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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

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

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수록, 노인단독세대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도시노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더 높은 빈

곤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도시노인가구가 농촌노인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빈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수준은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

해 현저히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빈곤감은 다소 낮은 빈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농촌노인가구,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 주관적 경제수준, 생활만족

수준

1. 서론

빈곤의 문제는 모든 시 , 모든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존재해 왔다. 1960년  이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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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평균 소비수준은 꾸준히 높아졌고 절 빈곤가구는 

감소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하 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다수의 빈곤층이 농촌과 도시 모든 지

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낮아진 사망률과 1970년  이래 감

소한 출생률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로 노인의 기술적․사회적인 참여가 위축되었으며 거기에 사회적인 노후 소득보장의 미흡, 핵

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개인적인 노후준비의 미흡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년기의 장기화 등으로 노후 소득문제는 노인빈곤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는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2000년에 7.2%로 ｢고

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07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

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07 고령자통계).

또한 산업화로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게 되면서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로 노인

인구가 남아있게 되어 고령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HAC June, 2006). 통계청의 ‘2005년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읍․면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37.1%(1,618,385명)이며, 그 

중 혼자 사는 노인 수는 40.5%(656,194명)이고 노인부부만 사는 경우도 22.8%(369,790명)가 되어 노

인만 살고 있는 가구가 농촌노인가구의 약 63.3%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농촌의 노동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었고 

이와 함께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사회에서 가족에 의해 부양되어져 왔던 노령자 부양에 심

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촌에 남겨진 노인들의 60% 이상은 자신이 직접 생계

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통계청, 2008) 여전히 농업의 고된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부분의 농

촌노인들이 평생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심한 퇴행성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이환되어 있고,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어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즉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 고령화의 진전

은 농촌노인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농촌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하나의 커

다란 사회문제로서 국가적 관심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나 정부시책들은 주로 인구가 집되어 있는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농

촌지역 노인의 빈곤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농촌노인의 소득수준(박광희․한혜경, 

2002; 최현수․류연규, 2003; 김지은, 2004; 박 식, 2004; 강덕기, 2005)이나 주관적 경제상태(이수

애․이경애, 2002; 조효정, 2005; 유수상, 2007)를 독립변수 중 하나로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

역 노인의 빈곤상황은 이정우․이성림(2001), 이홍규(2003), 박준기․황의식․문한필(2005)의 연구에

서 밝히고 있는 농촌지역 가구의 빈곤율 추계를 통하여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농촌노

인가구의 빈곤율에 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논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의 높은 고령화 추세로 농촌노인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 적으로 소홀하게 다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가구에 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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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을 비교하고, 가구규모별 절 적 빈곤율, 상 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

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지역의 비노인가구, 도시지역 노인가구 및 전체가

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노인의 빈곤화 경향

1960년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의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반면, 농업구조를 열악하게 만들어 농촌의 상 적 빈곤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공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지역 중심의 정책으로 1960년  이후 매년 30-40만명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1960년  28%이던 도시화율이 70년 에는 41%, 80년에는 57%, 2000년

에는 79%로 크게 높아졌다(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7).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 정책은 1차산업인 농림업의 근 화를 이루지 못한 단계에서 2차 산업인 

광공업 부문에만 집중투자 하면서 경제구조가 불균형적인 모형을 갖게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도시와 농촌 간에 상 적 소득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 으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의 이농이 극

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노령화율은 2002년에 16.6%에서 2005년에는 18.6%로 증가하여 

도시지역 7.2%의 약 2.6배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5). 또한 농가소득도 2007년 기준 연평균 31,976

천원인 반면, 도시가구의 소득은 40,111.2천원으로 약 25.4%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도․농간 큰 

소득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농가부채도 2007년 말 기준 가구평균 29,946천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통계청, 2007). 

WTO체제의 출범으로 1986년 시작된 농산물 무역관세와 일반협정(GATT)체제는 농업분야를 포

함하여 세계교역질서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이 국제적인 농산물 시장 개

방 하에 놓이게 되었다(송석봉, 1995). UR협상은 우리 농업의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며, 경쟁력이 

낮은 농산물에 해서는 농가의 소득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농현상이 이 시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의 주 작물인 쌀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 으며, 더욱이 외국 여러 나라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농산물 수요의 감

소는 가격하락의 문제를 야기하여 점차적으로 농업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젊은 

층의 농촌이탈의 현상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빈곤화를 촉진하여 농촌노인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이농에 따른 가족형태의 핵가족화와 가족주의의 쇠퇴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변화시켜 

자녀들에게 그들의 노후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빈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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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동현상으로 자녀세  역시 경제적 상황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고령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소

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농사일이나 일당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건강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상의 어려움은 의료비 문제를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지속시키는 경향이다.

