통해 부산․경남지역의 고령인구비중을 

비교해 보면, 부산지역의 인구 고령비는 1995년에 이미 전국 광역시들의 평균인 

4.28%보다 높은 4.5%로 나타나 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서울보

다도 더 높았다.

1995년 경남지역의 고령화 인구비중은 7.4%로 도 평균 8.23%에는 미치지 못했

으나 수도권인 경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0년에는 부산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6.07%로서 전국의 광역시의 평균인 5.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남의 2000년 고

령인구비율이 8.87%로 전국의 도 평균인 9.98%보다는 작은 수치이지만 수도권인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경기지역인 5.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보다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95년 이

후부터 부산․경남지역과 서울․수도권지역의 고령인구비중 격차는 더욱 커졌고,

2005년 부산의 고령인구비율은 8.37%로서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동일한 시기에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서 1995년에 이미 10.64%에 달했으며, 2000년에는 13.39%, 2005년에는 

17.51%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보다 도 지역이 더 높은 고령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농촌의 젊은 인구가 공업화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농촌지역에는 상

대적으로 고령인구비중이 높아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 지역의 노년인구비중

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65세 이상고령인구의 비율이 5.9%였으나, 2005년 고령인구

의 비율은 9.1%로 늘어났다.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2000년 

7.2%에 비해 1.9%P가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 3.2%P나 증

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인구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었다. (부록 <표 3> 참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6) 노년부양비율 또한 고령화 사회인 2000

년에는 11%를, 고령사회인 2019년에는 21%를, 초고령사회인 2026년에는 20%를 

넘으며, 2026~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약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7)

즉,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 2020년에는 4.7명당 노인 1명,

2030년에는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노령화의 정도는 

2005년에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 47.4명으로 1995년에 비해 불과 5년 

만에 약 2배 가량 늘었으며, 2030년에는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이 215명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8)

6) 이상용, 이효,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복지재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 지방재정논집 제 12권 제 1호,   
                         2007.

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8) 이상용, 이효, 전게서,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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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5년으로 평균 77년인데 비해 한국은 19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예상되는 이행 소요 년 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약 14~44년으로 평균 29년인데 비해 한국은 단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4)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인구와 고령인구비율변화 추이를 보면 비수도

권에서 수도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에 따라 다소 차

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구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5) 이러한 추세는 향후 상당한 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5년 현재 

48.3%에서 2010년에는 49.9%로 절반에 도달한 뒤, 2030년에는 53.9%까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면 지방의 인구는 계속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

구 구조적으로도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기형적인 고령사회로 진입

하고 있어 향후 약 10년 후인 2019년이 되면, 전국 8개도 자치단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가 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추이를 보면, 1970년 이후 부산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9개 

도평균 고령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1>, <표 

2> 참조).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별 고령인구비중을 통해 부산․경남지역의 고령인구비중을 

비교해 보면, 부산지역의 인구 고령비는 1995년에 이미 전국 광역시들의 평균인 

4.28%보다 높은 4.5%로 나타나 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서울보

다도 더 높았다.

1995년 경남지역의 고령화 인구비중은 7.4%로 도 평균 8.23%에는 미치지 못했

으나 수도권인 경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0년에는 부산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6.07%로서 전국의 광역시의 평균인 5.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남의 2000년 고

령인구비율이 8.87%로 전국의 도 평균인 9.98%보다는 작은 수치이지만 수도권인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경기지역인 5.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보다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95년 이

후부터 부산․경남지역과 서울․수도권지역의 고령인구비중 격차는 더욱 커졌고,

2005년 부산의 고령인구비율은 8.37%로서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동일한 시기에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서 1995년에 이미 10.64%에 달했으며, 2000년에는 13.39%, 2005년에는 

17.51%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시보다 도 지역이 더 높은 고령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농촌의 젊은 인구가 공업화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농촌지역에는 상

대적으로 고령인구비중이 높아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 지역의 노년인구비중

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65세 이상고령인구의 비율이 5.9%였으나, 2005년 고령인구

의 비율은 9.1%로 늘어났다.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2000년 

7.2%에 비해 1.9%P가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 3.2%P나 증

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인구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었다. (부록 <표 3> 참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6) 노년부양비율 또한 고령화 사회인 2000

년에는 11%를, 고령사회인 2019년에는 21%를, 초고령사회인 2026년에는 20%를 

넘으며, 2026~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약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7)

즉,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 2020년에는 4.7명당 노인 1명,

2030년에는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노령화의 정도는 

2005년에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 47.4명으로 1995년에 비해 불과 5년 

만에 약 2배 가량 늘었으며, 2030년에는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이 215명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8)

6) 이상용, 이효,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복지재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 지방재정논집 제 12권 제 1호,   
                         2007.

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8) 이상용, 이효, 전게서,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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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령화는 경제성장 및 자원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의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의 의료보장, 소득보장,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규모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사회보장지출을 충당하

기위한 국민의 부담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인구 그 자체 또한 고령화 양상을 나타내어 이로 인해 생산성감소, 투자위축,

생산비상승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재정수입감소를 초래하고, 노인의료비 

및 복지비의 지출증가는 재정지출 부담을 높여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하시킨다.

2.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고령화 추이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중 비교적 도시화율이 높은 중구나 연제구, 수영구보다

도 내륙쪽인 진구, 사하구, 해운대구, 남구, 금정구 순으로 총인구수는 많았지만 구

별 고령인구를 살펴보면 기장, 중구, 동구, 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 본다면 단연 내륙쪽인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가 훨씬 

높았다. (부록 <표 4> 참조).

다음으로 울산의 경우는 1997년부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으로 분리되었다.

울산은 신성장 공업도시의 특성상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광역시 내의 자치구간에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록 <표 5> 

참조).

1997년 당시에는 북구의 고령인구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중구가 5.62%로 고령인구비율이 사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별 고령인구비율은 밀양과 사천, 통영 순으로 높았고 밀양은 고령인구비

율이 16%를 넘어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창원시의 4.72%에 비하여 무려 3.5배

나 높았다. 경남 시지역의 경우 대체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신흥 성장공업도

시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은 젊은 청장년층 근로인구

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경제성장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부록 

<표 6> 참조).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경남의 군 지역 고령인

구비율은 울주, 함안을 제외하고 20%를 넘어 이미 사실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남해, 산청, 함양, 합천, 의령은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부록 

<표 7> 참조).

3.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재정지출구조 변화특징

분석재상지역의 재정지출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인당 기

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모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대상지역의 재정지출 구조의 특징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시지역의 경우나 경남 군지역의 경우 모두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인구부양

과 관련된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 증가율이 1인당 일반행정비나 경제개발비 증가율

보다 빠르게 신장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1996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1인당 일반행정비,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를 100으로 했을 때 

2005년의 그것은 각각 200.9, 301.7, 256.3으로 나타나 분석기간동안 1인당 사회개

발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인 군지역의 경우

도 1인당 사회개발비 증가율이 1인당 일반행정비나 경제개발비 증가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록 <표 8>, <표 9> 참조).

기능별 지출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점은 고령화비율이 높은 농촌 군지

역의 1인당 사회개발비 증가율이 도시지역의 그것보다 높다. 이는 농촌지역인 군지

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군지역의 고

령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개발비 지출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성질별 지출과의 관계도 기능별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출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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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령화는 경제성장 및 자원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의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의 의료보장, 소득보장,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규모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사회보장지출을 충당하

기위한 국민의 부담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인구 그 자체 또한 고령화 양상을 나타내어 이로 인해 생산성감소, 투자위축,

생산비상승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재정수입감소를 초래하고, 노인의료비 

및 복지비의 지출증가는 재정지출 부담을 높여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하시킨다.

2.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고령화 추이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중 비교적 도시화율이 높은 중구나 연제구, 수영구보다

도 내륙쪽인 진구, 사하구, 해운대구, 남구, 금정구 순으로 총인구수는 많았지만 구

별 고령인구를 살펴보면 기장, 중구, 동구, 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 본다면 단연 내륙쪽인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가 훨씬 

높았다. (부록 <표 4> 참조).

다음으로 울산의 경우는 1997년부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으로 분리되었다.

울산은 신성장 공업도시의 특성상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광역시 내의 자치구간에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록 <표 5> 

참조).

1997년 당시에는 북구의 고령인구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중구가 5.62%로 고령인구비율이 사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별 고령인구비율은 밀양과 사천, 통영 순으로 높았고 밀양은 고령인구비

율이 16%를 넘어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창원시의 4.72%에 비하여 무려 3.5배

나 높았다. 경남 시지역의 경우 대체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신흥 성장공업도

시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은 젊은 청장년층 근로인구

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경제성장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부록 

<표 6> 참조).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경남의 군 지역 고령인

구비율은 울주, 함안을 제외하고 20%를 넘어 이미 사실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남해, 산청, 함양, 합천, 의령은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부록 

<표 7> 참조).

3.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재정지출구조 변화특징

분석재상지역의 재정지출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인당 기

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모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대상지역의 재정지출 구조의 특징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시지역의 경우나 경남 군지역의 경우 모두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인구부양

과 관련된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 증가율이 1인당 일반행정비나 경제개발비 증가율

보다 빠르게 신장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1996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1인당 일반행정비,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를 100으로 했을 때 

2005년의 그것은 각각 200.9, 301.7, 256.3으로 나타나 분석기간동안 1인당 사회개

발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인 군지역의 경우

도 1인당 사회개발비 증가율이 1인당 일반행정비나 경제개발비 증가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록 <표 8>, <표 9> 참조).

기능별 지출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점은 고령화비율이 높은 농촌 군지

역의 1인당 사회개발비 증가율이 도시지역의 그것보다 높다. 이는 농촌지역인 군지

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군지역의 고

령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개발비 지출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성질별 지출과의 관계도 기능별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출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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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성격에 따라 성질별 지출과 기능별 지출로 분류하기 때문에 분석의 질적인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이전지출로써 1인당 

이전지출이 증가하면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이나 소모적 성격의 물건비나 인건비 

지출은 감소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모두 분석기간 동안 이전지출 증가

율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화가 높은 

농촌 군지역이 고령화가 낮은 도시지역보다 1인당 이전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

다.

3. 고령화와 재정지출에 대한 이론모형

1. 이론적 틀에 대한 고찰

고령화와 재정지출에 대한 이론모형 도출을 위해 일반적인 Cobb-Douglas 형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 방법의 근거가 되는 구조식의 유도방법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9)

        --------------------------------- (1)

단   생산량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윗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2)

      
 ·  ·  ------------------------------------------------(3)

9) 본 장의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은 Dao(1994)의 논문에 근거하여 전개하고 있다.

      
 · ·           ------------------------------------------------(4)

      
  ·  ·     ------------------------------------------------(5)

단,   임금률
  이자율
  의한계비용

여기서 구해진  , 를  (1) 식에 대입하면,

            · 
 · ·

 

  · ·
  

            ·  · · 

 · 

 
     ------------------------------(6)

이제 (6)식을 에 관한식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7)식과 같게 된다.

                  



 


       -----------------------------(7)

(7)식에서 이자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7)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식으로 치환하여 나타낼 수 있다.

                    ′     -----------------------------------------------(8)

이러한 생산함수에서 나타내는 중위투표자가 사용하게 될 재화를 라고 하고 일

반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1인당 할당된 재화는 


가 될 것이다.10) 그러나 만약 

가 공공재라면 변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는 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

10) P는 인구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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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성격에 따라 성질별 지출과 기능별 지출로 분류하기 때문에 분석의 질적인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이전지출로써 1인당 

이전지출이 증가하면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이나 소모적 성격의 물건비나 인건비 

지출은 감소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모두 분석기간 동안 이전지출 증가

율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화가 높은 

농촌 군지역이 고령화가 낮은 도시지역보다 1인당 이전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

다.

3. 고령화와 재정지출에 대한 이론모형

1. 이론적 틀에 대한 고찰

고령화와 재정지출에 대한 이론모형 도출을 위해 일반적인 Cobb-Douglas 형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 방법의 근거가 되는 구조식의 유도방법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9)

        --------------------------------- (1)

단   생산량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윗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2)

      
 ·  ·  ------------------------------------------------(3)

9) 본 장의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은 Dao(1994)의 논문에 근거하여 전개하고 있다.

      
 · ·           ------------------------------------------------(4)

      
  ·  ·     ------------------------------------------------(5)

단,   임금률
  이자율
  의한계비용

여기서 구해진  , 를  (1) 식에 대입하면,

            · 
 · ·

 

  · ·
  

            ·  · · 

 · 

 
     ------------------------------(6)

이제 (6)식을 에 관한식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7)식과 같게 된다.

                  



 


       -----------------------------(7)

(7)식에서 이자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7)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식으로 치환하여 나타낼 수 있다.

                    ′     -----------------------------------------------(8)

이러한 생산함수에서 나타내는 중위투표자가 사용하게 될 재화를 라고 하고 일

반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1인당 할당된 재화는 


가 될 것이다.10) 그러나 만약 

가 공공재라면 변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는 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

10) P는 인구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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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라면 는 일반적으로 표현된 


이 될 것이다. 공공재와 사적재를 모두 포함하

는 중위투표자에게 할당된 재화를 나타내 본다면,    
 11) 가 될 것이며 공공재

의 경우에는   이므로   이 될 것이며   로 나타낼 수 있고, 사적재의 

경우에는   이 되어   


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재    사적재   --------------------(9)

                     중위투표자에게할당된재화
  인구수

다음으로 중위투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조세가격을 라고 하면,

                 ∙ 
 . 는한계조세가격  --------------------------(10)

이제 이 한계조세 를 1인당으로 할당된 조세가격 로 나타내 본다면,  


가 

된다.

이를 다시 쓰면 (10)식과 같게 된다.

               

∙ 

  ∙

    ---------------------------------(11)

                    

이제 (11)식을 에 대해 정리해서  1인당 한계조세가격와, 중위투표자의 소득

로 나타내면,

           와 같은 축약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12)

이 축약식을 이용하면 1인당 지출에 관한 식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므로13), 이 식을 다시 쓰면

11) 공공재와 사적재의 할당량을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낸 것.
12) s: q의 한계조세가격, y : 소득.

              --------------------------------------------(12)

                 

식 (12)를 식 (11)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

          
  ∙    ∙   ------------------------(13)

또한 식(8)에서    ′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식 (13)을 다시쓰면,

식 (14), (15)와 같게 된다.

     ∙′   ∙  ∙    ∙  ----------------(14)

       ′∙  ∙ ∙       -----------------------------------(15)

     식 (15)의  양변에 log를 취하면,

   log   log  ′    log      log    log    ----(16)

이 식을 통해 재정지출식은 공공재의 가격과 소득, 그리고 인구의 함수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14) 이에 더해서 Stiglits(2000)의 연구는 기본경제이론의 모형에 단

순한 형태의 지역 전체의 인구가 아닌, 인구구조 변수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15) 단위당 정부서비스의 방정식은 Stiglitz(2000)의 모형을 사용하

여 로그선형의 수요함수를 가정하고, 공공재의 총수요는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log   log    ---(17)

13) 재화에 대한 1인당 지출이므로 1인당 한계조세가격 × 1인당 재화량(할당량)이 되는 것이다.
14) Borcherding T. E. and R. T. Deacon, "The Demand for the Services of Non Federal 

Government”, American Econpmic Review. Vol. 62, pp. 842-853. 1972.
15) Stiglitz J.,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3rd ed., Newyork : Nort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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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라면 는 일반적으로 표현된 


이 될 것이다. 공공재와 사적재를 모두 포함하

는 중위투표자에게 할당된 재화를 나타내 본다면,    
 11) 가 될 것이며 공공재

의 경우에는   이므로   이 될 것이며   로 나타낼 수 있고, 사적재의 

경우에는   이 되어   


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재    사적재   --------------------(9)

                     중위투표자에게할당된재화
  인구수

다음으로 중위투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조세가격을 라고 하면,

                 ∙ 
 . 는한계조세가격  --------------------------(10)

이제 이 한계조세 를 1인당으로 할당된 조세가격 로 나타내 본다면,  


가 

된다.

이를 다시 쓰면 (10)식과 같게 된다.

               

∙ 

  ∙

    ---------------------------------(11)

                    

이제 (11)식을 에 대해 정리해서  1인당 한계조세가격와, 중위투표자의 소득

로 나타내면,

           와 같은 축약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12)

이 축약식을 이용하면 1인당 지출에 관한 식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므로13), 이 식을 다시 쓰면

11) 공공재와 사적재의 할당량을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낸 것.
12) s: q의 한계조세가격, y : 소득.

              --------------------------------------------(12)

                 

식 (12)를 식 (11)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

          
  ∙    ∙   ------------------------(13)

또한 식(8)에서    ′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식 (13)을 다시쓰면,

식 (14), (15)와 같게 된다.

     ∙′   ∙  ∙    ∙  ----------------(14)

       ′∙  ∙ ∙       -----------------------------------(15)

     식 (15)의  양변에 log를 취하면,

   log   log  ′    log      log    log    ----(16)

이 식을 통해 재정지출식은 공공재의 가격과 소득, 그리고 인구의 함수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14) 이에 더해서 Stiglits(2000)의 연구는 기본경제이론의 모형에 단

순한 형태의 지역 전체의 인구가 아닌, 인구구조 변수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15) 단위당 정부서비스의 방정식은 Stiglitz(2000)의 모형을 사용하

여 로그선형의 수요함수를 가정하고, 공공재의 총수요는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log   log    ---(17)

13) 재화에 대한 1인당 지출이므로 1인당 한계조세가격 × 1인당 재화량(할당량)이 되는 것이다.
14) Borcherding T. E. and R. T. Deacon, "The Demand for the Services of Non Federal 

Government”, American Econpmic Review. Vol. 62, pp. 842-853. 1972.
15) Stiglitz J.,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3rd ed., Newyork : Nort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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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재총수요, 은 중위투표자의 소득, 는 공공재의 한계가격, 는 도

시화율이며, 는 인구밀도이다. 한편, 중위투표자 이론에서 결정적인 투표자의 소득

은 중위 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소득분포의 평균이 될 것이고, 공공재의 한계가

격에 의해 공급량이 결정될 것이므로 로그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개인이 

소비하는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라고 가정하면, 소비되는 최적의 공공재의 양

은 다음과 같다. 식 (9)와도 같은 식이다.

                    16) -----------------------------------------------(18)

는 공공재이며, 는 인구를 나타낸다. 는 중위투표자가 소비하는 공공재의 

최적수준이다.   로 표현한 것은 공공재와 사적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라면 공공재를 나타내며,    이라면 사적재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공공재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17)

                  · ·   ---------------------------------------------(19)

는 공공재 지출이며 의 비용이다. 는 공공재의 단위당 가격, 는 공공재,

 는 인구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공공재 

지출비용은  공공재의 가격과 공공재의 양과 규모의 경제 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라면, 인구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라면, 인구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 인구규모가 중위투표자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중위투표자는 효율적인 

16) 식 (9)와 같은 식이지만 공공재만을 의미한다.
17) Borcherding T. E. and R. T. Deacon, "The Demand for the Services of Non Federal 

Government”, American Econpmic Review. Vol. 62, pp. 842-853. 1972.

단위당 비용에 대해 최적의 공공재 공급인 를 선택할 것이며 에서의 중위투

표자가 사용할  공공재는      이며 이를 이용하면, 식 (20)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이므로,

             ․  ․  ·    ․ ․     -----------------------(20)

이제 전체 공공재 지출에서 1인당 지출로 바꾸기 위해 인구로 나누어 주면,

다음의 식 (21) 이 되는 것이다.

         

  ․ ․   ----------------------------------------------(21)

즉, 생산함수로부터 인구변수를 사용하는 공공재 지출함수를 도출한 것이며, 추가

적인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 에 대하여    ․   

배수만큼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가 된다.

이제 원래의 재정지출모형에 관한 식 (17)로 돌아와서,    ․    식과 

식 (18)을 이용하면 정부소비에 있어서 단위당 지출식 (22)가 도출된다.

log 

     log    log  ․      log   log  -(22)

식 (22)를 변형하면 식 (23)이 도출된다. (<부록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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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재총수요, 은 중위투표자의 소득, 는 공공재의 한계가격, 는 도

시화율이며, 는 인구밀도이다. 한편, 중위투표자 이론에서 결정적인 투표자의 소득

은 중위 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소득분포의 평균이 될 것이고, 공공재의 한계가

격에 의해 공급량이 결정될 것이므로 로그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개인이 

소비하는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라고 가정하면, 소비되는 최적의 공공재의 양

은 다음과 같다. 식 (9)와도 같은 식이다.

                    16) -----------------------------------------------(18)

는 공공재이며, 는 인구를 나타낸다. 는 중위투표자가 소비하는 공공재의 

최적수준이다.   로 표현한 것은 공공재와 사적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라면 공공재를 나타내며,    이라면 사적재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공공재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17)

                  · ·   ---------------------------------------------(19)

는 공공재 지출이며 의 비용이다. 는 공공재의 단위당 가격, 는 공공재,

 는 인구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공공재 

지출비용은  공공재의 가격과 공공재의 양과 규모의 경제 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라면, 인구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라면, 인구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 인구규모가 중위투표자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중위투표자는 효율적인 

16) 식 (9)와 같은 식이지만 공공재만을 의미한다.
17) Borcherding T. E. and R. T. Deacon, "The Demand for the Services of Non Federal 

Government”, American Econpmic Review. Vol. 62, pp. 842-853. 1972.

단위당 비용에 대해 최적의 공공재 공급인 를 선택할 것이며 에서의 중위투

표자가 사용할  공공재는      이며 이를 이용하면, 식 (20)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이므로,

             ․  ․  ·    ․ ․     -----------------------(20)

이제 전체 공공재 지출에서 1인당 지출로 바꾸기 위해 인구로 나누어 주면,

다음의 식 (21) 이 되는 것이다.

         

  ․ ․   ----------------------------------------------(21)

즉, 생산함수로부터 인구변수를 사용하는 공공재 지출함수를 도출한 것이며, 추가

적인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 에 대하여    ․   

배수만큼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가 된다.

이제 원래의 재정지출모형에 관한 식 (17)로 돌아와서,    ․    식과 

식 (18)을 이용하면 정부소비에 있어서 단위당 지출식 (22)가 도출된다.

log 

     log    log  ․      log   log  -(22)

식 (22)를 변형하면 식 (23)이 도출된다. (<부록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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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log   log        log

  -----(23)

5. 실증분석

1. 변수선정과 자료

본 논문은 한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부산․경남지역 41개의 시․군․구 지역을 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지방

재정연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는 통합재정을 사용하지

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료들은 통합재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그 세입과 세출 

면에서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재정의 분

류가 아닌 현재 지방재정의 분류방법대로 재정지출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주

된 변수는 고령화 변수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한국도시행정연구소의 도시인구통계에

서 얻었다. 사용한 변수는 종속변수에 기능별 지출과 성질별 지출의 7가지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공공재의 가격, 소득, 고령인구비율, 도시화율과 인구밀

도를 사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소득에 관한 자료는 대리변수로서 주민세18)를 사

용했고, 공공재 가격변수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그 중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을 합친 자체재원을 사용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은 특성화된 인구에 관한 것이며 사용한 모든 자료들은 탄력성 계수

를 비교할 수 있도록 1인당 로그값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18) 주민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주민총생산(GRP), 주민 1인당 GRDP, 자동차 보유율, 주민교육수준, 주

민세부담액, 1인당 지방세액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지역의 평균소득을 잘 반영하

는  지방세목을 찾기위해 상관분석을 해본결과 주민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도별 평균소득과 지방세와의 상관관계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자동차 주민세
평균소득 0.6991 0.7062 0.5877 0.6419 0.7549

       하능식, “지역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논집 12권 제1호, 2007.

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constant 0.01
[0.24]

0.08
[0.87]

0.65**
[3.41]

-0.001
[-0.01]

0.02
[0.16]

-0.12
[-0.13]

0.06
[0.91]

자체재원
0.28**
[8.09]

0.39**
[7.23]

0.8
[19.17]

0.16**
[2.52]

0.23**
[5.79]

0.69
[1.38]

0.78**
[18.75]

소득
0.04

[1.22]
0.12**
[2.43]

0.07
[1.13]

0.12**
[2.58]

0.27**
[4.87]

0.16**
[4.21]

-0.02
[-0.63]

인구밀도
-0.36**
[-5.16]

-0.14
[-1.39]

1.18**
[1.97]

-0.22**
[-2.81]

-1.46**
[-2.78]

0.67
[1.07]

-0.21**
[-2.86]

도시화율
1.92**
[17.39]

1.13**
[6.64]

-1.45**
[-1.88]

1.65**
[9.40]

3.22**
[4.76]

-0.49**
[-3.59]

0.79**
[6.32]

고령인구비율
0.74**
[11.52]

0.81**
[8.09]

-0.04*
[-0.42]

0.99**
[8.90]

-0.25**
[-2.99]

-0.14*
[-1.72]

0.30**
[4.0]

  0.987 0.974 0.988 0.944 0.987 0.685 0.987

2. 실증분석방법과 분석결과

실증분석 모형은 앞서 서술한 Dao(1994)의 구조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과 경상남도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1996년~2005년도의 자

료를 분석하기위해 단순한 OLS가 아닌 패널분석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패널분석은 

다양한 년도와 

지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계패키지

는 STATA 9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Hausman Test를 거쳐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

효과모형 중에서 더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했다.

고령화 영향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령화 정도가 다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

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되어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

는 이론과 부합된다.

<표 1> 경남 군지역의 재정지출 분석결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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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log   log        log

  -----(23)

5. 실증분석

1. 변수선정과 자료

본 논문은 한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부산․경남지역 41개의 시․군․구 지역을 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지방

재정연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는 통합재정을 사용하지

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료들은 통합재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그 세입과 세출 

면에서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재정의 분

류가 아닌 현재 지방재정의 분류방법대로 재정지출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주

된 변수는 고령화 변수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한국도시행정연구소의 도시인구통계에

서 얻었다. 사용한 변수는 종속변수에 기능별 지출과 성질별 지출의 7가지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공공재의 가격, 소득, 고령인구비율, 도시화율과 인구밀

도를 사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소득에 관한 자료는 대리변수로서 주민세18)를 사

용했고, 공공재 가격변수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그 중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을 합친 자체재원을 사용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은 특성화된 인구에 관한 것이며 사용한 모든 자료들은 탄력성 계수

를 비교할 수 있도록 1인당 로그값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18) 주민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주민총생산(GRP), 주민 1인당 GRDP, 자동차 보유율, 주민교육수준, 주

민세부담액, 1인당 지방세액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지역의 평균소득을 잘 반영하

는  지방세목을 찾기위해 상관분석을 해본결과 주민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도별 평균소득과 지방세와의 상관관계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자동차 주민세
평균소득 0.6991 0.7062 0.5877 0.6419 0.7549

       하능식, “지역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논집 12권 제1호, 2007.

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constant 0.01
[0.24]

0.08
[0.87]

0.65**
[3.41]

-0.001
[-0.01]

0.02
[0.16]

-0.12
[-0.13]

0.06
[0.91]

자체재원
0.28**
[8.09]

0.39**
[7.23]

0.8
[19.17]

0.16**
[2.52]

0.23**
[5.79]

0.69
[1.38]

0.78**
[18.75]

소득
0.04

[1.22]
0.12**
[2.43]

0.07
[1.13]

0.12**
[2.58]

0.27**
[4.87]

0.16**
[4.21]

-0.02
[-0.63]

인구밀도
-0.36**
[-5.16]

-0.14
[-1.39]

1.18**
[1.97]

-0.22**
[-2.81]

-1.46**
[-2.78]

0.67
[1.07]

-0.21**
[-2.86]

도시화율
1.92**
[17.39]

1.13**
[6.64]

-1.45**
[-1.88]

1.65**
[9.40]

3.22**
[4.76]

-0.49**
[-3.59]

0.79**
[6.32]

고령인구비율
0.74**
[11.52]

0.81**
[8.09]

-0.04*
[-0.42]

0.99**
[8.90]

-0.25**
[-2.99]

-0.14*
[-1.72]

0.30**
[4.0]

  0.987 0.974 0.988 0.944 0.987 0.685 0.987

2. 실증분석방법과 분석결과

실증분석 모형은 앞서 서술한 Dao(1994)의 구조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과 경상남도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1996년~2005년도의 자

료를 분석하기위해 단순한 OLS가 아닌 패널분석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패널분석은 

다양한 년도와 

지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계패키지

는 STATA 9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Hausman Test를 거쳐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

효과모형 중에서 더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했다.

고령화 영향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령화 정도가 다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

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되어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

는 이론과 부합된다.

<표 1> 경남 군지역의 재정지출 분석결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368

경남 군지역(농촌지역)은 고령인구비율이 사회개발비 및 일반행정비와는 정의 관

계, 경제개발비와는 부(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군지역의 경우 고령인구비율이 1% 증가하면, 사회개발비는 0.81% 증가하고, 일

반행정비는 0.74% 증가하는데 비해 경제개발비는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대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부담 증가가 경제개발비를 줄이는 방향으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공공재의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자체재원, 소득, 도시화율 변수는 예상대

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고, 인구밀도는 일

반행정비와는 부의 관계, 경제개발비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의 경우,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 인건비는 0.99%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인건비의 지출탄력성이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하는 것만큼 이를 담당하는 인건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체재원, 소득변수도 역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에 대해 정(正)의 관

계를 보여 군지역의 경우 자체재원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중

앙정부의 조건부 대응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부담증가 때문

으로 보여 진다.

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constant -0.09
[-1.69]

-0.12**
[-2.10]

-0.16
[-1.51]

-0.17*
[-5.90]

-0.01
[-0.17]

-0.32*
[-1.78]

-0.10
[-0.62]

자체재원
0.02**
[2.47]

0.05**
[4.60]

0.06**
[3.06]

0.01**
[3.06]

0.03**
[3.05]

0.45**
[13.35]

0.08**
[2.66]

소득
0.01*
[1.58]

0.04**
[5.77]

0.09**
[7.64]

0.007
[1.33]

0.02**
[2.95]

0.19**
[5.99]

0.10**
[6.16]

인구밀도
0.08**
[3.46]

-0.05**
[-1.97]

-0.15**
[-3.50]

0.009
[0.57]

-0.12**
[-4.40]

0.39
[0.37]

-0.19**
[-3.18]

도시화율
2.57**
[39.47]

2.2**
[30.30]

2.40**
[19.08]

2.19*
[55.09]

2.65**
[34.01]

-0.12**
[-4.99]

2.47**
[13.13]

고령인구비율
0.77**
[16.45]

1.38**
[26.57]

0.88**
[9.93]

1.09**
[39.68]

0.10*
[1.81]

0.10**
[6.52]

0.87**
[6.86]

  0.975 0.972 0.899 0.991 0.959 0.728 0.783

<표 2> 부산․울산의 구지역, 경남 시지역의 재정지출 분석결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부산과 울산의 구 자치단체와 경남의 시지역은 고령인구 1%의 증가에 대해 사회

개발비가 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증가율을 보

여준다. ( <표 2> 참조).

시, 구 자치단체는 자체재원, 소득, 도시화율 변수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

제개발비와 정(正)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고령인구가 1% 증가할때 일반행정비는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에서도 이들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인구비율과 인건비 및 물건비가 정

의 관계에 있어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한 지방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또한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고령화 인구 추정계수 값으로부터 값이 0보다 크므

로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며,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재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이 증

가하여,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9)

19) 앞의 이론모형 (19)식에서    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했음, 는 고령화관련변

수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고령화관련 계수값은 식(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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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군지역(농촌지역)은 고령인구비율이 사회개발비 및 일반행정비와는 정의 관

계, 경제개발비와는 부(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군지역의 경우 고령인구비율이 1% 증가하면, 사회개발비는 0.81% 증가하고, 일

반행정비는 0.74% 증가하는데 비해 경제개발비는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대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부담 증가가 경제개발비를 줄이는 방향으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공공재의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자체재원, 소득, 도시화율 변수는 예상대

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고, 인구밀도는 일

반행정비와는 부의 관계, 경제개발비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의 경우,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 인건비는 0.99%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인건비의 지출탄력성이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하는 것만큼 이를 담당하는 인건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체재원, 소득변수도 역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에 대해 정(正)의 관

계를 보여 군지역의 경우 자체재원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중

앙정부의 조건부 대응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부담증가 때문

으로 보여 진다.

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constant -0.09
[-1.69]

-0.12**
[-2.10]

-0.16
[-1.51]

-0.17*
[-5.90]

-0.01
[-0.17]

-0.32*
[-1.78]

-0.10
[-0.62]

자체재원
0.02**
[2.47]

0.05**
[4.60]

0.06**
[3.06]

0.01**
[3.06]

0.03**
[3.05]

0.45**
[13.35]

0.08**
[2.66]

소득
0.01*
[1.58]

0.04**
[5.77]

0.09**
[7.64]

0.007
[1.33]

0.02**
[2.95]

0.19**
[5.99]

0.10**
[6.16]

인구밀도
0.08**
[3.46]

-0.05**
[-1.97]

-0.15**
[-3.50]

0.009
[0.57]

-0.12**
[-4.40]

0.39
[0.37]

-0.19**
[-3.18]

도시화율
2.57**
[39.47]

2.2**
[30.30]

2.40**
[19.08]

2.19*
[55.09]

2.65**
[34.01]

-0.12**
[-4.99]

2.47**
[13.13]

고령인구비율
0.77**
[16.45]

1.38**
[26.57]

0.88**
[9.93]

1.09**
[39.68]

0.10*
[1.81]

0.10**
[6.52]

0.87**
[6.86]

  0.975 0.972 0.899 0.991 0.959 0.728 0.783

<표 2> 부산․울산의 구지역, 경남 시지역의 재정지출 분석결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부산과 울산의 구 자치단체와 경남의 시지역은 고령인구 1%의 증가에 대해 사회

개발비가 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증가율을 보

여준다. ( <표 2> 참조).

시, 구 자치단체는 자체재원, 소득, 도시화율 변수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

제개발비와 정(正)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고령인구가 1% 증가할때 일반행정비는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에서도 이들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인구비율과 인건비 및 물건비가 정

의 관계에 있어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한 지방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또한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고령화 인구 추정계수 값으로부터 값이 0보다 크므

로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며,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재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이 증

가하여,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9)

19) 앞의 이론모형 (19)식에서    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했음, 는 고령화관련변

수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고령화관련 계수값은 식(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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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함의점

본 논문은 Dao(1994)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

출 수요함수를 도출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41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

로 하여 고령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울산․경남의 시와 고령화 비율이 높

은 경남의 군 지역으로 나누어 관련 재정지출 변수들이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령화비율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지역 공공재 공급가격을 반영하는 자체재원,

소득, 인구밀도, 그리고 도시화율을 독립변수로 성질별․기능별로 분류된 지방재정 

세출변수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소득, 도시화율과 고령

인구비율은 대체로 재정지출 변수들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군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이 1% 증가할 때 사회개발비는 0.81% 증가하여 부산․울산과 

경남의 도시지역 사회개발비 탄력성 계수 1.38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증

가와 관련성이 높은 일반행정비의 경우 그 탄력성 계수가 도시와 농촌지역이 비슷하

게 0.77과 0.74로 나타났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농촌 군지역은 고령인구비율과 負(-)

의 관계로 나타난 반면, 도시지역은 正(+)의 관계로 나타나 고령인구비율이 너무높

은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도시지역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와 성질별 지출관계도 기능별 지출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가 높아지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인건비 지출탄력성

이 1에 가까운 1.09와 0.99로 나타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 만큼 인건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방재정지출이 규모의 

불경제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들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 

임.     이므로   으로 나타남.   은 특성인구, 즉 고령인구가 증가할 때 고령인구를 

부양하기위한 공공서비스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부담이 될수있음을 시사

한다고 볼수있음.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시평균 전국평균
1970 1.68 1.77 2.06 2.16 2.59 2.25 3.46 2.28 3.13
1975 2.09 2.06 2.43 2.71 2.83 2.68 3.28 2.58 3.54
1980 2.46 2.29 2.7 2.88 3.06 2.97 2.86 2.75 3.97
1985 2.86 2.62 3.14 3.28 3.35 3.34 2.89 3.07 4.5
1990 3.51 3.48 3.93 3.98 4.14 4.13 3.14 3.76 5.54
1995 4.19 4.5 4.51 4.44 4.59 4.5 3.27 4.28 6.51
2000 5.34 6.07 5.85 5.45 5.49 5.38 3.97 5.36 7.96
2005 7.12 8.37 7.78 6.9 7 6.69 5.23 7.01 10.08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평균 전국평균

1970 3.04 2.7 3.63 3.82 3.67 4.25 3.85 3.96 5.15 3.78 3.13
1975 3.4 3.35 4.31 4.49 4.16 4.76 4.5 4.35 5.28 4.29 3.54
1980 3.7 4.17 5.22 5.49 4.84 5.47 5.46 4.8 5.08 4.91 3.97
1985 3.99 5.05 6.03 6.34 5.74 6.13 6.79 5.4 5.13 5.62 4.5
1990 4.45 6.68 7.31 7.92 7.4 7.85 8.39 6.43 5.97 6.93 5.54
1995 4.79 8 8.11 9.91 9.03 10.64 9.57 7.4 6.66 8.23 6.51
2000 5.71 9.75 9.55 11.89 11.05 13.39 11.4 8.87 8.24 9.98 7.96
2005 7.08 12.79 11.17 14.35 13.95 17.51 14.3 10.78 10.27 12.47 10.08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부록

<표 1> 광역자치단체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 :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인구/전체인구)*100

<표 2> 도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 :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인구/전체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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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함의점

본 논문은 Dao(1994)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

출 수요함수를 도출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41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

로 하여 고령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울산․경남의 시와 고령화 비율이 높

은 경남의 군 지역으로 나누어 관련 재정지출 변수들이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령화비율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지역 공공재 공급가격을 반영하는 자체재원,

소득, 인구밀도, 그리고 도시화율을 독립변수로 성질별․기능별로 분류된 지방재정 

세출변수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소득, 도시화율과 고령

인구비율은 대체로 재정지출 변수들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군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이 1% 증가할 때 사회개발비는 0.81% 증가하여 부산․울산과 

경남의 도시지역 사회개발비 탄력성 계수 1.38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증

가와 관련성이 높은 일반행정비의 경우 그 탄력성 계수가 도시와 농촌지역이 비슷하

게 0.77과 0.74로 나타났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농촌 군지역은 고령인구비율과 負(-)

의 관계로 나타난 반면, 도시지역은 正(+)의 관계로 나타나 고령인구비율이 너무높

은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도시지역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와 성질별 지출관계도 기능별 지출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가 높아지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인건비 지출탄력성

이 1에 가까운 1.09와 0.99로 나타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 만큼 인건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방재정지출이 규모의 

불경제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들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 

임.     이므로   으로 나타남.   은 특성인구, 즉 고령인구가 증가할 때 고령인구를 

부양하기위한 공공서비스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부담이 될수있음을 시사

한다고 볼수있음.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시평균 전국평균
1970 1.68 1.77 2.06 2.16 2.59 2.25 3.46 2.28 3.13
1975 2.09 2.06 2.43 2.71 2.83 2.68 3.28 2.58 3.54
1980 2.46 2.29 2.7 2.88 3.06 2.97 2.86 2.75 3.97
1985 2.86 2.62 3.14 3.28 3.35 3.34 2.89 3.07 4.5
1990 3.51 3.48 3.93 3.98 4.14 4.13 3.14 3.76 5.54
1995 4.19 4.5 4.51 4.44 4.59 4.5 3.27 4.28 6.51
2000 5.34 6.07 5.85 5.45 5.49 5.38 3.97 5.36 7.96
2005 7.12 8.37 7.78 6.9 7 6.69 5.23 7.01 10.08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평균 전국평균

1970 3.04 2.7 3.63 3.82 3.67 4.25 3.85 3.96 5.15 3.78 3.13
1975 3.4 3.35 4.31 4.49 4.16 4.76 4.5 4.35 5.28 4.29 3.54
1980 3.7 4.17 5.22 5.49 4.84 5.47 5.46 4.8 5.08 4.91 3.97
1985 3.99 5.05 6.03 6.34 5.74 6.13 6.79 5.4 5.13 5.62 4.5
1990 4.45 6.68 7.31 7.92 7.4 7.85 8.39 6.43 5.97 6.93 5.54
1995 4.79 8 8.11 9.91 9.03 10.64 9.57 7.4 6.66 8.23 6.51
2000 5.71 9.75 9.55 11.89 11.05 13.39 11.4 8.87 8.24 9.98 7.96
2005 7.08 12.79 11.17 14.35 13.95 17.51 14.3 10.78 10.27 12.47 10.08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부록

<표 1> 광역자치단체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 :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인구/전체인구)*100

<표 2> 도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 :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인구/전체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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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항목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 ~ 14세

인구구성비

15세~64세

인구구성비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노년부양비

1995 10,536,828 3,189,951 2,656,652 23.4 70.7 5.9 8.32
1996 10,403,277 3,232,652 2,794,882 22.9 71 6.1 8.64
1997 10,233,102 3,279,116 2,929,311 22.3 71.4 6.4 8.93
1998 10,091,517 3,312,593 3,069,053 21.8 71.6 6.6 9.26
1999 9,972,894 3,342,020 3,223,576 21.4 71.7 6.9 9.64
2000 9,911,229 3,370,198 3,394,896 21.1 71.7 7.2 10.07
2001 9,848,871 3,392,337 3,581,272 20.8 71.6 7.6 10.55
2002 9,725,532 3,411,066 3,778,932 20.4 71.6 7.9 11.07
2003 9,573,435 3,430,045 3,975,338 20 71.7 8.3 11.58
2004 9,417,397 3,448,299 4,181,772 19.6 71.7 8.7 12.12
2005 9,240,017 3,467,097 4,383,156 19.1 71.8 9.1 12.64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1996 7.24 6.43 6.34 5.47 4.93 4.60 4.74 3.63 4.26 
1997 7.62 6.88 6.80 5.87 5.24 4.88 5.03 3.86 4.50 
1998 7.82 7.32 7.29 6.20 5.57 5.09 5.30 4.06 4.74 
1999 8.20 7.74 7.89 6.62 5.96 5.37 5.66 4.27 5.08 
2000 8.61 8.23 8.49 7.08 6.37 5.71 6.02 4.60 5.45 
2001 9.14 8.73 9.14 7.65 6.82 6.06 6.38 4.91 5.83 
2002 9.64 9.27 9.81 8.22 7.26 6.44 6.77 5.17 6.25 
2003 10.28 9.91 10.43 8.83 7.77 6.84 7.17 5.51 6.66 
2004 11.00 10.59 11.29 9.67 8.38 7.35 7.72 5.93 7.16 
2005 11.83 11.37 12.29 10.42 8.82 7.88 8.32 6.31 7.58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

1996 4.16 4.62 7.70 4.56 5.16 3.35 7.72 
1997 4.36 4.87 8.24 4.87 5.45 3.54 8.11 
1998 4.58 5.12 8.71 5.19 5.80 3.75 8.39 
1999 4.90 5.52 9.33 5.52 6.21 3.95 8.77 
2000 5.19 5.94 9.88 5.95 6.61 4.16 9.22 
2001 5.49 6.28 10.37 6.27 7.10 4.41 9.46 
2002 5.81 6.70 10.95 6.64 7.55 4.79 9.90 
2003 6.18 7.14 11.64 7.06 8.00 5.16 10.39 
2004 6.61 7.67 12.46 7.63 8.50 5.65 11.00 
2005 7.00 8.27 13.11 8.18 9.10 6.04 11.55

<표 3> 한국의 연령별 인구비율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표 4> 부산 구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1996 3.18 4.95 6.37 5.84 6.95 8.81 5.01 10.53 6.19 4.86 
1997 3.29 5.21 6.61 6.10 7.32 9.40 5.06 11.08 6.33 5.02 
1998 3.43 5.39 6.84 6.43 7.64 9.76 5.10 11.58 6.38 5.16 
1999 3.61 5.69 7.13 6.80 8.02 10.16 5.29 12.02 6.48 5.35 
2000 3.78 6.04 7.47 7.14 8.37 10.59 5.40 12.74 6.62 5.58 
2001 3.93 6.32 7.83 7.54 8.78 11.12 5.58 13.34 6.76 5.83 
2002 4.14 6.62 8.22 7.73 9.18 11.78 5.57 14.20 6.88 6.11 
2003 4.30 7.00 8.61 7.86 9.50 12.35 5.70 14.89 6.96 6.45 
2004 4.52 7.45 9.05 8.25 9.88 13.06 5.88 15.73 7.09 6.84 
2005 4.72 7.87 9.54 8.46 10.29 13.72 6.08 16.36 7.12 7.14

울주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996 0.00 16.81 11.67 12.87 13.14 17.04 13.93 14.79 15.04 12.92 15.11 
1997 7.13 18.25 12.17 13.73 13.93 18.10 14.85 15.83 15.86 13.46 16.09 
1998 7.17 19.02 12.66 14.45 14.59 18.73 15.56 16.87 16.43 14.02 17.30 
1999 7.24 20.15 13.18 15.20 15.35 19.82 16.39 17.67 17.11 14.58 18.29 
2000 7.40 20.84 13.89 15.93 16.25 20.92 17.22 18.80 18.12 15.24 19.41 
2001 7.52 22.23 14.34 16.75 17.28 21.96 17.76 19.92 19.19 16.09 20.64 
2002 7.86 23.70 15.16 17.83 18.10 23.30 19.36 21.49 20.50 17.08 22.09 
2003 8.17 24.64 15.84 18.97 19.05 24.61 19.62 22.99 21.79 17.79 22.51 
2004 8.61 25.73 16.62 19.95 20.10 25.83 21.32 24.46 23.25 18.73 24.29 
2005 8.99 27.38 17.42 20.88 20.95 27.02 22.49 25.48 24.16 19.53 25.01

중구 남구 동구 북구
1996 3.41 0.00 0.00 0.00 
1997 2.60 2.79 2.38 3.38 
1998 3.51 2.91 2.48 3.49 
1999 3.79 3.09 2.60 3.65 
2000 4.00 3.24 2.74 3.83 
2001 4.28 3.35 2.91 3.98 
2002 4.53 3.54 3.03 4.17 
2003 4.89 3.76 3.26 4.30 
2004 5.31 4.06 3.53 4.49 
2005 5.62 4.34 3.78 4.63

<표 5> 울산 구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표 6> 경남 시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표 7> 경남 군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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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항목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 ~ 14세

인구구성비

15세~64세

인구구성비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노년부양비

1995 10,536,828 3,189,951 2,656,652 23.4 70.7 5.9 8.32
1996 10,403,277 3,232,652 2,794,882 22.9 71 6.1 8.64
1997 10,233,102 3,279,116 2,929,311 22.3 71.4 6.4 8.93
1998 10,091,517 3,312,593 3,069,053 21.8 71.6 6.6 9.26
1999 9,972,894 3,342,020 3,223,576 21.4 71.7 6.9 9.64
2000 9,911,229 3,370,198 3,394,896 21.1 71.7 7.2 10.07
2001 9,848,871 3,392,337 3,581,272 20.8 71.6 7.6 10.55
2002 9,725,532 3,411,066 3,778,932 20.4 71.6 7.9 11.07
2003 9,573,435 3,430,045 3,975,338 20 71.7 8.3 11.58
2004 9,417,397 3,448,299 4,181,772 19.6 71.7 8.7 12.12
2005 9,240,017 3,467,097 4,383,156 19.1 71.8 9.1 12.64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1996 7.24 6.43 6.34 5.47 4.93 4.60 4.74 3.63 4.26 
1997 7.62 6.88 6.80 5.87 5.24 4.88 5.03 3.86 4.50 
1998 7.82 7.32 7.29 6.20 5.57 5.09 5.30 4.06 4.74 
1999 8.20 7.74 7.89 6.62 5.96 5.37 5.66 4.27 5.08 
2000 8.61 8.23 8.49 7.08 6.37 5.71 6.02 4.60 5.45 
2001 9.14 8.73 9.14 7.65 6.82 6.06 6.38 4.91 5.83 
2002 9.64 9.27 9.81 8.22 7.26 6.44 6.77 5.17 6.25 
2003 10.28 9.91 10.43 8.83 7.77 6.84 7.17 5.51 6.66 
2004 11.00 10.59 11.29 9.67 8.38 7.35 7.72 5.93 7.16 
2005 11.83 11.37 12.29 10.42 8.82 7.88 8.32 6.31 7.58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