이와 같이 농촌노인의 빈곤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따른 노동력 저하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의 농업여건의 악화, 이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노년기 이전의 소득불충분

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부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에서 연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도 농촌의 생산연령인구의 도시지역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노인단독가

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인구의 노인부양에 한 부담과 농촌노인의 빈곤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2) 농촌노인의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농촌노인의 빈곤율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

인의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향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되어지고 있으

며, 질적연구를 통해 농촌노인의 빈곤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도 있다. 또한 농촌가구

의 빈곤율을 추계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결과들을 통하여 이전의 농촌노인의 빈곤 추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질적연구인 박승희(2000)의 “농촌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욕구생성의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는 

수입이 부족한 가구, 즉 빈곤가구가 24.05%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의 주요 수입원으로는 가족과 토

지, 노동력인데, 노인들에게 노동력과 토지가 있건 없건 가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

면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농촌노인의 빈곤한 삶의 모습이 응

답들을 통하여 현실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논농사, 밭농사, 텃밭에 상추 재배하고, 품 팔고 해서 고기나 좀 재워 묵고 ... ”산다. “작년에 쌀 43

포, 맥주 보리 44포를 해서 130만 원 정도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나 기계 값 갚고 조합 빚 갚고 나면 

남는 것 없다. “직장 있는 사람은 몸만 나가면 돈 나오는데 농촌은 돈 빌려서 농사짓고 소출해서 갚으

면 도롱이다.”, “아들이 연 5-6회 정도 찾아오는데 한 번씩 올 때마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용돈

을 주고 간다.”, “한기가 자주 오고 피곤제, 오만 군데가 다 아프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해 논도 다 

팔아 묵고 그랬다. 마누라도 허리가 삐뚤어져 있어 꿈직이지도 못한다. 피부약, 소화제, 몸살 약... 돈 

갖고 몸 부질하고 있다.”, “시골 노인네들 다 마찬가질 끼다.”

농촌노인의 소득수준을 다른 변인과의 향관계 분석이나 생활실태에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농촌노인의 빈곤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최현수․류연규, 2003; 장래성, 2004; 유수상, 2007),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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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박광희․한혜경, 2002; 이수애․이경미, 2002; 장래성, 2004; 정경희 외, 2005; 유수상, 

2007), 노인단독가구일수록(임평자, 1994; 박충선, 1996; 최현수․류연규, 2003)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유수상(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76.4%이고, 89%가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다수의 

수급자들이 낮은 경제상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촌노인의 경제수준에 해 도시노인과 비교하고 있는 연구들(김득희․황경열, 1998; 최현수․류

연규, 2003)에서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

국농촌경제연구원(2000)의 ｢농촌노인의 생활향상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주관적 경제상

태를 비교하고 있는데, 농촌노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상태를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61.8%로 도시노

인에 비해 13%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04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경희 외, 2005)에서는 농촌노인이 48.6%인 반면에 도시노인이 50.6%로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노인의 소득수준을 생활만족도의 향요

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박광희․한혜경(2002)과 유수상(2007)의 연구에서도 각각 35.5%와 89.0%의 농

촌노인이 주관적 경제상태가 생활하기 어려운 편으로 답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을 우울증 결정요인

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수애․이경미(2002)의 연구에서는 36.1%,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고용현

(2006)의 연구에서는 40.4%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

구의 결과을 종합해 보면, 시간과 지역적 상자의 차이로 응답의 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

나 농촌노인의 월 소득수준이 상 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감이 비교

적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요인에 한 연구에서는(박광희․한혜경, 2002; 양점도․유춘택, 2004; 

배진희, 2004) 농촌노인의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생활만족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경제상태는 생활만족수준과 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정우․이성림(2001), 이홍규(2003), 박준기․황의식․문한필(2005)의 연구에서 추계하고 

있는 농촌가구의 빈곤율을 <그림 1>과 같이 결합하여 농촌노인의 빈곤율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정우․이성림(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농촌가구의 빈곤율이 45.78%에서 19.60%까지로 도시가구

의 빈곤율 18.69%에서 4.72%사이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1998년 

사이는 이정우․이성림(2001)의 연구와 이홍규(2003)의 연구가 겹치고 있는 부분으로 빈곤율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홍규(2003)의 연구와 박준기․황의식․문한필(2005)의 연구가 겹치