1996 4.16 4.62 7.70 4.56 5.16 3.35 7.72 
1997 4.36 4.87 8.24 4.87 5.45 3.54 8.11 
1998 4.58 5.12 8.71 5.19 5.80 3.75 8.39 
1999 4.90 5.52 9.33 5.52 6.21 3.95 8.77 
2000 5.19 5.94 9.88 5.95 6.61 4.16 9.22 
2001 5.49 6.28 10.37 6.27 7.10 4.41 9.46 
2002 5.81 6.70 10.95 6.64 7.55 4.79 9.90 
2003 6.18 7.14 11.64 7.06 8.00 5.16 10.39 
2004 6.61 7.67 12.46 7.63 8.50 5.65 11.00 
2005 7.00 8.27 13.11 8.18 9.10 6.04 11.55

<표 3> 한국의 연령별 인구비율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표 4> 부산 구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1996 3.18 4.95 6.37 5.84 6.95 8.81 5.01 10.53 6.19 4.86 
1997 3.29 5.21 6.61 6.10 7.32 9.40 5.06 11.08 6.33 5.02 
1998 3.43 5.39 6.84 6.43 7.64 9.76 5.10 11.58 6.38 5.16 
1999 3.61 5.69 7.13 6.80 8.02 10.16 5.29 12.02 6.48 5.35 
2000 3.78 6.04 7.47 7.14 8.37 10.59 5.40 12.74 6.62 5.58 
2001 3.93 6.32 7.83 7.54 8.78 11.12 5.58 13.34 6.76 5.83 
2002 4.14 6.62 8.22 7.73 9.18 11.78 5.57 14.20 6.88 6.11 
2003 4.30 7.00 8.61 7.86 9.50 12.35 5.70 14.89 6.96 6.45 
2004 4.52 7.45 9.05 8.25 9.88 13.06 5.88 15.73 7.09 6.84 
2005 4.72 7.87 9.54 8.46 10.29 13.72 6.08 16.36 7.12 7.14

울주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996 0.00 16.81 11.67 12.87 13.14 17.04 13.93 14.79 15.04 12.92 15.11 
1997 7.13 18.25 12.17 13.73 13.93 18.10 14.85 15.83 15.86 13.46 16.09 
1998 7.17 19.02 12.66 14.45 14.59 18.73 15.56 16.87 16.43 14.02 17.30 
1999 7.24 20.15 13.18 15.20 15.35 19.82 16.39 17.67 17.11 14.58 18.29 
2000 7.40 20.84 13.89 15.93 16.25 20.92 17.22 18.80 18.12 15.24 19.41 
2001 7.52 22.23 14.34 16.75 17.28 21.96 17.76 19.92 19.19 16.09 20.64 
2002 7.86 23.70 15.16 17.83 18.10 23.30 19.36 21.49 20.50 17.08 22.09 
2003 8.17 24.64 15.84 18.97 19.05 24.61 19.62 22.99 21.79 17.79 22.51 
2004 8.61 25.73 16.62 19.95 20.10 25.83 21.32 24.46 23.25 18.73 24.29 
2005 8.99 27.38 17.42 20.88 20.95 27.02 22.49 25.48 24.16 19.53 25.01

중구 남구 동구 북구
1996 3.41 0.00 0.00 0.00 
1997 2.60 2.79 2.38 3.38 
1998 3.51 2.91 2.48 3.49 
1999 3.79 3.09 2.60 3.65 
2000 4.00 3.24 2.74 3.83 
2001 4.28 3.35 2.91 3.98 
2002 4.53 3.54 3.03 4.17 
2003 4.89 3.76 3.26 4.30 
2004 5.31 4.06 3.53 4.49 
2005 5.62 4.34 3.78 4.63

<표 5> 울산 구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표 6> 경남 시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표 7> 경남 군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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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1인당

일반행정비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인건비

1인당

물건비

1인당

이전지출

1인당

자본지출
199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7 114.1 128.0 113.8 111.9 111.1 120.9 124.8 
1998 120.3 131.3 114.2 116.8 139.8 137.8 117.1 
1999 129.4 148.5 121.4 121.4 136.8 165.0 132.5 
2000 131.2 153.4 131.2 123.2 131.1 188.8 137.7 
2001 133.9 181.0 145.4 130.9 133.6 240.3 146.1 
2002 143.7 186.7 162.6 142.1 138.6 268.3 152.3 
2003 166.0 241.5 292.8 165.1 166.1 335.0 236.7 
2004 184.2 250.1 305.9 188.9 161.6 383.3 251.8 
2005 200.9 301.7 256.3 252.8 117.7 484.2 225.9 

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1인당

일반해정비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인건비

1인당

물건비

1인당

이전지출

1인당

자본지출
199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7 102.1 155.8 122.9 119.3 114.1 122.1 128.8 
1998 102.0 172.7 127.3 106.3 132.1 148.4 131.1 
1999 102.3 191.7 139.2 123.0 124.6 169.7 145.1 
2000 115.1 205.8 136.7 130.7 137.3 198.9 146.0 
2001 136.4 271.6 199.0 141.9 149.8 252.8 211.6 
2002 159.8 310.4 229.4 162.3 167.8 296.3 249.1 
2003 183.2 348.7 438.3 176.6 190.3 350.9 403.7 
2004 210.0 381.3 547.9 218.9 192.6 410.4 488.1 
2005 237.3 415.8 297.1 308.0 146.9 523.1 302.7 

<표 8> 부산과 울산의 구지역과 경남 시지역 재정지출구조변화

                                                                         (단위 : %)

( 1996년 1인당 지출액 = 100 % )

<표 9> 경남 군지역 재정지출구조변화 

                                                                        (단위 : %)

( 1996년 1인당 지출액 = 100 % )

                     

<부록 10>  이론모형 도출

log 

     log     log  ․    log   log  ----------------(1)



  ․  ․   식을 변형하면,  ․ ․  


가 되는데,

이  ․ ․  


를 다시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가 도출된다.

log  ․ ․ ․  


     log     log  ․    log   log 

                                            ------------------------------(2)

이 (2)식을 다시 정리하면, (3)식과 (4)식이 된다.

log  ․ ․  
 ․


     log     log  ․    log   log      

                                              ------------------------------(3)

log  ․ ․  


 log 

     log     log  ․    log  log 

                                            ------------------------------(4)

(4)식을 log

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식 (5), (6), (7), (8), (9), (10)식과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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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1인당

일반행정비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인건비

1인당

물건비

1인당

이전지출

1인당

자본지출
199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7 114.1 128.0 113.8 111.9 111.1 120.9 124.8 
1998 120.3 131.3 114.2 116.8 139.8 137.8 117.1 
1999 129.4 148.5 121.4 121.4 136.8 165.0 132.5 
2000 131.2 153.4 131.2 123.2 131.1 188.8 137.7 
2001 133.9 181.0 145.4 130.9 133.6 240.3 146.1 
2002 143.7 186.7 162.6 142.1 138.6 268.3 152.3 
2003 166.0 241.5 292.8 165.1 166.1 335.0 236.7 
2004 184.2 250.1 305.9 188.9 161.6 383.3 251.8 
2005 200.9 301.7 256.3 252.8 117.7 484.2 225.9 

기능별 지출 성질별 지출

1인당

일반해정비

1인당

사회개발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인건비

1인당

물건비

1인당

이전지출

1인당

자본지출
199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7 102.1 155.8 122.9 119.3 114.1 122.1 128.8 
1998 102.0 172.7 127.3 106.3 132.1 148.4 131.1 
1999 102.3 191.7 139.2 123.0 124.6 169.7 145.1 
2000 115.1 205.8 136.7 130.7 137.3 198.9 146.0 
2001 136.4 271.6 199.0 141.9 149.8 252.8 211.6 
2002 159.8 310.4 229.4 162.3 167.8 296.3 249.1 
2003 183.2 348.7 438.3 176.6 190.3 350.9 403.7 
2004 210.0 381.3 547.9 218.9 192.6 410.4 488.1 
2005 237.3 415.8 297.1 308.0 146.9 523.1 302.7 

<표 8> 부산과 울산의 구지역과 경남 시지역 재정지출구조변화

                                                                         (단위 : %)

( 1996년 1인당 지출액 = 100 % )

<표 9> 경남 군지역 재정지출구조변화 

                                                                        (단위 : %)

( 1996년 1인당 지출액 = 100 % )

                     

<부록 10>  이론모형 도출

log 

     log     log  ․    log   log  ----------------(1)



  ․  ․   식을 변형하면,  ․ ․  


가 되는데,

이  ․ ․  


를 다시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가 도출된다.

log  ․ ․ ․  


     log     log  ․    log   log 

                                            ------------------------------(2)

이 (2)식을 다시 정리하면, (3)식과 (4)식이 된다.

log  ․ ․  
 ․


     log     log  ․    log   log      

                                              ------------------------------(3)

log  ․ ․  


 log 

     log     log  ․    log  log 

                                            ------------------------------(4)

(4)식을 log

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식 (5), (6), (7), (8), (9), (10)식과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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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   log ․ ․  


  log   log 

                               ----------------------------------------------(5)

log 

     log    log  ․   log

 ․
 ․ 


  log  log

                               ----------------------------------------------(6)

log 

     log    log  ․   log


 log


  log 


  log  log

                         -----------------------------------------------------(7)

log 

     log    log  ․   log  log     log       log  log

                         -----------------------------------------------------(8)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9)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10)

식 (10)을 같은 변수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식 (11)이 도출된다.

   

log 

     log      log    log   log        lo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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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을 같은 변수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식 (11)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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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2.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

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20) 

1. 서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사회개발비 관

련 분야로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연령군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다. 건강과 사회보장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복

지사업들은 지방에 이양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사회로 이행해 가기위해 주민의 다양

한 공공서비스의 요구에 맞추어서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증가

는 해당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반영이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명

할 수도 있겠으나,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여 지

방세입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성장 동력을 저하시키고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지출 부

담으로 나타나면 지방재정력을 약화시켜 지방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이 투자적 성격의 지출이라면 재정지출 증가는 지역주

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 바람직할 것이지만, 반대로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이 소비적 성격의 지출이라면 

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 韓國財政政策學會「財政政策論集」第11輯 第1號 2009년 6월 30일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 지방재정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을 증

가시키는 투자적 성격의 지출인지 아니면 소득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소비적 

성격의 지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각 세목별 수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분석

하고자 한다. 즉,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 지방재정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과세 그리고 기타과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연구로 김성태(1994)1)는 바그너 모델을 이용하여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했다. 대도시일수

록 혼잡도가 높으며, 한국의 지방공공재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을 밝혔다.

노근호, 정초시, 김성태(1995)2)는 케인즈 모델을 사용하여 사회개발비와 사회보

장비를 지역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비로 파악했다. 지방공공재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그 시차효과를 추정하여 투자적 지출과 소비적 지출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승수는 투자적 지출의 승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시

차면에서도 장기적이고 누진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소비적 지출의 경우는 단기적

이라는 것을 밝혔다.

우명동(2001)3)은 사회개발비를 투자적 성격의 지출로 규명했으며 나아가 경제개

발비를 산업관련 투자로, 사회개발비를 생활관련 투자로 개념을 설명하고 투자적 성

격의 지출이라고 하여 사회개발비의 증가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았으며, 유태현

(2003)4)도 사회개발비를 투자적 성격의 경비로 보았으며 지역의 유효수요를 증대시

켜 지역의 경제활동과 소득을 증가시켜서 결국 지역의 세수입이 증가되는 바람직한 

경비로 분류했다. 더욱이 사회개발비는 지역공공재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출로 보았다.

국중호(2005)5)는 지방세와 지역소득의 방향성은 같으며 이전재원은 지방세와 반

1) 김성태,“한국지방공공재 수요함수 추정”, 경제학 연구 제42집 제1호, 1994, pp.146-164.
2) 노근호, 정초시, 김성태,“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 동태적 인과관계분석을 중심으로”,경제학연구 

제 43집 2호, 1995, pp.37-64.
3) 우명동,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해남, 2001, pp.114-116.
4) 유태현,“한국지방재정론”, 상경사, 2003, p.234.
5) 국중호,“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 지방행정연구 제 19권 제 1호, 2005.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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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2.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

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20) 

1. 서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사회개발비 관

련 분야로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연령군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다. 건강과 사회보장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복

지사업들은 지방에 이양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사회로 이행해 가기위해 주민의 다양

한 공공서비스의 요구에 맞추어서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증가

는 해당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반영이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명

할 수도 있겠으나,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여 지

방세입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성장 동력을 저하시키고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지출 부

담으로 나타나면 지방재정력을 약화시켜 지방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이 투자적 성격의 지출이라면 재정지출 증가는 지역주

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 바람직할 것이지만, 반대로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이 소비적 성격의 지출이라면 

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 韓國財政政策學會「財政政策論集」第11輯 第1號 2009년 6월 30일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 지방재정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을 증

가시키는 투자적 성격의 지출인지 아니면 소득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소비적 

성격의 지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각 세목별 수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분석

하고자 한다. 즉,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 지방재정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과세 그리고 기타과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연구로 김성태(1994)1)는 바그너 모델을 이용하여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했다. 대도시일수

록 혼잡도가 높으며, 한국의 지방공공재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을 밝혔다.

노근호, 정초시, 김성태(1995)2)는 케인즈 모델을 사용하여 사회개발비와 사회보

장비를 지역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비로 파악했다. 지방공공재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그 시차효과를 추정하여 투자적 지출과 소비적 지출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승수는 투자적 지출의 승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시

차면에서도 장기적이고 누진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소비적 지출의 경우는 단기적

이라는 것을 밝혔다.

우명동(2001)3)은 사회개발비를 투자적 성격의 지출로 규명했으며 나아가 경제개

발비를 산업관련 투자로, 사회개발비를 생활관련 투자로 개념을 설명하고 투자적 성

격의 지출이라고 하여 사회개발비의 증가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았으며, 유태현

(2003)4)도 사회개발비를 투자적 성격의 경비로 보았으며 지역의 유효수요를 증대시

켜 지역의 경제활동과 소득을 증가시켜서 결국 지역의 세수입이 증가되는 바람직한 

경비로 분류했다. 더욱이 사회개발비는 지역공공재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출로 보았다.

국중호(2005)5)는 지방세와 지역소득의 방향성은 같으며 이전재원은 지방세와 반

1) 김성태,“한국지방공공재 수요함수 추정”, 경제학 연구 제42집 제1호, 1994, pp.146-164.
2) 노근호, 정초시, 김성태,“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 동태적 인과관계분석을 중심으로”,경제학연구 

제 43집 2호, 1995, pp.37-64.
3) 우명동,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해남, 2001, pp.114-116.
4) 유태현,“한국지방재정론”, 상경사, 2003, p.234.
5) 국중호,“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 지방행정연구 제 19권 제 1호, 2005. 

pp.217-242.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382

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지역소득은 이전재원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

하며, 지방세출의 경우는 경제개발비는 자본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개발비는 이전지

출을 증가시키므로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방정부의 세입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

석했다.

오병기․김대영(2005)6)은 사회개발비는 투자적 성격의 지출이지만, 그 세항인 사

회보장비는 소비적 지출의 성격으로 구분했다.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투자적 성격의 지출로 정의했다.

김제안․채종훈(2006)은 광역자치단체들의 1인당 사회개발비의 재정지출변수를 

사용하여 지방세수입과 지역주민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1990

년～2003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속변수를 1인당 지역 내 총생

산액과 1인당 지방세수입액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사회개발비의 세항을 사용하여 상

관분석을 하였다. 대도시와 도지역 모두 사회보장비지출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

의 관계가 정(+)의 관계로 나타나고, 1인당 사회보장비 지출은 부산, 대구, 광주, 경

기,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GRDP가 증가할때 1인당 지방세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도지역의 경우는 사회보장비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작게 나타났다. 즉,

대도시의 경우가 도 지역보다는 그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고

령화의 정도가 큰 도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세수입액과의 관계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 도

지역의 경우는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가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방재정 수입을 증가

시키는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

본 논문은 김제안․채종훈(2006)의 연구에 기초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초

자치단체의 고령인구관련 사회보장비 재정지출이 과세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과세

유형별로 분류된 지방세 수입구조에 미친 영향을 탄력성 계수를 추정하여 실증분석

6) 오병기, 김대영,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0권 제2호,
2005, pp.56-57.

한다.

김제안․채종훈(2006)은 광역자치단체 1인당 사회개발비 재정지출변수가 지역소

득과 지방세수입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

구고령화 재정지출과 관련된 생활보호비와 노인복지비가 해당 지역의 소득과 소비과

세, 재산거래와 재산보유과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고령화 관련 변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실

증분석을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1인당 사회보장비 항목별 현황과 추이, 과

세유형별로 분류된 지방세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서론에

서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방재정의 이론모형을 살펴보고, 실증분석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을 하고, 제 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짓는

다.

2. 인구고령화의 지방재정 수입구조적 특징 분석

1.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사회보장비 추이

2006년 기준 사회보장비 세항 중 1인당 소득 대비 생활보호비의 경우 비중이 높

은 순으로 보면, 경남의 시 지역(5.28%), 경남의 군 지역(4.29%), 부산과 울산지역

(4.23%)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비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서 경남의 군 지역

(4.39%), 경남의 시 지역(2.58%), 부산과 울산지역(2.28%) 순이다.7) (<표 1> 참

조).

7) 1인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자료의 일관성을 갖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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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지역소득은 이전재원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

하며, 지방세출의 경우는 경제개발비는 자본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개발비는 이전지

출을 증가시키므로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방정부의 세입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

석했다.

오병기․김대영(2005)6)은 사회개발비는 투자적 성격의 지출이지만, 그 세항인 사

회보장비는 소비적 지출의 성격으로 구분했다.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투자적 성격의 지출로 정의했다.

김제안․채종훈(2006)은 광역자치단체들의 1인당 사회개발비의 재정지출변수를 

사용하여 지방세수입과 지역주민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1990

년～2003년까지의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속변수를 1인당 지역 내 총생

산액과 1인당 지방세수입액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사회개발비의 세항을 사용하여 상

관분석을 하였다. 대도시와 도지역 모두 사회보장비지출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

의 관계가 정(+)의 관계로 나타나고, 1인당 사회보장비 지출은 부산, 대구, 광주, 경

기,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GRDP가 증가할때 1인당 지방세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도지역의 경우는 사회보장비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작게 나타났다. 즉,

대도시의 경우가 도 지역보다는 그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고

령화의 정도가 큰 도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세수입액과의 관계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 도

지역의 경우는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가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방재정 수입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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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제안․채종훈(2006)의 연구에 기초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초

자치단체의 고령인구관련 사회보장비 재정지출이 과세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과세

유형별로 분류된 지방세 수입구조에 미친 영향을 탄력성 계수를 추정하여 실증분석

6) 오병기, 김대영,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0권 제2호,
2005, pp.56-57.

한다.

김제안․채종훈(2006)은 광역자치단체 1인당 사회개발비 재정지출변수가 지역소

득과 지방세수입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

구고령화 재정지출과 관련된 생활보호비와 노인복지비가 해당 지역의 소득과 소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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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1인당 사회보장비 항목별 현황과 추이, 과

세유형별로 분류된 지방세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서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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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을 하고, 제 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짓는

다.

2. 인구고령화의 지방재정 수입구조적 특징 분석

1.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사회보장비 추이

2006년 기준 사회보장비 세항 중 1인당 소득 대비 생활보호비의 경우 비중이 높

은 순으로 보면, 경남의 시 지역(5.28%), 경남의 군 지역(4.29%), 부산과 울산지역

(4.23%)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비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서 경남의 군 지역

(4.39%), 경남의 시 지역(2.58%), 부산과 울산지역(2.28%) 순이다.7) (<표 1> 참

조).

7) 1인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자료의 일관성을 갖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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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득대비

사회보장

1인당 소득대비

일반사회복지

1인당 

소득대비

생활보호

1인당 

소득대비

노인복지

1인당 

소득대비

부녀복지

1인당 

소득대비

기타복지

부산과

울산

(구 지역)

2003 0.56 0.10 3.56 1.49 0.04 0.32
2004 0.63 0.10 3.52 1.79 0.05 0.41
2005 0.75 0.09 4.01 2.09 0.06 0.57
2006 0.89 0.11 4.23 2.28 0.11 0.81

경남시

지역

2003 0.91 0.13 4.52 2.29 0.07 0.77
2004 0.96 0.13 4.65 2.28 0.08 0.83
2005 1.25 0.17 5.11 2.98 0.11 1.25
2006 1.33 0.14 5.28 2.58 0.13 1.57

경남군

지역

2003 2.24 0.10 6.23 3.34 0.31 0.80
2004 2.48 0.16 5.77 3.96 0.34 1.03
2005 3.10 0.25 5.98 4.81 0.49 0.78
2006 3.46 0.67 4.29 4.39 0.99 2.73

<표 1> 1인당 소득 대비 각 세항별 사회보장비 비율  

                                                          (단위 : %)

주)  ( 1인당 사회보장비 각 세항 / 1인당 지역소득)*100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복지비 지출비중이 크고 대도시 지역일수록 낮았다. 분석기

간인 2003년～2006년 동안 노인복지비의 경우 경남의 군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증

가했다.

부산․울산의 경우 1인당 소득대비 노인복지비가 2003년 1.49%에서 2006년 

2.28%로 0.79%p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동안 경남의 시 지역은 2.29%에서 

2.58%로 0.29%p 증가하고, 경남의 군 지역은 3.34%에서 4.39%로 1.05%p 증가

하였다.            

생활보호비의 경우는 경남 시 지역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경남의 군 지역의 

경우는 1인당 생활보호비가 오히려 감소했다. 동기간동안 대도시, 경남 시 지역, 경

남 군 지역의 1인당 생활보호비 지출액의 증감정도는 각각 0.67%p, 0.76%p, 

-1.94%p 였다.

특히 경남 군지역의 경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속적으로 고령

화가 가속중인 이들 지역의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 전망되

년도 계

자체재원 의존재원

소계 지방세
세외

수입
소계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

부산

(구 지역)

2003 13,102 7,212 2,251 4,961 5,890 379 5 5,506
2004 14,707 8,644 2,445 6,199 6,063 426 2 5,635
2005 15,060 7,584 1,801 5,783 7,476 1,332 - 6,144
2006 15,134 6,748 2,026 4,722 8,386 752 - 7,634

울산

(구 지역)

2003 2,953 2,046 729 1,317 907 73 2 832
2004 3,453 2,322 831 1,491 1,131 102 1 1,028
2005 3,667 2,306 695 1,611 1,361 208 - 1,153
2006 4,057 2,301 780 1,521 1,756 243 - 1,513

경남시

2003 47,693 24,654 6,794 17,860 23,039 6,887 1,089 15,063
2004 46,712 30,539 7,856 22,683 16,173 7,267 1,976 6,930
2005 46,123 27,421 8,214 19,207 18,702 10,407 - 8,295
2006 47,931 26,767 9,425 17,342 21,164 11,670 - 9,494

경남군

2003 36,484 13,841 996 12,845 22,643 6,716 1,157 14,770
2004 31,917 18,552 1,158 17,394 13,365 7,081 1,260 5,024
2005 25,344 10,109 1,177 8,932 15,235 9,231 - 6,004
2006 26,761 9,171 1,242 7,929 17,590 9,899 - 7,691

고, 지역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의 지출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소득대비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 모두 2006년을 제외하면 경남의 군 지역

이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보다도 더 많은 노인복지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수입변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재정수입규모는 분석기간중 2003년과 

2006년만 비교하면 경남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재정수입규모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3년～2006년 사이의 그 변화 추이에서는 부산과 울산지

역, 경남 시 지역과 군 지역간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표 2>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방재정 수입규모     

                                                    (단위 : 억원)

자료 : 행자부, “지방재정연감”,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각년도.



인
구

고
령

화
와

 지
역

사
회

385

1인당 

소득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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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지역은 2003년～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된 반면 경

남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은 2003년～200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6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2> 참조).

부산과 울산지역은 각각 2003년 1조 3,102억원, 2,953억원에서 1조 5,134억

원, 4,057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의 시 지역도 2003년 4조 7,693억

원에서 2006년 4조 7,931억원으로 증가하여 분석기간동안 그 규모추이도 증가했다.

하지만 군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의 감소이후  2005년과 2006년의 연속

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군 지역은 재정

력이 감소했다.

자체재원의 추세는 부산․울산지역․경남의 시․군 지역이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모든 지역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그 규

모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재정력이 높은 경남의 시 지역

은 분석기간 동안 감소추세가 있었어도 자체재원이 2003년 2조 4,654억원에 비해 

2006년 2조 6,767억원으로 증가했다. 분석기간 중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지역

의 경우 자체재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재원의 경우 부산과 울산의 경우 증가한 반면 경남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은 

감소했다. 경남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은 2003년 2조 3,039억원, 2조 2,643억원에서 

2004년 1조 6,173억원, 1조 3,365억원으로 감소한 이후에는 2005년 1조 8,702억

원, 1조 5,235억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2조 1,164억원, 1조 7,590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으로 환산한 자료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자체재원의 경우, 전 지역

에서 2004년도에만 증가하고 2005년도～2006년도에는 감소하였다. 전년도 대비 

2004년에 증가한 자체재원 증가율은 부산, 울산, 경남 시 지역, 경남 군 지역이 각

각 20.51%, 12.33%, 22.97%, 36.50%로 나타나 경남 시 지역과 경남 군지역이 가

장 높았다.

2005년 감소폭은 각각 -11.48%, -1.17%, -11.05%, -44.81%로 나타났으며 특히  

년도 계

자체재원 의존재원

소계 지방세 세외
수입 소계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

부산
(구 지역)

2004 -3.78 20.51 9.35 26.11 -16.06 13.72 -59.25 2.68
2005 32.73 -11.48 -25.67 -6.50 64.81 215.51 - 9.80
2006 -18.46 -10.57 13.13 -17.72 -21.53 -43.16 - 25.59

울산
(구 지역)

2004 19.65 12.33 13.08 12.32 29.14 38.27 -50 22.82
2005 25.77 -1.17 -17.03 7.31 56.19 102.67 - 11.50
2006 12.56 -0.39 12.10 -5.68 21.81 16.74 - 30.95

경남시

2004 11.34 22.97 14.94 26.20 2.61 4.52 80.19 -54.40
2005 -29.15 -11.05 3.33 -16.14 -45.44 41.87 - 18.93
2006 3.15 -3.08 14.19 -10.31 12.30 11.45 - 13.37

경남군

2004 -10.90 36.50 17.98 37.88 -39.89 7.35 11.18 -65.35
2005 -19.55 -44.81 3.04 -47.95 15.51 32.17 - 20.97
2006 6.04 -8.85 5.91 -10.86 15.93 7.66 - 28.67

군 지역의 자체재원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표 3> 참조).

1인당 의존재원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성장율이 울산지역은 2004년～2006년 동

안 모두 증가했다. 2004년～2005년의 경우 경남 시 지역은 2.61%와 -45.44%로 

상승과 하락을 했으며, 동 기간 경남의 군 지역은 -39.89%와 15.51%로 하락과 상

승을 하고 있지만, 2006년에는 시 지역과 군 지역이 각각 12.30%와 15.93%로 모

두 증가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2004년 -16.06% 감소한 후 2005년에는 64.81%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오히려 -21.5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당 의존재원 

변화폭이 컸다.

<표 3>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방재정 수입규모 전년도 대비 증감율 (1인당)              

(단위 :  %)

자료 : 행자부, “지방재정연감”,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각년도.

전반적으로 1인당 지방총세입은 지방자치단체별, 년도별로 구조적으로 그 변화폭

이 상당히 크고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은 2004년 전년도 대비 3.78% 감소

했으나 2005년에는 32.73% 증가했고 2006년에는 18.46% 감소하였다.

울산지역은 분석기간 중 모두 증가하여 2004년～2006년 그 증가율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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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지역은 2003년～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된 반면 경

남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은 2003년～200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6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2> 참조).

부산과 울산지역은 각각 2003년 1조 3,102억원, 2,953억원에서 1조 5,134억

원, 4,057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의 시 지역도 2003년 4조 7,693억

원에서 2006년 4조 7,931억원으로 증가하여 분석기간동안 그 규모추이도 증가했다.

하지만 군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의 감소이후  2005년과 2006년의 연속

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군 지역은 재정

력이 감소했다.

자체재원의 추세는 부산․울산지역․경남의 시․군 지역이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모든 지역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그 규

모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재정력이 높은 경남의 시 지역

은 분석기간 동안 감소추세가 있었어도 자체재원이 2003년 2조 4,654억원에 비해 

2006년 2조 6,767억원으로 증가했다. 분석기간 중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지역

의 경우 자체재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재원의 경우 부산과 울산의 경우 증가한 반면 경남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은 

감소했다. 경남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은 2003년 2조 3,039억원, 2조 2,643억원에서 

2004년 1조 6,173억원, 1조 3,365억원으로 감소한 이후에는 2005년 1조 8,702억

원, 1조 5,235억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2조 1,164억원, 1조 7,590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으로 환산한 자료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자체재원의 경우, 전 지역

에서 2004년도에만 증가하고 2005년도～2006년도에는 감소하였다. 전년도 대비 

2004년에 증가한 자체재원 증가율은 부산, 울산, 경남 시 지역, 경남 군 지역이 각

각 20.51%, 12.33%, 22.97%, 36.50%로 나타나 경남 시 지역과 경남 군지역이 가

장 높았다.

2005년 감소폭은 각각 -11.48%, -1.17%, -11.05%, -44.81%로 나타났으며 특히  

년도 계

자체재원 의존재원

소계 지방세 세외
수입 소계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

부산
(구 지역)

2004 -3.78 20.51 9.35 26.11 -16.06 13.72 -59.25 2.68
2005 32.73 -11.48 -25.67 -6.50 64.81 215.51 - 9.80
2006 -18.46 -10.57 13.13 -17.72 -21.53 -43.16 - 25.59

울산
(구 지역)

2004 19.65 12.33 13.08 12.32 29.14 38.27 -50 22.82
2005 25.77 -1.17 -17.03 7.31 56.19 102.67 - 11.50
2006 12.56 -0.39 12.10 -5.68 21.81 16.74 - 30.95

경남시

2004 11.34 22.97 14.94 26.20 2.61 4.52 80.19 -54.40
2005 -29.15 -11.05 3.33 -16.14 -45.44 41.87 - 18.93
2006 3.15 -3.08 14.19 -10.31 12.30 11.45 - 13.37

경남군

2004 -10.90 36.50 17.98 37.88 -39.89 7.35 11.18 -65.35
2005 -19.55 -44.81 3.04 -47.95 15.51 32.17 - 20.97
2006 6.04 -8.85 5.91 -10.86 15.93 7.66 - 28.67

군 지역의 자체재원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표 3> 참조).

1인당 의존재원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성장율이 울산지역은 2004년～2006년 동

안 모두 증가했다. 2004년～2005년의 경우 경남 시 지역은 2.61%와 -45.44%로 

상승과 하락을 했으며, 동 기간 경남의 군 지역은 -39.89%와 15.51%로 하락과 상

승을 하고 있지만, 2006년에는 시 지역과 군 지역이 각각 12.30%와 15.93%로 모

두 증가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2004년 -16.06% 감소한 후 2005년에는 64.81%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오히려 -21.5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당 의존재원 

변화폭이 컸다.

<표 3>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방재정 수입규모 전년도 대비 증감율 (1인당)              

(단위 :  %)

자료 : 행자부, “지방재정연감”,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각년도.

전반적으로 1인당 지방총세입은 지방자치단체별, 년도별로 구조적으로 그 변화폭

이 상당히 크고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은 2004년 전년도 대비 3.78% 감소

했으나 2005년에는 32.73% 증가했고 2006년에는 18.46% 감소하였다.

울산지역은 분석기간 중 모두 증가하여 2004년～2006년 그 증가율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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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인당
소득과세

1인당
소비과세

1인당
재산거래과세

1인당
재산보유과세

1인당
기타과세

부산과
울산

(구 지역)

2003 102.07 6.26 222.62 94.35 99.51

2004 107.32 7.46 195.68 105.92 99.07

2005 123.27 12.65 217.13 85.13 102.88

2006 129.12 35.23 247.39 101.07 136.61

경남시
지역

2003 61.68 78.58 201.80 63.93 117.18

2004 69.75 95.01 207.18 72.79 122.95

2005 77.73 114.37 265.63 65.17 126.23

2006 79.05 132.51 275.44 77.59 141.06

경남군
지역

2003 58.11 73.79 112.91 39.29 82.79

2004 66.73 97.20 123.33 44.98 91.53

2005 78.21 112.96 150.03 40,35 91.49

2006 67.31 116.84 193.06 48.34 102.62

19.65%, 25.77%, 12.56%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 지역은 2004년과 2006년은 

11.34%와 3.15%로 증가했으나 2005년 29.1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의 군 지역은 2006년 6.04% 증가한데 비해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10.9%

와 19.5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자치단체중 재정수입이 가장 많

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3.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 수입구조변화

<표 4>에 2003년～2006년의 지방세를 과세유형별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

래과세, 재산보유과세로 분류하여8) 1인당 과세액을 표시했으며 분류된 항목별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다.

<표 4>  1인당 과세유형별 지방세 수입규모

                                                     (단위 : 천원)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부산․울산․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는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변화폭에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06년 경남의 군 지역을 제외하고 그 규모(액)는 2003년 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8) 최병호,“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모색”,한국지방재정논집, 2007, pp.129-160. 소득과세

는 주민세와 농업소득세.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재산거래과세는 취득세와 등록

세, 재산보유과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기타과세는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

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를 각각 나타낸다.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년도
1인당

소득과세

1인당

소비과세

1인당

재산거래과세

1인당

재산보유과세

1인당

기타과세
계

부산과

울산

(구 지역)

2003 19.45 1.21 42.42 17.98 18.96 100 
2004 20.82 1.48 37.96 20.55 19.22 100 
2005 22.78 2.37 40.13 15.73 19.01 100 
2006 19.88 5.45 38.09 15.56 21.04 100 

경남시

지역

2003 11.79 15.02 38.57 12.22 22.40 100 
2004 12.29 16.74 36.50 12.82 21.66 100 
2005 11.97 17.62 40.92 10.04 19.45 100 
2006 11.20 18.78 39.03 11.00 19.99 100 

경남군

지역

2003 15.84 20.11 30.77 10.71 22.57 100 
2004 15.75 22.94 29.10 10.61 21.60 100 
2005 16.53 23.88 31.72 8.53 19.34 100 
2006 12.74 22.12 36.55 9.15 19.43 100 

부산과 울산지역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는 123.27 천원에서 129.12 천원으로 증

가했고 경남의 시 지역도 1인당 소득과세는 2004년 69.75천원에서 2005년과 2006

년  77.73천원, 79.05천원으로 증가했으나, 경남의 군 지역은 1인당 소득과세는 

2005년과 2006년 78.12 천원에서 67.31천원으로 감소했다.

<표 5>  1인당 지방세의 과세유형별 비율

(단위 : %)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각년도.

소비과세의 경우 규모면에서는  1인당 소비과세는 경남 시지역이 그 규모가 2003

년 78.58 천원에서 132.51 천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약 53.93 천원), 군지역

도 73.7 천원에서 116.84 천원으로 약 43.14 천원 상승했다.

과세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각각의 지방세 과세표준유형인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재

산거래와 재산보유는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면 비율면에서는 소득과세의 경우 부산과 

울산지역은 과세유형별 비율이 2004년과 2005년에는 20.82%와 22.78%로 증가하

다가 2006년에는 19.88%로 감소했다.

경남 시 지역은 2003년 11.79%에서 2004년 12.29%로 증가했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그 비율이 11.97%, 11.20%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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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인당
소득과세

1인당
소비과세

1인당
재산거래과세

1인당
재산보유과세

1인당
기타과세

부산과
울산

(구 지역)

2003 102.07 6.26 222.62 94.35 99.51

2004 107.32 7.46 195.68 105.92 99.07

2005 123.27 12.65 217.13 85.13 102.88

2006 129.12 35.23 247.39 101.07 136.61

경남시
지역

2003 61.68 78.58 201.80 63.93 117.18

2004 69.75 95.01 207.18 72.79 122.95

2005 77.73 114.37 265.63 65.17 126.23

2006 79.05 132.51 275.44 77.59 141.06

경남군
지역

2003 58.11 73.79 112.91 39.29 82.79

2004 66.73 97.20 123.33 44.98 91.53

2005 78.21 112.96 150.03 40,35 91.49

2006 67.31 116.84 193.06 48.34 102.62

19.65%, 25.77%, 12.56%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 지역은 2004년과 2006년은 

11.34%와 3.15%로 증가했으나 2005년 29.1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의 군 지역은 2006년 6.04% 증가한데 비해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10.9%

와 19.5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자치단체중 재정수입이 가장 많

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3.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 수입구조변화

<표 4>에 2003년～2006년의 지방세를 과세유형별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

래과세, 재산보유과세로 분류하여8) 1인당 과세액을 표시했으며 분류된 항목별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다.

<표 4>  1인당 과세유형별 지방세 수입규모

                                                     (단위 : 천원)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부산․울산․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는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변화폭에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06년 경남의 군 지역을 제외하고 그 규모(액)는 2003년 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8) 최병호,“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모색”,한국지방재정논집, 2007, pp.129-160. 소득과세

는 주민세와 농업소득세.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재산거래과세는 취득세와 등록

세, 재산보유과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기타과세는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

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를 각각 나타낸다.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년도
1인당

소득과세

1인당

소비과세

1인당

재산거래과세

1인당

재산보유과세

1인당

기타과세
계

부산과

울산

(구 지역)

2003 19.45 1.21 42.42 17.98 18.96 100 
2004 20.82 1.48 37.96 20.55 19.22 100 
2005 22.78 2.37 40.13 15.73 19.01 100 
2006 19.88 5.45 38.09 15.56 21.04 100 

경남시

지역

2003 11.79 15.02 38.57 12.22 22.40 100 
2004 12.29 16.74 36.50 12.82 21.66 100 
2005 11.97 17.62 40.92 10.04 19.45 100 
2006 11.20 18.78 39.03 11.00 19.99 100 

경남군

지역

2003 15.84 20.11 30.77 10.71 22.57 100 
2004 15.75 22.94 29.10 10.61 21.60 100 
2005 16.53 23.88 31.72 8.53 19.34 100 
2006 12.74 22.12 36.55 9.15 19.43 100 

부산과 울산지역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는 123.27 천원에서 129.12 천원으로 증

가했고 경남의 시 지역도 1인당 소득과세는 2004년 69.75천원에서 2005년과 2006

년  77.73천원, 79.05천원으로 증가했으나, 경남의 군 지역은 1인당 소득과세는 

2005년과 2006년 78.12 천원에서 67.31천원으로 감소했다.

<표 5>  1인당 지방세의 과세유형별 비율

(단위 : %)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각년도.

소비과세의 경우 규모면에서는  1인당 소비과세는 경남 시지역이 그 규모가 2003

년 78.58 천원에서 132.51 천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약 53.93 천원), 군지역

도 73.7 천원에서 116.84 천원으로 약 43.14 천원 상승했다.

과세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각각의 지방세 과세표준유형인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재

산거래와 재산보유는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면 비율면에서는 소득과세의 경우 부산과 

울산지역은 과세유형별 비율이 2004년과 2005년에는 20.82%와 22.78%로 증가하

다가 2006년에는 19.88%로 감소했다.

경남 시 지역은 2003년 11.79%에서 2004년 12.29%로 증가했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그 비율이 11.97%, 11.20%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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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군 지역은 2003년 15.84%에서 2005년 15.75%로 감소했다가 2005년 

16.53%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 12.74%로 다시 감소했다.

소비과세의 경우 그 비율이 부산․울산지역과 경남의 시 지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의 군 지역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03

년 20.11%에서 2004년 22.94%로 증가하고 2005년에는 23.88%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는 22,12%로 감소했다.

재산거래과세의 경우 부산․울산의 경우 2003년 42.42%에서 2004년 37.96 %

로 감소했다가 2005년 40.13%로 다시 증가했다가 2006년에는 38.09%로 감소했

다.

경남의 시 지역도 그 비율이 2003년 38.57%에서 2004년 36.50%로 감소했으며 

2005년 40.92%로 증가했다가 2006년 39.03%로 다시 감소했다.

경남의 군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2003년 30.77%에서 2004년 29.10%로 감소

했다가 2005년과 2006년 31.72%, 36.55%로 증가했다.

3. 모형 설정 및 실증분석

1.  인구고령화와 지방재정 수입구조 분석모형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지출과 지역소득 모형을 사용한다. 지방재정 데이터의 경우는 지역의 소득을 대

표하는 지표가 과세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와 농업소득세가 가장 유력한  대리변

수이며, 이러한 변수는 세입의 변수이므로 이들 변수를 사용하면 지방재정지출과 지

방세입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재산소득도 지역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지역소득 변수 대신 지역소비변수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사용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함수는 소득의 변수이며 정(正)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

다.

모형의 근거로서는 먼저, 바그너 모형과 케인즈 모형을 들 수 있다. 바그너 모형

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지방세출이 증가한다는 다음과 같

은 관계를 가정한다.

                    

                : 지방재정지출,   : 지역소득.

케인즈 모형은 전통적으로 공공지출 증가가 소득을 성장시킨다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한다.

                   

                : 지역소득,   : 지방재정지출.

지방세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은 순환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

진다. 이들 두 모형은 인과관계의 차이를 제외하면 모두 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로 구분하여, 소비적 경비의 경우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재정운용이 비탄력적

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개발비 내에서도 특히 사회보장비의 경우는 최근 2002년～2005년의 경우 소

비적 경비비율의 평균이 64.02%9)로 나타나서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소비적 성향의 경비비율이 높은 사회보장비가 지출되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회보장비 지출 중에서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했을 때 

지역소득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 가를 보면, 지방재정의 고령화 관련 사회개발비가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소비적 성향의 지출의 성격을 나타내는지, 투자적 성

향의 지출의 성격을 나타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제안과 채종훈(2006)은 1990년～2003년 기간의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개

발비의 세항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하고 실증분석을 했다.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는 소득의 척

9) 오병기, “광역자치단체 경상적 지출의 동태적 특성과 효율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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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군 지역은 2003년 15.84%에서 2005년 15.75%로 감소했다가 2005년 

16.53%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 12.74%로 다시 감소했다.

소비과세의 경우 그 비율이 부산․울산지역과 경남의 시 지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의 군 지역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03

년 20.11%에서 2004년 22.94%로 증가하고 2005년에는 23.88%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는 22,12%로 감소했다.

재산거래과세의 경우 부산․울산의 경우 2003년 42.42%에서 2004년 37.96 %

로 감소했다가 2005년 40.13%로 다시 증가했다가 2006년에는 38.09%로 감소했

다.

경남의 시 지역도 그 비율이 2003년 38.57%에서 2004년 36.50%로 감소했으며 

2005년 40.92%로 증가했다가 2006년 39.03%로 다시 감소했다.

경남의 군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2003년 30.77%에서 2004년 29.10%로 감소

했다가 2005년과 2006년 31.72%, 36.55%로 증가했다.

3. 모형 설정 및 실증분석

1.  인구고령화와 지방재정 수입구조 분석모형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지출과 지역소득 모형을 사용한다. 지방재정 데이터의 경우는 지역의 소득을 대

표하는 지표가 과세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와 농업소득세가 가장 유력한  대리변

수이며, 이러한 변수는 세입의 변수이므로 이들 변수를 사용하면 지방재정지출과 지

방세입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재산소득도 지역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지역소득 변수 대신 지역소비변수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사용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함수는 소득의 변수이며 정(正)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

다.

모형의 근거로서는 먼저, 바그너 모형과 케인즈 모형을 들 수 있다. 바그너 모형

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지방세출이 증가한다는 다음과 같

은 관계를 가정한다.

                    

                : 지방재정지출,   : 지역소득.

케인즈 모형은 전통적으로 공공지출 증가가 소득을 성장시킨다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한다.

                   

                : 지역소득,   : 지방재정지출.

지방세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은 순환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

진다. 이들 두 모형은 인과관계의 차이를 제외하면 모두 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로 구분하여, 소비적 경비의 경우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재정운용이 비탄력적

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개발비 내에서도 특히 사회보장비의 경우는 최근 2002년～2005년의 경우 소

비적 경비비율의 평균이 64.02%9)로 나타나서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소비적 성향의 경비비율이 높은 사회보장비가 지출되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회보장비 지출 중에서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했을 때 

지역소득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 가를 보면, 지방재정의 고령화 관련 사회개발비가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소비적 성향의 지출의 성격을 나타내는지, 투자적 성

향의 지출의 성격을 나타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제안과 채종훈(2006)은 1990년～2003년 기간의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개

발비의 세항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하고 실증분석을 했다.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는 소득의 척

9) 오병기, “광역자치단체 경상적 지출의 동태적 특성과 효율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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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도로서 1인당 소득과 지방재정의 척도로서 1인당 조세를 사용했다. 분석에 앞서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성을 얻었다.

본고에서는 김제안․채종훈(2006)의 모델을 원용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10) 하지만, 이러한 김제안과 채종훈(2006)

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어서 만약 기초자치

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소득을 나타내는 척도와 지방재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척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득 데이터인 GRDP는 현재까

지는 지자체에서 산정․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연구에 있어서는 

그 변수를 기초자치단체에 맞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의 지표로는 1

인당 주민세를, 그리고 지방재정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과세유형별로 분류된 지방세

의 항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소득, 소비, 재산관련조세로서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이와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여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0) 분석지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이며 분석지역 선정이유는 문병근, 하종원,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3호, 2007, pp.5 - pp.8.

  : 자체재원  ,  : 의존재원,   : 소득과세,

  : 소비과세   : 재산거래과세,   : 재산보유과세,

   : 기타과세,   : 일반사회복지비,   : 생활보호비,

 : 노인복지비,  : 여성복지,   : 기타복지비.

전술한 바와 같이 위의 모형은 특정한 재정지출 항목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지방세입의 변화와 지방세의 세목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각각의 계수인 

       는 각 계수의 탄력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들 계수 중에서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변수는 (생활보호비)와 

(노인복지비) 계수가 된다.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검정하고자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증가는 지역소득과 지역세수입 증

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지역경제성장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방재정력이 약하고 고령화의 정도

가 심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의 자원을 바탕으로 소비적 성향의 지출이 

증대되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을 증대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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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도로서 1인당 소득과 지방재정의 척도로서 1인당 조세를 사용했다. 분석에 앞서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성을 얻었다.

본고에서는 김제안․채종훈(2006)의 모델을 원용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10) 하지만, 이러한 김제안과 채종훈(2006)

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어서 만약 기초자치

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소득을 나타내는 척도와 지방재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척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득 데이터인 GRDP는 현재까

지는 지자체에서 산정․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연구에 있어서는 

그 변수를 기초자치단체에 맞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의 지표로는 1

인당 주민세를, 그리고 지방재정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과세유형별로 분류된 지방세

의 항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소득, 소비, 재산관련조세로서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이와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여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0) 분석지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이며 분석지역 선정이유는 문병근, 하종원,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3호, 2007, pp.5 - pp.8.

  : 자체재원  ,  : 의존재원,   : 소득과세,

  : 소비과세   : 재산거래과세,   : 재산보유과세,

   : 기타과세,   : 일반사회복지비,   : 생활보호비,

 : 노인복지비,  : 여성복지,   : 기타복지비.

전술한 바와 같이 위의 모형은 특정한 재정지출 항목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지방세입의 변화와 지방세의 세목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각각의 계수인 

       는 각 계수의 탄력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들 계수 중에서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변수는 (생활보호비)와 

(노인복지비) 계수가 된다.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검정하고자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증가는 지역소득과 지역세수입 증

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지역경제성장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방재정력이 약하고 고령화의 정도

가 심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의 자원을 바탕으로 소비적 성향의 지출이 

증대되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을 증대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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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고령화와 지방재정 수입구조 실증분석

 1) 변수선정과 자료

사용한 자료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사

회보장비 내의 지출 항들을 사용했으며 동 기간의 과세유형별 지방세 데이터는 지방

세정연감을 참고했다.11)

지방세입변수와 사회보장비 지출의 세항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한 항과 세항의 

지출이 증가했을 때 지방 세수입 증가여부에 미친 영향과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각 자치단체별로 항과 세항이 다르게 흩어져 상이하므로 공통된 변수

를 묶어서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자료를 재정리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구성된다.12)

장과 관은 기능별 분류이며, 목은 성질별 분류가 된다.13) 장과 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산출하므로 똑같지만, 항 이하부터는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들 끼리도 

같은 사회보장비 내에서도 항과 세항이 모두 다를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주된 분석대상이므로, 가정복지비의 세항은 노인복지와 

부녀복지, 기타복지(청소년복지와 유아복지)로 분리시켜서 각각의 변수로 사용한다.

이들 중에서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생활보호와 노인복지비이다.

저소득 주민보호비와 부랑인 보호비로 구성되는 생활보호비가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보호대상 저소득층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는 국세처럼 그 원천이 과세수입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11) 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 세항별 자료의 제약 때문에 분석기간을 2003년~2006년으로 했음. 또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자료를 사용함.
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

13) 항은 행정기관별 분류이며, 세항은 조직별 분류이다.

자체

재원

의존

재원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재산거래과

세

재산보유과

세

기타

과세

상수항
13.36***
(23.92)

13.36***
(29.67)

9.53***
(24.35)

2.68
(0.67)

11.22***
(20.97)

10.94***
(40.14)

10.96***
(33.47)

일반사회

복지

-0.01
(-1.35)

-0.0048
(-0.69)

0.009
(1.47)

0.052
(0.84)

0.02***
(3.46)

0.007*
(1.70)

0.013***
(2.76)

생활

보호

0.03
(0.93)

-0.0005
(-0.02)

0.07***
(2.89)

0.29
(1.14)

0.01
(0.58)

-0.003
(-0.17)

0.018
(0.89)

노인

복지

-0.002
(-0.32)

-0.01*
(-1.71)

0.006
(0.96)

0.04
(0.68)

0.02***
(3.02)

-0.0002
(-0.05)

0.005
(0.97)

부녀

복지

-0.013
(-0.58)

0.038**
(2.08)

0.038**
(2.39)

0.095
(0.58)

0.008
(0.53)

0.011
(1.04)

0.004
(0.39)

기타

복지

-0.016
(-1.33)

0.008
(0.90)

0.012
(1.47)

-0.094
(-1.06)

0.001
(0.12)

0.003
(0.63)

0.009
(1.36)

  0.106 0.175 0.154 0.025 0.162 0.058 0.106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줄 필요가 있어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지방세를 과세유형별로 분류해서 분석한다.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그리고 재산과세라는 항목으로 구

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만약 이같이 분류하지 않고 변수로 사용하면 지방세수입의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될 지방세 구조변수는 이와같이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14)

 2) 결과분석

분석대상 자치단체별 실증분석 결과가 각각 <표 6>, <표7>, <표 8>, <표 9>에 

나타나있다.

<표 6> 부산․울산․경남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14) 최병호,“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모색”, 지방재정논집, 제 12권 1호, 2007,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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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고령화와 지방재정 수입구조 실증분석

 1) 변수선정과 자료

사용한 자료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사

회보장비 내의 지출 항들을 사용했으며 동 기간의 과세유형별 지방세 데이터는 지방

세정연감을 참고했다.11)

지방세입변수와 사회보장비 지출의 세항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한 항과 세항의 

지출이 증가했을 때 지방 세수입 증가여부에 미친 영향과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각 자치단체별로 항과 세항이 다르게 흩어져 상이하므로 공통된 변수

를 묶어서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자료를 재정리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구성된다.12)

장과 관은 기능별 분류이며, 목은 성질별 분류가 된다.13) 장과 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산출하므로 똑같지만, 항 이하부터는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들 끼리도 

같은 사회보장비 내에서도 항과 세항이 모두 다를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주된 분석대상이므로, 가정복지비의 세항은 노인복지와 

부녀복지, 기타복지(청소년복지와 유아복지)로 분리시켜서 각각의 변수로 사용한다.

이들 중에서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생활보호와 노인복지비이다.

저소득 주민보호비와 부랑인 보호비로 구성되는 생활보호비가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보호대상 저소득층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는 국세처럼 그 원천이 과세수입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11) 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 세항별 자료의 제약 때문에 분석기간을 2003년~2006년으로 했음. 또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자료를 사용함.
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

13) 항은 행정기관별 분류이며, 세항은 조직별 분류이다.

자체

재원

의존

재원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재산거래과

세

재산보유과

세

기타

과세

상수항
13.36***
(23.92)

13.36***
(29.67)

9.53***
(24.35)

2.68
(0.67)

11.22***
(20.97)

10.94***
(40.14)

10.96***
(33.47)

일반사회

복지

-0.01
(-1.35)

-0.0048
(-0.69)

0.009
(1.47)

0.052
(0.84)

0.02***
(3.46)

0.007*
(1.70)

0.013***
(2.76)

생활

보호

0.03
(0.93)

-0.0005
(-0.02)

0.07***
(2.89)

0.29
(1.14)

0.01
(0.58)

-0.003
(-0.17)

0.018
(0.89)

노인

복지

-0.002
(-0.32)

-0.01*
(-1.71)

0.006
(0.96)

0.04
(0.68)

0.02***
(3.02)

-0.0002
(-0.05)

0.005
(0.97)

부녀

복지

-0.013
(-0.58)

0.038**
(2.08)

0.038**
(2.39)

0.095
(0.58)

0.008
(0.53)

0.011
(1.04)

0.004
(0.39)

기타

복지

-0.016
(-1.33)

0.008
(0.90)

0.012
(1.47)

-0.094
(-1.06)

0.001
(0.12)

0.003
(0.63)

0.009
(1.36)

  0.106 0.175 0.154 0.025 0.162 0.058 0.106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줄 필요가 있어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지방세를 과세유형별로 분류해서 분석한다.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그리고 재산과세라는 항목으로 구

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만약 이같이 분류하지 않고 변수로 사용하면 지방세수입의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될 지방세 구조변수는 이와같이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14)

 2) 결과분석

분석대상 자치단체별 실증분석 결과가 각각 <표 6>, <표7>, <표 8>, <표 9>에 

나타나있다.

<표 6> 부산․울산․경남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14) 최병호,“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모색”, 지방재정논집, 제 12권 1호, 2007,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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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부산․울산․경남의 고령화 지출변수는 전체 지역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의존재원에 유의성을 보였다. (<표 6>참조).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의존재원

은 0.01% 감소했으며 10% 수준에서 유의했다. 자체재원도 유의성은 없으나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서, 지방총세입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지

방세 항목에서는 생활보호비 변수가 소득과세와 유의했다.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가 0.006% 증가하고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가 0.07% 

증가한다는 것은 부호는 양수(+)이지만 사실상 고령화관련지출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소득과세와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표 6> 참조)

최근 고령화 관련 지출의 경우 1998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명목상 30만 명에

서 2008년 현재 150만 명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형태로 지출되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비율도 중앙(80%)와 지자체(20%)로 중앙정부 비중이 훨

씬 높지만 갈수록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15) 2008년부터는 중앙정

부의 매칭펀드 비율이 70%에서 90%까지 유동적인 차등보조율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또한 생활보호비를 1% 증가시키면 소비과세는 0.29%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복지비를 1% 증가시키면 소비과세가 0.04%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재산거래과세

는 0.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비 지출 증가가 실질적으로 주민소비 

증가나 재산거래증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관련 지출의 증가는 지역의 소득증가에는 크게 작용하지 못하며,

아울러 지역의 재산거래와 보유, 지역주민의 소비에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적 성격의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경비의 관점에서 본다

면 지역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00년 이후

부터 경제개발비보다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적 성격의 경비인 사

회보장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한번 증가한 지출을 다시 축소하기는 어려워 이런 

15) 양기용, 이재원 외 4인,“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운영체계 구축방안”, 최종

보고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보건복지부, 2006. p.108

자체재원 의존재원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

과세

재산보유

과세

기타

과세

상수항
12.52***

(6.97)
6.97***
(6.60)

2.70*
(1.66)

-69.85***
(-3.69)

12.34***
(5.59)

13.67***
(10.08)

6.94***
(3.50)

일반사회

복지

0.01
(0.94)

0.004
(0.43)

0.009
(058)

-0.15
(-0.78)

0.0006
(0.03)

0.001
(0.08)

-0.001
(-0.10)

생활보호
0.03

(0.21)
0.32***
(3.44)

0.65***
(4.50)

5.95***
(3.85)

-0.07
(-0.43)

-0.17
(-1.45)

0.37**
(2.13)

노인복지
-0.038
(-0.98)

0.052**
(2.28)

-0.67**
(-1.91)

-0.06
(-0.12)

0.08
(1.38)

0.002
(0.09)

-0.01
(-0.41)

부녀복지
-0.03

(-0.63)
0.08***
(2.74)

0.06
(1.31)

-0.61***
(-2.66)

-0.015
(-0.57)

0.001
(0.03)

-0.05
(-1.01)

기타복지
-0.002
(-0.23)

0.003
(0.57)

0.0002
(0.03)

-0.13
(-1.11)

-0.005
(-0.41)

0.002
(0.31)

0.004
(0.43)

  0.049 0.626 0.501 0.251 0.018 0.070 0.100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 심화, 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적 성향의 지출이 지역주민의 부담을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자원

배분의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일종의 무임승차문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16)

이러한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위해 부산과 울산을 대도시로, 경남의 

시 지역을 중도시로, 경남의 군 지역을 농촌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한 결과가 각각 

<표 7>, <표 8>,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7> 부산․울산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16) 오병기,“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와 지방세입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소고”, 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정책

학회, 2005,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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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부산․울산․경남의 고령화 지출변수는 전체 지역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의존재원에 유의성을 보였다. (<표 6>참조).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의존재원

은 0.01% 감소했으며 10% 수준에서 유의했다. 자체재원도 유의성은 없으나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서, 지방총세입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지

방세 항목에서는 생활보호비 변수가 소득과세와 유의했다.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가 0.006% 증가하고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가 0.07% 

증가한다는 것은 부호는 양수(+)이지만 사실상 고령화관련지출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소득과세와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표 6> 참조)

최근 고령화 관련 지출의 경우 1998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명목상 30만 명에

서 2008년 현재 150만 명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형태로 지출되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비율도 중앙(80%)와 지자체(20%)로 중앙정부 비중이 훨

씬 높지만 갈수록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15) 2008년부터는 중앙정

부의 매칭펀드 비율이 70%에서 90%까지 유동적인 차등보조율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또한 생활보호비를 1% 증가시키면 소비과세는 0.29%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복지비를 1% 증가시키면 소비과세가 0.04%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재산거래과세

는 0.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비 지출 증가가 실질적으로 주민소비 

증가나 재산거래증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관련 지출의 증가는 지역의 소득증가에는 크게 작용하지 못하며,

아울러 지역의 재산거래와 보유, 지역주민의 소비에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적 성격의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경비의 관점에서 본다

면 지역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00년 이후

부터 경제개발비보다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적 성격의 경비인 사

회보장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한번 증가한 지출을 다시 축소하기는 어려워 이런 

15) 양기용, 이재원 외 4인,“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운영체계 구축방안”, 최종

보고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보건복지부, 2006. p.108

자체재원 의존재원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

과세

재산보유

과세

기타

과세

상수항
12.52***

(6.97)
6.97***
(6.60)

2.70*
(1.66)

-69.85***
(-3.69)

12.34***
(5.59)

13.67***
(10.08)

6.94***
(3.50)

일반사회

복지

0.01
(0.94)

0.004
(0.43)

0.009
(058)

-0.15
(-0.78)

0.0006
(0.03)

0.001
(0.08)

-0.001
(-0.10)

생활보호
0.03

(0.21)
0.32***
(3.44)

0.65***
(4.50)

5.95***
(3.85)

-0.07
(-0.43)

-0.17
(-1.45)

0.37**
(2.13)

노인복지
-0.038
(-0.98)

0.052**
(2.28)

-0.67**
(-1.91)

-0.06
(-0.12)

0.08
(1.38)

0.002
(0.09)

-0.01
(-0.41)

부녀복지
-0.03

(-0.63)
0.08***
(2.74)

0.06
(1.31)

-0.61***
(-2.66)

-0.015
(-0.57)

0.001
(0.03)

-0.05
(-1.01)

기타복지
-0.002
(-0.23)

0.003
(0.57)

0.0002
(0.03)

-0.13
(-1.11)

-0.005
(-0.41)

0.002
(0.31)

0.004
(0.43)

  0.049 0.626 0.501 0.251 0.018 0.070 0.100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 심화, 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적 성향의 지출이 지역주민의 부담을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자원

배분의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일종의 무임승차문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16)

이러한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위해 부산과 울산을 대도시로, 경남의 

시 지역을 중도시로, 경남의 군 지역을 농촌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한 결과가 각각 

<표 7>, <표 8>,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7> 부산․울산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16) 오병기,“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와 지방세입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소고”, 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정책

학회, 2005,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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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재원 의존재원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재산거래

과세

재산보유

과세
기타과세

상수항
7.38**
(2.24)

14.00***
(3.11)

4.27
(1.44)

-10.96*
(-1.93)

4.53
(1.53)

3.59
(1.46)

8.67***
(4.35)

일반사회

복지

0.02
(1.42)

-0.006
(-0.29)

0.01
(1.24)

0.035
(1.25)

0.002
(0.13)

0.008
(0.71)

0.004
(0.40)

생활보호
0.71**
(2.28)

-0.12
(-0.30)

0.42
(1.50)

1.81***
(3.31)

0.54**
(2.02)

0.63***
(2.69)

0.17
(0.95)

노인복지
-0.002
(-0.31)

-0.01
(-1.26)

0.001
(0.16)

-0.02*
(-1.78)

0.02***
(2.55)

-0.01*
(-1.88)

0.002
(0.40)

부녀복지
0.007
(0.33)

0.004
(0.17)

-0.007
(-0.51)

0.009
(0.33)

-0.003
(-0.12)

-0.001
(-0.11)

-0.0001
(-0.01)

기타복지
-0.28***
(-2.59)

0.13
(0.95)

0.07
(0.81)

-0.18
(-1.03)

0.01
(0.11)

-0.08
(-1.16)

0.04
(0.71)

  0.134 0.091 0.512 0.551 0.411 0.368 0.529

자체재원 의존재원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

과세

재산보유

과세
기타과세

상수항
16.56***
(11.46)

14.51***
(13.71)

10.06***
(13.68)

9.16***
(13.67)

9.44***
(10.35)

10.68***
(19.34)

10.66***
(20.21)

일반사회

복지

-0.01
(-0.68)

-0.01
(-1.14)

0.0004
(0.06)

0.02***
(2.89)

0.01*
(1.86)

0.01**
(2.40)

0.01**
(2.26)

생활보호
-0.12

(-0.20)
-0.02

(-0.47)
0.02

(0.92)
0.05**
(1.99)

0.03
(0.81)

0.01
(0.77)

0.01
(0.70)

노인복지
0.008
(0.35)

-0.02
(-1.24)

0.007
(0.57)

0.01
(1.48)

0.02
(1.54)

0.006
(0.65)

0.003
(0.42)

부녀복지
-0.14

(-1.50)
0.08

(1.36)
0.02

(0.53)
0.11***
(3.13)

0.15**
(2.46)

0.03
(1.03)

0.03
(0.94)

기타복지
-0.03

(-0.86)
0.008
(0.37)

0.01
(0.44)

0.00006
(0.00)

-0.001
(-0.07)

0.002
(0.17)

0.01
(0.68)

  0.200 0.102 0.086 0.423 0.455 0.294 0.303

<표 8> 경남 시 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표 9> 경남 군 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부산․울산, 그리고 경남의 시 지역의 노인복지비에 대한 자체재원 탄력성 계수가  

각각 -0.038과 -0.002로 유의성이 없어 노인복지비 지출이 사실상 자체재원에 미치

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표 7>, <표 8> 참조).

다음으로 부산․울산지역과 경남의 시 지역 자치단체를 별도로 구분하여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 의존재원의 관계를 보면 노인복지비의 경우 그 탄력성 계수는 부산․

울산지역이 0.052로 5% 수준에서 유의하고, 경남의 시 지역이 -0.01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부산․울산의 경우 생활보호비에 대한 의존재원 탄력성 계수가 

0.32로 유의성이 있어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의존재원은 0.32%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경남의 시 지역은 그 탄력성이 -0.12로 나타났고 유의성도 없었다.

부산과 울산의 경우는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에 대한 의존재원 탄력성 계수는 모

두 유의하고 양(+)의 관계를 보여 이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

출증가는 상당부분 의존재원의 증가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와 반면 

경남의 시 지역은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탄력성 계수가 모두 유의성이 없고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출과 의존재원과의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표 7>, <표 8> 참조).

부산․울산과 경남 시 지역의 경우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 자체재원의 관계를 보

면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원은 각각 0.038%, 0.002%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유의성이 없었고, 생활보호비의 경우 자체재원의 탄력성 계수가 각각 

0.03과 0.71로 나타나서 부산․울산의 지역은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

원은 0.03% 증가하지만 유의성이 없었고, 경남의 시 지역은 유의미하게 0.71%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생활보호비가 자체재원과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은 고

령화가 증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부담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더 많은 자체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세 유형별 변수와 고령화 관련 지출과의 관계를 보면 부산․울산의 

경우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의 소득과세 탄력성은 각각 -0.67, 0.65로 모두 유의

성이 있어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는 0.67% 감소하지만 생활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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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재원 의존재원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재산거래

과세

재산보유

과세
기타과세

상수항
7.38**
(2.24)

14.00***
(3.11)

4.27
(1.44)

-10.96*
(-1.93)

4.53
(1.53)

3.59
(1.46)

8.67***
(4.35)

일반사회

복지

0.02
(1.42)

-0.006
(-0.29)

0.01
(1.24)

0.035
(1.25)

0.002
(0.13)

0.008
(0.71)

0.004
(0.40)

생활보호
0.71**
(2.28)

-0.12
(-0.30)

0.42
(1.50)

1.81***
(3.31)

0.54**
(2.02)

0.63***
(2.69)

0.17
(0.95)

노인복지
-0.002
(-0.31)

-0.01
(-1.26)

0.001
(0.16)

-0.02*
(-1.78)

0.02***
(2.55)

-0.01*
(-1.88)

0.002
(0.40)

부녀복지
0.007
(0.33)

0.004
(0.17)

-0.007
(-0.51)

0.009
(0.33)

-0.003
(-0.12)

-0.001
(-0.11)

-0.0001
(-0.01)

기타복지
-0.28***
(-2.59)

0.13
(0.95)

0.07
(0.81)

-0.18
(-1.03)

0.01
(0.11)

-0.08
(-1.16)

0.04
(0.71)

  0.134 0.091 0.512 0.551 0.411 0.368 0.529

자체재원 의존재원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거래

과세

재산보유

과세
기타과세

상수항
16.56***
(11.46)

14.51***
(13.71)

10.06***
(13.68)

9.16***
(13.67)

9.44***
(10.35)

10.68***
(19.34)

10.66***
(20.21)

일반사회

복지

-0.01
(-0.68)

-0.01
(-1.14)

0.0004
(0.06)

0.02***
(2.89)

0.01*
(1.86)

0.01**
(2.40)

0.01**
(2.26)

생활보호
-0.12

(-0.20)
-0.02

(-0.47)
0.02

(0.92)
0.05**
(1.99)

0.03
(0.81)

0.01
(0.77)

0.01
(0.70)

노인복지
0.008
(0.35)

-0.02
(-1.24)

0.007
(0.57)

0.01
(1.48)

0.02
(1.54)

0.006
(0.65)

0.003
(0.42)

부녀복지
-0.14

(-1.50)
0.08

(1.36)
0.02

(0.53)
0.11***
(3.13)

0.15**
(2.46)

0.03
(1.03)

0.03
(0.94)

기타복지
-0.03

(-0.86)
0.008
(0.37)

0.01
(0.44)

0.00006
(0.00)

-0.001
(-0.07)

0.002
(0.17)

0.01
(0.68)

  0.200 0.102 0.086 0.423 0.455 0.294 0.303

<표 8> 경남 시 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표 9> 경남 군 지역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지방세 유형별 관계분석결과

자료 :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주) *** : 1%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부산․울산, 그리고 경남의 시 지역의 노인복지비에 대한 자체재원 탄력성 계수가  

각각 -0.038과 -0.002로 유의성이 없어 노인복지비 지출이 사실상 자체재원에 미치

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표 7>, <표 8> 참조).

다음으로 부산․울산지역과 경남의 시 지역 자치단체를 별도로 구분하여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 의존재원의 관계를 보면 노인복지비의 경우 그 탄력성 계수는 부산․

울산지역이 0.052로 5% 수준에서 유의하고, 경남의 시 지역이 -0.01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부산․울산의 경우 생활보호비에 대한 의존재원 탄력성 계수가 

0.32로 유의성이 있어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의존재원은 0.32%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경남의 시 지역은 그 탄력성이 -0.12로 나타났고 유의성도 없었다.

부산과 울산의 경우는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에 대한 의존재원 탄력성 계수는 모

두 유의하고 양(+)의 관계를 보여 이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

출증가는 상당부분 의존재원의 증가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와 반면 

경남의 시 지역은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탄력성 계수가 모두 유의성이 없고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출과 의존재원과의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표 7>, <표 8> 참조).

부산․울산과 경남 시 지역의 경우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 자체재원의 관계를 보

면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원은 각각 0.038%, 0.002%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유의성이 없었고, 생활보호비의 경우 자체재원의 탄력성 계수가 각각 

0.03과 0.71로 나타나서 부산․울산의 지역은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

원은 0.03% 증가하지만 유의성이 없었고, 경남의 시 지역은 유의미하게 0.71%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생활보호비가 자체재원과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은 고

령화가 증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부담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더 많은 자체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세 유형별 변수와 고령화 관련 지출과의 관계를 보면 부산․울산의 

경우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의 소득과세 탄력성은 각각 -0.67, 0.65로 모두 유의

성이 있어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는 0.67% 감소하지만 생활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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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증가하면 소득과세가 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 지역은 

고령화 관련 지출이 소득과세와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유의성이 없어 고령화 관

련 지출이 소득과세 증가와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울산과 경남 시 지역의 생활보호비 소비과세의 탄력성 계수는 모두 유의하

고 그 계수값은 각각 5.95와 1.81로 나타나서 생활보호비 지출이 소비과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의 경우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비과세는 5.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보호비 이전지출의 소비

승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노인복지비 지출의 경우는 지역 소비과세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탄력성 계수는 각각 -0.06과 -0.02였다.(<표 

7>, <표 8> 참조).

농촌지역인 경남의 군 지역의 노인복지비에 대한 자체재원 탄력성 계수는  0.008

로 나타났으며 유의성도 없었다.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원은 0.008%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인복지비 지출이 증가할 때 사실상 자체재원 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9> 참조).

생활보호비의 경우는 자체재원의 탄력성 계수가 -0.12로 나타나서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원은 0.12%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의성이 없었다.

경남 군 지역의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 의존재원의 관계를 보면 노인복지비와 생

활보호비의 경우 그 탄력성 계수는 모두 -0.02로 나타났고 유의성도 없어 이들 농촌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 지출이 의존재원 증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세유형별 계수에서는 생활보호비와 소비과세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계수는 유의성이 없어 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고령화관련 변수가 

소비과세 외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역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여 소비적 성격의 경비로 판단된다. 소비과세 

탄력성 계수는 0.05로 나타나 생활보호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지역 소비과세는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지역소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위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부산․울산․경남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고령화 관련 복지재정 지출이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재산과세 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소득증가나 소비증가, 재산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여 자체재원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지역을 부산․울산, 경남의 시 지역, 경남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도 

각 계수의 탄력성 값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

과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 지역의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출은 지역경

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총세입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소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1. 요약

사회개발비라는 재정지출은 기본적으로 소비적 지출로 분류되지만, 투자적인 지출

부분도 포함한다. 투자적인 지출은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며, 소비적 지출은 사회보장비가 된다.

만약 사회보장비 지출이 투자적 지출이라면 지역의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지역경

제를 성장시키고, 지역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며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지

방정부의 세원 및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즉,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면 지역경제 성장이나 소득증대나 세수입증대가 이루어져

야 바람직한 투자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 부산․울산․경

남지역의 2003년～2006년의 소비적 지출의 성격인 사회보장비의 세항 지출과 지방

세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예상대로 사회보장비의 지출

은 소비적 성격을 나타내어 세수입 증가에는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복지비나 생활보호비의 경우 지방 총세입 증가에 기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출이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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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증가하면 소득과세가 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 지역은 

고령화 관련 지출이 소득과세와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유의성이 없어 고령화 관

련 지출이 소득과세 증가와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울산과 경남 시 지역의 생활보호비 소비과세의 탄력성 계수는 모두 유의하

고 그 계수값은 각각 5.95와 1.81로 나타나서 생활보호비 지출이 소비과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의 경우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비과세는 5.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보호비 이전지출의 소비

승수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노인복지비 지출의 경우는 지역 소비과세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탄력성 계수는 각각 -0.06과 -0.02였다.(<표 

7>, <표 8> 참조).

농촌지역인 경남의 군 지역의 노인복지비에 대한 자체재원 탄력성 계수는  0.008

로 나타났으며 유의성도 없었다.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원은 0.008%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인복지비 지출이 증가할 때 사실상 자체재원 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9> 참조).

생활보호비의 경우는 자체재원의 탄력성 계수가 -0.12로 나타나서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자체재원은 0.12%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의성이 없었다.

경남 군 지역의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 의존재원의 관계를 보면 노인복지비와 생

활보호비의 경우 그 탄력성 계수는 모두 -0.02로 나타났고 유의성도 없어 이들 농촌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 지출이 의존재원 증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세유형별 계수에서는 생활보호비와 소비과세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계수는 유의성이 없어 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고령화관련 변수가 

소비과세 외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역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여 소비적 성격의 경비로 판단된다. 소비과세 

탄력성 계수는 0.05로 나타나 생활보호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지역 소비과세는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지역소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위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부산․울산․경남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고령화 관련 복지재정 지출이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재산과세 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소득증가나 소비증가, 재산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여 자체재원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지역을 부산․울산, 경남의 시 지역, 경남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도 

각 계수의 탄력성 값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

과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 지역의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출은 지역경

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총세입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소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1. 요약

사회개발비라는 재정지출은 기본적으로 소비적 지출로 분류되지만, 투자적인 지출

부분도 포함한다. 투자적인 지출은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며, 소비적 지출은 사회보장비가 된다.

만약 사회보장비 지출이 투자적 지출이라면 지역의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지역경

제를 성장시키고, 지역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며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지

방정부의 세원 및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즉,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면 지역경제 성장이나 소득증대나 세수입증대가 이루어져

야 바람직한 투자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 부산․울산․경

남지역의 2003년～2006년의 소비적 지출의 성격인 사회보장비의 세항 지출과 지방

세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예상대로 사회보장비의 지출

은 소비적 성격을 나타내어 세수입 증가에는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복지비나 생활보호비의 경우 지방 총세입 증가에 기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관련 복지비 지출이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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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과세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

산․울산의 경우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는 유의성 있게 0.67%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과세도 유의성은 없었지만 0.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노인복지비 지출이 사실상 이들 지역의 소득이나 소비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소비적 성격의 지출임을 알 수 있다.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각각 0.65%, 5.9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생활보호비의 소비과세 탄력성이 6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생활보호비의 소비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비과세와 재산보유과세가 

각각 0.02%, 0.01% 감소하고, 소득과세는 0.001% 증가하지만 유의성은 없어 사실

상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

세는 0.42% 증가하지만 유의성이 없었고, 소비과세, 재산거래와 재산보유과세 탄력

성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값은 각각 1.81, 0.54, 0.63 으로 나타나 

생활보호비 지출증가는 경남 시 지역의 소비과세, 재산거래와 재산보유과세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군 지역의 경우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비과세만 유의성있게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과세유형별 계수와는 정(正)의 관계를 보이지만 

유의성이 없었다. 노인복지비와 모든 과세유형별 계수와의  관계도 정(正)의 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남 군 지역의 경우 고령화 관

련 지출인 생활보호비와 노인복지비 지출이 사실상 경남의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득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비적 경비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 41개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고령화 관

련 복지재정 지출이 지방세 유형별로 구분된 과세수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소득증가, 지방세수 증가, 자체재원  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는 소비적 성격의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의 결산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데이터의 습득

이 쉽지 않아 사용한 데이터의 년도가 비교적 짧다는 것과 부산․울산 경남 지역의 

시․구․군 지역에 한정한 연구이므로 지자체별로 다양한 수요요인을 고려하여 분석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분석기간과 분석지역을 확장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와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이다. 인구고령화는 지방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수입과 관련하여 

김제안․채종훈(2006)의 연구에 근거한 모형을 원용하여 2003년～2006년의 부산․

울산․경남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의 지방세를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재산세로 과세유

형별로 구분된 세수입 자료들과 사회보장비 지출의 세항 자료를 통해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소득과세수입과 소비과세수입, 재산과세수입

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고령화의 영향을 설명하고 사회보장비가 투자적 지출보다는 

소비적 지출로서의 성격을 띄게되어 지역소득증대와 지역 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소비적 지출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력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의존성이 증대되어 지역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저출산과 고령인구 부양

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부담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적 성격의 재정지출을 투자적이고 생산적인 지출로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령화 관련 복지재정지출 증가가 선진국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재정 

확보방안, 고령화 관련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관리를 위한 재정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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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과세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

산․울산의 경우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는 유의성 있게 0.67%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과세도 유의성은 없었지만 0.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노인복지비 지출이 사실상 이들 지역의 소득이나 소비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소비적 성격의 지출임을 알 수 있다.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각각 0.65%, 5.9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생활보호비의 소비과세 탄력성이 6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생활보호비의 소비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경남의 시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비가 1% 증가할 때 소비과세와 재산보유과세가 

각각 0.02%, 0.01% 감소하고, 소득과세는 0.001% 증가하지만 유의성은 없어 사실

상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득과

세는 0.42% 증가하지만 유의성이 없었고, 소비과세, 재산거래와 재산보유과세 탄력

성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값은 각각 1.81, 0.54, 0.63 으로 나타나 

생활보호비 지출증가는 경남 시 지역의 소비과세, 재산거래와 재산보유과세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군 지역의 경우 생활보호비가 1% 증가할 때 소비과세만 유의성있게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과세유형별 계수와는 정(正)의 관계를 보이지만 

유의성이 없었다. 노인복지비와 모든 과세유형별 계수와의  관계도 정(正)의 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남 군 지역의 경우 고령화 관

련 지출인 생활보호비와 노인복지비 지출이 사실상 경남의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득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비적 경비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 41개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고령화 관

련 복지재정 지출이 지방세 유형별로 구분된 과세수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소득증가, 지방세수 증가, 자체재원  증가로 이어지지 못

하는 소비적 성격의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의 결산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데이터의 습득

이 쉽지 않아 사용한 데이터의 년도가 비교적 짧다는 것과 부산․울산 경남 지역의 

시․구․군 지역에 한정한 연구이므로 지자체별로 다양한 수요요인을 고려하여 분석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분석기간과 분석지역을 확장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와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이다. 인구고령화는 지방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수입과 관련하여 

김제안․채종훈(2006)의 연구에 근거한 모형을 원용하여 2003년～2006년의 부산․

울산․경남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의 지방세를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재산세로 과세유

형별로 구분된 세수입 자료들과 사회보장비 지출의 세항 자료를 통해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소득과세수입과 소비과세수입, 재산과세수입

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고령화의 영향을 설명하고 사회보장비가 투자적 지출보다는 

소비적 지출로서의 성격을 띄게되어 지역소득증대와 지역 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소비적 지출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력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의존성이 증대되어 지역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저출산과 고령인구 부양

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부담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적 성격의 재정지출을 투자적이고 생산적인 지출로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령화 관련 복지재정지출 증가가 선진국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재정 

확보방안, 고령화 관련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관리를 위한 재정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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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의 법적 과제1)

노상헌2)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

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은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

령사회를 대비하는 기본방향이라는 점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적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령자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령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고령자 고용정책

의 실효성은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적 수준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고, 고용의 질

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이 글은 고용의 질과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연령에 의한 채용관행’,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 ‘연령에 의한 해고(정년퇴직)’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의욕과 능력이 존중되

고 발휘될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이 수반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고령자고용’과 ‘생활자립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고령자법제’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고령

자법제’를 체계화함에 있어서는 고령자를 ‘노인’이라는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사

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법제’는 고령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법적 규율이 적정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소득노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결합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이 글은 이미 발표한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2집 

제1호(2012.4)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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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고령사회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사

회로써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머지않아 

맞이하는 고령사회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로 우리 인류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사회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령사회는 어떠한 사

회이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분

석하고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4)

고령사회의 문제는 고령자가 증가한다는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에 따른 문제로써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는 문제들을 포

함한다. 구체적으로 연금문제, 건강‧의료비용의 증가, 정년퇴직과 재취업이라는 고용

문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광범위한 문제의 대응이다. 고령사회에서 제기되는 문

제를 보면, 우선 고령자 개인의 문제와 다수의 고령자를 포섭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인 고령자 개인의 문제는 ‘노인문제’로 표현될 수 있

다.5) 고령자 개인의 생활과 여가활동, 건강, 주택, 노인복지 등의 개인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후자의 사회문제는 고령자의 부양문제로써 사회가 부담하

3) 고령자에 대한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의 정의를 ‘55세 이상인 자’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에 대한 개정안(고용노동부)이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55
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령자‧준

고령자를 장년(長年)으로 통합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사회정책학적 의미의 고령자는 공적연금의 노령

연금 개시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UN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고령화율을 

정한다). 참고로 일본은 6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정의하면서(노령연금의 표준개시연령), 65세부터 75
세까지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인 자를 후기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內閣府編, 「高齡社會白書」, 2011, 
2면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1/zenbun/pdf/1s1s_1.pdf).  

4)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II)」, 2006.4. 이 보고서

는 우리나라 고령화시대의 주요 당면과제인 노후소득보장문제, 의료 및 장기요양대책, 교육 및 인력개발

정책,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연

구보고서로는 보건복지부,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2010.10. 참조.
5) 노인에 대한 법적 연령기준은 산재하여 있다. 예컨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한다.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질병 가진 자로 규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상 ‘고령’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노인’에 대한 명문의 연령규정이 없다.

여야 재정(경제)문제로 집약되며, 고령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다. 결국 자원 및 서비스배분을 둘러싼 재정과 경제문제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피할 수는 없는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와 쟁점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증가한 고령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고령자 자신의 관

점에서 보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의 영위에 있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 결

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특히 후세대

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하여 세대간 갈등6)을 완화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요컨대 고

령사회에서 장수(長壽)가 축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지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고용을 통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

용발생을 억제하여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고용)가 최상의 복지’라는 표어가 있다. 전적으

로 수긍할 수 없는 말이지만, 많은 부분 타당하다. 일과 고용을 통하여 사회에서 계

속 활동하고, 급여(임금)로 생활자료를 얻는 한편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충한

다면 재정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노동법분야에서 연구된 성과를 재검토하여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 변화와 고

령자고용법의 체계, 문제점 등을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고령사회를 대비

하고자 한다.

 

6) 세대간의 갈등이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말한다. 즉 저출산 및 잠재성

장율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20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 2009.9)하는 한편, 고

령인구는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연금‧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혈연기

반 없는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 하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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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고령사회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사

회로써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머지않아 

맞이하는 고령사회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로 우리 인류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사회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령사회는 어떠한 사

회이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분

석하고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4)

고령사회의 문제는 고령자가 증가한다는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에 따른 문제로써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는 문제들을 포

함한다. 구체적으로 연금문제, 건강‧의료비용의 증가, 정년퇴직과 재취업이라는 고용

문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광범위한 문제의 대응이다. 고령사회에서 제기되는 문

제를 보면, 우선 고령자 개인의 문제와 다수의 고령자를 포섭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인 고령자 개인의 문제는 ‘노인문제’로 표현될 수 있

다.5) 고령자 개인의 생활과 여가활동, 건강, 주택, 노인복지 등의 개인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후자의 사회문제는 고령자의 부양문제로써 사회가 부담하

3) 고령자에 대한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의 정의를 ‘55세 이상인 자’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에 대한 개정안(고용노동부)이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55
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령자‧준

고령자를 장년(長年)으로 통합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사회정책학적 의미의 고령자는 공적연금의 노령

연금 개시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UN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고령화율을 

정한다). 참고로 일본은 6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정의하면서(노령연금의 표준개시연령), 65세부터 75
세까지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인 자를 후기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內閣府編, 「高齡社會白書」, 2011, 
2면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1/zenbun/pdf/1s1s_1.pdf).  

4)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II)」, 2006.4. 이 보고서

는 우리나라 고령화시대의 주요 당면과제인 노후소득보장문제, 의료 및 장기요양대책, 교육 및 인력개발

정책,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연

구보고서로는 보건복지부,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2010.10. 참조.
5) 노인에 대한 법적 연령기준은 산재하여 있다. 예컨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한다.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질병 가진 자로 규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상 ‘고령’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노인’에 대한 명문의 연령규정이 없다.

여야 재정(경제)문제로 집약되며, 고령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다. 결국 자원 및 서비스배분을 둘러싼 재정과 경제문제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피할 수는 없는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와 쟁점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증가한 고령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고령자 자신의 관

점에서 보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의 영위에 있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 결

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특히 후세대

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하여 세대간 갈등6)을 완화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요컨대 고

령사회에서 장수(長壽)가 축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지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고용을 통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

용발생을 억제하여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고용)가 최상의 복지’라는 표어가 있다. 전적으

로 수긍할 수 없는 말이지만, 많은 부분 타당하다. 일과 고용을 통하여 사회에서 계

속 활동하고, 급여(임금)로 생활자료를 얻는 한편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충한

다면 재정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노동법분야에서 연구된 성과를 재검토하여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 변화와 고

령자고용법의 체계, 문제점 등을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고령사회를 대비

하고자 한다.

 

6) 세대간의 갈등이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말한다. 즉 저출산 및 잠재성

장율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20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 2009.9)하는 한편, 고

령인구는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연금‧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혈연기

반 없는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 하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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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장과 법제도  

노동시장은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다.7) 노동 또는 노동력을 매개로 하는 노

동시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근로자의 인권과 생활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

적으로 볼 때 협의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구인‧구직의 매개‧결합구조를 의미하

고, 광의로는 구인‧구직의 결합구조를 포섭하면서 성립하는 기업 및 사회전체에서의 

임금‧근로조건의 결정구조와 노동력의 육성‧조달‧공급‧조정의 구조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8)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기업)와 근로자 사이에 구인‧구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합리성의 유지를 과제로 한다. 때문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고용은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있는 것이다.9)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법이라 함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시장에서 관

계하는 구직자(근로자)와 구인자(사용자) 그리고 중개업무 이외 시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공공직업안정소‧공공직업훈련소‧직업소개업자‧근로자파견업자 등)가 행

동할 때 근거가 되는 준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법 분야를 의미한다.10) 결국 노동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법은 ‘고용정책법’으로 불리는 

법분야와 중첩되는데, 노동시장과 고용시스템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에 관한 정책을 정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의 취업과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정하는 법 또한 노동시장에 관한 법이다.11)

7)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 즉 임금이라 한다.
8) 菅野和夫,「労働法(第6版)」, 弘文堂, 2003, 33면.
9) 노상헌,「고용시장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6면.
10) 諏訪康雄, "労働市場法の理念と体系”,「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2巻　労働市場の機構とルール」, 有斐閣,

2000, 2면 이하. 이러한 노동시장법제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는 脇田滋, “労働者派遣法見直しの
現段階について”, 「労働法律旬報」제1457호, 1999, 42면 이하.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고용‧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다. 현재의 실업

문제는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따른 기업의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감

량경영(고용축소형 경영전략), 중도채용의 활용(현장에서 즉시 필요로 하는 노동력만

을 고용하는 패턴) 및 산업공동화현상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인한 구조적‧마찰적 실

업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경제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고

령화, 여성의 취업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은 노동력수급 불균형으로 실업이 

증대하여 경기를 후퇴시키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항

상적으로 존재하는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선진각국의 노력은 각별하다 할 수 있

다.12) 특히 선진외국에서는 노동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

육훈련개발과 노동시장개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직업

훈련강화와 적정한 노동력수급으로 지금의 고용‧실업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고용 및 노동시장에 관한 개혁정책

(법령정비)이 나라마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13) 결국 현재의 고실업률에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대량유입 되는 노동시장에 어떠한 정책적 입법으로 대응하는가가 

제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2.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시스템

우리 노동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국면의 

경제상황이라 함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로 세계화(globalization)‧정보화(IT화)를 

11) 현행법상 노동시장법에 속하는 법은 고용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이 있다.  

12)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先進諸国の雇用戦略に関する研究」,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3, 2004 참조.
13) 박지순,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노동법

학」제18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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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장과 법제도  

노동시장은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다.7) 노동 또는 노동력을 매개로 하는 노

동시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근로자의 인권과 생활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

적으로 볼 때 협의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구인‧구직의 매개‧결합구조를 의미하

고, 광의로는 구인‧구직의 결합구조를 포섭하면서 성립하는 기업 및 사회전체에서의 

임금‧근로조건의 결정구조와 노동력의 육성‧조달‧공급‧조정의 구조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8)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기업)와 근로자 사이에 구인‧구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합리성의 유지를 과제로 한다. 때문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고용은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있는 것이다.9)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법이라 함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시장에서 관

계하는 구직자(근로자)와 구인자(사용자) 그리고 중개업무 이외 시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공공직업안정소‧공공직업훈련소‧직업소개업자‧근로자파견업자 등)가 행

동할 때 근거가 되는 준칙을 설정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법 분야를 의미한다.10) 결국 노동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법은 ‘고용정책법’으로 불리는 

법분야와 중첩되는데, 노동시장과 고용시스템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에 관한 정책을 정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

의 취업과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정하는 법 또한 노동시장에 관한 법이다.11)

7)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 즉 임금이라 한다.
8) 菅野和夫,「労働法(第6版)」, 弘文堂, 2003, 33면.
9) 노상헌,「고용시장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6면.
10) 諏訪康雄, "労働市場法の理念と体系”,「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2巻　労働市場の機構とルール」, 有斐閣,

2000, 2면 이하. 이러한 노동시장법제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는 脇田滋, “労働者派遣法見直しの
現段階について”, 「労働法律旬報」제1457호, 1999, 42면 이하.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고용‧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다. 현재의 실업

문제는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따른 기업의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감

량경영(고용축소형 경영전략), 중도채용의 활용(현장에서 즉시 필요로 하는 노동력만

을 고용하는 패턴) 및 산업공동화현상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인한 구조적‧마찰적 실

업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경제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고

령화, 여성의 취업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은 노동력수급 불균형으로 실업이 

증대하여 경기를 후퇴시키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항

상적으로 존재하는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선진각국의 노력은 각별하다 할 수 있

다.12) 특히 선진외국에서는 노동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

육훈련개발과 노동시장개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직업

훈련강화와 적정한 노동력수급으로 지금의 고용‧실업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고용 및 노동시장에 관한 개혁정책

(법령정비)이 나라마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13) 결국 현재의 고실업률에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대량유입 되는 노동시장에 어떠한 정책적 입법으로 대응하는가가 

제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2.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시스템

우리 노동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국면의 

경제상황이라 함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로 세계화(globalization)‧정보화(IT화)를 

11) 현행법상 노동시장법에 속하는 법은 고용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이 있다.  

12)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先進諸国の雇用戦略に関する研究」,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3, 2004 참조.
13) 박지순,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노동법

학」제18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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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다의적이지만 대체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와 이념에 바탕을 둔 경제사조와 정책기조를 

의미한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2007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형

태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

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12만 명, 1968~74년생 605만 명)가 은퇴함에 따

라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2만 명씩 2050년까지 1,377만 명이 감소

하며,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비중은 2010년 25%에서 2050년 41%로 급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노동력 질과 

양 저하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고 모든 연구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즉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 감소함과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며, 특히 교육‧노동시장에서 소비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2040~50년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고용시스템은 인구의 고령화,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IT화, IMF 

이후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으로 취업형태는 다양해지고,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저하

되고 있으며 동시에 노무관리의 개별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리하면, ①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장기고용 축소와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② 연공적(年功的) 처우에서 성과주의 처우로의 변화, ③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유연

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 ④ 피라미드형 수직사회에서 네트워크형 수평사회로

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의 위치

문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고용시스템이 고령자 고용에 친화적인가 여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은 약화되고 있지만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고

용관행을 가지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은 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내의 직업훈련과 교육(OJT)을 통하여 기업

내부의 인재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내부노동시장에서 근속기간과 연령은 

근로자 자신의 경력‧직력(career)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는 임금산정과 승진(승급)에서 근속기간과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연공서열제의 채택이다. 이러한 연공서열제의 고용관행은 노무관리의 

획일적‧통일적 기준으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은 장기간의 근속으로 기업 내의 고유한 생산방식과 노하우를 익

혀 생산성을 향상되고 이러한 생산성을 평가하는 연공서열제를 중심으로 인사‧노무

관리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므로 연령은 채용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각 기업은 장유유서의 전통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상하간의 질서유지와 교육

훈련 등의 실시를 위하여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 위반과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상

의 자에게는 관행적으로 응시자격 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도채용(경력 근

로자의 채용)에 있어서도 연령이 직간접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현실은 연

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

다. 노동시장의 변화추세는 연령기준의 고용관행을 능력(성과)위주의 고용으로 전환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업은 중고령 근로자의 구조조정에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이

다. 또한 1997년 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고용관행과 노사관행에서 많

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변화는 노동시장 또는 노동의 유연화이다. 노

동의 유연화란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외적 유연성(양적 유연성)과 내적 유연성(질적 유연성)을 말한다. 외적유연성이란 해

고나 외부노동시장의 기능을 이용하여 고용의 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

고, 내적 유연성이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의 변경

이나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노동력배치와 고용조건을 사용자가 

유연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의 유연성에서 고령자는 연령을 이유

로 고용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되고, 또 연령을 이유로 고용시장에의 재진입이 곤

란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의 유연화를 

지향하는 정책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가라는 



인
구

고
령

화
 대

응
 법

제
적

 접
근

417

지향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다의적이지만 대체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와 이념에 바탕을 둔 경제사조와 정책기조를 

의미한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2007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형

태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

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12만 명, 1968~74년생 605만 명)가 은퇴함에 따

라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2만 명씩 2050년까지 1,377만 명이 감소

하며,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비중은 2010년 25%에서 2050년 41%로 급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노동력 질과 

양 저하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고 모든 연구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즉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 감소함과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며, 특히 교육‧노동시장에서 소비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2040~50년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고용시스템은 인구의 고령화,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IT화, IMF 

이후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으로 취업형태는 다양해지고,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저하

되고 있으며 동시에 노무관리의 개별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리하면, ①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장기고용 축소와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② 연공적(年功的) 처우에서 성과주의 처우로의 변화, ③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유연

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 ④ 피라미드형 수직사회에서 네트워크형 수평사회로

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의 위치

문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고용시스템이 고령자 고용에 친화적인가 여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은 약화되고 있지만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고

용관행을 가지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은 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내의 직업훈련과 교육(OJT)을 통하여 기업

내부의 인재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내부노동시장에서 근속기간과 연령은 

근로자 자신의 경력‧직력(career)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는 임금산정과 승진(승급)에서 근속기간과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연공서열제의 채택이다. 이러한 연공서열제의 고용관행은 노무관리의 

획일적‧통일적 기준으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은 장기간의 근속으로 기업 내의 고유한 생산방식과 노하우를 익

혀 생산성을 향상되고 이러한 생산성을 평가하는 연공서열제를 중심으로 인사‧노무

관리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므로 연령은 채용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각 기업은 장유유서의 전통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상하간의 질서유지와 교육

훈련 등의 실시를 위하여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 위반과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상

의 자에게는 관행적으로 응시자격 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도채용(경력 근

로자의 채용)에 있어서도 연령이 직간접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현실은 연

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

다. 노동시장의 변화추세는 연령기준의 고용관행을 능력(성과)위주의 고용으로 전환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업은 중고령 근로자의 구조조정에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이

다. 또한 1997년 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고용관행과 노사관행에서 많

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변화는 노동시장 또는 노동의 유연화이다. 노

동의 유연화란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외적 유연성(양적 유연성)과 내적 유연성(질적 유연성)을 말한다. 외적유연성이란 해

고나 외부노동시장의 기능을 이용하여 고용의 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

고, 내적 유연성이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의 변경

이나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노동력배치와 고용조건을 사용자가 

유연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의 유연성에서 고령자는 연령을 이유

로 고용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되고, 또 연령을 이유로 고용시장에의 재진입이 곤

란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의 유연화를 

지향하는 정책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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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집약된다.

현재 우리의 고용사회는 해고규제의 혜택을 받아 고용이 지속되는 내부자(insider-

대부분이 세대주인 남성)와 기간제고용 및 비정규직‧장기실업자‧취업포기자(비경제

활동인구) 등의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외부자(outsider-일반적으로 여성과 청년층, 고

령자)가 가정 내의 분업 등을 통하여 공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있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에서 중장년근로자를 주요 감축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고용은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거나 외면되는 실정이다. 세대 

간의 고용문제 즉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자간의 고용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

지, 어떻게 기능적으로 분화시켜 상호보완관계로 유지‧발전시킬 것인지 풀어야 할 

과제이다.

3. 고령자고용법의 체계와 개선방안

1. 고령자고용법의 체계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법은 연소자와 부녀자를 보호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14) 근

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면서부터 독자적인 법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연소자와 

부녀자를 보호하는 입법으로서의 노동법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당시 자본가의 현

명한 이기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4항 및 5항에서 이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일반 남성근로자까지 그 보호영역을 확

대하면서 그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완성된 노

14) 노동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공장법은 1802년에 제정된 ‘도제의 건강과 도덕에 관한 법(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다. 이 법의 효과와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

만, 이 법이 영국 공장법의 효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大森真紀, “イギリス工場法‧工場監督制
度”, 「早稲田社會科學研究」제57호, 1998, 147면). 그렇지만 산업화에서 노동보호의 공장법의 체계를 갖

춘 것은 1833년에 제정된(Factory Act) 법으로 9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13세 이하의 근로시간

을 주 48시간, 18세 이하의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제한하면서 공장감독관의 배치를 의무화 하였다.

동법은 공업사회의 주축이 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無期), 전일근무(풀타임), 집단

적, 종속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규범을 만들면서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당초 노동법은 고령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

지 않았다. 그런데 고령화의 영향으로 근로활동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됨에 따

라 근로능력도 저하된다는 사회적 평가로 근로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고령자를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 및 

특별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근로취약계층인 고령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대표적인 

법률에 해당한다.15)

고령자의 고용보호와 고용정책을 규정한 법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

지만, 고령자의 고용보호와 고용촉진하기 위한 정책(고령친화적 노동정책)을 실시할 

것과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연령차별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16)

그런데 고령자 고용정책이 정책의무로서 실행력을 결여한 채 선언에 그친다면 말의 

성찬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가 맞이하는 고령사회는 재앙이 될지 모른다. 또한 고령

자의 복지적 차원에서의 고용보장은 경쟁적 시장논리와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결국 한계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떠한 산업정책(성장엔진의 확보)으로 대

응할 것인가와 더불어,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고령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고령사회의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심축인 고령자정책에서 국가가 취하여야 할 고령

자 고용정책은 ① 지식, 경험을 활용한 고용을 공적 연금개시연령까지 확보하고, ② 

중고연령자의 재취직의 원조 및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③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15) 현행 고령사회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경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노동

법논총」 제23집, 2011, 223면 이하 참조.
16) 강성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동아법학」 제52호, 2011, 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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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법은 연소자와 부녀자를 보호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14) 근

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면서부터 독자적인 법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연소자와 

부녀자를 보호하는 입법으로서의 노동법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당시 자본가의 현

명한 이기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4항 및 5항에서 이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일반 남성근로자까지 그 보호영역을 확

대하면서 그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완성된 노

14) 노동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공장법은 1802년에 제정된 ‘도제의 건강과 도덕에 관한 법(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다. 이 법의 효과와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

만, 이 법이 영국 공장법의 효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大森真紀, “イギリス工場法‧工場監督制
度”, 「早稲田社會科學研究」제57호, 1998, 147면). 그렇지만 산업화에서 노동보호의 공장법의 체계를 갖

춘 것은 1833년에 제정된(Factory Act) 법으로 9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13세 이하의 근로시간

을 주 48시간, 18세 이하의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제한하면서 공장감독관의 배치를 의무화 하였다.

동법은 공업사회의 주축이 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無期), 전일근무(풀타임), 집단

적, 종속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규범을 만들면서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당초 노동법은 고령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

지 않았다. 그런데 고령화의 영향으로 근로활동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됨에 따

라 근로능력도 저하된다는 사회적 평가로 근로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고령자를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 및 

특별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근로취약계층인 고령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대표적인 

법률에 해당한다.15)

고령자의 고용보호와 고용정책을 규정한 법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

지만, 고령자의 고용보호와 고용촉진하기 위한 정책(고령친화적 노동정책)을 실시할 

것과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연령차별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16)

그런데 고령자 고용정책이 정책의무로서 실행력을 결여한 채 선언에 그친다면 말의 

성찬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가 맞이하는 고령사회는 재앙이 될지 모른다. 또한 고령

자의 복지적 차원에서의 고용보장은 경쟁적 시장논리와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결국 한계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떠한 산업정책(성장엔진의 확보)으로 대

응할 것인가와 더불어,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고령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고령사회의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심축인 고령자정책에서 국가가 취하여야 할 고령

자 고용정책은 ① 지식, 경험을 활용한 고용을 공적 연금개시연령까지 확보하고, ② 

중고연령자의 재취직의 원조 및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③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15) 현행 고령사회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경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노동

법논총」 제23집, 2011, 223면 이하 참조.
16) 강성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동아법학」 제52호, 2011, 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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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선진외국에서 채

택하고 있는 기본방향과 같다.17)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국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967; ADEA)은 정년제를 연령에 의한 차별로 보고, 이를 인정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연령에 의한 기업정년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정년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관행

으로 인정하는 일본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입법이 없다. EU 등 유럽 국가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면서도 공적 연금과 연계되는 정년제는 연령차별의 예

외로써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8) 우리나라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면

서, ‘기업정년제’를 인정하는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EU 등 유럽 국가

와 유사한 입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일정연령에 달

하면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정년제

를 인정하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고용

현실을 고려한 입법정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다수이다.19)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정년제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러한 우리의 입법은 영국20) 및 독일 등 EU 국가와 유사하지만, 공적 연금(국민연

금 등)과 연계되지 않는 점이 크게 다르다. 현재 정년제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주

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17) 조상균‧노상헌, “고령사회와 산업‧노동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일본의 초고령사회와 산업‧노동정책을 중심

으로”,「법학논총」 제26집, 2006, 130면.
18) 박종희,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노동법학」 제20호,

2005, 117면.
19) 김형배, 「노동법(제20판)」, 박영사, 2011, 703면.
20) 예컨대 영국은 고용과 훈련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The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과 연금과 연계되는 정년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함께 가지고 있다.

2.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기업정년제의 문제

(1) 정년제의 의의

2002년 약 2,000여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실태조사”21)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76.2%가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체 규

모가 작은 경우보다는 큰 경우,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정년제 운영비율이 높았다.

또한 직종이나 직급별로 정년이 다른 ‘차등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18.5%

이고 그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기업의 평균정년연

령은 5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2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

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년에 관한 정

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학설은 정년제란 일정한 연령

(정년연령)에 다다르면 근로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고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고용관행이라 한다. 이러한 정년제는 ‘사회적 정년’과 

‘기업정년’으로 나누어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정년의 의미는 유럽식의 

정년제라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회에서 생산활동과 고용에 종사하면서 

각종연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적 휴식권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

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에서의 

정년제의 의미이다. 여기서의 정년은 근로‧노동생활의 종료라고 할 수 있고, 그 이

21)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되었고, 2,000개의 사업체중 설

문에 대답한 사업체의 수는 ‘인적자원관리’ 부문 1,433개소, ‘노사관계-노무담당자용’ 부문 1,879개소,
‘노사관계-근로자대표용’ 부문 1,258개소이다(제1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68면).

22) 2004.11. 30일 노동부 산하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 근로자

의 정년퇴직 평균 연령은 57.4세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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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선진외국에서 채

택하고 있는 기본방향과 같다.17)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국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967; ADEA)은 정년제를 연령에 의한 차별로 보고, 이를 인정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연령에 의한 기업정년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정년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관행

으로 인정하는 일본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입법이 없다. EU 등 유럽 국가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면서도 공적 연금과 연계되는 정년제는 연령차별의 예

외로써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8) 우리나라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면

서, ‘기업정년제’를 인정하는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EU 등 유럽 국가

와 유사한 입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일정연령에 달

하면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정년제

를 인정하면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고용

현실을 고려한 입법정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다수이다.19)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정년제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러한 우리의 입법은 영국20) 및 독일 등 EU 국가와 유사하지만, 공적 연금(국민연

금 등)과 연계되지 않는 점이 크게 다르다. 현재 정년제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주

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17) 조상균‧노상헌, “고령사회와 산업‧노동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일본의 초고령사회와 산업‧노동정책을 중심

으로”,「법학논총」 제26집, 2006, 130면.
18) 박종희,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노동법학」 제20호,

2005, 117면.
19) 김형배, 「노동법(제20판)」, 박영사, 2011, 703면.
20) 예컨대 영국은 고용과 훈련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The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과 연금과 연계되는 정년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함께 가지고 있다.

2.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기업정년제의 문제

(1) 정년제의 의의

2002년 약 2,000여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실태조사”21)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76.2%가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체 규

모가 작은 경우보다는 큰 경우,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정년제 운영비율이 높았다.

또한 직종이나 직급별로 정년이 다른 ‘차등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18.5%

이고 그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기업의 평균정년연

령은 5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2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

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년에 관한 정

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학설은 정년제란 일정한 연령

(정년연령)에 다다르면 근로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고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고용관행이라 한다. 이러한 정년제는 ‘사회적 정년’과 

‘기업정년’으로 나누어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정년의 의미는 유럽식의 

정년제라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회에서 생산활동과 고용에 종사하면서 

각종연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적 휴식권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

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에서의 

정년제의 의미이다. 여기서의 정년은 근로‧노동생활의 종료라고 할 수 있고, 그 이

21)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되었고, 2,000개의 사업체중 설

문에 대답한 사업체의 수는 ‘인적자원관리’ 부문 1,433개소, ‘노사관계-노무담당자용’ 부문 1,879개소,
‘노사관계-근로자대표용’ 부문 1,258개소이다(제1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68면).

22) 2004.11. 30일 노동부 산하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 근로자

의 정년퇴직 평균 연령은 57.4세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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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임금근로를 대신하여 취미생활과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업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의 연대의식과 사회보장 및 노호보장제도의 미발달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관계로 정년제를 사회적 휴식권의 획득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기업의 필요에 의

해 연령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평균 

정년이 57세에서 58세 정도인데 평균 69세까지 근로생활을 희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뒤의 <표 2>참조), 정년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해서 개인의 근

로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정년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비율

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전체근로자의 2.9%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

(2)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법

정년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

로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론상 정년

제는 ‘정년해고제’와 ‘정년퇴직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정년해고제’는 정

년도달 시에는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요구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

용을 받는 ‘해고사유’로 이해된다. 이와는 달리 ‘정년퇴직제’는 근로자가 정년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23)

우리나라에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입장24)과,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아닌 근

로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특약이라고 보는 입장25)이 있다.

23) 일본에서는 해제조건부계약설, 종기부계약설, 해고예고설, 해고사유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논의의 초

점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상병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과 그 직후 30일간에 정년이 도달

했을 경우에 노동기준법 제19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의 적용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판례는 ‘근로계약관계는 정년도달에 의해 자연소멸 한다는 정년퇴직제’를 전제로 노동기준법 제19조(해고

제한)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朝日製鋼所事件․, 大阪地岸和田支, 昭和36(1961). 9. 11. 勞民集12권5호,
825면).

24) 김유성,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법학」 90호, 1992, 82면; 김형배, 앞의 책, 700면.

정년이 조건인가 기한인가의 논의는 별 실익이 없어 보이고, 해고의 제한사유를 

정하는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양설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퇴

직할 수 있고,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년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은 당사자가 당연히 퇴직하

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

로 새로운 형성적 행위(‘해고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6) 판례는 고용관계의 자동적 종료원인이라 해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견해

도 마찬가지이다.27) 따라서 정년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일정한 부관을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직급정년(계급정년)은 해고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해고규제의 

법리를 적용한다.28)

정년퇴직제나 정년해고제나 정년도달시점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도

달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

으로 하는 일률정년제에 관해서는 개개인의 근로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이 똑같이 상실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객관적 과학성, 합리성이 없고, 취업근로자의 생존권․근로권

을 침해하며, 또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헌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부

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즉 법 앞의 평등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다툼이 있다.29)

25) 임종률,「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2, 534면.
26) 대법원 1994.12.27. 선고 91누9244 판결.
27) 중노위 2001.02.02, 2000부해314 판정 참조.
28)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정년제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이며 따라서 정년의 도래로 인한 퇴직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다 … 그러

나 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

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

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2001.05.16, 근기 68207-1571)” 행정해석을 하여 이른바 계

급정년에 관하여서는 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 일본 최고재판소는 ‘秋北버스사건(最裁大判昭和43(1968).12.25 民集 22卷13 3459쪽)’에서 정년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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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임금근로를 대신하여 취미생활과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업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의 연대의식과 사회보장 및 노호보장제도의 미발달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관계로 정년제를 사회적 휴식권의 획득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기업의 필요에 의

해 연령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평균 

정년이 57세에서 58세 정도인데 평균 69세까지 근로생활을 희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뒤의 <표 2>참조), 정년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해서 개인의 근

로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정년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비율

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전체근로자의 2.9%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

(2)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법

정년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

로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론상 정년

제는 ‘정년해고제’와 ‘정년퇴직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정년해고제’는 정

년도달 시에는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요구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

용을 받는 ‘해고사유’로 이해된다. 이와는 달리 ‘정년퇴직제’는 근로자가 정년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23)

우리나라에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입장24)과,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아닌 근

로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특약이라고 보는 입장25)이 있다.

23) 일본에서는 해제조건부계약설, 종기부계약설, 해고예고설, 해고사유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논의의 초

점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상병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과 그 직후 30일간에 정년이 도달

했을 경우에 노동기준법 제19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의 적용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판례는 ‘근로계약관계는 정년도달에 의해 자연소멸 한다는 정년퇴직제’를 전제로 노동기준법 제19조(해고

제한)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朝日製鋼所事件․, 大阪地岸和田支, 昭和36(1961). 9. 11. 勞民集12권5호,
825면).

24) 김유성,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법학」 90호, 1992, 82면; 김형배, 앞의 책, 700면.

정년이 조건인가 기한인가의 논의는 별 실익이 없어 보이고, 해고의 제한사유를 

정하는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양설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언제든지 퇴

직할 수 있고,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년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은 당사자가 당연히 퇴직하

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

로 새로운 형성적 행위(‘해고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6) 판례는 고용관계의 자동적 종료원인이라 해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견해

도 마찬가지이다.27) 따라서 정년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일정한 부관을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직급정년(계급정년)은 해고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해고규제의 

법리를 적용한다.28)

정년퇴직제나 정년해고제나 정년도달시점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도

달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

으로 하는 일률정년제에 관해서는 개개인의 근로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이 똑같이 상실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객관적 과학성, 합리성이 없고, 취업근로자의 생존권․근로권

을 침해하며, 또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헌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부

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즉 법 앞의 평등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다툼이 있다.29)

25) 임종률,「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2, 534면.
26) 대법원 1994.12.27. 선고 91누9244 판결.
27) 중노위 2001.02.02, 2000부해314 판정 참조.
28)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정년제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이며 따라서 정년의 도래로 인한 퇴직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다 … 그러

나 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

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

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2001.05.16, 근기 68207-1571)” 행정해석을 하여 이른바 계

급정년에 관하여서는 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 일본 최고재판소는 ‘秋北버스사건(最裁大判昭和43(1968).12.25 民集 22卷13 3459쪽)’에서 정년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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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①정년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에 의한 고

용차별로서 헌법상의 평등조항,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조항 및 민법상의 공서양속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②기존에 논의된 정년제는 그 합리성이 기업측의 입장에서

만 논의되어 왔다는 점, ③합리성이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④근로자

는 정년에 관계없이 해고사유의 유무에 따라서만 해고될 수 있으므로, 정년제가 근

로자의 고용보장에 유익하는 것은 추상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합법론의 입장에서는 ①기업으로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고,

②청년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여 종업원의 연령구성상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령자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제하는 제도가 불가피하

다는 점, ③이 때 고령자를 개개인의 능력‧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별하여 퇴직시키

는 것보다는 일정한 연령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정년제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이 노사 쌍방의 인식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정

년제는 그 정년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닌 이상 적법‧유효한 것으

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정년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조합이 근로자의 정년규정이 없던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은 사회의 일반통례에

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여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30) 또한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년제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1)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회사가 55세 정년제를 취업규칙에 신설하고, 이미 55세를 지난 

근로자에 대해 동 규정에 의거하여 해고통지를 하고, 해고통지를 받은 자가 취업규칙개정에 동의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동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고의 무효를 다투었던 사건으로 주된 논점은 정년제를 

신설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제의 위법성을 정면에서 다룬 판례라고 말하기 어렵

고, 어디까지나 일본식 고용관행에서 정년제의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년제

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의문시하는 판결도 없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판례는 전게의 최

고재판소의 예를 좇아 정년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30)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31)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헌재 1997.3.27, 96헌바86 결

정).

정년연령이 상당하지 않고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아니면 그 합리성을 인정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

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제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었다(제19조). 그런데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명문으로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하면서(제4조의4), 60세 정년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이러한 법조문의 모순을 해결하

고자, 같은 법 제4조의5에서는 정년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정리하면, 정년제와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경우와 같이 연령차별을 금지하면서도 

공적 연금과 연계하는 정년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합목적적이라는 평가이다.32) 그

러나 현행 우리의 입법태도는 기업정년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EU 등 유럽 국가

와 차원이 다르며, 정년제와 공적 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점에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3)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 문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장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9조는 사업주

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규정은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

문시 될 뿐만 아니라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를 기업에서 퇴출(권고사직)

시키는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현행법제에 의한 정년제는 형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33) 이 법은 계속해서 정년제와 관련된 사업주의 개선노력 및 재고용 등

32) 김형배, 앞의 책, 704면.
33) 통계에 의하면 정년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의 2.9%에 지나지 

않아 정년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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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①정년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에 의한 고

용차별로서 헌법상의 평등조항,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조항 및 민법상의 공서양속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②기존에 논의된 정년제는 그 합리성이 기업측의 입장에서

만 논의되어 왔다는 점, ③합리성이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④근로자

는 정년에 관계없이 해고사유의 유무에 따라서만 해고될 수 있으므로, 정년제가 근

로자의 고용보장에 유익하는 것은 추상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합법론의 입장에서는 ①기업으로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고,

②청년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여 종업원의 연령구성상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령자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제하는 제도가 불가피하

다는 점, ③이 때 고령자를 개개인의 능력‧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별하여 퇴직시키

는 것보다는 일정한 연령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정년제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이 노사 쌍방의 인식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정

년제는 그 정년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닌 이상 적법‧유효한 것으

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정년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조합이 근로자의 정년규정이 없던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은 사회의 일반통례에

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여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30) 또한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년제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1)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회사가 55세 정년제를 취업규칙에 신설하고, 이미 55세를 지난 

근로자에 대해 동 규정에 의거하여 해고통지를 하고, 해고통지를 받은 자가 취업규칙개정에 동의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동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고의 무효를 다투었던 사건으로 주된 논점은 정년제를 

신설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제의 위법성을 정면에서 다룬 판례라고 말하기 어렵

고, 어디까지나 일본식 고용관행에서 정년제의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년제

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의문시하는 판결도 없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판례는 전게의 최

고재판소의 예를 좇아 정년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30)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31)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헌재 1997.3.27, 96헌바86 결

정).

정년연령이 상당하지 않고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아니면 그 합리성을 인정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

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제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었다(제19조). 그런데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명문으로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하면서(제4조의4), 60세 정년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이러한 법조문의 모순을 해결하

고자, 같은 법 제4조의5에서는 정년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정리하면, 정년제와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경우와 같이 연령차별을 금지하면서도 

공적 연금과 연계하는 정년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합목적적이라는 평가이다.32) 그

러나 현행 우리의 입법태도는 기업정년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EU 등 유럽 국가

와 차원이 다르며, 정년제와 공적 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점에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3)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 문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장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9조는 사업주

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규정은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

문시 될 뿐만 아니라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를 기업에서 퇴출(권고사직)

시키는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현행법제에 의한 정년제는 형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33) 이 법은 계속해서 정년제와 관련된 사업주의 개선노력 및 재고용 등

32) 김형배, 앞의 책, 704면.
33) 통계에 의하면 정년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의 2.9%에 지나지 

않아 정년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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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제의 형해화로 인해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년연령의 상향

조정과 동 규정의 의무화(강행규정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고령

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연령 60세는 사용자의 노력규정만으로

는 고령사회에의 효율적 대비가 미흡하다는 인식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종래에는 고령자34)의 고

용확보를 위한 정책은 노사의 자주성을 전제, 정년연장을 위한 행정지도 또는 사용

자(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조성금) 지급으로 고령자고용을 유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전개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

행되어 고령자의 고용확보를 노사자주성에 맡기는 정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정년제의 법제화가 논의되었다.35) 따라서 종래의 1986년 4월 ‘중고연령자

등고용촉진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하고, 법률명도 ‘고연령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법

률’로 변경하여, 60세 정년을 법률상 명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규정은 현행 우리나

라의 규정과 같이 노사자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사용자의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으로 성립하였지만, 정년제의 법제화라는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같은 법 

제4조는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60세를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연금법개정에 보조를 맞추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1994년에 

개정하였다. 1994년 연금법개정은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그 대체조

치로 부분연금제도의 도입과 재직노령연금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개정과 더불어 노력의무였던 같은 법 제4조가 1998년

부터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정년제는 처음으로 강제력을 가진 법률규정이 되어 

34) ILO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에서는 ‘나이가 들어 고용 및 직업에서 곤란을 조우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제1조 제1항)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연령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법률의 규정

으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연령근로자라 하고 있다(고연령자고용안정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
조).

35) 淸正寬，“高年齡者雇用安定法と雇用政策の課題”，｢季刊勞働法｣ 제141호, 1986, 4면.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가 되었

다.36) 당시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85%에 이르고 나머지 기업도 곧 

정년연장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개정은 아니었다는 평가

이다.37) 60세 정년제의 법정화는 1960년대부터 주장되어온 정년법제의 하나의 도달

점이 되었다. 더욱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정된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65세까

지 의무고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4.1.부터 고령자에 대해서 적어도 

연금지급개시연령까지 고령자고용확보조치가 각 기업에 의무로 되어, 기업은 ① 정

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② 정년제를 폐지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또는 ③ 일단 퇴

직시킨 후 희망자를 재고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38)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아직 고용사회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정년연령으로 

퇴직한다는 정년의 의미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정년 전 퇴직이 일반화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정년제는 존재하지만, 고용사회에서의 정년제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39) 즉 법으로 규정하는 정년제와 현실의 고용관계에서의 정년제의 의미

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는 상대적

36) 학설은 동법 제4조의 금지규정은 60세미만 정념금지라는 公序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에 일치하고 있다.
무효로 된 정년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는 노기법 제13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보충적 효

력규정이 없으므로 정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다는 견해(西村健一郞, “高年齡者雇用安定法の改正”,
「日本勞働法學會誌」제85호, 1995, 146면)와 제4조는 무효로 된 정년부분은 60세라는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하는 견해(岩村正彦 외, 「現代の法(12): 職業生活と法」, 岩波書店, 1998, 354면)가 

있다.
37) 森戶英幸，“高齡者の引退過程に關する立法政策”, 「ジュリスト」, 제1066호, 1995, 104면.
38) 그런데 60세 정년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계속되는 불황과 ‘경제의 신자유주의‧세계

화’의 추세에 의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를 기업에서 방출하는 인사제도를 적극 도입하

고 있다. 정년 전 퇴직제도로써는 조기퇴직우대제도와 전적(轉籍, 일본에서는 出向이라 한다)을 들 수 있

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정년퇴직을 능가하는 비율로 정년 전 퇴직과 전적에 의한 퇴직이 많다(菅野和夫,
「新․雇用社會の法」, 有斐閣, 2002, 51면). 이러한 정년 전 퇴직제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고령근로자를 기업 밖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임금비용의 삭감과 관리직의 포스트를 확보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년 전 퇴직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실

제는 퇴직시키려는 근로자가 선별되고 불황과 더불어 정리해고형 전적이 증가되어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이라 할 수 없다(道幸哲也․小宮文人․島田陽一, 「リストラ時代　雇用をめぐる法律問題」, 旬報社,　1998, 
1면 이하 참조). 고령화와 더불어 고용사회도 고령화되어 정년보장과 연공적 임금제를 기업이 더 이상 유

지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정년제가 완전히 정착한 일본은 현재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蛯原典子, “高齡者雇用と定年制”, 「高齡者の生活と法」, 有斐閣, 1999, 171면).
39) 노상헌, “고령사회와 정년제의 법적 쟁점”, 「법학논총」제25집, 2005, 312면 이하의 내용을 재정리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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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제의 형해화로 인해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년연령의 상향

조정과 동 규정의 의무화(강행규정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고령

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연령 60세는 사용자의 노력규정만으로

는 고령사회에의 효율적 대비가 미흡하다는 인식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종래에는 고령자34)의 고

용확보를 위한 정책은 노사의 자주성을 전제, 정년연장을 위한 행정지도 또는 사용

자(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조성금) 지급으로 고령자고용을 유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전개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

행되어 고령자의 고용확보를 노사자주성에 맡기는 정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정년제의 법제화가 논의되었다.35) 따라서 종래의 1986년 4월 ‘중고연령자

등고용촉진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하고, 법률명도 ‘고연령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법

률’로 변경하여, 60세 정년을 법률상 명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규정은 현행 우리나

라의 규정과 같이 노사자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사용자의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으로 성립하였지만, 정년제의 법제화라는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같은 법 

제4조는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60세를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연금법개정에 보조를 맞추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1994년에 

개정하였다. 1994년 연금법개정은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그 대체조

치로 부분연금제도의 도입과 재직노령연금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개정과 더불어 노력의무였던 같은 법 제4조가 1998년

부터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정년제는 처음으로 강제력을 가진 법률규정이 되어 

34) ILO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에서는 ‘나이가 들어 고용 및 직업에서 곤란을 조우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제1조 제1항)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연령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법률의 규정

으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연령근로자라 하고 있다(고연령자고용안정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
조).

35) 淸正寬，“高年齡者雇用安定法と雇用政策の課題”，｢季刊勞働法｣ 제141호, 1986, 4면.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가 되었

다.36) 당시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85%에 이르고 나머지 기업도 곧 

정년연장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개정은 아니었다는 평가

이다.37) 60세 정년제의 법정화는 1960년대부터 주장되어온 정년법제의 하나의 도달

점이 되었다. 더욱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정된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65세까

지 의무고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4.1.부터 고령자에 대해서 적어도 

연금지급개시연령까지 고령자고용확보조치가 각 기업에 의무로 되어, 기업은 ① 정

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② 정년제를 폐지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또는 ③ 일단 퇴

직시킨 후 희망자를 재고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38)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아직 고용사회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정년연령으로 

퇴직한다는 정년의 의미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정년 전 퇴직이 일반화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정년제는 존재하지만, 고용사회에서의 정년제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39) 즉 법으로 규정하는 정년제와 현실의 고용관계에서의 정년제의 의미

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는 상대적

36) 학설은 동법 제4조의 금지규정은 60세미만 정념금지라는 公序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에 일치하고 있다.
무효로 된 정년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는 노기법 제13조(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보충적 효

력규정이 없으므로 정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다는 견해(西村健一郞, “高年齡者雇用安定法の改正”,
「日本勞働法學會誌」제85호, 1995, 146면)와 제4조는 무효로 된 정년부분은 60세라는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하는 견해(岩村正彦 외, 「現代の法(12): 職業生活と法」, 岩波書店, 1998, 354면)가 

있다.
37) 森戶英幸，“高齡者の引退過程に關する立法政策”, 「ジュリスト」, 제1066호, 1995, 104면.
38) 그런데 60세 정년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계속되는 불황과 ‘경제의 신자유주의‧세계

화’의 추세에 의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를 기업에서 방출하는 인사제도를 적극 도입하

고 있다. 정년 전 퇴직제도로써는 조기퇴직우대제도와 전적(轉籍, 일본에서는 出向이라 한다)을 들 수 있

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정년퇴직을 능가하는 비율로 정년 전 퇴직과 전적에 의한 퇴직이 많다(菅野和夫,
「新․雇用社會の法」, 有斐閣, 2002, 51면). 이러한 정년 전 퇴직제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고령근로자를 기업 밖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임금비용의 삭감과 관리직의 포스트를 확보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년 전 퇴직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실

제는 퇴직시키려는 근로자가 선별되고 불황과 더불어 정리해고형 전적이 증가되어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이라 할 수 없다(道幸哲也․小宮文人․島田陽一, 「リストラ時代　雇用をめぐる法律問題」, 旬報社,　1998, 
1면 이하 참조). 고령화와 더불어 고용사회도 고령화되어 정년보장과 연공적 임금제를 기업이 더 이상 유

지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정년제가 완전히 정착한 일본은 현재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蛯原典子, “高齡者雇用と定年制”, 「高齡者の生活と法」, 有斐閣, 1999, 171면).
39) 노상헌, “고령사회와 정년제의 법적 쟁점”, 「법학논총」제25집, 2005, 312면 이하의 내용을 재정리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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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및 공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법적 보호의 혜택이 

돌아가고,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욱 확대하는 결

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년제에 관한 강행규정화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고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령자의 장점을 활용하는 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4) 정년제의 폐지문제

정년제가 노사‧고용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노사당사자는 어

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정년제의 동향을 전망하는 데 중요

하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기업정년제로 연공서열형 임금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판례도 장기고용시스템과 연공제처우를 전제로 정

년제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즉 정년제는 장기고용시스템

에 있어서는 기술의 계승‧혁신과 기업으로서의 혁신성(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력의 신진대사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연공제로 인한 임금비용과 승진질서(후진에

게 자리를 양보)를 위해 연령구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연령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제는 고용보장기능과 연공적 처우기능을 동

반하여 왔기 때문에 정년연령이 근로자의 은퇴과정에서 상당하지 않고 현저하게 낮

은 경우가 아니면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고용보장기능과 연공적 처우기능이 동반하지 않으며 정년제의 고용종료기능은 사회

적 합리성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1997년 말 IMF관리체제 이후 장기고용시스템에서의 연공적 처우는 능력주

의‧성과주의에 기반한 연봉제의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고 있다. 기업은 정년도달 이

전부터 중고령근로자의 퇴출을 적극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정년제의 고용보장기능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또한 직급정년제의 증가, 승진‧보수에서의 성과주의 강화로 연

공제처우도 크게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고령자의 구조조정과 성과급제의 확대는 

정년제가 가지는 근로자 보호기능을 상실케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되어버

려 그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제가 더 이상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연령에 의한 차별로 고령자의 인권을 침

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년이 고용생활에서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용사회에서는 정년 후 고령자가 양호한 고용기회를 얻는 것이 극히 제

한되었고, 정년 후 재취업도 곤란하며 고령자의 능력발휘가 저해되고 있다. 바로 이

것이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적 자

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고, 연령과 관계없는(ageless) 취업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40) 즉 경제의 글로벌화와 신자

유주의에 의한 경쟁격화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정년제는 오

히려 근로자의 취업생활 방해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주장되는 가운데 지금의 정년제

를 고수할 것인지가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성숙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와 가장 유사한 고용사회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일본정부(후생

노동성)는 지금까지의 정년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연장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기본방

침을 최근에 발표하였다.41) 정년제의 폐지, 즉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① 연령이라는 요소가 채용, 처우, 퇴직에 아직도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고, 연령을 대신할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연

령차별금지를 명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② 동시에 정년

제를 금지하는 것은 정년제의 사실상의 고용보장기능을 잃게 되어 고령자의 고용기

회확보가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염려가 있고, ③ “연령차별금지”라는 개념은 누구라

도 고령기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인권규제와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고용상

의 연령차별금지는 사회와 고용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다각적 검

토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연령차별금지에 의해 대처

40) 조용만,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현황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15호, 2003, 121면.
41) 厚生勞働省發表(2003.7.31), ｢今後の高齡者雇用對策について─雇用と年金との接續を目指して｣는 후생노동

성 홈페이지(http;//mhlw.go.jp/houdou/2003/07/h0731-3. html)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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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및 공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법적 보호의 혜택이 

돌아가고,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강행규정화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욱 확대하는 결

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년제에 관한 강행규정화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고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령자의 장점을 활용하는 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4) 정년제의 폐지문제

정년제가 노사‧고용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노사당사자는 어

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정년제의 동향을 전망하는 데 중요

하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기업정년제로 연공서열형 임금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판례도 장기고용시스템과 연공제처우를 전제로 정

년제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즉 정년제는 장기고용시스템

에 있어서는 기술의 계승‧혁신과 기업으로서의 혁신성(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력의 신진대사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연공제로 인한 임금비용과 승진질서(후진에

게 자리를 양보)를 위해 연령구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연령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제는 고용보장기능과 연공적 처우기능을 동

반하여 왔기 때문에 정년연령이 근로자의 은퇴과정에서 상당하지 않고 현저하게 낮

은 경우가 아니면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고용보장기능과 연공적 처우기능이 동반하지 않으며 정년제의 고용종료기능은 사회

적 합리성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1997년 말 IMF관리체제 이후 장기고용시스템에서의 연공적 처우는 능력주

의‧성과주의에 기반한 연봉제의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고 있다. 기업은 정년도달 이

전부터 중고령근로자의 퇴출을 적극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정년제의 고용보장기능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또한 직급정년제의 증가, 승진‧보수에서의 성과주의 강화로 연

공제처우도 크게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고령자의 구조조정과 성과급제의 확대는 

정년제가 가지는 근로자 보호기능을 상실케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되어버

려 그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제가 더 이상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연령에 의한 차별로 고령자의 인권을 침

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년이 고용생활에서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용사회에서는 정년 후 고령자가 양호한 고용기회를 얻는 것이 극히 제

한되었고, 정년 후 재취업도 곤란하며 고령자의 능력발휘가 저해되고 있다. 바로 이

것이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적 자

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고, 연령과 관계없는(ageless) 취업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40) 즉 경제의 글로벌화와 신자

유주의에 의한 경쟁격화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정년제는 오

히려 근로자의 취업생활 방해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주장되는 가운데 지금의 정년제

를 고수할 것인지가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성숙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와 가장 유사한 고용사회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일본정부(후생

노동성)는 지금까지의 정년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연장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기본방

침을 최근에 발표하였다.41) 정년제의 폐지, 즉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① 연령이라는 요소가 채용, 처우, 퇴직에 아직도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고, 연령을 대신할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연

령차별금지를 명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② 동시에 정년

제를 금지하는 것은 정년제의 사실상의 고용보장기능을 잃게 되어 고령자의 고용기

회확보가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염려가 있고, ③ “연령차별금지”라는 개념은 누구라

도 고령기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인권규제와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고용상

의 연령차별금지는 사회와 고용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다각적 검

토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연령차별금지에 의해 대처

40) 조용만,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현황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15호, 2003, 121면.
41) 厚生勞働省發表(2003.7.31), ｢今後の高齡者雇用對策について─雇用と年金との接續を目指して｣는 후생노동

성 홈페이지(http;//mhlw.go.jp/houdou/2003/07/h0731-3. html)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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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일본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정년제의 고수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년제의 현실적 역할과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고 할지더라도,

정년제의 의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지는 정년제에 대한 심리적 요소(즉 현실문제와는 별도로 정년까지 고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정년제의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래에는 정년제의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공적 연금의 수령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정책과 환

경조성이 과제라 생각된다.

 2) 고령자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우리나라에서는 고용관계는 사회보험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다.42)

우리의 사회보험제도는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여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실시하

고 단계적으로 중소사업장 마침내 모든 사업장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 확대

되어 왔다. 예컨대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그러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

연금법은 고용관계에 있는 직장근로자를 우선 적용대상자로 하였고, 그 다음 농어촌 

등의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마침내 모

든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쳤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는 실

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는 처음부터 고용

관계에 있지 못한 무직자로써 제외하고 있으며, 자영인은 노동보험에서 배제하고 있

다. 또한 고용의 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의 저임금과 실업의 문제는 고

용관계에서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에 큰 영향을 끼친

다.43) 노후소득이 불안정하여 취업하더라도 고령자의 양호한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

42)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제7판)」, 법문사, 2007, 66면.
43) 고령인구의 증가는 빈부격차를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2010년 말 현재 노인빈곤율

은 47.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빈곤율인 13.8%의 3.4배로 빈곤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빈곤통계연보」, 79면 이하 참조).

년 이후 재취업 시 임금이 대폭 저하되는 비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령자

의 고용기회가 적다는 것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우리 노

동시장은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다.

고령자의 취업은 고령자 개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고령자고

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임금보조금제도(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는 사용자의 비용

을 직접적으로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용자에게 고령자고용의 동기부여로 작용한

다. 또한 퇴직하는 고령근로자가 재취업을 원할 경우 기업과 사회는 고령자의 재취

직의 촉진하고, 실버인재센터 등을 운영하여 미스매치를 예방하여야 한다. 고령자 

개인은 취업능력(employability)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를 이를 지원하

며, 기업은 노령연금 개시연령까지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

다.

3. 자립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구축

고령자를 대상으로 또는 고령자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은 우선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밖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장애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도 고령자 관련 법률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의 고용이나 소득보장에 관련한 법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책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성이 낮

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고령자를 부조하기 위한 규

범체계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령자의 생활‧의료‧고용에 관한 안전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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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일본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정년제의 고수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년제의 현실적 역할과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고 할지더라도,

정년제의 의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지는 정년제에 대한 심리적 요소(즉 현실문제와는 별도로 정년까지 고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정년제의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래에는 정년제의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공적 연금의 수령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정책과 환

경조성이 과제라 생각된다.

 2) 고령자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우리나라에서는 고용관계는 사회보험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다.42)

우리의 사회보험제도는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여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실시하

고 단계적으로 중소사업장 마침내 모든 사업장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 확대

되어 왔다. 예컨대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그러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

연금법은 고용관계에 있는 직장근로자를 우선 적용대상자로 하였고, 그 다음 농어촌 

등의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마침내 모

든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쳤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는 실

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는 처음부터 고용

관계에 있지 못한 무직자로써 제외하고 있으며, 자영인은 노동보험에서 배제하고 있

다. 또한 고용의 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의 저임금과 실업의 문제는 고

용관계에서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에 큰 영향을 끼친

다.43) 노후소득이 불안정하여 취업하더라도 고령자의 양호한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

42)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제7판)」, 법문사, 2007, 66면.
43) 고령인구의 증가는 빈부격차를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2010년 말 현재 노인빈곤율

은 47.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빈곤율인 13.8%의 3.4배로 빈곤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빈곤통계연보」, 79면 이하 참조).

년 이후 재취업 시 임금이 대폭 저하되는 비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령자

의 고용기회가 적다는 것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우리 노

동시장은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다.

고령자의 취업은 고령자 개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하지만, 사회보험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고령자고

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임금보조금제도(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는 사용자의 비용

을 직접적으로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용자에게 고령자고용의 동기부여로 작용한

다. 또한 퇴직하는 고령근로자가 재취업을 원할 경우 기업과 사회는 고령자의 재취

직의 촉진하고, 실버인재센터 등을 운영하여 미스매치를 예방하여야 한다. 고령자 

개인은 취업능력(employability)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를 이를 지원하

며, 기업은 노령연금 개시연령까지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

다.

3. 자립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구축

고령자를 대상으로 또는 고령자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은 우선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밖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장애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도 고령자 관련 법률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의 고용이나 소득보장에 관련한 법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책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성이 낮

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고령자를 부조하기 위한 규

범체계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령자의 생활‧의료‧고용에 관한 안전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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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체계로 ‘고령자고용’과 ‘생활보장’을 위한 규

범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고령자법’을 법체계화 하

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고령자에 대한 ‘평등과 보호의 원칙’이다. 고령

자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령이라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며, 또한 고령자에 대하여 공적 연금의 수령연령까지 계

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호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되지 못한 고령자를 위한 고용보험(실업급여), 건

강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최저생계비 보장), 기초생활보호(공공부조)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컨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자의 고용,

노령연금제도, 고령자의료, 고령자의 개호(요양, 케어), 고령자에 대한 생활지원, 재

산의 보전과 상속문제, 성년후견 등 고령자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시도가 보이고 있다.44) 또한 ‘고령사회대책대강(高齢社会対策大綱)’45)을 보면 기존

의 복지중심의 대책과는 달리 고령자가 자립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획일적인 노인상의 재검토이다. 즉 고령자

의 건강상태나 활동능력,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동일한 고령자라해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예방중시이다. 단순히 고령자에 대한 건강, 경제, 사회관계 등에 관한 문제에 국한시

키지 않고 청년기부터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인식시킨 다음 이에 대한 예방

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능 활성화이다. 고령

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넷째, 남녀의 관점과 차이를 고려한 정책실시이다. 남성과 여성의 기본

적인 차이,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다는 점을 인식할 필

44) 山口浩一郎‧小島晴洋,「高齢者法」, 有斐閣,　2002；河野正輝‧菊地高志,「高齢者の法」,　有斐閣,　1997 
참조.　 

45)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1/zenbun/pdf/2s1s.pdf

요가 있으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생활방식이나 건강상태, 경제문제를 충분히 고려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물을 고령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고령자의 

자립 지원을 경제적 자립에 한정하지 않고 고령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

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령사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다양하고, 많은 정책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령자를 ‘노인’이라는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틀림없

다. 따라서 고령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

록 정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며, 이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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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체계로 ‘고령자고용’과 ‘생활보장’을 위한 규

범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고령자법’을 법체계화 하

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고령자에 대한 ‘평등과 보호의 원칙’이다. 고령

자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령이라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며, 또한 고령자에 대하여 공적 연금의 수령연령까지 계

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호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되지 못한 고령자를 위한 고용보험(실업급여), 건

강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최저생계비 보장), 기초생활보호(공공부조)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컨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자의 고용,

노령연금제도, 고령자의료, 고령자의 개호(요양, 케어), 고령자에 대한 생활지원, 재

산의 보전과 상속문제, 성년후견 등 고령자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시도가 보이고 있다.44) 또한 ‘고령사회대책대강(高齢社会対策大綱)’45)을 보면 기존

의 복지중심의 대책과는 달리 고령자가 자립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획일적인 노인상의 재검토이다. 즉 고령자

의 건강상태나 활동능력,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동일한 고령자라해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예방중시이다. 단순히 고령자에 대한 건강, 경제, 사회관계 등에 관한 문제에 국한시

키지 않고 청년기부터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인식시킨 다음 이에 대한 예방

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능 활성화이다. 고령

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넷째, 남녀의 관점과 차이를 고려한 정책실시이다. 남성과 여성의 기본

적인 차이,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다는 점을 인식할 필

44) 山口浩一郎‧小島晴洋,「高齢者法」, 有斐閣,　2002；河野正輝‧菊地高志,「高齢者の法」,　有斐閣,　1997 
참조.　 

45)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1/zenbun/pdf/2s1s.pdf

요가 있으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생활방식이나 건강상태, 경제문제를 충분히 고려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물을 고령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고령자의 

자립 지원을 경제적 자립에 한정하지 않고 고령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

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령사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다양하고, 많은 정책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령자를 ‘노인’이라는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틀림없

다. 따라서 고령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

록 정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며, 이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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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자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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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자법의 체계 4. 결론에 갈음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령

자고용을 촉진하고 확보하는 것은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노동법적 과제를 검토

하였다. 고령자고용은 근로수입을 보장하여 본인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시키면서 사

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고령자고용에서 가장 중시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취업의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고령

사회에서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표 1> 바람직한 직업은퇴연령의 국제비교46)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스웨덴

55세 정도      1.8      0.3      5.0      4.0      2.3

60세 정도     12.8     11.1     16.2     47.0     45.8

65세 정도     29.6     40.3     45.3     42.2     42.3

70세 정도     32.1     31.3     15.5      2.2      3.4

75세 정도      8.7      7.7      2.5      1.5      0.4

주) 여기서는 남성의 경우만을 인용한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당사자인 고령자의 노동력활용이 중요한 정책이면서 또한 중

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법적 차원에서 우리는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에게 근로

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즉 헌법 제32

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

으로 보호하고 있다.47) 연령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사에 따라 근로하고 이에 따라 

46) 日本 內閣府 2001년 조사. 출처 ; http://www8.cao.go.jp/kourei/ishiki/h12_ kiso/2-5.pdf
47) 헌법상의 ‘일할 권리’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헌법조항을 총괄하여 노동헌법(Arbeitsverfassung)이라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618쪽). 또한 일반적으로 노동은 생존수단으로서의 가치, 인격실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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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자법의 체계 4. 결론에 갈음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령

자고용을 촉진하고 확보하는 것은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노동법적 과제를 검토

하였다. 고령자고용은 근로수입을 보장하여 본인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시키면서 사

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고령자고용에서 가장 중시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취업의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고령

사회에서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표 1> 바람직한 직업은퇴연령의 국제비교46)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스웨덴

55세 정도      1.8      0.3      5.0      4.0      2.3

60세 정도     12.8     11.1     16.2     47.0     45.8

65세 정도     29.6     40.3     45.3     42.2     42.3

70세 정도     32.1     31.3     15.5      2.2      3.4

75세 정도      8.7      7.7      2.5      1.5      0.4

주) 여기서는 남성의 경우만을 인용한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당사자인 고령자의 노동력활용이 중요한 정책이면서 또한 중

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법적 차원에서 우리는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에게 근로

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즉 헌법 제32

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

으로 보호하고 있다.47) 연령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사에 따라 근로하고 이에 따라 

46) 日本 內閣府 2001년 조사. 출처 ; http://www8.cao.go.jp/kourei/ishiki/h12_ kiso/2-5.pdf
47) 헌법상의 ‘일할 권리’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헌법조항을 총괄하여 노동헌법(Arbeitsverfassung)이라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618쪽). 또한 일반적으로 노동은 생존수단으로서의 가치, 인격실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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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고용관계의 성립‧전개‧종

료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과제이

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준비하여야 할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연령에 의한 채용관행’,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 ‘연령에 의한 해

고(정년퇴직)’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을 가능한 한 연령에 의거하지 않

는 고용사회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연령에 의한 고용

관행을 가능한 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제도에의 이행을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은 일응 획일적‧통일적 노무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객관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에 의한 기준은 고령사회

에서는 더 이상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유용성

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연령기준’을 대체하여야 할 합리적인 

판단기준은 ‘능력과 성과’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과 객관적인 적용은 결

코 용이하다할 수 없다. 사용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근로자 동의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업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야

를 넓혀 이제 기업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용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PO48)도 있고, 법적인 성격은 불분명하지만 유상자원봉사자(volunteer)도 있

다. 즉 기업 이외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고용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고령

자의 고용은 소수의 전문관리직과 다수의 단순노무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퇴직 

가치 나아가 부의 정당화평가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달휴, “노동법의 이념과 실현”,
｢노동법학｣ 제6호, 1996, 276면).

48) 민간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인 NPO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

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미래학자들은 NPO가 21세기에는 사회 내지 사회변

혁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체제가 미쳐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NPO가 사회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메워나간다는 설명이다. 우

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아직 정치‧사회문제에 주로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의료‧교육‧복지‧지역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당해 단체에서 일하게 되는 시민들, 그 분야의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새로운 노동분야, 즉 고용이 

창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지로 제레미 리프킨(이영호 역)의 「노동의 종말」(1994)이라는 저

서가 있다.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소득층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의 두 가

지 측면에서 유‧무급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비영리조직이나 혹은 제3의 섹터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약간의 활동비

를 받고 일하는 유급자원활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원봉사가 무보수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적은 고령

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한번 시작된 자원봉사가 지속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일하는 반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소득노동)은 아닐지라도 

사회의 각 분야에는 고령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을 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조직하는 일은 민간이나 사회단체의 노력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령자고용과 자원봉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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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고용관계의 성립‧전개‧종

료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과제이

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준비하여야 할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연령에 의한 채용관행’,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 ‘연령에 의한 해

고(정년퇴직)’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을 가능한 한 연령에 의거하지 않

는 고용사회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연령에 의한 고용

관행을 가능한 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제도에의 이행을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관행은 일응 획일적‧통일적 노무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객관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에 의한 기준은 고령사회

에서는 더 이상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유용성

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연령기준’을 대체하여야 할 합리적인 

판단기준은 ‘능력과 성과’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과 객관적인 적용은 결

코 용이하다할 수 없다. 사용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근로자 동의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업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야

를 넓혀 이제 기업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용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PO48)도 있고, 법적인 성격은 불분명하지만 유상자원봉사자(volunteer)도 있

다. 즉 기업 이외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고용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고령

자의 고용은 소수의 전문관리직과 다수의 단순노무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퇴직 

가치 나아가 부의 정당화평가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달휴, “노동법의 이념과 실현”,
｢노동법학｣ 제6호, 1996, 276면).

48) 민간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인 NPO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

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미래학자들은 NPO가 21세기에는 사회 내지 사회변

혁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체제가 미쳐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NPO가 사회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메워나간다는 설명이다. 우

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아직 정치‧사회문제에 주로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의료‧교육‧복지‧지역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당해 단체에서 일하게 되는 시민들, 그 분야의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새로운 노동분야, 즉 고용이 

창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지로 제레미 리프킨(이영호 역)의 「노동의 종말」(1994)이라는 저

서가 있다.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소득층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의 두 가

지 측면에서 유‧무급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비영리조직이나 혹은 제3의 섹터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약간의 활동비

를 받고 일하는 유급자원활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원봉사가 무보수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적은 고령

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한번 시작된 자원봉사가 지속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일하는 반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소득노동)은 아닐지라도 

사회의 각 분야에는 고령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을 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조직하는 일은 민간이나 사회단체의 노력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령자고용과 자원봉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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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에 대해서 통설은 민법 제974조에서 그 근

거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2차적 부양으로 이

해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고령의 노부모에 대

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자녀

의 부약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줄어

들고 있고, 성년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성년의 부

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세계적

인 복지국가들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적부양에서 공적부

양의 강화로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다시 사적부양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태도를 살펴 볼 때 우리도 사적부양을 강화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만을 강화하는 것도 변화된 

가족의 형태로 볼 때, 적절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또한 고령의 노부모들 역시 

자녀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후를 보

내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

영한다면 홀로 남은 배우자가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자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상속분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잉여공동제의 도입을 통해서 상속개시에도 상속인

인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일차

적으로 청산의 기회를 확보하여 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상속재산

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인 성년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민법상 부양과 상속에 

관한 연구

최현숙1)

1) 소속: 부경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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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에 대해서 통설은 민법 제974조에서 그 근

거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2차적 부양으로 이

해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고령의 노부모에 대

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자녀

의 부약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줄어

들고 있고, 성년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성년의 부

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세계적

인 복지국가들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적부양에서 공적부

양의 강화로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다시 사적부양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태도를 살펴 볼 때 우리도 사적부양을 강화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만을 강화하는 것도 변화된 

가족의 형태로 볼 때, 적절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또한 고령의 노부모들 역시 

자녀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후를 보

내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

영한다면 홀로 남은 배우자가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자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상속분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잉여공동제의 도입을 통해서 상속개시에도 상속인

인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일차

적으로 청산의 기회를 확보하여 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상속재산

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인 성년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민법상 부양과 상속에 

관한 연구

최현숙1)

1) 소속: 부경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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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3년 통계청 조사(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다.2) 고령인구는 대부분 경제적 자활가능성이 희박하여 부양을 매우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과 공

적부양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고령의 노인들은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부양의 사

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노인부양을 국가

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상당한 복지프로그램을 제도화 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의해 점차 사적부양에 맡기려는 움직임도 

늘어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 고령인구의 부양문제에 대하여 선

진국들의 태도변화를 살펴보면 섣불리 공적부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사적부양으로 

내실을 강화는 방법이 사회비용의 측면에서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합리적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사적부양

의 강화가 과연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의 

강화를 통한 해결방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공적부양이나 사적부양의 강화가 아닌 변

화된 현실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상속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고령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홀

로 남게 된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부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속제도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2) 2010년 통계청 총조사인구에 따르면 65세 고령자 인구는 약 8.8%로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가

고 있다.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3) 현병철ㆍ최현태, “고령화사회의 노부모부양문제의 한계와 해결방안”, 한양법학 제19집, 2006, 296면.

2. 고령자와 민법상 부양제도

1. 부양의 개념과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양(Support, Maintenance, Unterhalt)이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제975조)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국가

가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여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4)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양의무는 다시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나뉘고 있다. 전자를 

생활유지의무라 하고, 후자를 생활부조의무라 한다. 1차적 부양인 생활유지적 부양

은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의무라고 하여 자기가 사는 권리를 다른 사람

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시킬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부부간의 부양의무(제826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2차적 부양인 생

활부조적 부양(제975조)은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자신의 생활을 우선하고 여유가 있으면 노부모를 부양할 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양의 정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977조에서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

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부양의 형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부양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로 인하여 ‘부양’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산권성을 가진다는 견해5)와 경제적인 보조를 

4) 복지국가의 지향추세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는 국민

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되었다(헌법 제34조). 이정식,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의 노부모부양법리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6집, 제3호, 2004, 203면.
5) 종래 법적 의무로서의 부양의 개념은 주로 경제적 급부로 파악되었다. 신상감호 내지 개호는 애정에 그 

동기가 있는 것이고, 또한 법적 강제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개념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구성하였던 것

이다. 山脇貞司 , “高齡者の扶養をめぐる法的諸問題”, 川井建外編 ｢講座現代家族法｣ 第4卷, 日本評論社,
1992, 304면; 김주수ㆍ김상용 공저, 친족ㆍ상속법 제9판, 법문사, 2008, 446면; 이승우, “민법상 노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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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3년 통계청 조사(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다.2) 고령인구는 대부분 경제적 자활가능성이 희박하여 부양을 매우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과 공

적부양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고령의 노인들은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부양의 사

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노인부양을 국가

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상당한 복지프로그램을 제도화 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의해 점차 사적부양에 맡기려는 움직임도 

늘어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 고령인구의 부양문제에 대하여 선

진국들의 태도변화를 살펴보면 섣불리 공적부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사적부양으로 

내실을 강화는 방법이 사회비용의 측면에서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합리적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사적부양

의 강화가 과연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의 

강화를 통한 해결방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공적부양이나 사적부양의 강화가 아닌 변

화된 현실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상속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고령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홀

로 남게 된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부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속제도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2) 2010년 통계청 총조사인구에 따르면 65세 고령자 인구는 약 8.8%로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가

고 있다.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3) 현병철ㆍ최현태, “고령화사회의 노부모부양문제의 한계와 해결방안”, 한양법학 제19집, 2006, 296면.

2. 고령자와 민법상 부양제도

1. 부양의 개념과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양(Support, Maintenance, Unterhalt)이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제975조)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국가

가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여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4)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양의무는 다시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나뉘고 있다. 전자를 

생활유지의무라 하고, 후자를 생활부조의무라 한다. 1차적 부양인 생활유지적 부양

은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의무라고 하여 자기가 사는 권리를 다른 사람

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시킬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부부간의 부양의무(제826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2차적 부양인 생

활부조적 부양(제975조)은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자신의 생활을 우선하고 여유가 있으면 노부모를 부양할 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양의 정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977조에서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

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부양의 형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부양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로 인하여 ‘부양’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산권성을 가진다는 견해5)와 경제적인 보조를 

4) 복지국가의 지향추세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는 국민

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되었다(헌법 제34조). 이정식,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의 노부모부양법리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6집, 제3호, 2004, 203면.
5) 종래 법적 의무로서의 부양의 개념은 주로 경제적 급부로 파악되었다. 신상감호 내지 개호는 애정에 그 

동기가 있는 것이고, 또한 법적 강제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개념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구성하였던 것

이다. 山脇貞司 , “高齡者の扶養をめぐる法的諸問題”, 川井建外編 ｢講座現代家族法｣ 第4卷, 日本評論社,
1992, 304면; 김주수ㆍ김상용 공저, 친족ㆍ상속법 제9판, 법문사, 2008, 446면; 이승우, “민법상 노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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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포괄적인 공적 부조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6)로 나뉘고 있다. 노부모의 부

양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적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7)8)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내용으로는 매월 정기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제적 부양

과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의 조력을 받거나, 간호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

적 부양과 노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적 대화와 상호협조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는 정서적 부양이 있다고 한다.9)

2.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부양제도의 문제점

 1) 사적부양 의무에 대한 책임감 약화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저출산의 문제로 인하여 고령인구

의 부양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전통적 가족부양의

식이 약화10)되고 공공부조를 희망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11) 이와 같은 노부모 부

양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부모는 부양의무자들로

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청구하더라도 

양의 법적 문제”,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2003, 16면.
6) 이은영, 민법Ⅱ, 법문사, 2005, 650면.
7) 한웅길, “한국에서의 노부모 부양과 부양료 구상”,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1997, 53면; 김용욱,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휴민 정범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7, 108-109면; 이정식, 앞의 글, 204면; 이영하,
“한국노부모에 대한 법의식”, 공주사대논문집, 제18집, 1987, 457면.

8) 신상감호 내지 개호와 같은 복지적 부양과 정서적 부양은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통해서 법적의무로서 강제하게 되면 여성의 가사노

동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정 내외의 생활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침해하고 자의적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민민법 제974조 규정은 부양을 경제적 급부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

의 한계-자녀의 부모부양 의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1, 71-72면). 그러나 우리 민

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나 청구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복지적 부양과 정서적 부양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9) 한웅길, 앞의 글, 53면.
10)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 가치관 변화의 영향으로 노

후준비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1998년 89.9%에

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 29.0%로 

덩달아 떨어졌다.
11) 이정식, 앞의 글, 206면,

통설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부양을 생활부조적 부양의무라고 파악하고 있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들이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부양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12) 부양의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 공적부양의 재정적 한계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부양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적부양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주의의 팽패로 인하여 과거 사적부양에 의지해 오던 선진국

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

세에 따라 공적부양을 강화하고 있다.13) 그러나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공적 부양의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14)이 발생하였고, 사회주의국가에

서는 공적 부양을 확대ㆍ강화하여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사회주의가정의 강화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사적 부양의 범위를 확대시

키고 있다.15)

우리나라도 공적부양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공적부양으로 부양의 문제를 완

12)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3.31. 자 2005느단140 심판

13)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노인복지

관련예산
1,300 1,691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3,301 3,929 5,692

정부예산

대비
0.19 0.22 0.23 0.32 0.31 0.35 0.34 0.42 0.25 0.27 0.36

보건복지부

예산대비
4.56 5.43 4.61 5.29 4.14 4.89 4.72 5.42 3.82 4.05 4.9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통계자료 ☞ 131쪽

주 : 2005년이후 지방 이양된 예산 제외

   (통계청보도자료, "2007 고령자통계",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 2007. 10, 18면)
14) 최성재, "유럽 여러 나라 노인의 가족부양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 제2권 제3호, 한국노년학회, 1997. 9, 

166면.
15) 표계학, "사회주의국가의 사적부양", 가족법연구 제6호, 한국가족법학회, 1992. 12,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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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포괄적인 공적 부조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6)로 나뉘고 있다. 노부모의 부

양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적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7)8)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내용으로는 매월 정기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제적 부양

과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의 조력을 받거나, 간호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

적 부양과 노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적 대화와 상호협조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는 정서적 부양이 있다고 한다.9)

2.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부양제도의 문제점

 1) 사적부양 의무에 대한 책임감 약화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저출산의 문제로 인하여 고령인구

의 부양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전통적 가족부양의

식이 약화10)되고 공공부조를 희망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11) 이와 같은 노부모 부

양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부모는 부양의무자들로

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청구하더라도 

양의 법적 문제”,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2003, 16면.
6) 이은영, 민법Ⅱ, 법문사, 2005, 650면.
7) 한웅길, “한국에서의 노부모 부양과 부양료 구상”,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1997, 53면; 김용욱,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휴민 정범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7, 108-109면; 이정식, 앞의 글, 204면; 이영하,
“한국노부모에 대한 법의식”, 공주사대논문집, 제18집, 1987, 457면.

8) 신상감호 내지 개호와 같은 복지적 부양과 정서적 부양은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통해서 법적의무로서 강제하게 되면 여성의 가사노

동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정 내외의 생활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침해하고 자의적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민민법 제974조 규정은 부양을 경제적 급부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

의 한계-자녀의 부모부양 의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1, 71-72면). 그러나 우리 민

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나 청구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복지적 부양과 정서적 부양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9) 한웅길, 앞의 글, 53면.
10)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 가치관 변화의 영향으로 노

후준비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1998년 89.9%에

서 2010년엔 36.0%로 급감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 29.0%로 

덩달아 떨어졌다.
11) 이정식, 앞의 글, 206면,

통설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부양을 생활부조적 부양의무라고 파악하고 있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들이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부양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12) 부양의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 공적부양의 재정적 한계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부양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적부양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주의의 팽패로 인하여 과거 사적부양에 의지해 오던 선진국

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

세에 따라 공적부양을 강화하고 있다.13) 그러나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공적 부양의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14)이 발생하였고, 사회주의국가에

서는 공적 부양을 확대ㆍ강화하여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사회주의가정의 강화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사적 부양의 범위를 확대시

키고 있다.15)

우리나라도 공적부양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공적부양으로 부양의 문제를 완

12)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3.31. 자 2005느단140 심판

13)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노인복지

관련예산
1,300 1,691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3,301 3,929 5,692

정부예산

대비
0.19 0.22 0.23 0.32 0.31 0.35 0.34 0.42 0.25 0.27 0.36

보건복지부

예산대비
4.56 5.43 4.61 5.29 4.14 4.89 4.72 5.42 3.82 4.05 4.9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통계자료 ☞ 131쪽

주 : 2005년이후 지방 이양된 예산 제외

   (통계청보도자료, "2007 고령자통계",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 2007. 10, 18면)
14) 최성재, "유럽 여러 나라 노인의 가족부양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 제2권 제3호, 한국노년학회, 1997. 9, 

166면.
15) 표계학, "사회주의국가의 사적부양", 가족법연구 제6호, 한국가족법학회, 1992. 12,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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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게 해결하기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 사회에

서 공적부양의 확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굳이 이를 확대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16)

따라서 공적부양의 실천적 한계를 인정하고 사적부양을 가능한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공적부양의 제도적 한계

특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의 정년이 55-60세 정도이며, 명예퇴직 등의 경향

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더욱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17) 노인들 중 많은 숫자가 

현재 자활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퇴직으로 인하여 자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에 따라 부양의무자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통설

적 견해에 따라 생활부조적 부양으로 이해되고 있어 부양의 정도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경우 공적부양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공백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과거 생활보

호법18)은 보호대상자의 연령을 65세 노쇠자로 하고 있어 퇴직이후 공적부양을 받을 

시기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논의19)가 있은 

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서는 보호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었다. 그러

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배우자(제2조 제5

16) 물론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아나 독거노인들과 같이 공적부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공적

부양을 안정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은 있다.
17) 한웅길, 앞의 글, 50면.
18)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1961년 12월 30일 제정

된 법률로서, 보호대상자로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이외에도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진 또는 심신장

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제3조)를 들고 있었으나,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

었다.
19) 한웅길, 앞의 글, 52면.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하고(제5조 제1항)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3항)고 하여 단지 나이로 일률적으

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20)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부모가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보호대상에

서 제외되게 되어 부양의 공백을 초래하는21)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3. 고령자의 부양문제에 대한 종래의 해결방안 및 검토

 1) 사적부양의무의 강화

노부모에 대한 유교적 전통 사상이 강하던 시대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부양

의무자의 도덕적인 책임으로 잘 해결되어 왔으나, 사회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고

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희박해지는 현 세태와 공적부조

의 미비라는 국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령자들은 부양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

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경우 통설에 따르면 2차적 부양 즉, 생활부조의

무로 분류되어 부양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들로부터 적절한 부

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

어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근거와 법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을 함으로

써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먼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근거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 의한다는 견

20) 김연화, “노부모 부양에 관한 고찰: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가사재판연구 2, 
서울가정법원, 2011, 725면.

21) 김연화, 앞의 글, 7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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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게 해결하기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 사회에

서 공적부양의 확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굳이 이를 확대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16)

따라서 공적부양의 실천적 한계를 인정하고 사적부양을 가능한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공적부양의 제도적 한계

특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의 정년이 55-60세 정도이며, 명예퇴직 등의 경향

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더욱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17) 노인들 중 많은 숫자가 

현재 자활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퇴직으로 인하여 자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에 따라 부양의무자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통설

적 견해에 따라 생활부조적 부양으로 이해되고 있어 부양의 정도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경우 공적부양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공백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과거 생활보

호법18)은 보호대상자의 연령을 65세 노쇠자로 하고 있어 퇴직이후 공적부양을 받을 

시기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논의19)가 있은 

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서는 보호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었다. 그러

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배우자(제2조 제5

16) 물론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아나 독거노인들과 같이 공적부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공적

부양을 안정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은 있다.
17) 한웅길, 앞의 글, 50면.
18)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1961년 12월 30일 제정

된 법률로서, 보호대상자로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이외에도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진 또는 심신장

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제3조)를 들고 있었으나,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

었다.
19) 한웅길, 앞의 글, 52면.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하고(제5조 제1항)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3항)고 하여 단지 나이로 일률적으

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20)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부모가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보호대상에

서 제외되게 되어 부양의 공백을 초래하는21)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3. 고령자의 부양문제에 대한 종래의 해결방안 및 검토

 1) 사적부양의무의 강화

노부모에 대한 유교적 전통 사상이 강하던 시대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부양

의무자의 도덕적인 책임으로 잘 해결되어 왔으나, 사회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고

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희박해지는 현 세태와 공적부조

의 미비라는 국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령자들은 부양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

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경우 통설에 따르면 2차적 부양 즉, 생활부조의

무로 분류되어 부양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들로부터 적절한 부

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

어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근거와 법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을 함으로

써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먼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근거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 의한다는 견

20) 김연화, “노부모 부양에 관한 고찰: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가사재판연구 2, 
서울가정법원, 2011, 725면.

21) 김연화, 앞의 글, 7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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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흠결이라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제974조에 근거를 두는 견해 중에서도 전

면적 적용설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을 1차적 부양의무로 분류하여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견해이고, 노부모 부양에 관한 조항이 

흠결되었다는 견해도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과 같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1차

적 부양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2원론, 3원론적 2원론, 승격론 등의 많은 견해

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견해를 비판하고 나선 상대설에 따르면 부모부양의무의 정

도와 방법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그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적부양 2원형론이 

말하는 생활부조적인 것에서부터 생활유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

라 정도와 방법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처럼 부모부양의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실정법상 

근거를 민법 제974조 제1호의 규정에서 구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무리가 없기 때문

에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22) 그러나 어느 견

해에 의하든 이들 견해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강화하여 그들의 생존권과 문화적 향유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즉, 어

느 견해에 의하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부

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을 생활유지적 부양으로 파악하여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종래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적부

양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국가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고, 선진국의 경

우에도 공적부양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노부모 부양에 관한 방향을 사적부양의 강화

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적부양을 위반 기반이 

22) 이정식, 앞의 글, 223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사적부양의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타당하고 필요

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부모의 부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해결방안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다. 노부모의 경우 요부양자로서 미성년자나 배우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요부양자로서 노부모의 인식이 크게 변화

되었기 때문에,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으로 승격시키기 보다는 2차적 

부양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부양기여분제도 등과 같은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서 부양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2차적 부양 즉, 생활부조적 부양으로 분류하게 되면 

노부모가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인식이 낮

아지고 있고, 요부양자인 노부모들도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근로가능 연령이 상향되

어 가고 있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여 노부모

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부모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더라

도 타당한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퇴직 연령을 늦추거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부모가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경우

에는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23) 본고에서는 노부모가 요부양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

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 제도의 검토 즉, 현재의 상속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3) 김정순 외 5명,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 연구원, 2004, 19-46면, 제3장 고용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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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흠결이라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제974조에 근거를 두는 견해 중에서도 전

면적 적용설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을 1차적 부양의무로 분류하여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견해이고, 노부모 부양에 관한 조항이 

흠결되었다는 견해도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과 같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1차

적 부양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2원론, 3원론적 2원론, 승격론 등의 많은 견해

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견해를 비판하고 나선 상대설에 따르면 부모부양의무의 정

도와 방법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그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적부양 2원형론이 

말하는 생활부조적인 것에서부터 생활유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

라 정도와 방법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처럼 부모부양의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실정법상 

근거를 민법 제974조 제1호의 규정에서 구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무리가 없기 때문

에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22) 그러나 어느 견

해에 의하든 이들 견해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강화하여 그들의 생존권과 문화적 향유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즉, 어

느 견해에 의하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부

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을 생활유지적 부양으로 파악하여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종래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적부

양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국가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고, 선진국의 경

우에도 공적부양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노부모 부양에 관한 방향을 사적부양의 강화

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적부양을 위반 기반이 

22) 이정식, 앞의 글, 223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사적부양의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타당하고 필요

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부모의 부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해결방안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다. 노부모의 경우 요부양자로서 미성년자나 배우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요부양자로서 노부모의 인식이 크게 변화

되었기 때문에,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으로 승격시키기 보다는 2차적 

부양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부양기여분제도 등과 같은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서 부양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2차적 부양 즉, 생활부조적 부양으로 분류하게 되면 

노부모가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인식이 낮

아지고 있고, 요부양자인 노부모들도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근로가능 연령이 상향되

어 가고 있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여 노부모

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부모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부양의무자에게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더라

도 타당한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퇴직 연령을 늦추거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부모가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경우

에는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23) 본고에서는 노부모가 요부양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

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 제도의 검토 즉, 현재의 상속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3) 김정순 외 5명,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 연구원, 2004, 19-46면, 제3장 고용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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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부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양과 상속을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 세계적인 추세24)이다. 즉, 부양과 상속을 연계하는 방법은 부양의무를 성실히 한 

자에게 상속분을 가급 한다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적부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속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3. 고령자와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근거와 배우자 상속분

 1) 상속제도의 근거와 배우자 상속

상속제도가 혈족상속의 원리를 취하면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하지 않다가, 산

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배우자 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에게 상

속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인하

여 상속분을 인정하였던 것이지 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는 아니다. 이와 같이 상속

의 근거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즉 혈연주의에 따르던 상

속제도는 부양의 의미를 포함시키게 되었고, 이후 산업사회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강화로 인하여 여성의 기여분에 대한 청산의 의미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상

속권의 근거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원의 기여분 청산과 피상속인 사후 가족원의 생

활보장25) 즉 부양이라는 패러다임에 따르고 있다.

24) 김은아, “배우자의 재산상속상 지위와 그 강화”, 민사법학 제30호, 2005, 114면.
25) 김주수ㆍ김상용 공저, 앞의 책, 467면.

 2) 배우자의 상속분

1960년 제정민법상 배우자상속제도는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에 배우자인 

처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에 배우자인 처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과 동등하였다. 한편, 처가 피상속인인 경

우에는 부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 있는 경우에 夫는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부가 피상

속인인 경우에 배우자인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배우자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에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였다. 반대로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夫가 직

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배우자인 夫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고령의 배우자

와 성년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되고 배우자의 경우 5

할을 가산하게 될 뿐이다. 즉,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유동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상속을 받

은 자녀들은 혈연주의에 따라 당연히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인식할 뿐이고 생존 존

속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

는다. 따라서 노령의 상속인인 배우자는 자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자녀들로부터 부

양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고령의 노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부부 간에는 서로에 대하여 1차적 부양의무자이기 때

문에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보다 생존한 고령의 배우자에게 재산의 분할이 더 많

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법에 따르게 되면 성년의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

아야할 고령의 노부모가 오히려 상속을 통해서 성년자를 부양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

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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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부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양과 상속을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 세계적인 추세24)이다. 즉, 부양과 상속을 연계하는 방법은 부양의무를 성실히 한 

자에게 상속분을 가급 한다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적부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속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3. 고령자와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근거와 배우자 상속분

 1) 상속제도의 근거와 배우자 상속

상속제도가 혈족상속의 원리를 취하면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하지 않다가, 산

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배우자 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에게 상

속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인하

여 상속분을 인정하였던 것이지 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는 아니다. 이와 같이 상속

의 근거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즉 혈연주의에 따르던 상

속제도는 부양의 의미를 포함시키게 되었고, 이후 산업사회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강화로 인하여 여성의 기여분에 대한 청산의 의미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상

속권의 근거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원의 기여분 청산과 피상속인 사후 가족원의 생

활보장25) 즉 부양이라는 패러다임에 따르고 있다.

24) 김은아, “배우자의 재산상속상 지위와 그 강화”, 민사법학 제30호, 2005, 114면.
25) 김주수ㆍ김상용 공저, 앞의 책, 467면.

 2) 배우자의 상속분

1960년 제정민법상 배우자상속제도는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에 배우자인 

처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에 배우자인 처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과 동등하였다. 한편, 처가 피상속인인 경

우에는 부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 있는 경우에 夫는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부가 피상

속인인 경우에 배우자인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배우자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에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였다. 반대로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夫가 직

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배우자인 夫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2을 

가산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고령의 배우자

와 성년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되고 배우자의 경우 5

할을 가산하게 될 뿐이다. 즉,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유동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상속을 받

은 자녀들은 혈연주의에 따라 당연히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인식할 뿐이고 생존 존

속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

는다. 따라서 노령의 상속인인 배우자는 자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자녀들로부터 부

양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고령의 노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부부 간에는 서로에 대하여 1차적 부양의무자이기 때

문에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보다 생존한 고령의 배우자에게 재산의 분할이 더 많

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법에 따르게 되면 성년의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

아야할 고령의 노부모가 오히려 상속을 통해서 성년자를 부양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

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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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

 1)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른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

종래 농경사회에서의 상속재산은 대부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었기 때문

에 혈족상속이 배우자상속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상속재산

은 부부가 혼인 중 상호간에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도가 적은 혈족상속인보다는 기여도가 큰 생존배우자

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26)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정부부재산제인 부부별산

제는 배우자상속제도와 상호간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 즉, 부부재산제는 부부의 혼

인 중 재산관계를 다루는 제도이고,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재산

에 대하여 다루는 제도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 해소시에는 부부

가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상속의 법

리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결국 생존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

이 상속받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2) 현대 가족의 성격에 따른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

상속제도의 제정당시는 농업중심의 대가족 사회로 노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바탕

으로 노부모를 부양하여 왔기 때문에 부양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평균수명도 현재와 같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

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즉,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녀들로부터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들로 구성된 경우, 피상속인은 양자 모두에게 1차적 부양의무자이므로 누구에게 얼

26) 박종용.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2, 238면.

마를 상속분으로 지정하는 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인 생존 배우자와 장년의 직계비속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현저히 낮아진 자녀들의 부양의식 수준을 감안한다면,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법정상속분으로는 고령의 생존배우

자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양”을 목적으로 하여 현

행 법정 상속분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재해석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고령자의 부양문제에 대한 종래의 해결방안

 1) 고정식 상속분 제도 도입

(1) 고정식 상속분의 의의

고정식 상속분이란 배우자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의 수에 따라 변하지 않게 고

정하여 안정적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

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보다 5할을 가산한다고 하는 유동식과는 다르다.

고정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로 고정하자는 

견해와 상속재산 전액을 공유로 보아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생존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보고 이후 생존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그때 상속을 개시하

자는 견해가 있다.

(2) 고정식 상속분제도의 도입 근거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하여지고 있으

며, 홀로 남은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상속분의 상향조정이 절대

적으로 요청된다.27) 또한 배우자 상속강화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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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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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상속의 법

리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결국 생존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

이 상속받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2) 현대 가족의 성격에 따른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

상속제도의 제정당시는 농업중심의 대가족 사회로 노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바탕

으로 노부모를 부양하여 왔기 때문에 부양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평균수명도 현재와 같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

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즉,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녀들로부터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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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박종용.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2,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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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법정 상속분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재해석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고령자의 부양문제에 대한 종래의 해결방안

 1) 고정식 상속분 제도 도입

(1) 고정식 상속분의 의의

고정식 상속분이란 배우자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의 수에 따라 변하지 않게 고

정하여 안정적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

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보다 5할을 가산한다고 하는 유동식과는 다르다.

고정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로 고정하자는 

견해와 상속재산 전액을 공유로 보아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생존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보고 이후 생존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그때 상속을 개시하

자는 견해가 있다.

(2) 고정식 상속분제도의 도입 근거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하여지고 있으

며, 홀로 남은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상속분의 상향조정이 절대

적으로 요청된다.27) 또한 배우자 상속강화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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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부양에 대한 것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직업 경력과 재산의 증식 그리고 연금보험 등 노

후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점들은 배우자상속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인다.28) 특히 

1990년에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에서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에 대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고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 감소하여, 노후부양을 자녀에게 

의탁할 수 없게 되어 가는 점, 그리고 많은 외국의 제도가 배우자에게 최소한 1/2의 

배우자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 상속분을 자녀수와 

연동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자녀가 몇이라도 최소한 1/2의 이상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29)는 견해가 있다.

법무부는 2006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과 균분하여 상속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공동상속자인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이 종전 60%에서 50%로 감소되며, 대부분의 가정

이 1인 혹은 2인 자녀를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배우자 상속의 강화

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30) 결국 이 법안은 2008년 5월 모두 폐기되었다.

(3) 고정식 상속분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고정식으로 1/2로 정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비판의 견해가 있

다.31)

27) 조미경, “노인과 부부재산제의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향”,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2003, 74면.
28) 조은희, “배우자 법정상속의 강화에 대한 재검토”,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9, 152면.
29) 조미경, 앞의 글, 74면.
30) 조은희, 앞의 글, 146면.
31) 김은아, 앞의 글, 166-167면.

우선 상속재산 중 1/2로 배우자상속분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공동상속

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32) 그 

근거로 상속의 근거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성원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일종의 대가이고, 가족간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 모든 생활의 터전이 부부

중심적인 다른 몇몇 나라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산상속에 있어서 

배우자 뿐 아니라 혈족의 지위 역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배우

자 상속분을 특별한 고려 없이 상속재산 중 1/2이상으로 하는 형식적 확대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33) 그러나 이미 시대는 변화되어 전통적인 효 사상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결한다는 견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의 근거가 혈연중심에서 부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34) 점차 고령화 사회

로 변화되고 있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므로 상속의 

근거도 부양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시대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법은 “혈

연”이라는 측면보다는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부양은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하여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고정된 상속분을 인정하여 

자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합당한 결론이 될 것이므로 배우자 상

속분의 증가로 인하여 혈족의 지위를 약하게 한다는 견해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생존배우자에게 청산을 인정하

지 않는 우리 상속법에 따를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고정식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 

중 1/2이상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청산을 해주는 것이므

로 이 또한 혈족의 지위를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 

가사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여 혼인 기간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사를 전담한 일방 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최근의 판례의 

32) 김은아, 앞의 글, 166면.
33) 김은아, 앞의 글, 166-167면.
34) 박종용, 앞의 글, 239-240면; 조은희, 앞의 글, 151면.



인
구

고
령

화
 대

응
 법

제
적

 접
근

455

간에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부양에 대한 것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직업 경력과 재산의 증식 그리고 연금보험 등 노

후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점들은 배우자상속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인다.28) 특히 

1990년에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에서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에 대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고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 감소하여, 노후부양을 자녀에게 

의탁할 수 없게 되어 가는 점, 그리고 많은 외국의 제도가 배우자에게 최소한 1/2의 

배우자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 상속분을 자녀수와 

연동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자녀가 몇이라도 최소한 1/2의 이상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29)는 견해가 있다.

법무부는 2006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과 균분하여 상속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공동상속자인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이 종전 60%에서 50%로 감소되며, 대부분의 가정

이 1인 혹은 2인 자녀를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배우자 상속의 강화

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30) 결국 이 법안은 2008년 5월 모두 폐기되었다.

(3) 고정식 상속분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고정식으로 1/2로 정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비판의 견해가 있

다.31)

27) 조미경, “노인과 부부재산제의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향”,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2003, 74면.
28) 조은희, “배우자 법정상속의 강화에 대한 재검토”,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9, 152면.
29) 조미경, 앞의 글, 74면.
30) 조은희, 앞의 글, 146면.
31) 김은아, 앞의 글, 166-167면.

우선 상속재산 중 1/2로 배우자상속분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공동상속

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32) 그 

근거로 상속의 근거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성원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일종의 대가이고, 가족간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 모든 생활의 터전이 부부

중심적인 다른 몇몇 나라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산상속에 있어서 

배우자 뿐 아니라 혈족의 지위 역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배우

자 상속분을 특별한 고려 없이 상속재산 중 1/2이상으로 하는 형식적 확대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33) 그러나 이미 시대는 변화되어 전통적인 효 사상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결한다는 견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의 근거가 혈연중심에서 부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34) 점차 고령화 사회

로 변화되고 있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므로 상속의 

근거도 부양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시대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법은 “혈

연”이라는 측면보다는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부양은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하여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고정된 상속분을 인정하여 

자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합당한 결론이 될 것이므로 배우자 상

속분의 증가로 인하여 혈족의 지위를 약하게 한다는 견해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생존배우자에게 청산을 인정하

지 않는 우리 상속법에 따를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고정식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 

중 1/2이상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청산을 해주는 것이므

로 이 또한 혈족의 지위를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 

가사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여 혼인 기간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사를 전담한 일방 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최근의 판례의 

32) 김은아, 앞의 글, 166면.
33) 김은아, 앞의 글, 166-167면.
34) 박종용, 앞의 글, 239-240면; 조은희, 앞의 글,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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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는 적정한 상속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배우자 상속분의 확대에 대하여 비판하는 다른 견해에 따르면 혼인기간의 장단으

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제시한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은데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중 1/2를 확보해준다는 것은 혈족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35) 그러나 이러한 견해도 상속을 자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살

펴본다면 부당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짧은 혼인 기간으로 미성년인 자

녀와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하게 된 경우 생존 배우자 스스로도 사망한 타방 배우자

로부터 1차적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존 배우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까지도 혼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는 타

당성이 약하다. 다만 고령에 재혼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는 경우 혼인기간의 장단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정식 상속분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방법에 대

해서는 1/2을 상속분으로 인정하는 고정식에는 찬동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1/2로 고정하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동상

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5의 상속분을 배분받는데 비하

여 재산의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시

에는 배우자에게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 청산권을 인정하여 생존 배우자의 지분

을 확보하여 주고, 분배 후 남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들

의 상속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의 개시로 배우자가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35) 김은아, 앞의 글, 167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고령인 배우자의 자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

다.36) 이와 비슷한 견해로 민법 제830조와 제839조의 2를 연계 해석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공유로 보고 공유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가 단독 소유하였다가 그 

생존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상속이 개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37) 고령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액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자력의 확보라

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부당한 결론은 아니다. 전액을 상속받은 고령의 배우자가

는 자력의 확보로 인하여 요부양상태에 놓이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들에

게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현대 사회에 적절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된 고령

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혈족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혈족인 

상속인들의 지위를 약화한다고 볼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액 상속 받는 경우 문제가 있게 된다. 즉 이혼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두 번째 혼인한 배우자는 살아 있는 동안 상속재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피

상속인의 첫 번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신들의 유류분 액수가 줄어들 것이

라는 두려움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38) 따라서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전액을 상속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생존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청산을 

통해 자력을 확보하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인과의 상속분을 균

36) 스웨덴의 경우 일방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부재산제의 청산이 있게 되는 경우 남은 재산이 상속재산

이 되는데, 피상속인의 자녀는 생존배우자인 모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부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

속권을 갖게 된다. 이 때 스웨덴의 경우는 그 전에는 유류분조차도 갖지 못한다.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

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유류분상실제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

로-”, 민사법학 제36호, 2007, 690면.
37) 조미경, “노인과 부부재산제의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향”,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75면.
38) 조은희, 앞의 글,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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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는 적정한 상속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배우자 상속분의 확대에 대하여 비판하는 다른 견해에 따르면 혼인기간의 장단으

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제시한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은데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중 1/2를 확보해준다는 것은 혈족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35) 그러나 이러한 견해도 상속을 자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살

펴본다면 부당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짧은 혼인 기간으로 미성년인 자

녀와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하게 된 경우 생존 배우자 스스로도 사망한 타방 배우자

로부터 1차적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존 배우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까지도 혼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는 타

당성이 약하다. 다만 고령에 재혼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는 경우 혼인기간의 장단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정식 상속분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방법에 대

해서는 1/2을 상속분으로 인정하는 고정식에는 찬동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1/2로 고정하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동상

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5의 상속분을 배분받는데 비하

여 재산의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시

에는 배우자에게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 청산권을 인정하여 생존 배우자의 지분

을 확보하여 주고, 분배 후 남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들

의 상속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의 개시로 배우자가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35) 김은아, 앞의 글, 167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고령인 배우자의 자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

다.36) 이와 비슷한 견해로 민법 제830조와 제839조의 2를 연계 해석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공유로 보고 공유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가 단독 소유하였다가 그 

생존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상속이 개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37) 고령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액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자력의 확보라

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부당한 결론은 아니다. 전액을 상속받은 고령의 배우자가

는 자력의 확보로 인하여 요부양상태에 놓이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들에

게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현대 사회에 적절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된 고령

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혈족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혈족인 

상속인들의 지위를 약화한다고 볼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액 상속 받는 경우 문제가 있게 된다. 즉 이혼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두 번째 혼인한 배우자는 살아 있는 동안 상속재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피

상속인의 첫 번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신들의 유류분 액수가 줄어들 것이

라는 두려움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38) 따라서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전액을 상속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생존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청산을 

통해 자력을 확보하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인과의 상속분을 균

36) 스웨덴의 경우 일방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부재산제의 청산이 있게 되는 경우 남은 재산이 상속재산

이 되는데, 피상속인의 자녀는 생존배우자인 모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부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

속권을 갖게 된다. 이 때 스웨덴의 경우는 그 전에는 유류분조차도 갖지 못한다.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

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유류분상실제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

로-”, 민사법학 제36호, 2007, 690면.
37) 조미경, “노인과 부부재산제의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향”,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75면.
38) 조은희, 앞의 글,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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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에 가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

분을 고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고령의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하고 

성년의 자녀를 고령의 노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고령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

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법정으로 가산을 인정할 것인지, 고정식으로 확보할 것

인지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확보할 것인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남게 된다. 배우

자의 상속재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기여분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부양기여분제 도입

(1) 배우자와 부양기여분

우리 민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서 기여분제도에 “특별한 부양”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공동상속인간 실질적 공평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로 특히 특별부양은 평균수명

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적 취지가 담겨져 있다.39) 기여분제도

는 특별부양과 재산증식에 대한 특별기여로 나뉜다. 2005년 개정 전에는 ‘공동상속

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

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나 2005년 개정 후에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로 개정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방

법을 예시함으로 구체화하였다.40)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배우자의 혼인 기간의 장단

을 차별하여 기여분으로 인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1) 이 

견해에 따르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권은 혼인연수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도 있으므로 

39) 1998년 법안 제안 이유서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이은영,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를 위함 검토”, 가

족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 146면).
40) 조은희, 앞의 글, 161-162면.
41) 조은희, 앞의 글, 164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실질적 분할 분,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의 형성에 조력을 가져온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한다.42) 따라서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한 배우

자에게 상속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43) 또한 이로 인해 기존에 특별부양으로 보지 

않았던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당기간 동거하거나 혹은 간호하며 부양하는 것도 

특별부양의 기여행위로 고려된다고 한다.44)

그러나 기여제도에 대한 제1008조의2 제1항이 배우자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여분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

여행위가 신분관계를 기초한 통상의 기대를 넘는 공헌 즉 부부간의 당연한 의무를 

넘은 공헌을 하였을 경우 기여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간의 동거ㆍ

부양ㆍ협조의무는 제826조에 따른 것으로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부

로서 당연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양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개정 전 판례이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를 간병한 처의 경우 

이러한 이행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대한 일환일 뿐,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례45)의 입장이 타당하다. 또한 법무부

가 1998년 7월 20일 법정부양기여분을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정부양

상속제도(효도상속분제도)를 신설하여 제1009조 제3항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

속인의 상속분을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서 “제3항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

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료를 5할 이상 부담한 상속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부양상속분제도는 노부모부양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려는 의도였

고, 상속인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다.46) 이러한 입법태도와 

판례의 태도를 살펴 보건데, 배우자간의 동거로 인한 부양은 “특별한 부양”에 포함

될 수 없을 것이다.

42) 조은희, 앞의 글, 164면.
43) 조은희, 앞의 글, 164면.
44) 조은희, 앞의 글, 162면.
45) 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
46) 현병철ㆍ최현태, 앞의 글,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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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에 가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

분을 고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고령의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하고 

성년의 자녀를 고령의 노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고령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

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법정으로 가산을 인정할 것인지, 고정식으로 확보할 것

인지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확보할 것인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남게 된다. 배우

자의 상속재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기여분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부양기여분제 도입

(1) 배우자와 부양기여분

우리 민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서 기여분제도에 “특별한 부양”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공동상속인간 실질적 공평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로 특히 특별부양은 평균수명

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적 취지가 담겨져 있다.39) 기여분제도

는 특별부양과 재산증식에 대한 특별기여로 나뉜다. 2005년 개정 전에는 ‘공동상속

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

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나 2005년 개정 후에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로 개정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방

법을 예시함으로 구체화하였다.40)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배우자의 혼인 기간의 장단

을 차별하여 기여분으로 인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1) 이 

견해에 따르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권은 혼인연수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도 있으므로 

39) 1998년 법안 제안 이유서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이은영,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를 위함 검토”, 가

족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 146면).
40) 조은희, 앞의 글, 161-162면.
41) 조은희, 앞의 글, 164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실질적 분할 분,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의 형성에 조력을 가져온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한다.42) 따라서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한 배우

자에게 상속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43) 또한 이로 인해 기존에 특별부양으로 보지 

않았던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당기간 동거하거나 혹은 간호하며 부양하는 것도 

특별부양의 기여행위로 고려된다고 한다.44)

그러나 기여제도에 대한 제1008조의2 제1항이 배우자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여분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

여행위가 신분관계를 기초한 통상의 기대를 넘는 공헌 즉 부부간의 당연한 의무를 

넘은 공헌을 하였을 경우 기여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간의 동거ㆍ

부양ㆍ협조의무는 제826조에 따른 것으로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부

로서 당연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양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개정 전 판례이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를 간병한 처의 경우 

이러한 이행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대한 일환일 뿐,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례45)의 입장이 타당하다. 또한 법무부

가 1998년 7월 20일 법정부양기여분을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정부양

상속제도(효도상속분제도)를 신설하여 제1009조 제3항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

속인의 상속분을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서 “제3항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

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료를 5할 이상 부담한 상속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부양상속분제도는 노부모부양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려는 의도였

고, 상속인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다.46) 이러한 입법태도와 

판례의 태도를 살펴 보건데, 배우자간의 동거로 인한 부양은 “특별한 부양”에 포함

될 수 없을 것이다.

42) 조은희, 앞의 글, 164면.
43) 조은희, 앞의 글, 164면.
44) 조은희, 앞의 글, 162면.
45) 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
46) 현병철ㆍ최현태, 앞의 글,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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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여분제도의 목적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분

을 조정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피상속

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들로 이루어지

는 경우 배우자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기여분

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는 것이다. 부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배우자의 부양과 

직계비속의 부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의 경우 1차적 부양의무자에 속하고 

후자의 경우 2차적 부양의무자에 속하기 때문에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동

상속인인 직계비속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양기여분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라도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

는 좋지만 앞서 논의한 사유로 배우자간에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기간의 장단으로 인한 

기여분 인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에의 도입에 따른 청산시에는 매우 적절한 기

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양기여분의 경우 1차적 부양의무자인 부부에게는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양기여분제도가 아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직계비속과 부양기여분

부양기여분의 경우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노부모 부양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적

극적 해결방안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1008조의 2 제1항의 공동상속인의 

범위에는 배우자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한 부양’을 직계비속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이면에는 노부모에 대한 직계비속의 부양이 생

활부조적 부양 즉,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1차적 부양권리자와 의무자간에는 동거부양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노부

모와 출가한 성년자녀들에게는 동거부양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기에 상당한 기간의 

동거, 간호 등은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 기여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한 노부모와 출가한 부양의무자간의 동거부양이 현실

적으로 어렵고 부양의무자들이 동거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양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들 간에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배우자의 상속

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법정재산제로써 잉여공동제 도입

우리나라의 배우자상속제도도 서구 선진국처럼 부부재산제와 배우자상속법을 연

계하여 배우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혼인 중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잉여재산을 부부간의 양성평등에 의하여 동등하게 청산하는 부부재산제와 상

속법상에서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방법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상

속분과 독립하여 상속재산에서 고정된 배우자상속분으로 보호하는 상속법리가 재구

성되어야 한다고 한다.47) 소가족 고령화사회에서 상속법상의 배우자의 지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부부재산제를 통한 배우자상속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부재산제로 공유재산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48)

자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배우자간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명의자에게 특유재산성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 공유자이더도 권

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두어 

이혼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해소시에 부부별산제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실

질적인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재산제의 

한계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청산을 통

47) 박종용, 앞의 글, 230-231면.
48) 박종용, 앞의 글,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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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여분제도의 목적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분

을 조정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피상속

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들로 이루어지

는 경우 배우자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기여분

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는 것이다. 부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배우자의 부양과 

직계비속의 부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의 경우 1차적 부양의무자에 속하고 

후자의 경우 2차적 부양의무자에 속하기 때문에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동

상속인인 직계비속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양기여분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라도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

는 좋지만 앞서 논의한 사유로 배우자간에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기간의 장단으로 인한 

기여분 인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에의 도입에 따른 청산시에는 매우 적절한 기

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양기여분의 경우 1차적 부양의무자인 부부에게는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양기여분제도가 아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직계비속과 부양기여분

부양기여분의 경우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노부모 부양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적

극적 해결방안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1008조의 2 제1항의 공동상속인의 

범위에는 배우자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한 부양’을 직계비속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이면에는 노부모에 대한 직계비속의 부양이 생

활부조적 부양 즉,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1차적 부양권리자와 의무자간에는 동거부양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노부

모와 출가한 성년자녀들에게는 동거부양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기에 상당한 기간의 

동거, 간호 등은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 기여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한 노부모와 출가한 부양의무자간의 동거부양이 현실

적으로 어렵고 부양의무자들이 동거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양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들 간에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배우자의 상속

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법정재산제로써 잉여공동제 도입

우리나라의 배우자상속제도도 서구 선진국처럼 부부재산제와 배우자상속법을 연

계하여 배우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혼인 중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잉여재산을 부부간의 양성평등에 의하여 동등하게 청산하는 부부재산제와 상

속법상에서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방법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상

속분과 독립하여 상속재산에서 고정된 배우자상속분으로 보호하는 상속법리가 재구

성되어야 한다고 한다.47) 소가족 고령화사회에서 상속법상의 배우자의 지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부부재산제를 통한 배우자상속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부재산제로 공유재산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48)

자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배우자간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명의자에게 특유재산성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 공유자이더도 권

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두어 

이혼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해소시에 부부별산제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실

질적인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재산제의 

한계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청산을 통

47) 박종용, 앞의 글, 230-231면.
48) 박종용, 앞의 글,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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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느 정도 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부부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 노부모의 자력을 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부모의 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의 배우

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에 대한 청산과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의 이혼 

후 부양을 위해서 인정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

혼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청산 및 부양의 의미에서 찾고 있다.49) 재산분할청구권이 갖는 청산 

및 부양의 성격은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력을 확보하

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

여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재산에 대하여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자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배우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의 해소시에도 공동으로 형상한 재산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부재산제 

중에서 잉여공유제가 있다.

잉여공동제란 혼인 중에는 별산제적 원리가 적용되고, 혼인해소시에는 공유제적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로 별산제적 요소와 공유제적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잉

여공동제에 따르게 되면 ‘처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 중 잉여재산의 청산

을 통하여 夫가 경제활동에 의하여 취득한 경제적 가치와 동등하게 평가되고 있고,

배우자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혼인공동체가 해소되는 경우에 배우자상속분은 최소한 

상속재산의 2분의 1까지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50) 그리고 다시 생존배우

자는 사망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일정한 상속비

49) 정상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상속의 인정에 대한 법리 재검토(상)”, 성균관법

학 제18권 제1호, 2006, 319-320면.
50) 박종용, 앞의 글, 250면.

율로 독립하여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의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하여 자력을 

확보하게 해 주어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혼부부간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도 잉여공동제에 따르게 되면 부부별산제

와 현행 상속제도에 따를 때 보다, 재혼부부의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4. 결론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해서 통설은 민법 제974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2차적 부양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적극적인 방법이나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강화함으로써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함으로써 자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부양의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하여 상속분을 강화하

자는 견해와 상속이 개시되면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청산

을 통하여 상속분 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

해,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고정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방법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로 분류하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가 많지만, 핵가족화와 자녀의 부양의식의 약화

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부모의 자녀

로부터의 부양에 대한 기대도 낮아짐에 따라 성년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강

화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고령의 노부모들 역시 자녀에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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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느 정도 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부부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 노부모의 자력을 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부모의 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의 배우

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에 대한 청산과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의 이혼 

후 부양을 위해서 인정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

혼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청산 및 부양의 의미에서 찾고 있다.49) 재산분할청구권이 갖는 청산 

및 부양의 성격은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력을 확보하

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

여 고령의 생존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재산에 대하여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자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배우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의 해소시에도 공동으로 형상한 재산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부재산제 

중에서 잉여공유제가 있다.

잉여공동제란 혼인 중에는 별산제적 원리가 적용되고, 혼인해소시에는 공유제적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로 별산제적 요소와 공유제적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잉

여공동제에 따르게 되면 ‘처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 중 잉여재산의 청산

을 통하여 夫가 경제활동에 의하여 취득한 경제적 가치와 동등하게 평가되고 있고,

배우자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혼인공동체가 해소되는 경우에 배우자상속분은 최소한 

상속재산의 2분의 1까지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50) 그리고 다시 생존배우

자는 사망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일정한 상속비

49) 정상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상속의 인정에 대한 법리 재검토(상)”, 성균관법

학 제18권 제1호, 2006, 319-320면.
50) 박종용, 앞의 글, 250면.

율로 독립하여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의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하여 자력을 

확보하게 해 주어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혼부부간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도 잉여공동제에 따르게 되면 부부별산제

와 현행 상속제도에 따를 때 보다, 재혼부부의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4. 결론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해서 통설은 민법 제974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2차적 부양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적극적인 방법이나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강화함으로써 고령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함으로써 자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부양의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하여 상속분을 강화하

자는 견해와 상속이 개시되면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청산

을 통하여 상속분 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

해,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고정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방법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로 분류하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가 많지만, 핵가족화와 자녀의 부양의식의 약화

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부모의 자녀

로부터의 부양에 대한 기대도 낮아짐에 따라 성년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강

화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고령의 노부모들 역시 자녀에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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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경향

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고령의 노부

모에게 자력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방법으

로 부양기여분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자력을 충

분히 확보하도록 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

의 불공평한 부분을 기여상속인에게 일정부분 가산함으로써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을 

수정 내지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51) 그러나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기

여분을 인정하는 데는 기여분제도의 목적과 부양의 법리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살펴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서는 그 요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

한 부양은 배우자간에 당연히 발생하는 1차적 부양의무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여분제도를 통한 상속분의 강화는 배우자간의 상속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배우자에게 부양상속분을 인정하자는 의도는 현행 상속법이 공동으

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해

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는 1차

적 의무이므로 이를 적용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의 강화를 통해 자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잉여공동

제를 도입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정도를 청산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

여 공동상속인과의 분배 문제를 균분하여 가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배우자

의 상속분을 고정적으로 정하여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5할이 가

산된다. 妻의 상속분을 상향한 이유는 여권의 신장으로 인한 여성의 가족재산에 대

한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지 부양의 의미를 가진다고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51) 어인의, “상속인의 기여분, 현대민법학의 과제”, 한봉희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밀알, 1994, 590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통적 효 사상에 의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과 상속시 배우자에

게 5할을 가산해주는 것이 자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 의미가 있기는 하지

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자녀의 수에 따라 변동되어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과 균분상속한 후 가산 하는 방법은 배우자의 자력확보의 측면에서는 합

리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

와 같이 고정식으로 하여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해 주도록 하는 것이 현대 가족구조

와 의식에 맞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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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경향

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고령의 노부

모에게 자력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요부양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방법으

로 부양기여분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자력을 충

분히 확보하도록 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

의 불공평한 부분을 기여상속인에게 일정부분 가산함으로써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을 

수정 내지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51) 그러나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기

여분을 인정하는 데는 기여분제도의 목적과 부양의 법리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살펴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서는 그 요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

한 부양은 배우자간에 당연히 발생하는 1차적 부양의무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여분제도를 통한 상속분의 강화는 배우자간의 상속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배우자에게 부양상속분을 인정하자는 의도는 현행 상속법이 공동으

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해

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는 1차

적 의무이므로 이를 적용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의 강화를 통해 자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잉여공동

제를 도입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정도를 청산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

여 공동상속인과의 분배 문제를 균분하여 가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배우자

의 상속분을 고정적으로 정하여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5할이 가

산된다. 妻의 상속분을 상향한 이유는 여권의 신장으로 인한 여성의 가족재산에 대

한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지 부양의 의미를 가진다고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51) 어인의, “상속인의 기여분, 현대민법학의 과제”, 한봉희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밀알, 1994, 590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통적 효 사상에 의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과 상속시 배우자에

게 5할을 가산해주는 것이 자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 의미가 있기는 하지

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자녀의 수에 따라 변동되어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과 균분상속한 후 가산 하는 방법은 배우자의 자력확보의 측면에서는 합

리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

와 같이 고정식으로 하여 배우자의 자력을 확보해 주도록 하는 것이 현대 가족구조

와 의식에 맞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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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의미와 그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고

령친화적 고용 정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와 부양율 문제를 완화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장벽을 완화하거

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와 고용주의 편견이

라는 고령자 고용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고령자 뉴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고령자 고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 복지제도를 

고용과 연계시켜 지나치게 축소하고 노동시장을 과도하게 유연화시켰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규모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령자 빈곤문제는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은 고령자 고용확

대나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제도의 또 다른 목적까지 충족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심지어 후자와 관

련된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구 고령화와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1)

이상호2)

1. 서론

언뜻 보면, 인구 고령화는 노인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국한된 사안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인구의 고령화는 청장년층 인

구를 감소시켜 인력부족을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저축-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나 실제 성장률이 떨어질 경

1) 이 글은 이상호(2008)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소속: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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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을 뿐더러 성장에 기초해서 고용이나 분배(혹은 복지)

와 같은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했던 기존의 방식에도 상당히 심각한 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구 고령화는 노인 복지체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최경수․문형

표․신인석․한진희 편, 2003; 최경수 편, 2004). 

인구 고령화의 정도나 속도는 출산율, 사망율(혹은 평균수명), 이민정책에 따라 결

정된다(S. H. Altman & D. I. Shactman: 4-8). 그런데 이민정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만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소수의 선진대국에 불과하며,

설령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장기적으로 이민자와 그 

후손들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패턴에서 기존 국민들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민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이민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경

우 늘어나는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비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OECD, 2006, p. 25).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의 정도나 속도는 

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율의 감소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출산율을 높

일 수 있다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

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른 

대안들까지 모색하고 있는데, 후자는 크게 노후복지체계를 조정하는 방법과 여성과 

고령자로 대표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경우, 인

구 고령화에서 비롯된 인력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부양율’(dependency rate)

이 하락함으로써 노인복지체계, 특히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도 있

다.

이런 점에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거나 적어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OECD가 

‘활동적인 노년’(active ageing) 안을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OECD, 1998), 유럽연합이 2000년 고용지침(Employment 

Directive; Council Directives 2000/78/EC), 2001년 스톡홀름 목표(Stockholm 

Target), 2002년 바르셀로나 목표(Barcelona Target)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확대를 

권고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3) 이에 따라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age-friendly employment policies)4)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듯 보인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조기퇴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령자의 고용확대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인(즉 고령자 고용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5),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과연 실현가능한 대안일 수 있을까? 설령 그렇다고 해

도, 그 현실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노후소득의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체계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고령자 고용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그 이유

는 무엇일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친

화적 고용정책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2절), 영국의 경험에 비추어 이 정책의 

효과나 한계를 점검해 볼 것이다(3~4절). 

2. 고령친화적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장벽

고령자 고용구조를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지 공식적인 퇴직제

도가 존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조

기퇴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이다. 고용과 퇴직의 패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노동자 1 인당 고령 퇴직자(5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OECD 평균 기준으로 2000년에 38%에서 2050

년에는 70% 이상으로 상승(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될 

3) 2000년 고용지침은 15개 회원국들에게 2006년까지 어떠한 이유(연령․성․종교․장애 등)로든 고용에서 

차별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도록 촉구한 것이고, 스톡홀름 목표는 2010년까지 

55-64세 인구집단의 고용율을 50%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권장 한 것이며, 바르셀로나 목표는 은퇴연령

을 5년 더 연장하도록 권장한 것이다(황수경 외, 2004, pp. 86-103).
4) 이 용어는 OECD 보고서(OECD, 2006)에서 차용한 것이다.
5)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실제 퇴직연령은 공식적인 퇴직연령보다 낮다. 그래서 고령친화

적 고용정책 관련 논의에서 ‘고령자’는 대부분 공식적인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에 대

해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이 글에서는 OECD의 용례(OECD, 2004, p. 3-4)를 따라 50세 이상(좁은 의

미에서는, 50~64세) 인구를 고령자로 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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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을 뿐더러 성장에 기초해서 고용이나 분배(혹은 복지)

와 같은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했던 기존의 방식에도 상당히 심각한 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구 고령화는 노인 복지체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최경수․문형

표․신인석․한진희 편, 2003; 최경수 편, 2004). 

인구 고령화의 정도나 속도는 출산율, 사망율(혹은 평균수명), 이민정책에 따라 결

정된다(S. H. Altman & D. I. Shactman: 4-8). 그런데 이민정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만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소수의 선진대국에 불과하며,

설령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장기적으로 이민자와 그 

후손들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패턴에서 기존 국민들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민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이민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경

우 늘어나는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비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OECD, 2006, p. 25).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의 정도나 속도는 

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율의 감소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출산율을 높

일 수 있다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

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른 

대안들까지 모색하고 있는데, 후자는 크게 노후복지체계를 조정하는 방법과 여성과 

고령자로 대표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경우, 인

구 고령화에서 비롯된 인력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부양율’(dependency rate)

이 하락함으로써 노인복지체계, 특히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도 있

다.

이런 점에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거나 적어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OECD가 

‘활동적인 노년’(active ageing) 안을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OECD, 1998), 유럽연합이 2000년 고용지침(Employment 

Directive; Council Directives 2000/78/EC), 2001년 스톡홀름 목표(Stockholm 

Target), 2002년 바르셀로나 목표(Barcelona Target)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확대를 

권고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3) 이에 따라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age-friendly employment policies)4)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듯 보인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조기퇴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령자의 고용확대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인(즉 고령자 고용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5),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과연 실현가능한 대안일 수 있을까? 설령 그렇다고 해

도, 그 현실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노후소득의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체계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고령자 고용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그 이유

는 무엇일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친

화적 고용정책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2절), 영국의 경험에 비추어 이 정책의 

효과나 한계를 점검해 볼 것이다(3~4절). 

2. 고령친화적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장벽

고령자 고용구조를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지 공식적인 퇴직제

도가 존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조

기퇴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이다. 고용과 퇴직의 패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노동자 1 인당 고령 퇴직자(5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OECD 평균 기준으로 2000년에 38%에서 2050

년에는 70% 이상으로 상승(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될 

3) 2000년 고용지침은 15개 회원국들에게 2006년까지 어떠한 이유(연령․성․종교․장애 등)로든 고용에서 

차별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도록 촉구한 것이고, 스톡홀름 목표는 2010년까지 

55-64세 인구집단의 고용율을 50%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권장 한 것이며, 바르셀로나 목표는 은퇴연령

을 5년 더 연장하도록 권장한 것이다(황수경 외, 2004, pp. 86-103).
4) 이 용어는 OECD 보고서(OECD, 2006)에서 차용한 것이다.
5)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실제 퇴직연령은 공식적인 퇴직연령보다 낮다. 그래서 고령친화

적 고용정책 관련 논의에서 ‘고령자’는 대부분 공식적인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에 대

해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이 글에서는 OECD의 용례(OECD, 2004, p. 3-4)를 따라 50세 이상(좁은 의

미에서는, 50~64세) 인구를 고령자로 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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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OECD, 2006, p. 19).6) 과연 어떠한 요인이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거

나 방해하는 것일까?

우선 ‘고용없는 성장’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

지만, 이것이 고령자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1970년대에는 주로 

유럽대륙 국가들(독일이 대표적이다)이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전략을 선택했

다. 당시 조기퇴직자에게 후한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G. 

Esping-Andersen, 1996, pp. 10-20).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세계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훨씬 강하다. 세계화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종종 ‘고용없는 성장’이 

기업의 비용절감 전략으로 선택되기 때문이다.7)

사회복지제도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연금제도의 조기퇴직 유인이 문제된다. 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측면과 조기퇴

직을 유도하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그런데 기존 연금제도처럼 부과방식과 확정급

여 방식이 결합될 경우,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으므로 

연금보험료가 세금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급여수준까지 높을 경우 조기퇴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World Bank, 1994, pp. 10-18; S. Blöndal & S. 

Scarpetta, 1998, pp. 14-22). 

소득보조제도도 조기퇴직 유인으로 종종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non-employment benefit)8)가 특히 문제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들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상당히 크게 감소한 반면 비고용급여수급자

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OECD 17개국에서 비고용급여에 

지출된 총금액은 평균적으로 GDP의 2.4%였지만, 실업급여는 평균적으로 GDP의 

0.9%에 불과했다(S. Carcillo & D. Grubb, 2006, p. 9).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6) 최근 조기퇴직 추세가 중단되었거나 실제 퇴직연령이 소폭 상승한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들

의 퇴직연령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1960~70년대 초반에 비해 낮으며(OECD, 2006, pp. 31-33), 
공식적인 퇴직연령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7) 오늘날 ‘고용없는 성장’은 ‘정보화’로 대변되는 기술변화 혹은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음을 무시하

기 어렵다. 정보화가 종종 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8) 비고용급여란 노동연령인구에 대해 별도의 취업의무(work-availability requirements)를 부과하지 않은 채 

지급되는 모든 소득대체급여(단 학자금 제외)를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부조, 유족급여, 장애급여, 탁아 

및 육아 휴직(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관련 급여, 간병휴가(care and labour leave) 관련 급여 등

이 포함된다(S. Carcillo & D. Grubb, 2006, p. 11).

있겠지만, 상당수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기보다 비고용급여 수급자

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평가된다.

종종 임금체계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특

히 임금수준이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임금체계(예를 들면, 한국의 연공급)가 문제된

다.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공급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이나 빈번한 이직을 통

제하여 인적자본을 비교적 쉽게 축적하도록 해주는 임금체계일 수 있다(E. P. 

Lazear, 1979). 특히 경험과 연계된 생산성 이득이나 기업특수적 숙련(firm-specific 

skill)이 중요한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연공급은 기업에게도 매우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 문제는 생산성 이득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구조가 고령화될 경우,

연공급이 고령자 고용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연공급이 유지되더라도, 경험과 연계된 생산성 상승이나 기업특수적 숙련 향

상에 따른 이익이 (연공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상회할 수 있다면, 고령자 고용규모

는 축소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점차 

축소되는 듯 보인다. ‘세계화’ 영향으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는데다 기술변화 속

도 또한 빨라지면서, 기업조직이 수직적인 위계제에서 직무중심의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근속자의 생산성 이득이나 숙련효

과가 점점 약화되며, 그래서 연공급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측면보다 조기퇴직을 강

제(?)하는 측면이 강해지기 쉽다(장지연 외, 2004, p. 3). 그렇다면 경험과 연계된 

생산성 이득이나 기업특수적 숙련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고령

자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임금체계를 고령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즉, 생산성 수

준에 맞춰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편견 혹은 선입견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고령자는 흔

히 생산성이 낮고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그래서 기업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고용

주가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경우,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관행이 강화되면서 조기퇴출

(?)이 강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령자가 청장년층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장담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고령자 고용이 기업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고령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숙련이나 노하우(know-ho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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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OECD, 2006, p. 19).6) 과연 어떠한 요인이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거

나 방해하는 것일까?

우선 ‘고용없는 성장’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

지만, 이것이 고령자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1970년대에는 주로 

유럽대륙 국가들(독일이 대표적이다)이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전략을 선택했

다. 당시 조기퇴직자에게 후한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G. 

Esping-Andersen, 1996, pp. 10-20).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세계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훨씬 강하다. 세계화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종종 ‘고용없는 성장’이 

기업의 비용절감 전략으로 선택되기 때문이다.7)

사회복지제도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연금제도의 조기퇴직 유인이 문제된다. 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측면과 조기퇴

직을 유도하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그런데 기존 연금제도처럼 부과방식과 확정급

여 방식이 결합될 경우,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으므로 

연금보험료가 세금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급여수준까지 높을 경우 조기퇴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World Bank, 1994, pp. 10-18; S. Blöndal & S. 

Scarpetta, 1998, pp. 14-22). 

소득보조제도도 조기퇴직 유인으로 종종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non-employment benefit)8)가 특히 문제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들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상당히 크게 감소한 반면 비고용급여수급자

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OECD 17개국에서 비고용급여에 

지출된 총금액은 평균적으로 GDP의 2.4%였지만, 실업급여는 평균적으로 GDP의 

0.9%에 불과했다(S. Carcillo & D. Grubb, 2006, p. 9).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6) 최근 조기퇴직 추세가 중단되었거나 실제 퇴직연령이 소폭 상승한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들

의 퇴직연령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1960~70년대 초반에 비해 낮으며(OECD, 2006, pp. 31-33), 
공식적인 퇴직연령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7) 오늘날 ‘고용없는 성장’은 ‘정보화’로 대변되는 기술변화 혹은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음을 무시하

기 어렵다. 정보화가 종종 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8) 비고용급여란 노동연령인구에 대해 별도의 취업의무(work-availability requirements)를 부과하지 않은 채 

지급되는 모든 소득대체급여(단 학자금 제외)를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부조, 유족급여, 장애급여, 탁아 

및 육아 휴직(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관련 급여, 간병휴가(care and labour leave) 관련 급여 등

이 포함된다(S. Carcillo & D. Grubb, 2006, p. 11).

있겠지만, 상당수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기보다 비고용급여 수급자

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평가된다.

종종 임금체계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특

히 임금수준이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임금체계(예를 들면, 한국의 연공급)가 문제된

다.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공급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이나 빈번한 이직을 통

제하여 인적자본을 비교적 쉽게 축적하도록 해주는 임금체계일 수 있다(E. P. 

Lazear, 1979). 특히 경험과 연계된 생산성 이득이나 기업특수적 숙련(firm-specific 

skill)이 중요한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연공급은 기업에게도 매우 효율적인 대안일 

수 있다. 문제는 생산성 이득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구조가 고령화될 경우,

연공급이 고령자 고용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연공급이 유지되더라도, 경험과 연계된 생산성 상승이나 기업특수적 숙련 향

상에 따른 이익이 (연공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상회할 수 있다면, 고령자 고용규모

는 축소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점차 

축소되는 듯 보인다. ‘세계화’ 영향으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는데다 기술변화 속

도 또한 빨라지면서, 기업조직이 수직적인 위계제에서 직무중심의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근속자의 생산성 이득이나 숙련효

과가 점점 약화되며, 그래서 연공급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측면보다 조기퇴직을 강

제(?)하는 측면이 강해지기 쉽다(장지연 외, 2004, p. 3). 그렇다면 경험과 연계된 

생산성 이득이나 기업특수적 숙련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고령

자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임금체계를 고령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즉, 생산성 수

준에 맞춰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편견 혹은 선입견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고령자는 흔

히 생산성이 낮고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그래서 기업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고용

주가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경우,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관행이 강화되면서 조기퇴출

(?)이 강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령자가 청장년층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장담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고령자 고용이 기업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고령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숙련이나 노하우(know-ho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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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에게 전해줄 수 있으며, 직장 내 인간관계와 관련된 고민․갈등을 완화하거

나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령자에게서 개인적 능력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을 고용한 기업이 주로 청장년

층을 고용한 기업보다 생산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령자가 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실제 이상의 편견 혹은 선입견을 내포한 것이기 

쉽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러한 편견은 고령자 고용장벽으로 기능하는 듯 보인다.

이 밖에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은 많다. 때로는 노동조합이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고용보장제도가 고령자 고용

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9) 고령자들의 건강문제나 어려운 작업조건

도 고령자 고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 고령자가 자신의 고용능력(employ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단

순히 고령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고령자를 위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놓여있기 때문이

다(OECD, 2006, pp. 73-80).

이렇게 볼 때, 고령친화적인 고용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제도와 임금체계를 고령자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면서 고

령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제거하고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협조나 동의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고령자들의 고용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부와 고령자가 함께) 노력함과 동시에, 고령자들의 건강상태에 부합

되는 작업조건이나 고용구조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

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정

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사안의 성격상, 특정 문제에 국한된 정책이 또 

다른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퇴직관련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

9) 고용보장제도는 해고비용을 증대시켜 고용유지율(retentionn of workers)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고용비

용을 상승시켜 고용규모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효과가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

실하다. 다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엄격한 회원국에서는 남성 청장년층(prime-age men)의 

고용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여성 청장년층(prime-age women)의 고용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

나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고용보장제도가 고용율과 고용유지율을 하락시킨다(OECD, 2006, pp. 
70-72).

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자주 도입되는 것이 ‘유연한 퇴직제도’(flexible 

retirement)10)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금제도처럼 급여수준이 대체로 최종임금에 기

초해서 결정될 경우 시간제 고용으로 옮겼다가 퇴직하게 되면 급여수준의 하락이 불

가피하다. 따라서 유연한 퇴직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가 생애평균임금

에 기초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앞의 책, pp. 98-101). 또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고령자들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퇴직연령이 늦춰지거나 고령

자 고용․퇴직 관련 제도가 좀더 유연화될 때 비로소 고령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의 책, pp. 12-13).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령

친화적인 고용정책은 다양한 고령자 고용장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좀더 포괄적이면

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11)

그렇다고 해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라는 이유로 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임금체

계를 개편하는 일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구조를 유연화시키거나 노

동조합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일 또한 그러하다. 연금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고령자 고용확대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고령자들 사이

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연공급 체계가 

폐지되거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될 경우, 기업특수적 훈련이 필요한 업종에

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장지연 외, 2004, p. 74; 

황수경 외, 2004, pp. 175-176),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그렇다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용구조 유연화

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협조

나 동의를 확보하는 일 또한 전직이나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김정한․김동배, 2005, pp. 41-45).   

세계화(나 정보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높

10) 이것은 고령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상용직(full time job)에서 시간제 고용(part-time job)으로 전환한 

후 일정기간(심지어 공식적인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근무하다가 은퇴할 수 있는 제도이다.
11) OECD가 ‘고령친화적인 고용정책과 실천방안’(age-friendly employment policies and practices)에 대

해 언급하면서,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 노조의 공동노력과 상호협조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

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OECD, 2006,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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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에게 전해줄 수 있으며, 직장 내 인간관계와 관련된 고민․갈등을 완화하거

나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령자에게서 개인적 능력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을 고용한 기업이 주로 청장년

층을 고용한 기업보다 생산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령자가 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실제 이상의 편견 혹은 선입견을 내포한 것이기 

쉽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러한 편견은 고령자 고용장벽으로 기능하는 듯 보인다.

이 밖에도 고령자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은 많다. 때로는 노동조합이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고용보장제도가 고령자 고용

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9) 고령자들의 건강문제나 어려운 작업조건

도 고령자 고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 고령자가 자신의 고용능력(employ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단

순히 고령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고령자를 위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놓여있기 때문이

다(OECD, 2006, pp. 73-80).

이렇게 볼 때, 고령친화적인 고용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제도와 임금체계를 고령자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면서 고

령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제거하고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협조나 동의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고령자들의 고용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부와 고령자가 함께) 노력함과 동시에, 고령자들의 건강상태에 부합

되는 작업조건이나 고용구조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

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정

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사안의 성격상, 특정 문제에 국한된 정책이 또 

다른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퇴직관련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

9) 고용보장제도는 해고비용을 증대시켜 고용유지율(retentionn of workers)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고용비

용을 상승시켜 고용규모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효과가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

실하다. 다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엄격한 회원국에서는 남성 청장년층(prime-age men)의 

고용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여성 청장년층(prime-age women)의 고용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

나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고용보장제도가 고용율과 고용유지율을 하락시킨다(OECD, 2006, pp. 
70-72).

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자주 도입되는 것이 ‘유연한 퇴직제도’(flexible 

retirement)10)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금제도처럼 급여수준이 대체로 최종임금에 기

초해서 결정될 경우 시간제 고용으로 옮겼다가 퇴직하게 되면 급여수준의 하락이 불

가피하다. 따라서 유연한 퇴직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가 생애평균임금

에 기초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앞의 책, pp. 98-101). 또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고령자들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퇴직연령이 늦춰지거나 고령

자 고용․퇴직 관련 제도가 좀더 유연화될 때 비로소 고령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의 책, pp. 12-13).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령

친화적인 고용정책은 다양한 고령자 고용장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좀더 포괄적이면

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11)

그렇다고 해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라는 이유로 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임금체

계를 개편하는 일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구조를 유연화시키거나 노

동조합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일 또한 그러하다. 연금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고령자 고용확대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고령자들 사이

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연공급 체계가 

폐지되거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될 경우, 기업특수적 훈련이 필요한 업종에

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장지연 외, 2004, p. 74; 

황수경 외, 2004, pp. 175-176),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그렇다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용구조 유연화

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협조

나 동의를 확보하는 일 또한 전직이나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김정한․김동배, 2005, pp. 41-45).   

세계화(나 정보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높

10) 이것은 고령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상용직(full time job)에서 시간제 고용(part-time job)으로 전환한 

후 일정기간(심지어 공식적인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근무하다가 은퇴할 수 있는 제도이다.
11) OECD가 ‘고령친화적인 고용정책과 실천방안’(age-friendly employment policies and practices)에 대

해 언급하면서,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 노조의 공동노력과 상호협조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

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OECD, 2006,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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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세계화 이후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연

공급 또한 상당부분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

없는 성장’ 전략까지 강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회복지제도의 조정 혹은 

축소가 고령자 고용확대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해도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또 다른 문

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국가나 지역이 세계화(나 정보

화)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거나 심지어 성장잠재력까지 약화시킬 수도 있다면,

이와 관련된 적절한 보완장치12)를 마련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인구집단,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일관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령자와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서로 이질적이어서 대

체관계가 나타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체관계가 작동될 수 있다는 평가

도 있다(황수경 외, 2004, pp. 71-75). OECD 통계에 비추어 노년층의 취업률과 

청년층의 취업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지만(M. Keese, 

2003: 15-16), 이것을 한 인구집단의 취업률이 다른 인구집단의 취업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능력의 확대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수도 있다. 이는 곧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고령자 

고용확대가 청년실업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고령친화적 고용정

책은 다른 인구집단, 특히 청년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서 적

절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책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3. 영국의 고령자 현황과 고령친화적 고용정책

고령자 고용현황에 관한 한, 영국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1980년대 이후 고령

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P. Tregeist & 

12)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D. Grubb, 2006, pp. 11-12). 그렇다고 해서 조기퇴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그림 1]을 보자.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심각한 조기퇴직 문제가 나타

났는데, 1990년대 초반(여성) 혹은 1990년대 후반(남성)을 기점으로 이 문제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에

도 실제 퇴직연령은 1970년대 초반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조

기퇴직은 유럽에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영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유럽의 조기퇴직은 흔히 노후복지제도나 고용주의 태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도 영국은 예외가 아니다.13) 그런데 유럽에서 노후복지제도의 조

기퇴직 유인은 흔히 연금(특히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되지

만, 영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국의 공적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평균 기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

그 값이 80% 이상이지만 영국은 40% 정도에 불과하다.14) 그래서 영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조기퇴직 유인이 매우 낮거나 적어도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림 1] 영국의 실제 퇴직연령 추이: 197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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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제 퇴직연령(effective age of retirement)는 40세 이상 퇴직자 비율의 5년간 가중평균치

자료: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insurance/pensionsystems/ ageingandemploymentpolicies-
     statisticson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13) 영국의 경우, 연공급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OECD, 2004, pp. 104-107).
14) 이는 주로 (3층으로 구성된 연금체계에서) 1층에 해당되는 기초연금(BSP)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

실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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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세계화 이후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연

공급 또한 상당부분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

없는 성장’ 전략까지 강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회복지제도의 조정 혹은 

축소가 고령자 고용확대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해도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또 다른 문

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국가나 지역이 세계화(나 정보

화)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거나 심지어 성장잠재력까지 약화시킬 수도 있다면,

이와 관련된 적절한 보완장치12)를 마련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인구집단,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일관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령자와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서로 이질적이어서 대

체관계가 나타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체관계가 작동될 수 있다는 평가

도 있다(황수경 외, 2004, pp. 71-75). OECD 통계에 비추어 노년층의 취업률과 

청년층의 취업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지만(M. Keese, 

2003: 15-16), 이것을 한 인구집단의 취업률이 다른 인구집단의 취업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능력의 확대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수도 있다. 이는 곧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고령자 

고용확대가 청년실업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고령친화적 고용정

책은 다른 인구집단, 특히 청년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서 적

절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책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3. 영국의 고령자 현황과 고령친화적 고용정책

고령자 고용현황에 관한 한, 영국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1980년대 이후 고령

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P. Tregeist & 

12)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D. Grubb, 2006, pp. 11-12). 그렇다고 해서 조기퇴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그림 1]을 보자.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심각한 조기퇴직 문제가 나타

났는데, 1990년대 초반(여성) 혹은 1990년대 후반(남성)을 기점으로 이 문제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에

도 실제 퇴직연령은 1970년대 초반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조

기퇴직은 유럽에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영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유럽의 조기퇴직은 흔히 노후복지제도나 고용주의 태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도 영국은 예외가 아니다.13) 그런데 유럽에서 노후복지제도의 조

기퇴직 유인은 흔히 연금(특히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되지

만, 영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국의 공적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평균 기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

그 값이 80% 이상이지만 영국은 40% 정도에 불과하다.14) 그래서 영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조기퇴직 유인이 매우 낮거나 적어도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림 1] 영국의 실제 퇴직연령 추이: 197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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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제 퇴직연령(effective age of retirement)는 40세 이상 퇴직자 비율의 5년간 가중평균치

자료: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insurance/pensionsystems/ ageingandemploymentpolicies-
     statisticson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13) 영국의 경우, 연공급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OECD, 2004, pp. 104-107).
14) 이는 주로 (3층으로 구성된 연금체계에서) 1층에 해당되는 기초연금(BSP)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

실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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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연금제도에 조기퇴직 유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직역

연금이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용되는 곳에서, 종종 상용직의 조기퇴직 문제가 발생한

다. 확정급여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급여액이 흔히 최종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

기퇴직은 높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고령자가 (낮아진) 생산

성 수준에 맞춰 임금하락을 받아들이거나 시간제 고용을 선택할 경우, 연금급여를 

결정하는 최종임금 또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연금의 조기퇴직 유인

이 국민연금보다 직역연금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

다(J. Bank & S. Smith, 2006, p. 13-15).15) 그러나 이는 고숙련직 직역연금 가입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뿐이다. 미숙련직이나 직역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조기퇴직

은 대부분 다양한 소득부조, 특히 장해급여(Incapacity Benefit; 1995년 이전에는 

Sickness and Invalidity Benefit)를 통해 이루어진다(앞의 글, pp. 22-23).

[그림 2] 영국의 실업급여, 장해급여, 한부모 급여 수급자 비율 추이: 1970-2004 

자료: P. Tergeist & D. Grubb(2006), p. 13

영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질병이나 장애에서 비롯된 장해급여 급여 

수급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그 증가속도 또한 상당히 빠르다. [그림 2]

를 보자. 1970-2004년을 비교해보면, 장해급여 수급자 비율은 1980년에 2%에서 

15)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2000년 무렵부터 직역연금이 확정급여(DB) 방식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

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 Disney & D. Hawkes, 2003, p. 66).

최근에는 7%로 상승했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하

락한 정도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한부모 급여(Lone parents Benefits) 수급자 비율

도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3배 정도 증가했다. 이후 장해급여 수급자 비율

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한부모 급여 수급자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실

업급여 수급자 비율과 비슷하거나 크게 상회하고 있다(P. Tregeist & D. Grubb, 

2006, pp. 13-14). 영국에서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가 주요 조기퇴직 유인으

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16) 1995년에 장애관련 급여 

기준이 강화17)되면서 장해급여 수급자의 증가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2003년 

현재 60-64세 비노동인구 중 약 40%가 장해급여 수급자이다(OECD, 2004, p. 

75-78). 이는 곧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장해급여 수급자의 축소를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18)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고령친

화적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조

기퇴직이 문제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정부는 종종 고령자의 퇴직을 장

려하는 제도를 시행했을 정도로 노동시장 정책을 청년실업 중심으로 운용했다.19) 그

렇다고 해서 1990년대 이후에 곧 바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제도화․입법화된 것

은 아니다. 처음에는 고령자 고용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고용주의 태도변화를 유도하

는 수준이었다가, 1997년 노동당 정부의 등장 이후 비로소 이 정책이 제도화․입법

화되었기 때문이다(C. Duncan, 2004, pp. 62-64). 여기에는 노동당 정부가 ‘근로연

계복지’(Welfare-to-Work)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뉴

딜’('New Deal 50 Plus)이나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Code of 

Practice on Age Diversity in Employment)과 같은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을 명시

16) 모든 조기퇴직이 직역연금이나 장해급여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현재 영국 고령자 중 비경제

활동인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2%, 42.4%로서, 그 이유는 퇴직, 장기질환, 가족문제 등 다양하다

(OECD, 2004, pp. 57-61). 
17) 1995년에 ‘질병 및 노동장애 급여(Sickness and Invalidity Benefit)가 ’장해급여‘로 대체되면서, 수급자

격도 담당의사의 장해평가(Incapacity test)를 통과하고 최근 3년 동안 국민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강화되었다(K. Jones, 2004, pp. 96-98).
18) 영국은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장해급여의 비노동유인이 특히 강한 국가이다(OECD, 2006, pp. 

40-43).
19) 1977-78년 ‘고령노동자 퇴직장려정책’(Job Release Scheme)이 대표적이다(C. Duncan, 2004,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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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연금제도에 조기퇴직 유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직역

연금이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용되는 곳에서, 종종 상용직의 조기퇴직 문제가 발생한

다. 확정급여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급여액이 흔히 최종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

기퇴직은 높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고령자가 (낮아진) 생산

성 수준에 맞춰 임금하락을 받아들이거나 시간제 고용을 선택할 경우, 연금급여를 

결정하는 최종임금 또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연금의 조기퇴직 유인

이 국민연금보다 직역연금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

다(J. Bank & S. Smith, 2006, p. 13-15).15) 그러나 이는 고숙련직 직역연금 가입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뿐이다. 미숙련직이나 직역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조기퇴직

은 대부분 다양한 소득부조, 특히 장해급여(Incapacity Benefit; 1995년 이전에는 

Sickness and Invalidity Benefit)를 통해 이루어진다(앞의 글, pp. 22-23).

[그림 2] 영국의 실업급여, 장해급여, 한부모 급여 수급자 비율 추이: 1970-2004 

자료: P. Tergeist & D. Grubb(2006), p. 13

영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질병이나 장애에서 비롯된 장해급여 급여 

수급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그 증가속도 또한 상당히 빠르다. [그림 2]

를 보자. 1970-2004년을 비교해보면, 장해급여 수급자 비율은 1980년에 2%에서 

15)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2000년 무렵부터 직역연금이 확정급여(DB) 방식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

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 Disney & D. Hawkes, 2003, p. 66).

최근에는 7%로 상승했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하

락한 정도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한부모 급여(Lone parents Benefits) 수급자 비율

도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3배 정도 증가했다. 이후 장해급여 수급자 비율

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한부모 급여 수급자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실

업급여 수급자 비율과 비슷하거나 크게 상회하고 있다(P. Tregeist & D. Grubb, 

2006, pp. 13-14). 영국에서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가 주요 조기퇴직 유인으

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16) 1995년에 장애관련 급여 

기준이 강화17)되면서 장해급여 수급자의 증가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2003년 

현재 60-64세 비노동인구 중 약 40%가 장해급여 수급자이다(OECD, 2004, p. 

75-78). 이는 곧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장해급여 수급자의 축소를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18)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고령친

화적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조

기퇴직이 문제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정부는 종종 고령자의 퇴직을 장

려하는 제도를 시행했을 정도로 노동시장 정책을 청년실업 중심으로 운용했다.19) 그

렇다고 해서 1990년대 이후에 곧 바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제도화․입법화된 것

은 아니다. 처음에는 고령자 고용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고용주의 태도변화를 유도하

는 수준이었다가, 1997년 노동당 정부의 등장 이후 비로소 이 정책이 제도화․입법

화되었기 때문이다(C. Duncan, 2004, pp. 62-64). 여기에는 노동당 정부가 ‘근로연

계복지’(Welfare-to-Work)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뉴

딜’('New Deal 50 Plus)이나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Code of 

Practice on Age Diversity in Employment)과 같은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을 명시

16) 모든 조기퇴직이 직역연금이나 장해급여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현재 영국 고령자 중 비경제

활동인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2%, 42.4%로서, 그 이유는 퇴직, 장기질환, 가족문제 등 다양하다

(OECD, 2004, pp. 57-61). 
17) 1995년에 ‘질병 및 노동장애 급여(Sickness and Invalidity Benefit)가 ’장해급여‘로 대체되면서, 수급자

격도 담당의사의 장해평가(Incapacity test)를 통과하고 최근 3년 동안 국민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강화되었다(K. Jones, 2004, pp. 96-98).
18) 영국은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장해급여의 비노동유인이 특히 강한 국가이다(OECD, 2006, pp. 

40-43).
19) 1977-78년 ‘고령노동자 퇴직장려정책’(Job Release Scheme)이 대표적이다(C. Duncan, 2004,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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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입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노동당 정부는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복

지급여 수급자나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997년부터 뉴딜 프로그램20)을 도입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령자 뉴딜(New Deal 

50 Plus)이다. 이것은 50세 이상 고령인구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1999년에 시범

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다(K. Jones, 2004, 

pp. 140-141). 이 프로그램은 청년 뉴딜이나 25세 이상 뉴딜처럼 강제로 적용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개인과 기업에 대한 부

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지원부터 살펴보자. 고령자 뉴딜은 소득부조(Income Support), 구직

자 수당, 장해급여 등의 급여혜택을 적어도 26주 동안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50

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3가지 혜택을 받는데, 취업 혹

은 창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세액공제, 훈련수당(Training Grant)이 그것이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지의 고용안정센터(Jobcentre; 고용안정청의 지역 사무소21))에 

참가 신청을 하면, 개인별 상담자(personal adviser)가 정해지는데, 이 상담자는 참

가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고령자 뉴

딜 참가자가 취업한 경우 52주 동안 고용 크레딧(the Employment Credit)이 제공

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는데, 2003년 4월에 이 제도가 근로소득세액공제

(the Working Tax Credit) 제도22)로 통합되면서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52주가 

20) 이 프로그램은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25세 이상 뉴딜(New Deal 25 Plus), 배우자 

뉴딜(New Deal for Partners), 고령자 뉴딜(New Deal 50 Plus), 한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장애인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로 나뉘어 운영된다(K. Jones, 2004, pp. 
135-141). 이러한 뉴딜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필요와 관계없이 실업수당을 계속받기 위해 무조건 참여해

야 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함께 그 성과 또한 참여자와 고용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2009년 11월부터 기존의 뉴딜을 유연한 뉴딜

(Flexible New Deal)로 대체했다. 후자는 참여자 개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프로그래믕로 평가되었

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뉴딜 프로그램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2011년 여름에 다시  단일 

노동 프로그램(Single Work Programme)으로 대체되었다(Wikipedai, "New Deal", 
“http://en.wikipedia.org/wiki/New_Deal_(United_Kingdom)#Flexible_New_Deal).

21)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산하 고용서비스청

(Employment Service)과 사회보장부(Department for Socaial Security) 산하 급여관리청(Benefits 
Agency)이 각각 직업소개기능과 급여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리․운용되었는데, 2001년 정부조

직 개편으로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신설되면서 이것의 산하기구인 고용안

정청(Jobcentre plus)에 두 기능의 통합․운용 업무가 맡겨졌다(P. Tregeist & D. Grubb, 2006, p. 19). 

아닌) 취업기간 내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훈련수당은 고령자 

뉴딜에 참여한 날부터 2년 동안 지급되며, 참여자는 이것을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제

공하지 않는 훈련에 사용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우거나 훈련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취업한 고령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창업을 원하는 고령자

도 관련 지식을 교육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 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게도 6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와 뉴딜 고용주 합의

서(New Deal Employer Agreement)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은 고령자 뉴딜을 통해 

채용한 노동자를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에 고용

안정센터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채용한 고령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령자 뉴딜을 통해 신규 고령자를 채용한다는 이유

로 이미 고용된 고령자를 해고해서도 안 된다(황수경 외, 2004, pp. 137-138).

<표 1> 뉴딜 프로그램 별 지출 추이: 2002~2010     

(단위: 백만 파운드)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청년 뉴딜 178 215 211 153 134 208 219 159

25세이상 뉴딜 114 137 135 98 86 81 85 112

배후자 뉴딜 0 0 1 1 1 0 0 0

50세이상 뉴딜 3 3 3 1 0 0 0 0

장애인 뉴딜 16 28 65 68 73 78 36 49
한부모 뉴딜 18 20 24 26 42 60 30 34
유연한 뉴딜 0 0 0 0 0 0 0 286

주: 모든 수치는 근사치임. 2008-09년은 추정치, 2009/10년은 계획안 

자료: DWP, Departmental Report, 2009, p. 110

   

이와 같은 고령자 뉴딜이 뉴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뉴딜 프로그램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22) 2003년 4월에 노동자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lies Tax Credit) 제도를 포함하는 조세체계와 일부 

급여체계를 통합해서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소득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아동빈곤, 근로유인 감소, 근로연령계층에 지속되는 빈곤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OECD, 
2004,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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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입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노동당 정부는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복

지급여 수급자나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997년부터 뉴딜 프로그램20)을 도입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령자 뉴딜(New Deal 

50 Plus)이다. 이것은 50세 이상 고령인구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1999년에 시범

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다(K. Jones, 2004, 

pp. 140-141). 이 프로그램은 청년 뉴딜이나 25세 이상 뉴딜처럼 강제로 적용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개인과 기업에 대한 부

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지원부터 살펴보자. 고령자 뉴딜은 소득부조(Income Support), 구직

자 수당, 장해급여 등의 급여혜택을 적어도 26주 동안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50

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3가지 혜택을 받는데, 취업 혹

은 창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세액공제, 훈련수당(Training Grant)이 그것이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지의 고용안정센터(Jobcentre; 고용안정청의 지역 사무소21))에 

참가 신청을 하면, 개인별 상담자(personal adviser)가 정해지는데, 이 상담자는 참

가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고령자 뉴

딜 참가자가 취업한 경우 52주 동안 고용 크레딧(the Employment Credit)이 제공

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는데, 2003년 4월에 이 제도가 근로소득세액공제

(the Working Tax Credit) 제도22)로 통합되면서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52주가 

20) 이 프로그램은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25세 이상 뉴딜(New Deal 25 Plus), 배우자 

뉴딜(New Deal for Partners), 고령자 뉴딜(New Deal 50 Plus), 한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장애인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로 나뉘어 운영된다(K. Jones, 2004, pp. 
135-141). 이러한 뉴딜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필요와 관계없이 실업수당을 계속받기 위해 무조건 참여해

야 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함께 그 성과 또한 참여자와 고용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2009년 11월부터 기존의 뉴딜을 유연한 뉴딜

(Flexible New Deal)로 대체했다. 후자는 참여자 개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프로그래믕로 평가되었

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뉴딜 프로그램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2011년 여름에 다시  단일 

노동 프로그램(Single Work Programme)으로 대체되었다(Wikipedai, "New Deal", 
“http://en.wikipedia.org/wiki/New_Deal_(United_Kingdom)#Flexible_New_Deal).

21)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산하 고용서비스청

(Employment Service)과 사회보장부(Department for Socaial Security) 산하 급여관리청(Benefits 
Agency)이 각각 직업소개기능과 급여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리․운용되었는데, 2001년 정부조

직 개편으로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신설되면서 이것의 산하기구인 고용안

정청(Jobcentre plus)에 두 기능의 통합․운용 업무가 맡겨졌다(P. Tregeist & D. Grubb, 2006, p. 19). 

아닌) 취업기간 내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훈련수당은 고령자 

뉴딜에 참여한 날부터 2년 동안 지급되며, 참여자는 이것을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제

공하지 않는 훈련에 사용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우거나 훈련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취업한 고령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창업을 원하는 고령자

도 관련 지식을 교육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 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게도 6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와 뉴딜 고용주 합의

서(New Deal Employer Agreement)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은 고령자 뉴딜을 통해 

채용한 노동자를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에 고용

안정센터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채용한 고령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령자 뉴딜을 통해 신규 고령자를 채용한다는 이유

로 이미 고용된 고령자를 해고해서도 안 된다(황수경 외, 2004, pp. 137-138).

<표 1> 뉴딜 프로그램 별 지출 추이: 2002~2010     

(단위: 백만 파운드)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청년 뉴딜 178 215 211 153 134 208 219 159

25세이상 뉴딜 114 137 135 98 86 81 85 112

배후자 뉴딜 0 0 1 1 1 0 0 0

50세이상 뉴딜 3 3 3 1 0 0 0 0

장애인 뉴딜 16 28 65 68 73 78 36 49
한부모 뉴딜 18 20 24 26 42 60 30 34
유연한 뉴딜 0 0 0 0 0 0 0 286

주: 모든 수치는 근사치임. 2008-09년은 추정치, 2009/10년은 계획안 

자료: DWP, Departmental Report, 2009, p. 110

   

이와 같은 고령자 뉴딜이 뉴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뉴딜 프로그램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22) 2003년 4월에 노동자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lies Tax Credit) 제도를 포함하는 조세체계와 일부 

급여체계를 통합해서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소득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아동빈곤, 근로유인 감소, 근로연령계층에 지속되는 빈곤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OECD, 
2004,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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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년 이후에는 고령자 뉴딜에 대해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2003/04년 이후 고령자 뉴딜에 대한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가 도입

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23)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이 

표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뉴딜은 청장년층을 상대로 한 뉴딜과 달리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는데, 자발적인 참여는 그 특성상 강제참여에 비해 적은 비

용으로 비슷하거나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령자 뉴딜의 

경우 지출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고용증대 효과까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고령자 뉴딜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 급여가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

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1979년 보수당 정부의 집권 이후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

보조 제도의 수급기준이 강화되고 급여수준 또한 낮아졌지만, 장애관련 급여의 경우 

특별한 의학적 평가가 없더라도 수급자격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P. Tregeist & D. Grubb, 2006, p. 3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95년에 구직자 법을 도입하면서 장해급여도 장해평가를 통과한 경우

로 제한했는데, 이는 흔히 사회와 장애인에 대해 상호의무 개념을 도입하면서 장애 

관련 정책을 실업 관련 프로그램에 가깝게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OECD, 2004, 

pp. 86-87). 이러한 정책기조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되기까

지 했는데,24) 이는 모두 고령자의 노동비유인을 약화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

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도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러한 취업자 급여(in-work benefit) 제도는 복지급여와 취업을 연계시킴으로써 고령

자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데 비교적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06, pp. 

125-126). 

23) 고용연금부(DWP)에서 운영하던 고용 크레딧과 달리,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는 국세청(HMRC)에서 운

영되므로 고용연금부의 프로그램별 지출예산에서 제외된다.
24) 1999년에는 장애관련 급여 수급자에게 고용을 권유하기 위한 ‘장애인 뉴딜’을 도입하고. 2000년에는 장

해평가의 초점을 장해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것에서 노동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시켰

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일부 지역에 ’Pathways to Work'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2008년에 전국적

으로 확대), 장해급여 수급자에게 취업중심 면담(work-focused interview)에 대한 참가 의무를 부과하기

도 했다(앞의 글, 2006, pp. 34-36; S. Carcillo & D. Grubb, 2006, pp. 27-28).

영국 정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고용

주들도 고령인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OECD, 2004, pp. 97-98). 이러한 태도

를 변화시키기 위해, 영국은 대규모 홍보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령차별금지 캠

페인’(Age Positive Campaign)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1999년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고용이 제공하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9년 6월에는 ‘다

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줄곧 이 지침에 

부합되는 기업 사례들25)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 제정(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도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26)

4.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에 힘입어 고령친화적인 고용구조를 

선택한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부

분 유연한 퇴직제도, 유연한 근무방식, 연령차별 폐지,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통해 고령자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영국은 고령자 고용 현황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표 2>를 보자. 1995년과 2000년 이후를 비

교할 경우, 영국의 고용사정은 OECD 평균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2000년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할 경우,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고용사정이 

조금 나빠졌지만, 여기에는 미국과 남부유럽에서 비롯된 금융·재정위기가 놓여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인구집단에서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5-24세 집단의 

경우, 1995년보다 2000년대에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으며,27) 심지어 실업

25) 이에 대해서는,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dwp.gov.uk/age-positive/) 참조.
26)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 역시 다양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혹은 공동 노력 아래서 진행된다.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을 제정할 때부터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 영국경총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노인복지회(Age Concern), 고령화에 관한 경영자 포럼(the 
Employers Forum on age)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오늘날에도 120개 이상의 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홍보작업에 참여하고 있다(OECD, 2006, pp. 
104-107). 고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황수경 외, 2004, pp. 140-141). 때로는 비정부기구

가 고령자를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OECD, 2004, p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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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년 이후에는 고령자 뉴딜에 대해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2003/04년 이후 고령자 뉴딜에 대한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가 도입

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23)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이 

표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뉴딜은 청장년층을 상대로 한 뉴딜과 달리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는데, 자발적인 참여는 그 특성상 강제참여에 비해 적은 비

용으로 비슷하거나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령자 뉴딜의 

경우 지출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고용증대 효과까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고령자 뉴딜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 급여가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

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1979년 보수당 정부의 집권 이후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

보조 제도의 수급기준이 강화되고 급여수준 또한 낮아졌지만, 장애관련 급여의 경우 

특별한 의학적 평가가 없더라도 수급자격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P. Tregeist & D. Grubb, 2006, p. 3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95년에 구직자 법을 도입하면서 장해급여도 장해평가를 통과한 경우

로 제한했는데, 이는 흔히 사회와 장애인에 대해 상호의무 개념을 도입하면서 장애 

관련 정책을 실업 관련 프로그램에 가깝게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OECD, 2004, 

pp. 86-87). 이러한 정책기조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되기까

지 했는데,24) 이는 모두 고령자의 노동비유인을 약화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

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도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러한 취업자 급여(in-work benefit) 제도는 복지급여와 취업을 연계시킴으로써 고령

자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데 비교적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06, pp. 

125-126). 

23) 고용연금부(DWP)에서 운영하던 고용 크레딧과 달리,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는 국세청(HMRC)에서 운

영되므로 고용연금부의 프로그램별 지출예산에서 제외된다.
24) 1999년에는 장애관련 급여 수급자에게 고용을 권유하기 위한 ‘장애인 뉴딜’을 도입하고. 2000년에는 장

해평가의 초점을 장해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것에서 노동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시켰

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일부 지역에 ’Pathways to Work'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2008년에 전국적

으로 확대), 장해급여 수급자에게 취업중심 면담(work-focused interview)에 대한 참가 의무를 부과하기

도 했다(앞의 글, 2006, pp. 34-36; S. Carcillo & D. Grubb, 2006, pp. 27-28).

영국 정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고용

주들도 고령인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OECD, 2004, pp. 97-98). 이러한 태도

를 변화시키기 위해, 영국은 대규모 홍보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령차별금지 캠

페인’(Age Positive Campaign)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1999년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고용이 제공하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9년 6월에는 ‘다

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줄곧 이 지침에 

부합되는 기업 사례들25)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 제정(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도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26)

4.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에 힘입어 고령친화적인 고용구조를 

선택한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부

분 유연한 퇴직제도, 유연한 근무방식, 연령차별 폐지,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통해 고령자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영국은 고령자 고용 현황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표 2>를 보자. 1995년과 2000년 이후를 비

교할 경우, 영국의 고용사정은 OECD 평균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2000년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할 경우,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고용사정이 

조금 나빠졌지만, 여기에는 미국과 남부유럽에서 비롯된 금융·재정위기가 놓여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인구집단에서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5-24세 집단의 

경우, 1995년보다 2000년대에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으며,27) 심지어 실업

25) 이에 대해서는,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dwp.gov.uk/age-positive/) 참조.
26)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 역시 다양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혹은 공동 노력 아래서 진행된다.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을 제정할 때부터 영국노총(Trades Union Congress), 영국경총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노인복지회(Age Concern), 고령화에 관한 경영자 포럼(the 
Employers Forum on age)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오늘날에도 120개 이상의 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홍보작업에 참여하고 있다(OECD, 2006, pp. 
104-107). 고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황수경 외, 2004, pp. 140-141). 때로는 비정부기구

가 고령자를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OECD, 2004, p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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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는 2009-2011년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5-54

세 집단과 55-64세 집단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9-2011년에 실업율이 소폭 상

승하기는 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 특히 55-64세 집단의 경

우, 2000년대 들어 다른 두 집단보다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는 곧 최근의 금융·재정위기가 주로 15-24세 집단에게 가장 큰 폐해를 안겼음을 시

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상당부분 미국과 유럽의 금융·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55-64세 집단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사정이 청년실업이라는 희생의 대

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렵다.28)

고령자 집단의 고용성과가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성과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고령자 뉴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K. 

Jones, 2004, pp. 182-183) 부정적인 평가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

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을 줄이거나 기업

의 고용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황수

경 외, 2004, pp. 130-133). 영국에서 고령자의 고용율이 높아진 이유가 고령친화

적인 고용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경기호황으로 노동수요가 늘어났다는 사실로 설

명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는 평가도 존재한다(R. Disney & D. Hawkes, 2003, pp. 

62-67). 그렇다고 해도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했다는 측면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OECD, 2004, pp. 

140-142).29)     

27) 그렇지만 영국의 15-24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28) 영국 정부가 뉴딜 프로그램 10년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1997-2007년 사이에 뉴딜 프로그램의 도움

을 받아 취업한 인원이 약 185만 명에 달한다. 동 기간에 취업자는 280만 명으로 취업률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으며,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2007년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이상 장기실업급여 신청자수도 50만명 이상 감소하여 2007년 말 현재 12만 5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뉴딜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인 18-24세 장기 청년실업자는 1997년 수준(8만 5
천명)의 10분의 1도 안되는 7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해급여(Incapacity Benefit) 신청건수도 3/1 이
상 감소하였으며, 총 수급자수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장애인 취업률이 눈에 띄게 성장해 

1998년 봄부터 2007년 여름분기까지 9%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뉴딜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이 실

업상태를 탈피하도록 하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직장유지를 지원해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고 비판받고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DWP, 2008, pp. 5-6).
29) <표 2>에서 최근의 금융·재정위기 상황에서 55-64세 인구집단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받은 이유도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연도

15-24세 25-54세 55-64세

A B C A B C
전체　 남성　 여성　

A B C A B C A B C

영국

95 69.6 15.3 59.0 83.3 7.4 77.1 51.4 7.6 47.5 62.5 10.1 56.1 40.8 3.8 39.2

00 69.7 11.7 61.5 83.9 4.4 80.2 52.7 4.4 50.4 63.2 5.5 59.7 42.5 2.7 41.4

09 64.0 19.0 51.9 85.0 6.1 79.8 60.3 4.6 57.5 70.3 6.0 66.1 50.7 2.8 49.3

10 62.8 19.3 50.7 85.0 6.1 79.8 59.7 4.8 56.9 69.3 6.2 65.1 50.6 3.0 49.0

11 62.7 20.0 50.1 85.3 6.1 80.1 59.6 4.8 56.6 68.6 6.1 64.4 51.0 3.0 49.5

OECD

가중

평균

95 52.9 14.5 45.3 79.9 6.4 74.8 48.7 5.2 46.1 62.3 5.7 58.8 36.0 4.6 34.4

00 51.7 12.1 45.5 80.2 5.4 75.9 50.1 4.9 47.6 62.5 5.3 59.2 38.3 4.4 36.7

09 47.9 16.7 39.9 81.2 7.3 75.3 56.9 5.7 53.6 67.3 6.2 63.2 47.0 5.0 44.7

10 47.4 16.7 39.5 81.4 7.5 75.2 57.5 6.1 54.0 67.6 6.7 63.1 47.9 5.2 45.4

11 47.2 16.2 39.5 81.3 7.2 75.4 57.8 5.8 54.4 67.6 6.3 63.4 48.5 5.1 46.0

<표 2> 영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율의 추이: 1995-2011   

주: A=경제활동참가율; B=실업율, C=고용율   

OECD(2012), Employment Outlook, Statictical Annex, Pairs.

흥미로운 사실은 55-64세 인구집단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 

2>으로 돌아가 보자. 1995년과 2011년을 비교할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

에서 여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실업율의 경우 남성의 하락폭이 훨씬 크

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55-64세의 고용사정은 2000년대 들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그 정도는 남

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50-5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영

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앞의 책, pp. 

43-48),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성과는 대부분 여성 고령자의 고용확대로 집

약되는 셈이다.

영국에서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상당부분 시간제 고용

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표 3>를 보자. 영국의 경우, 장기 실업자 비율은 EU-15

개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지만, 시간제 고용비율은 전반적으로 높다. 다만 여

기에 상당히 큰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 EU-15개 국가들보다 약간 높지

만, 여성의 경우에는 EU-15개 국가들에 비해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곧 최근에 5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시

간제 고용의 확대,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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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는 2009-2011년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5-54

세 집단과 55-64세 집단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9-2011년에 실업율이 소폭 상

승하기는 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 특히 55-64세 집단의 경

우, 2000년대 들어 다른 두 집단보다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는 곧 최근의 금융·재정위기가 주로 15-24세 집단에게 가장 큰 폐해를 안겼음을 시

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상당부분 미국과 유럽의 금융·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55-64세 집단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사정이 청년실업이라는 희생의 대

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렵다.28)

고령자 집단의 고용성과가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성과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고령자 뉴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K. 

Jones, 2004, pp. 182-183) 부정적인 평가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

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을 줄이거나 기업

의 고용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황수

경 외, 2004, pp. 130-133). 영국에서 고령자의 고용율이 높아진 이유가 고령친화

적인 고용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경기호황으로 노동수요가 늘어났다는 사실로 설

명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는 평가도 존재한다(R. Disney & D. Hawkes, 2003, pp. 

62-67). 그렇다고 해도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했다는 측면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OECD, 2004, pp. 

140-142).29)     

27) 그렇지만 영국의 15-24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28) 영국 정부가 뉴딜 프로그램 10년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1997-2007년 사이에 뉴딜 프로그램의 도움

을 받아 취업한 인원이 약 185만 명에 달한다. 동 기간에 취업자는 280만 명으로 취업률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으며,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2007년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이상 장기실업급여 신청자수도 50만명 이상 감소하여 2007년 말 현재 12만 5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뉴딜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인 18-24세 장기 청년실업자는 1997년 수준(8만 5
천명)의 10분의 1도 안되는 7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해급여(Incapacity Benefit) 신청건수도 3/1 이
상 감소하였으며, 총 수급자수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장애인 취업률이 눈에 띄게 성장해 

1998년 봄부터 2007년 여름분기까지 9%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뉴딜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이 실

업상태를 탈피하도록 하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직장유지를 지원해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고 비판받고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DWP, 2008, pp. 5-6).
29) <표 2>에서 최근의 금융·재정위기 상황에서 55-64세 인구집단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받은 이유도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연도

15-24세 25-54세 55-64세

A B C A B C
전체　 남성　 여성　

A B C A B C A B C

영국

95 69.6 15.3 59.0 83.3 7.4 77.1 51.4 7.6 47.5 62.5 10.1 56.1 40.8 3.8 39.2

00 69.7 11.7 61.5 83.9 4.4 80.2 52.7 4.4 50.4 63.2 5.5 59.7 42.5 2.7 41.4

09 64.0 19.0 51.9 85.0 6.1 79.8 60.3 4.6 57.5 70.3 6.0 66.1 50.7 2.8 49.3

10 62.8 19.3 50.7 85.0 6.1 79.8 59.7 4.8 56.9 69.3 6.2 65.1 50.6 3.0 49.0

11 62.7 20.0 50.1 85.3 6.1 80.1 59.6 4.8 56.6 68.6 6.1 64.4 51.0 3.0 49.5

OECD

가중

평균

95 52.9 14.5 45.3 79.9 6.4 74.8 48.7 5.2 46.1 62.3 5.7 58.8 36.0 4.6 34.4

00 51.7 12.1 45.5 80.2 5.4 75.9 50.1 4.9 47.6 62.5 5.3 59.2 38.3 4.4 36.7

09 47.9 16.7 39.9 81.2 7.3 75.3 56.9 5.7 53.6 67.3 6.2 63.2 47.0 5.0 44.7

10 47.4 16.7 39.5 81.4 7.5 75.2 57.5 6.1 54.0 67.6 6.7 63.1 47.9 5.2 45.4

11 47.2 16.2 39.5 81.3 7.2 75.4 57.8 5.8 54.4 67.6 6.3 63.4 48.5 5.1 46.0

<표 2> 영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율의 추이: 1995-2011   

주: A=경제활동참가율; B=실업율, C=고용율   

OECD(2012), Employment Outlook, Statictical Annex, Pairs.

흥미로운 사실은 55-64세 인구집단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 

2>으로 돌아가 보자. 1995년과 2011년을 비교할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

에서 여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실업율의 경우 남성의 하락폭이 훨씬 크

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55-64세의 고용사정은 2000년대 들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그 정도는 남

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50-5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영

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앞의 책, pp. 

43-48),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성과는 대부분 여성 고령자의 고용확대로 집

약되는 셈이다.

영국에서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상당부분 시간제 고용

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표 3>를 보자. 영국의 경우, 장기 실업자 비율은 EU-15

개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지만, 시간제 고용비율은 전반적으로 높다. 다만 여

기에 상당히 큰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 EU-15개 국가들보다 약간 높지

만, 여성의 경우에는 EU-15개 국가들에 비해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곧 최근에 5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시

간제 고용의 확대,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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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시간제고용비율 　장기실업자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영국

1995 22.3 7.4 40.8 60.8 43.6 66.2 49.6 50.4 34.4

2000 23.0 8.6 40.8 43.2 28.0 48.1 33.7 47.3 32.0

2009 23.9 10.9 38.8 44.7 24.5 47.7 26.5 41.2 24.7

2010 24.6 11.6 39.4 52.6 32.6 57.2 37.2 46.9 30.9

2011 24.6 11.7 39.3 51.8 33.4 55.7 37.8 48.1 33.2

OECD 

평균

1995 11.6 5.4 20.2 49.3 33.5 48.3 32.7 50.4 34.4

2000 11.9 5.8 20.2 46.0 30.8 44.9 29.7 47.3 32.0

2009 16.4 8.8 26.1 40.5 23.7 40.0 23.0 41.2 24.7

2010 16.6 9.0 26.3 47.9 31.6 48.6 32.1 46.9 30.9

2011 16.5 9.1 26.0 48.4 33.6 48.5 34.0 48.1 33.2

한다.30) 사정이 이러하다면,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구조는 청년실업 유발가능성이

나 ‘고용없는 성장’ 문제에서 자유로울지 몰라도, 노동시장의 지나친 유연화(특히 여

성 고령자)에서 비롯된 고령자 빈부격차나 노후소득의 불안정성 문제에서는 자유롭

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표 3> 영국의 시간제 고용율과 장기실업율 추이: 1995-2011

자료: OECD(2012) 

복지나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한, 노동당 정부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과거 보

수당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79년 이후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노

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함께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보조 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했다. 후자는 주로 수급기준을 강화하거나 급여수준을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는데, 이는 모두 복지의존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K. Jones, 

2004, pp. 16-17). 그렇지만 1990년대 초반에 많은 수의 취업자․실업자들이 장해

급여와 같은 비고용 급여로 이동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점차 줄어들던) 실업급여 

30) 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는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고령노동자의 시간제 고용비율이 특히 

높은데, 2002년에는 50-64세의 여성 고령자 노동자의 약 51%가 시간제 고용이었는데, 이는 당시 OECD
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04, pp. 53-55). 

수급자까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그림 2> 참조), 보수당 정부는 복지급

여 수급자에게 고용의무를 부여하고자 시도했는데, 1995년 5월에 제정된 구직자법

(Jobseeker's Act)이 그 결과였다. 동법에 따라 구직자 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수당의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 합의서(jobseek's agreement)에 서명하고 고용 상

담자가 제시한 구직자 지침(jobseeker's direction)에 따라야 하며 2주마다 고용상담

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었다(K. Jones, 2004, pp. 69-88). 또한 동 법은 

구직자 수당의 수급자격을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로 제한하고 장해급여 수급기준도 

강화했는데, 이는 모두 구직자 수당 수급자에게 상당히 강한 구직의무를 부여함으로

써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 수급자까지 축소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대부분 노동당 정부의 ‘고용연계복지’ 정책으로 이어졌는

데, 후자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뉴딜’(New Deal)에서 ‘구직자 수당’이 핵심적인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물론 노동당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

책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고령화 대책에 관한 한 보수당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가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제기되었음을 감

안한다면, 이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당 정

부가 보수당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자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추가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1980년대 이후 고령

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다면31), 고령친화적 고용정

책에서 조차 노동당 정부가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설령 그렇

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31) 이는 주로 보수당 정부의 복지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설명된다(황수경 외, 200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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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시간제고용비율 　장기실업자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영국

1995 22.3 7.4 40.8 60.8 43.6 66.2 49.6 50.4 34.4

2000 23.0 8.6 40.8 43.2 28.0 48.1 33.7 47.3 32.0

2009 23.9 10.9 38.8 44.7 24.5 47.7 26.5 41.2 24.7

2010 24.6 11.6 39.4 52.6 32.6 57.2 37.2 46.9 30.9

2011 24.6 11.7 39.3 51.8 33.4 55.7 37.8 48.1 33.2

OECD 

평균

1995 11.6 5.4 20.2 49.3 33.5 48.3 32.7 50.4 34.4

2000 11.9 5.8 20.2 46.0 30.8 44.9 29.7 47.3 32.0

2009 16.4 8.8 26.1 40.5 23.7 40.0 23.0 41.2 24.7

2010 16.6 9.0 26.3 47.9 31.6 48.6 32.1 46.9 30.9

2011 16.5 9.1 26.0 48.4 33.6 48.5 34.0 48.1 33.2

한다.30) 사정이 이러하다면,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구조는 청년실업 유발가능성이

나 ‘고용없는 성장’ 문제에서 자유로울지 몰라도, 노동시장의 지나친 유연화(특히 여

성 고령자)에서 비롯된 고령자 빈부격차나 노후소득의 불안정성 문제에서는 자유롭

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표 3> 영국의 시간제 고용율과 장기실업율 추이: 1995-2011

자료: OECD(2012) 

복지나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한, 노동당 정부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과거 보

수당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79년 이후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노

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함께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보조 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했다. 후자는 주로 수급기준을 강화하거나 급여수준을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는데, 이는 모두 복지의존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K. Jones, 

2004, pp. 16-17). 그렇지만 1990년대 초반에 많은 수의 취업자․실업자들이 장해

급여와 같은 비고용 급여로 이동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점차 줄어들던) 실업급여 

30) 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는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고령노동자의 시간제 고용비율이 특히 

높은데, 2002년에는 50-64세의 여성 고령자 노동자의 약 51%가 시간제 고용이었는데, 이는 당시 OECD
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04, pp. 53-55). 

수급자까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그림 2> 참조), 보수당 정부는 복지급

여 수급자에게 고용의무를 부여하고자 시도했는데, 1995년 5월에 제정된 구직자법

(Jobseeker's Act)이 그 결과였다. 동법에 따라 구직자 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수당의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 합의서(jobseek's agreement)에 서명하고 고용 상

담자가 제시한 구직자 지침(jobseeker's direction)에 따라야 하며 2주마다 고용상담

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었다(K. Jones, 2004, pp. 69-88). 또한 동 법은 

구직자 수당의 수급자격을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로 제한하고 장해급여 수급기준도 

강화했는데, 이는 모두 구직자 수당 수급자에게 상당히 강한 구직의무를 부여함으로

써 장해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 수급자까지 축소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대부분 노동당 정부의 ‘고용연계복지’ 정책으로 이어졌는

데, 후자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뉴딜’(New Deal)에서 ‘구직자 수당’이 핵심적인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물론 노동당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

책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고령화 대책에 관한 한 보수당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가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제기되었음을 감

안한다면, 이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당 정

부가 보수당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자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추가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1980년대 이후 고령

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다면31), 고령친화적 고용정

책에서 조차 노동당 정부가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설령 그렇

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31) 이는 주로 보수당 정부의 복지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설명된다(황수경 외, 200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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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ECD 주요 회원국의 시간제 고용 비율 추이: 1995-2011

　

　

시간제 고용 비율 시간제 고용 중 여성의 비율

1995 2000 2009 2010 2011 1995 2000 2009 2010 2011

캐나다 18.8 18.1 19.3 19.4 19.9 68.8 69.1 67.4 67.3 66.6

프랑스 14.2 14.2 13.3 13.6 13.6 77.9 78.8 79.9 78.1 77.2

독일 14.2 17.6 21.9 21.7 22.1 86.3 84.5 80.4 80.5 79.2
스웨덴 15.1 14.0 14.6 14.0 13.8 76.8 72.9 64.2 63.3 62.8
영국 22.3 23.0 23.9 24.6 24.6 81.7 79.4 75.8 74.9 74.7
미국 14.0 12.6 14.1 13.5 12.6 68.7 68.1 66.5 66.9 65.6

주: 시간제 고용은 통상 주당 30시간 이하의 고용시간을 의미

자료: OECD(2012)

복지제도는 종종 고령자 고용장벽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

해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표 4> 참조) 복지제도를 고용과 연계시켜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결합될 경우, 고령친화적 고용구조를 확보하거나 연

금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지 몰라도, 고령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나타나면

서 노후소득의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제도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영국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듯 보인다.

 <표 5>를 보자. 영국은 상당히 큰 급여소득(earning) 격차를 보여주며, 저임금 노

동자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영국에서 고령자 고용확대가 주로 시간제 

고용(특히 여성 고령자) 확대로 설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자들(특히 여성 고

령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가능

성이 아니다. <표 6>에서 2000년 현재 영국의 노인인구 상대 빈곤율은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더욱이 이탈리아가 1980년대 중반에 비해 소폭이나마 개

선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영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노인빈곤 문제

가 악화되고 있다. <표 7>에서 영국 노인층의 상대중위소득은 2000년대 들어 조금

씩 높아졌지만,32) 2011년 현재 뗘-15개국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다.33) 노인층의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는데 빈곤문제는 악화되거나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표 5> OECD 주요 회원국의 소득격차1), 성별 임금격차2), 저임금 비율3)

급여소득격차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비율

9분위/1분위 9분위/5분위 5분위/1분위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캐나다 3.61 3.71 1.80 1.88 2.00 1.97 24 19 23.2 21.1

프랑스 3.10 2.89 1.95 1.98 1.59 1.46 10 14 .. ..
독일 3.05 3.20 1.79 1.76 1.70 1.82 21 21 15.9 20.5

스웨덴 2.35 2.23 1.69 1.62 1.39 1.38 15 14 .. ..
영국 3.46 3.57 1.90 1.97 1.82 1.81 25 18 20.4 20.6
미국 4.49 5.01 2.19 2.37 2.05 2.12 23 19 24.7 25.3

OECD 3.14 3.29 1.85 1.95 1.67 1.68 20 15 17.0 16.3
주: 1) 해당 분위 경계소득(decile limits of earnings)의 비율로 계산

   2)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 노동자 대비 여성 노동자의 중위소득 비율로 계산

   3) 중위소득의 2/3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노동자들의 비율

자료: OECD(2012) 

<표 6> OECD 주요 회원국의 노인인구 상대빈곤율 단위(%)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일 본 스 웨 덴 영 국 미 국

OECD

(24개국 

평균)

1980년대 

중반
10.80 16.60 12.80 23.00 5.20 8.90 21.90 14.70

1990년대 

중반
2.90 8.40 10.70 22.90 3.50 11.60 20.60 13.50

2000년 4.30 9.90 10.20 21.10 7.80 14.40 24.60 13.90

주: 빈곤선은 전인구 중위소득의 50%이며, 노인(Elderly)인구는 66세 이상을 지칭 

자료: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dataoecd/12/4/35445297.xls)

32) 아마도 여기에는,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금융·재정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특히 악

화되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을 것이다.
33) 2009년 7월 27자 BBC 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65세 이상 인구집단의 빈곤율이 EU에서 4번째로 높다

("UK elderly fourth poorest in EU"; http://news.bbc.co.uk/2/hi/uk_news/8169859.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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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ECD 주요 회원국의 시간제 고용 비율 추이: 1995-2011

　

　

시간제 고용 비율 시간제 고용 중 여성의 비율

1995 2000 2009 2010 2011 1995 2000 2009 2010 2011

캐나다 18.8 18.1 19.3 19.4 19.9 68.8 69.1 67.4 67.3 66.6

프랑스 14.2 14.2 13.3 13.6 13.6 77.9 78.8 79.9 78.1 77.2

독일 14.2 17.6 21.9 21.7 22.1 86.3 84.5 80.4 80.5 79.2
스웨덴 15.1 14.0 14.6 14.0 13.8 76.8 72.9 64.2 63.3 62.8
영국 22.3 23.0 23.9 24.6 24.6 81.7 79.4 75.8 74.9 74.7
미국 14.0 12.6 14.1 13.5 12.6 68.7 68.1 66.5 66.9 65.6

주: 시간제 고용은 통상 주당 30시간 이하의 고용시간을 의미

자료: OECD(2012)

복지제도는 종종 고령자 고용장벽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

해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표 4> 참조) 복지제도를 고용과 연계시켜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결합될 경우, 고령친화적 고용구조를 확보하거나 연

금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지 몰라도, 고령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나타나면

서 노후소득의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제도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영국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듯 보인다.

 <표 5>를 보자. 영국은 상당히 큰 급여소득(earning) 격차를 보여주며, 저임금 노

동자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영국에서 고령자 고용확대가 주로 시간제 

고용(특히 여성 고령자) 확대로 설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자들(특히 여성 고

령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가능

성이 아니다. <표 6>에서 2000년 현재 영국의 노인인구 상대 빈곤율은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더욱이 이탈리아가 1980년대 중반에 비해 소폭이나마 개

선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영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노인빈곤 문제

가 악화되고 있다. <표 7>에서 영국 노인층의 상대중위소득은 2000년대 들어 조금

씩 높아졌지만,32) 2011년 현재 뗘-15개국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다.33) 노인층의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는데 빈곤문제는 악화되거나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표 5> OECD 주요 회원국의 소득격차1), 성별 임금격차2), 저임금 비율3)

급여소득격차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비율

9분위/1분위 9분위/5분위 5분위/1분위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캐나다 3.61 3.71 1.80 1.88 2.00 1.97 24 19 23.2 21.1

프랑스 3.10 2.89 1.95 1.98 1.59 1.46 10 14 .. ..
독일 3.05 3.20 1.79 1.76 1.70 1.82 21 21 15.9 20.5

스웨덴 2.35 2.23 1.69 1.62 1.39 1.38 15 14 .. ..
영국 3.46 3.57 1.90 1.97 1.82 1.81 25 18 20.4 20.6
미국 4.49 5.01 2.19 2.37 2.05 2.12 23 19 24.7 25.3

OECD 3.14 3.29 1.85 1.95 1.67 1.68 20 15 17.0 16.3
주: 1) 해당 분위 경계소득(decile limits of earnings)의 비율로 계산

   2)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 노동자 대비 여성 노동자의 중위소득 비율로 계산

   3) 중위소득의 2/3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노동자들의 비율

자료: OECD(2012) 

<표 6> OECD 주요 회원국의 노인인구 상대빈곤율 단위(%)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일 본 스 웨 덴 영 국 미 국

OECD

(24개국 

평균)

1980년대 

중반
10.80 16.60 12.80 23.00 5.20 8.90 21.90 14.70

1990년대 

중반
2.90 8.40 10.70 22.90 3.50 11.60 20.60 13.50

2000년 4.30 9.90 10.20 21.10 7.80 14.40 24.60 13.90

주: 빈곤선은 전인구 중위소득의 50%이며, 노인(Elderly)인구는 66세 이상을 지칭 

자료: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dataoecd/12/4/35445297.xls)

32) 아마도 여기에는,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금융·재정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특히 악

화되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을 것이다.
33) 2009년 7월 27자 BBC 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65세 이상 인구집단의 빈곤율이 EU에서 4번째로 높다

("UK elderly fourth poorest in EU"; http://news.bbc.co.uk/2/hi/uk_news/8169859.stm).

외
국

의
 인

구
고

령
화

 대
응

 정
책

 동
향

489



고령자 고용 통계와 노인빈곤 통계는 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령자 고용확대가 대부분 (여성 고령자의) 시간제 고용

의 확대로 설명된다면, 그리고 시간제 고용이 1990년대 이후 줄곧 OECD 최고수준

(22~24%)을 보여주었다면, 과연 노인빈곤이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화와 무관하다

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은 복지제도를 고용과 연계시

켜 축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까지 지나치게 유연화함으로써, 고령자 고용확대나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목적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고령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노후소득의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제도의 또 다른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표 7> EU 주요국 노인집단의 중위상대소득(Median relative income)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U-15 0.88 0.87 0.87 0.88 0.89 0.91 0.92
독일 0.95 0.93 0.88 0.88 0.88 0.88 0.89

프랑스 0.94 0.92 0.97 1.03 1.01 1.04 1.07
스웨덴 0.92 0.94 0.9 0.89 0.88 0.89 0.88
영국 0.77 0.78 0.79 0.79 0.85 0.86 0.87

주: 1) 노인인구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지칭

   2) 중위상대소득은 0~59세 인구집단의 중위소득 대비 60 이상 인구집단의 중위소득의 비율로서, 여기서 ‘중위소득’은 ‘중위대등가처분

소득’(medi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홈페이지(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income_social_
     inclusion_living_conditions/data/main_tables)

5.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볼 때, 영국은 장애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의 수급기준을 강화하고 고령

친화적 고용구조의 장점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

고자 노력하면서, 고령자 뉴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

침’과 같은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을 통해 고령친화적 고용구조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

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고령자 고용사정은 고용관련 지표상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자 빈부격차의 확대나 노후소득의 불안정

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담겨 있다. 이는 모두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주로 노

동시장 유연화나 복지축소를 통해 추진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장치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정 국가나 지역이 세계화가 강요하는 경쟁압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복지축소나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고령친화

적 고용구조나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되거나 복지제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고용으

로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로빈곤’(Working Poor)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은 고령자 빈곤 문제와 노

후소득의 불안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듯 보인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면,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은 ‘근로빈곤’의 문제를 고령

층에게로 확대한 사례일지 모른다. 물론 이 정책은 청년실업의 유발하지 않으면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반쯤의 성공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

다. 청년실업이 장기화, 구조화될 경우 향후 노년층의 빈곤 혹은 불평등 문제도 악

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사실은 향후 노인빈곤 문

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기대할만한 사안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청년 고용 역시 근

로연계복지정책이나 뉴딜 프로그램의 성과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복지축소나 노동시장 유연화까지 놓여 있다면, 청년실업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복지제도가 축소된 상황에서 

노동시장까지 지나치게 유연화될 경우, 청년취업자의 상당수가 ‘근로빈곤’ 상태에 놓

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단순히 고령자 고용확대에 그치지 않고 노후소득의 안정

이라는 목적까지 충족해야 한다면, 영국의 경험은 결코 바람직한 사례가 되기 어렵

다. 고령친화적인 고용정책이 어느 정도의 복지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고 해도, 후자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전자

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고용확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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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통계와 노인빈곤 통계는 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령자 고용확대가 대부분 (여성 고령자의) 시간제 고용

의 확대로 설명된다면, 그리고 시간제 고용이 1990년대 이후 줄곧 OECD 최고수준

(22~24%)을 보여주었다면, 과연 노인빈곤이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화와 무관하다

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은 복지제도를 고용과 연계시

켜 축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까지 지나치게 유연화함으로써, 고령자 고용확대나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목적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고령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노후소득의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제도의 또 다른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표 7> EU 주요국 노인집단의 중위상대소득(Median relative income)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U-15 0.88 0.87 0.87 0.88 0.89 0.91 0.92
독일 0.95 0.93 0.88 0.88 0.88 0.88 0.89

프랑스 0.94 0.92 0.97 1.03 1.01 1.04 1.07
스웨덴 0.92 0.94 0.9 0.89 0.88 0.89 0.88
영국 0.77 0.78 0.79 0.79 0.85 0.86 0.87

주: 1) 노인인구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지칭

   2) 중위상대소득은 0~59세 인구집단의 중위소득 대비 60 이상 인구집단의 중위소득의 비율로서, 여기서 ‘중위소득’은 ‘중위대등가처분

소득’(median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홈페이지(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income_social_
     inclusion_living_conditions/data/main_tables)

5.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볼 때, 영국은 장애급여와 같은 비고용급여의 수급기준을 강화하고 고령

친화적 고용구조의 장점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

고자 노력하면서, 고령자 뉴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

침’과 같은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을 통해 고령친화적 고용구조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

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고령자 고용사정은 고용관련 지표상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자 빈부격차의 확대나 노후소득의 불안정

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담겨 있다. 이는 모두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주로 노

동시장 유연화나 복지축소를 통해 추진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장치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정 국가나 지역이 세계화가 강요하는 경쟁압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복지축소나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고령친화

적 고용구조나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되거나 복지제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고용으

로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로빈곤’(Working Poor)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은 고령자 빈곤 문제와 노

후소득의 불안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듯 보인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면,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은 ‘근로빈곤’의 문제를 고령

층에게로 확대한 사례일지 모른다. 물론 이 정책은 청년실업의 유발하지 않으면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반쯤의 성공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

다. 청년실업이 장기화, 구조화될 경우 향후 노년층의 빈곤 혹은 불평등 문제도 악

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사실은 향후 노인빈곤 문

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기대할만한 사안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청년 고용 역시 근

로연계복지정책이나 뉴딜 프로그램의 성과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복지축소나 노동시장 유연화까지 놓여 있다면, 청년실업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복지제도가 축소된 상황에서 

노동시장까지 지나치게 유연화될 경우, 청년취업자의 상당수가 ‘근로빈곤’ 상태에 놓

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이 단순히 고령자 고용확대에 그치지 않고 노후소득의 안정

이라는 목적까지 충족해야 한다면, 영국의 경험은 결코 바람직한 사례가 되기 어렵

다. 고령친화적인 고용정책이 어느 정도의 복지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고 해도, 후자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전자

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고용확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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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지 몰라도 노후소득의 안정이라는 노후복지제도의 또 다른 목표에 위배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영국의 고령친화적인 고용정책이 우리에

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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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고령화�현황과��

노년교육의�시사점”

나항진 l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 Brest시를 중심으로 유럽의 고령사회 현상과 노년 

교육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검토해 보는 데 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완만한 고령화의 진전

속도를 보이고, 제3의 인생(The Third Age)으로서 노년의 삶을 중요한 국가 사

회정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 노년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문직 은퇴자들

의 자발적인 조직과 클럽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노노(老-老) 상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가 ‘노인에 의한 교육’을 통해 세대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조직 활동과 비교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평생교

육의 진원지이며, 대학과 노인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와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각 도시를 중심으

로 결성된 은퇴자협회의 자율적 조직과 프로그램, 노인 재가시설 양로원에서의 

노년교육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

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노인 세대들의 클럽활동을 권장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조직 정비를 통해 노노(老-老) 상생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신장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U3A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세계의 노인세대와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년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전개할 수 있는 노년교육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유럽의 고령화 현황과 노년교육의 시사점

- 프랑스 Brest시를 중심으로 -

나항진1) 

1)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 Brest시를 중심으로 유럽의 고령사회 현상과 노년 

교육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검토해 보는 데 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완만한 고령화의 진전

속도를 보이고, 제3의 인생(The Third Age)으로서 노년의 삶을 중요한 국가 사

회정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 노년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문직 은퇴자들

의 자발적인 조직과 클럽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노노(老-老) 상생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가 ‘노인에 의한 교육’을 통해 세대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조직 활동과 비교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평생교

육의 진원지이며, 대학과 노인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와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각 도시를 중심으

로 결성된 은퇴자협회의 자율적 조직과 프로그램, 노인 재가시설 양로원에서의 

노년교육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

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노인 세대들의 클럽활동을 권장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조직 정비를 통해 노노(老-老) 상생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신장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U3A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세계의 노인세대와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년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전개할 수 있는 노년교육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유럽의 고령화 현황과 노년교육의 시사점

- 프랑스 Brest시를 중심으로 -

나항진1) 

1)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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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1세기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고령화’(aging) 현상을 들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인구

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장계층인 부양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장애를 초래한다.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완만하고 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니어붐

(senior-boom)으로 일컬어지는 베이비붐(baby-boom)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

로 편입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느 서구 유럽의 경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초창기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회원국의 하나로서 ‘노년인구국’2)으로 분류되고 있다. 프랑스는 1864년

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79년 ‘고령사회’가 되기까

지 115년이 소요되었다. 나아가 2018년경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50년 동안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30

개국 중 25개국이 유럽의 국가들이며, 유럽의 전체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 2010). 하지만 프랑스는 UN이 분석한 인구감소 예

상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민정책의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출산율의 감

소를 억제함으로써 유럽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프랑스 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 de Paris-Sorbonne, Paris IV)는 30여년 전부

터 노인대학(U3A :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을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2만

여 명에 달하는 60～70대의 남녀 노인들이 U3A에 등록하고 있다. 학습에 대한 욕

2) 한 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은 인구구조상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4% 미만인 경우에는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
7%는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나라는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코길(Cowgill, 1986)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10% 이상인 나라를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
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견해차는 인간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받은 50년대와 80년대의 시대적 관점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구가 큰 노인들은 대학의 방학기간 운영되는 5백 명 이상의 대단위 강좌에서도 좋

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서기를 반복한다(MBC TV, 1999). 프랑

스는 은퇴 후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약 70% 정도이나 개인별 경제적 격차

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U3A는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려는 대학의 교육적 노력의 일환이다. 또 한편으로 U3A는 경

직되지 않고 지적으로 늙어가고자 하는 프랑스 노인들의 자신감 있는 학습욕구의 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은 노인문제의 성격 변화와 사회복지적 접근 

및 사회문제적 시각의 한계성과 더불어 심리학에서의 ‘전생애발달’ 개념의 등장과 

교육학 내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는 학문적 변화양상으로부터 비롯

된다(나항진, 2011; 한정란, 2008; Cowgill, 1986; Jarvis, 1990). 따라서 프랑스 

노년교육의 역사적 맥락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의 평생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을 평생에 걸쳐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총체

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젊은 세대의 교육과 함께 노년교육3)의 중

요성을 동일하게 인식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노년교육은 더 이상 노인이 되어

서야 받게 되는 교육이 아닌 이미 젊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되

는 평생교육 자체이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에 발맞추어 평생교육

학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노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평생교

육의 한 분야로서의 노인교육의 당위성(신미식, 2007), 노인의 교육 참여 실태(이경

희, 2004), 노인 정보화 교육의 긍정적 가치(신용주, 2005), 노인교육 시장분석(박응

희, 2009), 노인교육의 성과, 과제, 전망(장미옥, 2008) 등이 연구되었다. 지금까지

3)  노년교육에 대한 정의는 Peterson(in Sherron & Lumsden, 1990), P. Jarvis(1990), Na(2009), 김종서

(1984) 등이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교육의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정란(2008)은 노년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집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노화과정 및 노인의 특

성에 관한 '노인에 관한 교육', 고령자의 지혜와 인생경험을 가치 있는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인에 

의한 교육'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노년교육은 모든 세대가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로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세대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적 실천과 연구를 의미한다.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498



1. 머리말

21세기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고령화’(aging) 현상을 들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인구

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장계층인 부양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장애를 초래한다.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완만하고 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니어붐

(senior-boom)으로 일컬어지는 베이비붐(baby-boom)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

로 편입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느 서구 유럽의 경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초창기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회원국의 하나로서 ‘노년인구국’2)으로 분류되고 있다. 프랑스는 1864년

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79년 ‘고령사회’가 되기까

지 115년이 소요되었다. 나아가 2018년경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UN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50년 동안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30

개국 중 25개국이 유럽의 국가들이며, 유럽의 전체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 2010). 하지만 프랑스는 UN이 분석한 인구감소 예

상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민정책의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출산율의 감

소를 억제함으로써 유럽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프랑스 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 de Paris-Sorbonne, Paris IV)는 30여년 전부

터 노인대학(U3A :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을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2만

여 명에 달하는 60～70대의 남녀 노인들이 U3A에 등록하고 있다. 학습에 대한 욕

2) 한 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은 인구구조상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4% 미만인 경우에는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
7%는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나라는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코길(Cowgill, 1986)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10% 이상인 나라를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
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견해차는 인간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받은 50년대와 80년대의 시대적 관점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구가 큰 노인들은 대학의 방학기간 운영되는 5백 명 이상의 대단위 강좌에서도 좋

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서기를 반복한다(MBC TV, 1999). 프랑

스는 은퇴 후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약 70% 정도이나 개인별 경제적 격차

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U3A는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려는 대학의 교육적 노력의 일환이다. 또 한편으로 U3A는 경

직되지 않고 지적으로 늙어가고자 하는 프랑스 노인들의 자신감 있는 학습욕구의 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은 노인문제의 성격 변화와 사회복지적 접근 

및 사회문제적 시각의 한계성과 더불어 심리학에서의 ‘전생애발달’ 개념의 등장과 

교육학 내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는 학문적 변화양상으로부터 비롯

된다(나항진, 2011; 한정란, 2008; Cowgill, 1986; Jarvis, 1990). 따라서 프랑스 

노년교육의 역사적 맥락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의 평생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을 평생에 걸쳐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총체

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젊은 세대의 교육과 함께 노년교육3)의 중

요성을 동일하게 인식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노년교육은 더 이상 노인이 되어

서야 받게 되는 교육이 아닌 이미 젊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되

는 평생교육 자체이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에 발맞추어 평생교육

학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노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평생교

육의 한 분야로서의 노인교육의 당위성(신미식, 2007), 노인의 교육 참여 실태(이경

희, 2004), 노인 정보화 교육의 긍정적 가치(신용주, 2005), 노인교육 시장분석(박응

희, 2009), 노인교육의 성과, 과제, 전망(장미옥, 2008) 등이 연구되었다. 지금까지

3)  노년교육에 대한 정의는 Peterson(in Sherron & Lumsden, 1990), P. Jarvis(1990), Na(2009), 김종서

(1984) 등이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교육의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정란(2008)은 노년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집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노화과정 및 노인의 특

성에 관한 '노인에 관한 교육', 고령자의 지혜와 인생경험을 가치 있는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인에 

의한 교육'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노년교육은 모든 세대가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로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세대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적 실천과 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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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은 노년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 도출, 요구조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유럽 여러 나라의 노년교육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아주 극소수일 정도(권순만, 2010)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의 여러 

국가 중 앞선 고령화에 따른 프랑스의 선진 노년교육 시스템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급진전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양적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성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

고 있다. 먼저 양적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진

입하는 2020년부터는 현재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고령 인구로 등

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70년대 이후의 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전의 고령자들과 다르게 높은 경제력과 학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

등교육의 기회를 누렸던 세대들이 점점 고령자 층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들의 높은 

노년교육 혹은 평생교육 활동 참여 현상이 예상된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노년교육학(educational gerontology)은 노인과 노화에 관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분야인 노년학(gerontology)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양적인 인구 고

령화 뿐 아니라 교육기회의 확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질적인 성장에 힘

입어 노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eterson, 1990). 노인이 교육적 관

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노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탄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근대 노년학의 역사는 생물학자이자 통계학자이며 최초의 노년학자인 

L.A. Quételet이 1835년 『인간의 본질과 그 능력의 발달』에서 연령단계에 따른 

인간의 능력 변화를 다루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후 생물학적 측면, 심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노년학(gerontology)’라는 용어가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과학적인 연구 분야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다(Peterson, 1990). 이어서 1941년 미국 사회과학 연구

회에서는 노년생활의 사회적 적응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학제적인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1945년 미국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 in America)가 창립되고,

1946년 『Journal of Gerontology』가 창간되었다. 1950년에는 벨기에의 Liege시

에서 처음으로 국제노년학회(IAG.: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가 조직되어 1951년부터 3년마다 국제노년학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

며, 1981년 7월 독일 함부르크(Hamburg)시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회부터는 매 4년

마다 개최하기로 변경되었고, 2005년부터는 노인의학 분야와 통합하여 

‘IAGG(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한정란, 2005). 그리고 앞으로 제 20회 국제노년학대회가 2013년 6월 23일

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년교육학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Peterson(1990)은 

노년교육학을 ‘성인교육과 노년사회학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연구 및 실천 분야’라고 

정의하고, 그 안에 노인들을 위한 교육, 일반인들에 대한 노화에 관한 교육, 그리고 

노화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준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등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Glendenning(1985)은 ‘노년교육학(Educational Gerontology)‘과 ’

노년학교육(Gerontological Education)‘을 구분하였다. 그는 노년교육학은 인생 후

기의 학습에 관한 학문으로, 그리고 노년학교육은 노년학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Jarvis(1990) 역시 노년교육학을 "노인들을 위한 교육, 노인과 

노화에 관한 교육,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을 위한 교육의 세 분야

를 포함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들과 노화에 관한 교육적 노력의 연구와 실

천"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대부분 노년교육학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교육과 일반인에 대한 노인에 관

한 교육, 그리고 전문인들에 대한 노년학 전문교육의 세 영역으로 한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내에서 한정란(2001)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노인의 학습과 관련된 노년교수학과 노인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노년학 교육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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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은 노년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 도출, 요구조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유럽 여러 나라의 노년교육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아주 극소수일 정도(권순만, 2010)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의 여러 

국가 중 앞선 고령화에 따른 프랑스의 선진 노년교육 시스템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급진전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양적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성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

고 있다. 먼저 양적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진

입하는 2020년부터는 현재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고령 인구로 등

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70년대 이후의 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전의 고령자들과 다르게 높은 경제력과 학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

등교육의 기회를 누렸던 세대들이 점점 고령자 층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들의 높은 

노년교육 혹은 평생교육 활동 참여 현상이 예상된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노년교육학(educational gerontology)은 노인과 노화에 관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분야인 노년학(gerontology)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양적인 인구 고

령화 뿐 아니라 교육기회의 확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질적인 성장에 힘

입어 노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eterson, 1990). 노인이 교육적 관

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노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탄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근대 노년학의 역사는 생물학자이자 통계학자이며 최초의 노년학자인 

L.A. Quételet이 1835년 『인간의 본질과 그 능력의 발달』에서 연령단계에 따른 

인간의 능력 변화를 다루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후 생물학적 측면, 심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노년학(gerontology)’라는 용어가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과학적인 연구 분야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다(Peterson, 1990). 이어서 1941년 미국 사회과학 연구

회에서는 노년생활의 사회적 적응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학제적인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1945년 미국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 in America)가 창립되고,

1946년 『Journal of Gerontology』가 창간되었다. 1950년에는 벨기에의 Liege시

에서 처음으로 국제노년학회(IAG.: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가 조직되어 1951년부터 3년마다 국제노년학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

며, 1981년 7월 독일 함부르크(Hamburg)시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회부터는 매 4년

마다 개최하기로 변경되었고, 2005년부터는 노인의학 분야와 통합하여 

‘IAGG(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한정란, 2005). 그리고 앞으로 제 20회 국제노년학대회가 2013년 6월 23일

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년교육학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Peterson(1990)은 

노년교육학을 ‘성인교육과 노년사회학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연구 및 실천 분야’라고 

정의하고, 그 안에 노인들을 위한 교육, 일반인들에 대한 노화에 관한 교육, 그리고 

노화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준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등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Glendenning(1985)은 ‘노년교육학(Educational Gerontology)‘과 ’

노년학교육(Gerontological Education)‘을 구분하였다. 그는 노년교육학은 인생 후

기의 학습에 관한 학문으로, 그리고 노년학교육은 노년학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Jarvis(1990) 역시 노년교육학을 "노인들을 위한 교육, 노인과 

노화에 관한 교육,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을 위한 교육의 세 분야

를 포함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들과 노화에 관한 교육적 노력의 연구와 실

천"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대부분 노년교육학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교육과 일반인에 대한 노인에 관

한 교육, 그리고 전문인들에 대한 노년학 전문교육의 세 영역으로 한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내에서 한정란(2001)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노인의 학습과 관련된 노년교수학과 노인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노년학 교육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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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여 노년교육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항진(2004)은 노인교육이란 노

인과 비노인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원리 및 실천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노년교육의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년교육이 위치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확고하

고 명확한 답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노년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년교육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관련된 학습활동 

즉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컨대, 허정무

(2000)는 성인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과 사회복지로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상호 중첩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교육의 역할분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미식(2007)도 복지위주, 인적자원개발 위주의 노인교육

에서 벗어나 노인을 배움의 주체이자 삶의 주체인 평생학습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독일 교육학의 담론분석을 통해 노인교육의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한 박응

희와 이병준(2009) 역시 노인교육의 문제를 교육학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지

금까지 타학문의 그늘에 가려졌던 교육학적 시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한정란(2005), 한준상(2002), 나항진(2004), 장미옥(2008) 

등도 평생교육에 무게중심을 둔 노년교육을 강조하였다. 반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대체로 노년교육의 학문적 논의보다는 노인복지 및 교육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의 요

구나 효과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권중돈, 2005; 정영미, 2009; 전

영숙, 양희택, 2009).

3. 프랑스의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항아리형 연령 피라미드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적 고령화는 20세기 초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

전 이후에 가속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는 고령인구의 증가추세가 

앞으로 5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김형수, 2003). 프랑스의 연령 피라

미드(age pyramid)는 고령인구의 뚜렷한 증가에 의해 항아리형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급속한 고령 인구의 증가로 항아리형 구조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 2010). 

프랑스는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급격한 속도로 고령인구에 편입되고 있다. 2004년도 인

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 기준, 프랑스 인구는 해외인구 181만 명을 포함

하여 6,237만 명으로 추계된다. 프랑스 인구규모는 독일 8,205만 명의 다음이며, 영

국 5,905만 명보다는 많은 구조로서 유럽의 25개국 전체인구의 13.1%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1월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6.2%로서 1995년에 비해 1.4%가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 60세 이상 인구가 20세 미만의 인구를 추월하게 될 전망

이다. 프랑스의 노령화지수는 91.45%이며, 노년부양비는 25%로서 생산가능인구

(15-64세) 4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NSEE, 2005). 

결혼은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인 공동생활약정 또는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e de Solidarite: civil partnership registrations)4)이라고 불리우는 PACS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김형수, 2003). 

2. 평균수명의 증가와 사망률의 감소

고대 로마인들의 평균수명은 22세였으며, 중세기 영국인들은 33세이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47세였다(최순남, 2008). 인간의 평균수명이 50세를 

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 ‘청춘의 샘’이라는 회춘의 생명수를 발

견하여 장수하였다는 프랑스 사람 폰세 데 레온(Juan Ponce de Leon)에 관한 전설

이 있고, 성경에서는 아담(Adam)과 노아(Noah) 등이 900세를 넘게 살았다고 기록

4) 프랑스가 1999년 11월에 제정한 시민연대협약(PACS)은 동거 커플을 보호하기 위한 독특한 제도로서 공

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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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여 노년교육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항진(2004)은 노인교육이란 노

인과 비노인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원리 및 실천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노년교육의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년교육이 위치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확고하

고 명확한 답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노년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년교육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관련된 학습활동 

즉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컨대, 허정무

(2000)는 성인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과 사회복지로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상호 중첩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교육의 역할분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미식(2007)도 복지위주, 인적자원개발 위주의 노인교육

에서 벗어나 노인을 배움의 주체이자 삶의 주체인 평생학습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독일 교육학의 담론분석을 통해 노인교육의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한 박응

희와 이병준(2009) 역시 노인교육의 문제를 교육학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지

금까지 타학문의 그늘에 가려졌던 교육학적 시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한정란(2005), 한준상(2002), 나항진(2004), 장미옥(2008) 

등도 평생교육에 무게중심을 둔 노년교육을 강조하였다. 반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대체로 노년교육의 학문적 논의보다는 노인복지 및 교육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의 요

구나 효과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권중돈, 2005; 정영미, 2009; 전

영숙, 양희택, 2009).

3. 프랑스의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항아리형 연령 피라미드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적 고령화는 20세기 초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

전 이후에 가속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는 고령인구의 증가추세가 

앞으로 5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김형수, 2003). 프랑스의 연령 피라

미드(age pyramid)는 고령인구의 뚜렷한 증가에 의해 항아리형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급속한 고령 인구의 증가로 항아리형 구조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 2010). 

프랑스는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급격한 속도로 고령인구에 편입되고 있다. 2004년도 인

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 기준, 프랑스 인구는 해외인구 181만 명을 포함

하여 6,237만 명으로 추계된다. 프랑스 인구규모는 독일 8,205만 명의 다음이며, 영

국 5,905만 명보다는 많은 구조로서 유럽의 25개국 전체인구의 13.1%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1월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6.2%로서 1995년에 비해 1.4%가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 60세 이상 인구가 20세 미만의 인구를 추월하게 될 전망

이다. 프랑스의 노령화지수는 91.45%이며, 노년부양비는 25%로서 생산가능인구

(15-64세) 4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NSEE, 2005). 

결혼은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인 공동생활약정 또는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e de Solidarite: civil partnership registrations)4)이라고 불리우는 PACS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김형수, 2003). 

2. 평균수명의 증가와 사망률의 감소

고대 로마인들의 평균수명은 22세였으며, 중세기 영국인들은 33세이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47세였다(최순남, 2008). 인간의 평균수명이 50세를 

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 ‘청춘의 샘’이라는 회춘의 생명수를 발

견하여 장수하였다는 프랑스 사람 폰세 데 레온(Juan Ponce de Leon)에 관한 전설

이 있고, 성경에서는 아담(Adam)과 노아(Noah) 등이 900세를 넘게 살았다고 기록

4) 프랑스가 1999년 11월에 제정한 시민연대협약(PACS)은 동거 커플을 보호하기 위한 독특한 제도로서 공

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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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오늘날의 실존기록에서는 1875년에 태어나 122세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

의 잔느 루이즈 클레망(Jeanne Louise Clement) 할머니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UN(2010)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 78.4세

에서 2005년 79.5세, 2010년에는 81.2세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증가 현상에 의한 프랑스 인구의 성장은 사망자 수가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의미 있는 결과이다. 2004년 3월부터의 월별 사망자 수는 지난 4년 동안에 나타난 

최저 기록보다도 낮다. 이러한 사망자의 감소 추세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지

만 65세 미만 계층의 감소보다 65세 이상 노년계층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크다. 결국 상대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

소(INSEE, 2005)는 프랑스의 2004년 유아사망률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정상 출생 

1,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유아사망률은 4.1명으로서 유럽평균치 4.5명을 밑돌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3.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출산율

오늘날 전 세계의 출산율은 약 2.56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는 대체율 2.1명5)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의 인구감소는 삶의 수준이 높아지리라는 

예상보다는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가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는 주장이 지배적이다(이현승, 김현진, 2008).

프랑스의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89명으로 유럽에서는 비교적 출산율 감소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UN, 2010 ; 대만「Statistical Yearbook」, 2010). 프

랑스는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대가족을 우대하는 세금 정책, 교육지원 정책 등을 시

5) 대체율이란 인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출산율 2.1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인구수준을 늘리

거나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말한다. 이 출산율에 따르면 여성 1,000명이 

2,100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며, 인류생식 생물학에 근거하면 이 아이들 중 1,020명이 여아로 태어

나고 이 중 20명은 가임연령까지 생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숫자이다. 결국 전 세대의 1,000명의 여

성을 대체할 다음 세대의 여성이 1,000명을 유지하게 된다.    

행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검진비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과 출산자녀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세금 감면 정책을 실

시하고 있다. 직장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둘째 아이까지 16주이며, 셋째 아이를 낳

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주를 주고 있다. 육아 부담도 사회와 공유하여 아

이가 만 3세가 되면 어머니를 대신하는 학교인 ‘에콜 마테르넬(Ecole Maternelle)’

에 보낼 수 있다. 프랑스는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를 투입하고 있으며,

공교육은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INSEE(2005)의 도시인구통계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녀출산 평균연령은 1994년에 28.8세였으나 2004년에는 

29.6세로 증가했다. 30세 이상의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1980년에 38%였

으나 2004년에는 2명 중 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

어나는 아이들이 더 많다. 이 비중은 1994년에 37.2%였으나 1999년에는 42.7%였

고, 2003년에는 46.2%로 늘어났다.

4. 노동시장의 변화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젊은 계층의 인구감소가 상당히 완화되어 

EU에서는 비교적 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

쳐 태어난 젊은 인구와 동시대에 양산된 노인인구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 역시 노동

시장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2005년 1월, 60세 이상의 인구는 

21.8%이며, ‘고령 노인(old-old)'이라 할 수 있는 75세 이상의 인구는 1962년에 

4.9%에 불과했으나 5년 전에는 7.7%로 늘어났고, 현재는 8.7%를 차지하고 있다.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증가의 EU 평균비율은 17%인데 비하여 프랑스는 

37%로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가 노동가능 연령대의 노화가 심각한 수준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인구변화에 따라 1997년부터 2015년 사

이의 고용증대는 50대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반 노

동직에서 2010년에는 25～40% 정도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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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오늘날의 실존기록에서는 1875년에 태어나 122세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

의 잔느 루이즈 클레망(Jeanne Louise Clement) 할머니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UN(2010)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 78.4세

에서 2005년 79.5세, 2010년에는 81.2세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증가 현상에 의한 프랑스 인구의 성장은 사망자 수가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의미 있는 결과이다. 2004년 3월부터의 월별 사망자 수는 지난 4년 동안에 나타난 

최저 기록보다도 낮다. 이러한 사망자의 감소 추세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지

만 65세 미만 계층의 감소보다 65세 이상 노년계층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크다. 결국 상대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

소(INSEE, 2005)는 프랑스의 2004년 유아사망률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정상 출생 

1,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유아사망률은 4.1명으로서 유럽평균치 4.5명을 밑돌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3.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출산율

오늘날 전 세계의 출산율은 약 2.56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는 대체율 2.1명5)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의 인구감소는 삶의 수준이 높아지리라는 

예상보다는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가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는 주장이 지배적이다(이현승, 김현진, 2008).

프랑스의 출산율은 2010년 현재, 1.89명으로 유럽에서는 비교적 출산율 감소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UN, 2010 ; 대만「Statistical Yearbook」, 2010). 프

랑스는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대가족을 우대하는 세금 정책, 교육지원 정책 등을 시

5) 대체율이란 인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출산율 2.1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인구수준을 늘리

거나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말한다. 이 출산율에 따르면 여성 1,000명이 

2,100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며, 인류생식 생물학에 근거하면 이 아이들 중 1,020명이 여아로 태어

나고 이 중 20명은 가임연령까지 생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숫자이다. 결국 전 세대의 1,000명의 여

성을 대체할 다음 세대의 여성이 1,000명을 유지하게 된다.    

행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검진비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과 출산자녀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세금 감면 정책을 실

시하고 있다. 직장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둘째 아이까지 16주이며, 셋째 아이를 낳

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주를 주고 있다. 육아 부담도 사회와 공유하여 아

이가 만 3세가 되면 어머니를 대신하는 학교인 ‘에콜 마테르넬(Ecole Maternelle)’

에 보낼 수 있다. 프랑스는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를 투입하고 있으며,

공교육은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INSEE(2005)의 도시인구통계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녀출산 평균연령은 1994년에 28.8세였으나 2004년에는 

29.6세로 증가했다. 30세 이상의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1980년에 38%였

으나 2004년에는 2명 중 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

어나는 아이들이 더 많다. 이 비중은 1994년에 37.2%였으나 1999년에는 42.7%였

고, 2003년에는 46.2%로 늘어났다.

4. 노동시장의 변화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젊은 계층의 인구감소가 상당히 완화되어 

EU에서는 비교적 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

쳐 태어난 젊은 인구와 동시대에 양산된 노인인구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 역시 노동

시장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2005년 1월, 60세 이상의 인구는 

21.8%이며, ‘고령 노인(old-old)'이라 할 수 있는 75세 이상의 인구는 1962년에 

4.9%에 불과했으나 5년 전에는 7.7%로 늘어났고, 현재는 8.7%를 차지하고 있다.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증가의 EU 평균비율은 17%인데 비하여 프랑스는 

37%로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가 노동가능 연령대의 노화가 심각한 수준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인구변화에 따라 1997년부터 2015년 사

이의 고용증대는 50대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반 노

동직에서 2010년에는 25～40% 정도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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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04). 이러한 노동력 부재현상은 퇴직 연령의 연장을 가져올 것이며, 자연적으

로 노동력의 고령화를 유발할 것이다.

프랑스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은퇴자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공공연금으로 생활하

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제도의 개혁과 추진에 골몰하고 있

다. 알랭 쥐페(Alain Juppé) 총리는 1995년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1개월가량의 전국

적인 장기파업에 밀려 연금개혁안을 철회하였으며, 결국 1997년 총선에서 실각하였

다. 하지만 2003년 7월에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회는 납입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연금법을 채택하였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özy) 대통령은 2010년에 노동계와 야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18년부터 62세로 늦추는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노동계도 저출

산과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고령화의 쇼크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4. 프랑스 노년교육의 역사적 발전

1. 프랑스 평생교육의 출발

프랑스 출신으로 평생교육 체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육

사상가는 꽁도르세(M. Condorcet)와 랑그랑(P. Lengrand)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혁명의 지도자로서 유명한 꽁도르세는 1791년, ‘교육에 관한 다섯 가지 각

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공교육의 전반적 조직에 관한 보고서 및 법안’이라는 교육

개혁안을 국민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는 가르치는 것이나 배우는 것은 자유이며 각자

에게 보장하는 공교육의 조직과 정비는 국민에 대한 사회의 의무이고, 교육은 어떤 

일정한 연령단계에서 종료되지 않고 모든 연령에 걸쳐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국가가 국민의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교육정책으로서 평생교육을 공교육 형태

로 다루어야 한다는 최초의 제안이었다. 그는 “교육이 학교를 졸업한 개인을 포기해

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교육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 배워서 

유효하지 않은 것은 없다.……적령기의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못지않게 성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Condorcet, 1970; 김도수,

1994; 조병준, 2004). 

또한 그는 ‘제2의 교육기회’라는 개념으로써 평생교육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꽁도

르세의 사상이 사회적 제도로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개인의 지적 욕구 

추구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개념으로서 2세기가 지난 1971년 드로르 법안(Loi 

Delors)6)이 공표된 후였다. 최근 프랑스는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이나 정년

보장을 요구하는 대신,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드로르 법안의 실질적인 시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향후 크게 

부족하게 될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고보다는 재교육이라는 방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다(조병준, 2003). 프랑스는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

나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을 통하여 50대 이상 직장인의 재교육 요청이 급증하고 있

는 추세이다.

현대적 의미의 평생교육론을 제창한 랑그랑(Paul Lengrand)은 1965년 12월 유

네스코(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성인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영속교육

(l'education permanente)’이라는 기조논문(working paper)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

기로 평생교육은 교육개혁의 지도이념으로서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

되었다. 이 논문은 영문 ‘Lifelong Education'으로 번역 발간되어 유네스코 가맹국

으로 발송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1950년대 이후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

켰다. 1971년에 제정된 드로르 법안에 따라서 대다수의 대학이 평생교육원을 설립

6) 드로르 법안(Loi Delors)은 1971년 7월 16일 공포되었으며, 기업의 직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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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04). 이러한 노동력 부재현상은 퇴직 연령의 연장을 가져올 것이며, 자연적으

로 노동력의 고령화를 유발할 것이다.

프랑스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은퇴자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공공연금으로 생활하

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제도의 개혁과 추진에 골몰하고 있

다. 알랭 쥐페(Alain Juppé) 총리는 1995년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1개월가량의 전국

적인 장기파업에 밀려 연금개혁안을 철회하였으며, 결국 1997년 총선에서 실각하였

다. 하지만 2003년 7월에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회는 납입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연금법을 채택하였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özy) 대통령은 2010년에 노동계와 야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18년부터 62세로 늦추는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노동계도 저출

산과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고령화의 쇼크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4. 프랑스 노년교육의 역사적 발전

1. 프랑스 평생교육의 출발

프랑스 출신으로 평생교육 체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육

사상가는 꽁도르세(M. Condorcet)와 랑그랑(P. Lengrand)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혁명의 지도자로서 유명한 꽁도르세는 1791년, ‘교육에 관한 다섯 가지 각

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공교육의 전반적 조직에 관한 보고서 및 법안’이라는 교육

개혁안을 국민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는 가르치는 것이나 배우는 것은 자유이며 각자

에게 보장하는 공교육의 조직과 정비는 국민에 대한 사회의 의무이고, 교육은 어떤 

일정한 연령단계에서 종료되지 않고 모든 연령에 걸쳐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국가가 국민의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교육정책으로서 평생교육을 공교육 형태

로 다루어야 한다는 최초의 제안이었다. 그는 “교육이 학교를 졸업한 개인을 포기해

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교육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 배워서 

유효하지 않은 것은 없다.……적령기의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못지않게 성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Condorcet, 1970; 김도수,

1994; 조병준, 2004). 

또한 그는 ‘제2의 교육기회’라는 개념으로써 평생교육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꽁도

르세의 사상이 사회적 제도로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개인의 지적 욕구 

추구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개념으로서 2세기가 지난 1971년 드로르 법안(Loi 

Delors)6)이 공표된 후였다. 최근 프랑스는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이나 정년

보장을 요구하는 대신,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드로르 법안의 실질적인 시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향후 크게 

부족하게 될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고보다는 재교육이라는 방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다(조병준, 2003). 프랑스는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

나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을 통하여 50대 이상 직장인의 재교육 요청이 급증하고 있

는 추세이다.

현대적 의미의 평생교육론을 제창한 랑그랑(Paul Lengrand)은 1965년 12월 유

네스코(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성인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영속교육

(l'education permanente)’이라는 기조논문(working paper)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

기로 평생교육은 교육개혁의 지도이념으로서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

되었다. 이 논문은 영문 ‘Lifelong Education'으로 번역 발간되어 유네스코 가맹국

으로 발송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1950년대 이후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

켰다. 1971년에 제정된 드로르 법안에 따라서 대다수의 대학이 평생교육원을 설립

6) 드로르 법안(Loi Delors)은 1971년 7월 16일 공포되었으며, 기업의 직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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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립기술직업학교

(CNAM : Conservatorie Nationale des Arts et Métiers)의 개교 200주년 기념행

사를 통해 평생교육은 대학의 주요 기능과 활동의 영역으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

다. 프랑스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은 프랑스가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일구어온 평

생교육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사회의 구조가 산업사

회에서 지식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평생교육원의 기능과 가치가 재평가되

기 시작하였다(조병준, 2003). 성인에 대한 재교육은 절대적인 필요조건으로 인식되

었으며, 기업은 대학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시스템은 직업교육과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1794년 이래로 국립기술교육원(CNAM :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etiers)과 같은 수많은 평생교육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 1971년의 샤

방-드로르 법안에 의해 기업체에서는 급여의 1.5%를 교육비로 지불하는 등 강제적

인 성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9% 정도를 부담한 기업도 있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학부와 

대학원생의 학위과정과 연구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사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경

쟁이 치열한 개방된 교육시장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실업자로 구분되며, 자

격은 직업적인 경험이 있거나 일정한 나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 다양한 직위와 연령인 모든 근로자들은 전문 직종을 수행하는 동안 학습할 권

리를 갖게 된다. 근로자들은 기업이나 공식적인 조직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유급

학습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실업자들은 실업수당과 고용되었던 기간에 따라 재취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프랑스 대학은 국가로부터 특정한 학위 프로그램을 수여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전일제 수업을 받는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

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을 관장하게 된다. 전문직 경력을 인정하는 학위 프로

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는 성인들이 다시 대학 교육시스템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전통

적인 대학의 학위 수여 기능을 개방하는 성과를 얻었다. 프랑스는 국방비보다도 많

은 정부총예산의 20%를 교육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INSEE, 2005). 

대학의 평생교육은 “삶 전체에 걸친 배움”이라는 유럽에서 발원한 평생교육의 이

념과 부합되고 있다. 평생교육 기관은 교육과 연구에 대한 가치를 내재한 영향력 있

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 장마리 삘로끄(Jean-Marie Filloque, 2001)는 평생교육 

기관은 ‘국제관계의 개방’, ‘원격교육’, ‘직업 경험을 통한 학습’ 등과 같은 현대의 

변화 발전하는 환경과 긴밀히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노년교육기관

프랑스는 각 지역에 Agir, Egee, Pivol, INRAC(Association for Active 

Retirement) 등과 같은 다양한 퇴직준비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설계하고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에 대한 준비

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준비단체들의 회원은 각계각층의 전문직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여가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박재간, 유성호, 1995).

프랑스에서는 ‘노년(old age)’이란 단어 대신 ‘제3의 인생(The Third Age)’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노년 혹은 노인이란 단어가 노년층의 역할을 축소하는 표현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삶은 아동기와 사춘기, 직업에 의한 경

제적 활동기, 직업으로부터 퇴직하는 시기,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시기 등 네 단계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애의 마지막 단계인 의존시기의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세 번째 단계인 퇴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The Third Age’를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제3의 인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범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노년교육

기관이 노인대학(U3A)이다.

U3A라고 지칭되는 노인대학은 1972년 삐에르 벨라스(Pierre Vellas)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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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립기술직업학교

(CNAM : Conservatorie Nationale des Arts et Métiers)의 개교 200주년 기념행

사를 통해 평생교육은 대학의 주요 기능과 활동의 영역으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

다. 프랑스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은 프랑스가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일구어온 평

생교육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사회의 구조가 산업사

회에서 지식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평생교육원의 기능과 가치가 재평가되

기 시작하였다(조병준, 2003). 성인에 대한 재교육은 절대적인 필요조건으로 인식되

었으며, 기업은 대학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시스템은 직업교육과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1794년 이래로 국립기술교육원(CNAM :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etiers)과 같은 수많은 평생교육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 1971년의 샤

방-드로르 법안에 의해 기업체에서는 급여의 1.5%를 교육비로 지불하는 등 강제적

인 성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9% 정도를 부담한 기업도 있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학부와 

대학원생의 학위과정과 연구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사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경

쟁이 치열한 개방된 교육시장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실업자로 구분되며, 자

격은 직업적인 경험이 있거나 일정한 나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 다양한 직위와 연령인 모든 근로자들은 전문 직종을 수행하는 동안 학습할 권

리를 갖게 된다. 근로자들은 기업이나 공식적인 조직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유급

학습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실업자들은 실업수당과 고용되었던 기간에 따라 재취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프랑스 대학은 국가로부터 특정한 학위 프로그램을 수여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전일제 수업을 받는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

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을 관장하게 된다. 전문직 경력을 인정하는 학위 프로

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는 성인들이 다시 대학 교육시스템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전통

적인 대학의 학위 수여 기능을 개방하는 성과를 얻었다. 프랑스는 국방비보다도 많

은 정부총예산의 20%를 교육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INSEE, 2005). 

대학의 평생교육은 “삶 전체에 걸친 배움”이라는 유럽에서 발원한 평생교육의 이

념과 부합되고 있다. 평생교육 기관은 교육과 연구에 대한 가치를 내재한 영향력 있

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 장마리 삘로끄(Jean-Marie Filloque, 2001)는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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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어 그 이듬해인 1973년 뚤루즈(Toulouse)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되었다. 뚤

루즈대학의  U3A 프로그램은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육체적․정신

적 활동을 장려하며, 지속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였다. U3A는 1972년 이후,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미국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노인대학의 재정은 회원의 등록비와 지역사회 대학 및 교육기관, 지역정부의 보조금

으로 운영된다.

5. 프랑스 노년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1. U3A

U3A는 일정한 수준의 선수학습을 마친 50세 이상의 성인후기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학점 중심의 대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편성

되어 있다. U3A는 단편적인  여가 및 취미교육 위주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개방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연령을 초월한 새로운 평생교육체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정은 회원의 등록비와 지역사회 대학,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

다.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 개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사회적 발달을 위한 교

육과정 등 총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자격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로서 적

당한 선수학습을 마치거나 독학을 통해 학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불어와 영어

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목표는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제3

의 인생(The Third Age)인 성인후기 학습자들이 삶의 경험을 통합하고 탐구하게 

하여 정의적․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세부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Lemieux, 1995). 첫째, 3

세대 노인들로 하여금 풍부한 대학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합하고 탐구하

게 한다. 둘째, 3세대 노인들의 교육적 지식과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3세대 노인들이 급속

한 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Brest시 은퇴자협회 프로그램

프랑스는 지역 도시마다 전문직 은퇴자들로 구성된 은퇴자협회전국연합이 조직되

어 있으며, 퇴직전 준비교육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1만여 개의 노인클럽(The

third age club)이 운영되고 있으며, 75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http://www.aines-ruraux.com, 

2007. 7. 9). 노인클럽은 친교활동을 비롯한 레크리에이션, 여행, 건강 프로그램 등과 전

문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서부지역에 위치한 브레스트은퇴자협회(Office des Retraités de Brest)는 

도심의 평범한 건물에 위치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과 클럽활동 장소로도 

사용가능한 일반강의실과 컴퓨터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항만도시의 특성에 따라 

요트, 낚시, 체육 등 클럽활동은 특별한 교육시설이 없이 지역 기관과의 연계체제에 

의해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공직․교육계에서 퇴직한 60세부터 85세 이상의 고령

자까지 2,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정보위원회를 비롯한 

체육․문화예술․가정방문․일반행정․클럽활동․노동 분야의 소위원회를 회원 스스

로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해당 위원회별로 개발되어 공지되며 브레

스트 지역의 퇴직자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ORB의 조직 및 구성

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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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였다. U3A는 197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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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세부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Lemieux, 1995). 첫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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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레스트 은퇴자협회 조직

이사회

(45명)

사무국

(10명)

직원

(유급 : 7명)

정보

위원회

체육

위원회

문화예술

위원회

가정방문

위원회

행정

위원회

클럽

위원회

노동

위원회

자료 : ORB. 2010 활동보고서. 2010에서 작성.

ORB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ORB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

공하며, 은퇴자들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 사회보장 제도 등을 안내하고, 인터넷 교

육, 노년학 관련 활동 등을 실시한다. 위원회별 주요 노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상담영역으로 재산상속, 노인소비자보호, 증여․기증, 부동산, 이웃 

교제, 손자녀 관계, 주거, 법적보호, 시민권리, 이혼, 연금 등이 있다. 둘째, 체육․건

강․레저활동 영역으로 노인체조, 아쿠아로빅, 수영, 경보, 산책, 축구, 자전거타기,

테니스, 탁구, 조정, 골프, 요가 등이 있다. 셋째, 문화예술 영역으로 영어회화, 꽃꽂

이, 카드놀이, 합창, 숫자․글자놀이, 재봉, 스포츠댄스, 민속무용, 포크댄스, 컴퓨터,

미술, 자수, 비디오 시청, 상호세대간 이해 프로그램, 미디어 이용 행사, 지역사회 

역사 회상 프로그램, 사교모임 등이 있다. 넷째, 사회봉사 영역으로 거동불편 고령자 

돌보기, 주거서비스, 노인학대예방 등이 있다. 다섯째, 대외관계 영역으로 독서 및 

구연을 위한 클럽활동, 지역대학(UBO) 노년학 프로그램, 고령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은퇴자전국연합회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섯째, 직업교육 영역으로 다양한 재취업알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ORB의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은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별로 개발되고 

전개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은퇴자들의 법률적 문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유산상속,

증여․기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분야가 전체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은퇴자 재취업 알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세대 간 유대 증진을 위한 행사를 꾸준히 갖고 있으며, 거동불

편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은퇴자들의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스포츠댄스, 민속무용,

합창,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ORB는 지역의 브르따뉴옥시당딸대학(UBO)의 

노년학 프로그램인 ‘은퇴 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2000년도 은퇴자전

국연합회(UNIORPA: l'Union Nationale des Instances de coordination, Offices 

et Réseaux de Personnes Agées)의 의제인 ‘가족과 노인 1․2․3․4․5세대’ 선

택에도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노인학대 세미나의 토론 등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노인활동 네트워크’ 행사의 기획, 농촌 고령자들

의 참여 유도 등 대외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UBO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프랑스에서 고령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은 브르따뉴(Bretagne) 

지방이다. 이 지역의 고령화는 출산율의 감소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

역으로 이주하는 젊은층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브르따뉴의 고령화는 이 지역에 

새로운 전기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자연적으로 증가한 노인계층의 구조는 프랑스 

브르따뉴 지역의 브레스트(Brest)시에 위치한 대학인 브르따뉴옥시당딸대학교(UBO 

: l'Université de Bretagne Occidentale) 의과대학이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인병 관련 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 UBO는 노인학 분

야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

람들이 선도적인 노인학을 배우기 위해 UBO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고 있다(김형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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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레스트 은퇴자협회 조직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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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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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 7명)

정보

위원회

체육

위원회

문화예술

위원회

가정방문

위원회

행정

위원회

클럽

위원회

노동

위원회

자료 : ORB. 2010 활동보고서. 2010에서 작성.

ORB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ORB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

공하며, 은퇴자들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 사회보장 제도 등을 안내하고, 인터넷 교

육, 노년학 관련 활동 등을 실시한다. 위원회별 주요 노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상담영역으로 재산상속, 노인소비자보호, 증여․기증, 부동산, 이웃 

교제, 손자녀 관계, 주거, 법적보호, 시민권리, 이혼, 연금 등이 있다. 둘째, 체육․건

강․레저활동 영역으로 노인체조, 아쿠아로빅, 수영, 경보, 산책, 축구, 자전거타기,

테니스, 탁구, 조정, 골프, 요가 등이 있다. 셋째, 문화예술 영역으로 영어회화, 꽃꽂

이, 카드놀이, 합창, 숫자․글자놀이, 재봉, 스포츠댄스, 민속무용, 포크댄스, 컴퓨터,

미술, 자수, 비디오 시청, 상호세대간 이해 프로그램, 미디어 이용 행사, 지역사회 

역사 회상 프로그램, 사교모임 등이 있다. 넷째, 사회봉사 영역으로 거동불편 고령자 

돌보기, 주거서비스, 노인학대예방 등이 있다. 다섯째, 대외관계 영역으로 독서 및 

구연을 위한 클럽활동, 지역대학(UBO) 노년학 프로그램, 고령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은퇴자전국연합회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섯째, 직업교육 영역으로 다양한 재취업알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ORB의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은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별로 개발되고 

전개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은퇴자들의 법률적 문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유산상속,

증여․기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분야가 전체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은퇴자 재취업 알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세대 간 유대 증진을 위한 행사를 꾸준히 갖고 있으며, 거동불

편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은퇴자들의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스포츠댄스, 민속무용,

합창,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ORB는 지역의 브르따뉴옥시당딸대학(UBO)의 

노년학 프로그램인 ‘은퇴 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2000년도 은퇴자전

국연합회(UNIORPA: l'Union Nationale des Instances de coordination, Offices 

et Réseaux de Personnes Agées)의 의제인 ‘가족과 노인 1․2․3․4․5세대’ 선

택에도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노인학대 세미나의 토론 등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노인활동 네트워크’ 행사의 기획, 농촌 고령자들

의 참여 유도 등 대외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UBO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프랑스에서 고령화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은 브르따뉴(Bretagne) 

지방이다. 이 지역의 고령화는 출산율의 감소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

역으로 이주하는 젊은층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브르따뉴의 고령화는 이 지역에 

새로운 전기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자연적으로 증가한 노인계층의 구조는 프랑스 

브르따뉴 지역의 브레스트(Brest)시에 위치한 대학인 브르따뉴옥시당딸대학교(UBO 

: l'Université de Bretagne Occidentale) 의과대학이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인병 관련 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 UBO는 노인학 분

야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

람들이 선도적인 노인학을 배우기 위해 UBO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고 있다(김형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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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브레스트 시는 브르따뉴 연안에서 양식되고 있는 다양한 

어자원의 영향으로 지역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성장은 프랑스 텔레콤

(France Télécom), 톰슨(Thomson)전자 등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젊은 노동력이 다

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의 학생교류제도인 에라스무스

(Erasmus)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대학인 UBO는 낮은 출생률에도 불구하고 

매년 800여명의 유럽연합 학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 평생교육원은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특성화 교육과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직은 전

문 학습설계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BO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특성화 교육과정으로서의 노년학 분야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등록생은 3,000여명으로 공학, 과학, 매니

지먼트, 법학, 인문학, 보건학, 화학, 해양학, 환경학, 생물학, 인류학, 언어학, IT산

업, 컴퓨터, 정보통신, 노년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노년학 프로그램에는 가장 많은 600여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

로 보건학 500명, 언어학 400명 순이다. 노년학 프로그램에는 의사, 변호사, 간호사,

노인 이벤트행사 전문가, 자원봉사자, 미용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 등 노년교육․복

지를 담당하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들의 수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UBO가 노년학 분야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고, 고령화사회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노인관련 직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4. 생떽쥐베리 양로원 프로그램

브레스트 시립양로원인 ‘루이즈 르 루(Louise Le Roux)’양로원은 거리이름을 따

서 생떽쥐베리(Centre St-Exupéry)양로원으로 불리고 있다. 외양은 도심의 평범한 

아파트와 같아서 특별하게 웅장하거나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 양로원에는 75세부터 최고령 102세의 할머니까지 120여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노인전문가로 조직되어 있다. 이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3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이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나는 노인도 발생

하고 있다. 식사와 주거시설, 의료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는 의미 외에는 

생활 전반이 일반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1주일에 한번은 지역의 노인들이 컴

퓨터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립양

로원은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유급 외부강사를 초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로

원 직원들이 기능을 익혀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노인들에 의해서 퀼트와 같은 특별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프랑스 노인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생떽쥐베리 양로원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은 프랑스 국영 제3방송(FR3 TV)이 2001년에 ‘내 얼굴의 주름과 함께

(Avec Mes Quelques Rides)’라는 제목의 지역뉴스로 제작하여 전국에 방영하였다

(FR3 TV, 2001). 그 내용은 노인들 스스로가 꾸민 패션쇼, 청소년문제에 대한 토

론 및 세대 간 대화, 역사유적지 탐방, 체육활동, 몰래카메라 제작 등 노인들의 관심

사와 흥미를 담아낸 것이므로 노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브레스트(Brest)시의 루이즈 르 루(Louise Le Roux) 양로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는데, 노인들이 직접 해설을 맡아 노인 여가

활동을 소개하였다.

 1) 양로원에서의 패션쇼

노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개인에게 활동을 제한하고 운동성과 활동, 참여를 감소시

키도록 하는 시기이다(Peterson, 1983). 그러나 루이즈 르 루 양로원은 지역 의상실

의 협찬을 받아 노인 패션쇼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를 유도하고,

노인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가족임을 확인케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생

애과정 속에서 계속 발달하며 성취 욕구가 유지된다는 것과, 이러한 욕구의 성취는 

개인의 행복한 생활, 나아가서 자아실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김형

수, 2003). 구체적으로 노인들은 과거의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진 

등을 통해 의상, 헤어칼라, 메이크업 등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는다.

노년에는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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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브레스트 시는 브르따뉴 연안에서 양식되고 있는 다양한 

어자원의 영향으로 지역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성장은 프랑스 텔레콤

(France Télécom), 톰슨(Thomson)전자 등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젊은 노동력이 다

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의 학생교류제도인 에라스무스

(Erasmus)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대학인 UBO는 낮은 출생률에도 불구하고 

매년 800여명의 유럽연합 학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 평생교육원은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특성화 교육과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직은 전

문 학습설계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BO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특성화 교육과정으로서의 노년학 분야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등록생은 3,000여명으로 공학, 과학, 매니

지먼트, 법학, 인문학, 보건학, 화학, 해양학, 환경학, 생물학, 인류학, 언어학, IT산

업, 컴퓨터, 정보통신, 노년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노년학 프로그램에는 가장 많은 600여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

로 보건학 500명, 언어학 400명 순이다. 노년학 프로그램에는 의사, 변호사, 간호사,

노인 이벤트행사 전문가, 자원봉사자, 미용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 등 노년교육․복

지를 담당하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들의 수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UBO가 노년학 분야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고, 고령화사회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노인관련 직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4. 생떽쥐베리 양로원 프로그램

브레스트 시립양로원인 ‘루이즈 르 루(Louise Le Roux)’양로원은 거리이름을 따

서 생떽쥐베리(Centre St-Exupéry)양로원으로 불리고 있다. 외양은 도심의 평범한 

아파트와 같아서 특별하게 웅장하거나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 양로원에는 75세부터 최고령 102세의 할머니까지 120여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노인전문가로 조직되어 있다. 이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3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이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나는 노인도 발생

하고 있다. 식사와 주거시설, 의료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는 의미 외에는 

생활 전반이 일반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1주일에 한번은 지역의 노인들이 컴

퓨터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립양

로원은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유급 외부강사를 초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로

원 직원들이 기능을 익혀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노인들에 의해서 퀼트와 같은 특별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프랑스 노인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생떽쥐베리 양로원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은 프랑스 국영 제3방송(FR3 TV)이 2001년에 ‘내 얼굴의 주름과 함께

(Avec Mes Quelques Rides)’라는 제목의 지역뉴스로 제작하여 전국에 방영하였다

(FR3 TV, 2001). 그 내용은 노인들 스스로가 꾸민 패션쇼, 청소년문제에 대한 토

론 및 세대 간 대화, 역사유적지 탐방, 체육활동, 몰래카메라 제작 등 노인들의 관심

사와 흥미를 담아낸 것이므로 노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브레스트(Brest)시의 루이즈 르 루(Louise Le Roux) 양로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는데, 노인들이 직접 해설을 맡아 노인 여가

활동을 소개하였다.

 1) 양로원에서의 패션쇼

노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개인에게 활동을 제한하고 운동성과 활동, 참여를 감소시

키도록 하는 시기이다(Peterson, 1983). 그러나 루이즈 르 루 양로원은 지역 의상실

의 협찬을 받아 노인 패션쇼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를 유도하고,

노인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가족임을 확인케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생

애과정 속에서 계속 발달하며 성취 욕구가 유지된다는 것과, 이러한 욕구의 성취는 

개인의 행복한 생활, 나아가서 자아실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김형

수, 2003). 구체적으로 노인들은 과거의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진 

등을 통해 의상, 헤어칼라, 메이크업 등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는다.

노년에는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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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발달 이론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미 노인이 되어도 학습능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한준상, 2002). 노인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노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을 전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

인들의 학습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

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회상교육 프로그램 

노인은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창고이다. 노년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회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 세기를 살아온 노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인생 역정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자활감을 고취하게 된다. 자신들의 과거 중 행복

했던 일, 기억에 남는 사건,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주변의 동료들과 반추하고 되돌아

봄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노인세대가 더 이

상 무가치한 세대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가치를 전수하는 창의적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3) 세대공동체 프로그램 

세대공동체는 여러 세대 혹은 연령집단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Sherron & Lumsden, 1990).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6・25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

다. 세계대전을 겪은 프랑스 노인들이 느끼는 전쟁의 잔상은 공통적으로 잔인하고 

비극적일 것이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시점을 주제로 세대공동체 학습집단을 형성하

여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공통 관심과 시각을 도출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공

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은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나항

진, 2011). 브레스트 중심가에 있는 지하 50m의 방공호에서 '세계 2차 대전 방공호

를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것이 세대공동체 실현의 좋은 예이다.

 4) 체육 여가활동

노인들은 팀을 구성하여 공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황당한 해프닝을 만드는 '몰

래 카메라'를 제작하여 노인들 스스로가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다. 또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전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옛날 추억의 영화를 

좋아하고, 그 시절의 배우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 샹송 듣기는 양로원 로

비에 카세트를 틀어놓고 앉아서 흘러간 노래를 듣고, 간혹 조용히 춤을 추기도 한다.

루이즈 르 루 양로원 노인들의 24시를 지켜본 프랑스 젊은이들은 ‘우리도 30, 40

년 후면 저렇게 노인이 된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인다.’고 술회하고 있다. 프

랑스 노인들은 재취업에 관심 갖기보다는 취미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인상적이다. 또한 은퇴자협회의 노인들의 활동에서는 사회에 공헌하고 영향을 주

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노인이 되어도 좋겠다’라

는 배경은 노인세대를 이해하는 심리사회적 풍토의 조성이며, 선진 노인문화를 형성

해 나갈 세대 간의 공동 노력이다. 단편적이고 강제적이며 무료한 여가생활의 연속

이 아닌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는 노인들의 일상을 구현할 사회 각 분야의 관심

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프랑스는 노년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실천, 노년기를 비중 있는 발달단계로 인

식하는 평생교육 체제의 지속적인 정비, 그리고 노인세대 스스로가 노년의 삶을 책

임지려는 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노년교육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대학이 주관하는 U3A 프로그램은 이미 세계 여러 선진국으로 확산되었다.

노년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기업부담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시 은퇴자협회를 통한 전문직 은퇴자들의 클럽활동과 동

년 집단을 돕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노년단체의 활동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프랑스 고령화 현황과 이와 관련한 시사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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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발달 이론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미 노인이 되어도 학습능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한준상, 2002). 노인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노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을 전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

인들의 학습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

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회상교육 프로그램 

노인은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창고이다. 노년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회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 세기를 살아온 노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인생 역정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자활감을 고취하게 된다. 자신들의 과거 중 행복

했던 일, 기억에 남는 사건,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주변의 동료들과 반추하고 되돌아

봄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노인세대가 더 이

상 무가치한 세대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가치를 전수하는 창의적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3) 세대공동체 프로그램 

세대공동체는 여러 세대 혹은 연령집단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Sherron & Lumsden, 1990).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6・25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

다. 세계대전을 겪은 프랑스 노인들이 느끼는 전쟁의 잔상은 공통적으로 잔인하고 

비극적일 것이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시점을 주제로 세대공동체 학습집단을 형성하

여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공통 관심과 시각을 도출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공

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공동체 프로그램은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나항

진, 2011). 브레스트 중심가에 있는 지하 50m의 방공호에서 '세계 2차 대전 방공호

를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것이 세대공동체 실현의 좋은 예이다.

 4) 체육 여가활동

노인들은 팀을 구성하여 공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황당한 해프닝을 만드는 '몰

래 카메라'를 제작하여 노인들 스스로가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다. 또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전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옛날 추억의 영화를 

좋아하고, 그 시절의 배우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 샹송 듣기는 양로원 로

비에 카세트를 틀어놓고 앉아서 흘러간 노래를 듣고, 간혹 조용히 춤을 추기도 한다.

루이즈 르 루 양로원 노인들의 24시를 지켜본 프랑스 젊은이들은 ‘우리도 30, 40

년 후면 저렇게 노인이 된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인다.’고 술회하고 있다. 프

랑스 노인들은 재취업에 관심 갖기보다는 취미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인상적이다. 또한 은퇴자협회의 노인들의 활동에서는 사회에 공헌하고 영향을 주

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노인이 되어도 좋겠다’라

는 배경은 노인세대를 이해하는 심리사회적 풍토의 조성이며, 선진 노인문화를 형성

해 나갈 세대 간의 공동 노력이다. 단편적이고 강제적이며 무료한 여가생활의 연속

이 아닌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는 노인들의 일상을 구현할 사회 각 분야의 관심

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프랑스는 노년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실천, 노년기를 비중 있는 발달단계로 인

식하는 평생교육 체제의 지속적인 정비, 그리고 노인세대 스스로가 노년의 삶을 책

임지려는 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노년교육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대학이 주관하는 U3A 프로그램은 이미 세계 여러 선진국으로 확산되었다.

노년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기업부담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시 은퇴자협회를 통한 전문직 은퇴자들의 클럽활동과 동

년 집단을 돕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노년단체의 활동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프랑스 고령화 현황과 이와 관련한 시사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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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우리나라의 고학력 베이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2010). 고령화를 앞서 경험

한 프랑스의 노년교육 현황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노인세대는 단순히 소극적인 노년교육의 수급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개척해 나가는 주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년교육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세대들의 클럽활동을 권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정비를 통해 

노노(老-老) 상생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프랑스 은퇴자협회의 전문직 은퇴자

들의 자발적인 노노 프로그램은 노인 스스로의 역량으로 노년교육의 주체이며 수급

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단체는 전문성을 갖춘 노인단

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운영도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다. 노인 스스로가 보람과 흥미를 느끼는 

'노인에 의한 교육'이 실천될 때 세대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안으로 프

랑스 은퇴자협회의 위원회별 조직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리나라의 전문직 은퇴

자들의 집단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과 같은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의 언어교육, 학습부조, 대학생 진로특강 등 은퇴자들

이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신장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U3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들이 다른 나라의 노인들과 폭 넓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U3A는 대학이 주도하는 노년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U3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노년교육의 역할과 기능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도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대학은 가장 높은 수

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소유한 교양교육, 전문교육의 중심이기 때문에 노년교육의 

중심이 되어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최소수혜계층의 하

나인 노인이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신을 삶을 창조적으로 구성해 가는 것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된다(나항진, 2010).

셋째,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할 수 있는 노년교육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프랑스 Brest시립양로원의 노인들이 만들어내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프로

그램은 기품과 재미가 어우러지는 여가활동이며, 그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러한 노년교육 프로그램은 시설 종사자들은 물론 전문

가들의 전문적 지원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교육 프

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안으로 노년교육 시설 등

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꾸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노년 학습자들의 학

습욕구를 파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부터 5년

간 16개 시도의 대학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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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우리나라의 고학력 베이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2010). 고령화를 앞서 경험

한 프랑스의 노년교육 현황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노인세대는 단순히 소극적인 노년교육의 수급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개척해 나가는 주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년교육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세대들의 클럽활동을 권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정비를 통해 

노노(老-老) 상생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프랑스 은퇴자협회의 전문직 은퇴자

들의 자발적인 노노 프로그램은 노인 스스로의 역량으로 노년교육의 주체이며 수급

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단체는 전문성을 갖춘 노인단

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운영도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다. 노인 스스로가 보람과 흥미를 느끼는 

'노인에 의한 교육'이 실천될 때 세대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안으로 프

랑스 은퇴자협회의 위원회별 조직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리나라의 전문직 은퇴

자들의 집단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과 같은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의 언어교육, 학습부조, 대학생 진로특강 등 은퇴자들

이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신장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U3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들이 다른 나라의 노인들과 폭 넓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U3A는 대학이 주도하는 노년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U3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노년교육의 역할과 기능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도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대학은 가장 높은 수

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소유한 교양교육, 전문교육의 중심이기 때문에 노년교육의 

중심이 되어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최소수혜계층의 하

나인 노인이 사회의 주체가 되어 자신을 삶을 창조적으로 구성해 가는 것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된다(나항진, 2010).

셋째,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할 수 있는 노년교육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프랑스 Brest시립양로원의 노인들이 만들어내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프로

그램은 기품과 재미가 어우러지는 여가활동이며, 그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러한 노년교육 프로그램은 시설 종사자들은 물론 전문

가들의 전문적 지원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교육 프

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안으로 노년교육 시설 등

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꾸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노년 학습자들의 학

습욕구를 파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부터 5년

간 16개 시도의 대학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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