고 있는 1998년에서 2001년 사이는 거의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세 연구결과의 

차이는 모두 겹쳐진 1998년의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동시에 확인되는데, 이 세 연구 모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추계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

른 분석자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정우․이성림(2001)의 연구에서는 우경제연구소에서 제

공한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이홍규(2003)의 연구와 박준기․황의식․문한필

(2005)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농가경제통계’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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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가구에 비해서 농촌가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농촌노인의 빈곤율은 농촌가

구의 빈곤율의 경향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농촌노

인의 경우 농촌가구를 상으로 한 빈곤율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농 가구의 빈곤율 추이

3) 빈곤선 계측방식

(1) 절대적 빈곤선

절 적 빈곤이란,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 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으로, 빈곤의 개념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 적인 

양을 설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최근 공식적인 최저생

계비의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가구규모를 고려한 전물량방식으로 계측

이 이루어져 신뢰성을 가진 빈곤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

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동조 제1항) 이를 위한 계측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3항)(사회복지위원회,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보장선’이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와 각종 복지제도의 실질적인 선정과 급여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는 국민최저

선에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계가 있으며, 좀 더 욕구에 응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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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욕구를 가진 집단별로, 즉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추가비용을 산출한다.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으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

생계비와 가구균등화 지수의 곱으로 산정된다.

                         PLjr = PLAr × HES

                        PLjr :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

              PLAr : 표 가구의 지역별 최 생계비,  HES : 가구균등화지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은 가구규모별 기본경비(공통경비)와 지역별 가구규모별 점유형태별 

주거비에 개인별 추가지출액을 합하여 산정된다.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별 기본경비(공통경비)+지역별 가구규모별․점유형태별 주거비 

+개인별 추가지출액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는 서로 다른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지닌 가구는 현

실적으로 서로 다른 효용수준을 갖는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구성형태가 서로 상이한 가

구들 간의 서로 다른 효용 수준을 동일한 효용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출 비율로 정의된

다. 

표준가구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이며, 남성 가구주의 연령은 40세, 여성 배우자의 연

령은 37세, 첫째 자녀의 연령은 11세, 둘째 자녀의 연령은 9세로 설정되었다. 

지역별 구분은 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누고 있으며, 농촌가구의 추가비용 산출 근거는 ｢전

국가계조사｣(2006)와 ｢국민생활실태조사｣(1차 조사)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노인포함 4인가구는 노

인비포함 4인가구에 비해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지출수준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최저생계비는 평균 최저생계비 비 0.86 정도(연구자 산정)로 산정되고 있다.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산정은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개인과 각각의 귀속적․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즉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 등에 해 다른 사람 혹은 가구와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 특정 품목

에 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 감안할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 추가비용의 산정에서 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란 4인 가구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

인인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노인으로 인한 추가적

인 욕구로 인한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노인가구의 추가비용 = 공통비목 추가비용 - 공통비목 감소비용 + 특수비목 추가비용

노인성인균등화 지수 0.7723은 표준가구의 1인당 평균 성인균등화 지수 0.6551이나 연령별 가중 성

인균등화 지수 0.7492보다 상 적으로 크며, 이것은 노인 생계비가 비노인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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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6년도의 가중치로 계산하면 노인 1인에 해 16,579원이 감소되는 비용으로 

산출된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유형별, 세 별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촌노인가구에 

해서도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면과 노인이라는 인구유형적인 특성이 고려된 가중값이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용되어 제시된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표준최저

생계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2007년 농어촌가구 최저생계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

여 2006년 농어촌가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 고, 표준최저생계비와 농어촌가구 최저생계비에 노인성

인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각각 도시노인가구와 농촌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정하 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균등화지수 0.38136 0.61754 0.81869 1 1.16786 1.32572

표 최 생계비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농어 가구 400,127 647,929 858,979 1,049,211 1,225,333 1,390,962

도시노인가구 410,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농 노인가구 383,548 631,350 842,400 1,032,632 1,204,754 1,374,383

<표 2-1>   최 생계비

월(단위 : 원)

(2) 상대적 빈곤선

상 적 빈곤은 ‘상 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주로 불평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수준과 비하여 상 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의 생활필수품이란 절 적이라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 성을 가진다고 봄으

로써 ‘필요의 상 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 of Needs)’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이정우, 1991).

상 적 빈곤 개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그 기준을 소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출로 할 것인가

와, 평균값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위값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빈곤선을 몇 %로 정할 것인가에 관

한 것들이다. 최근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보다는 지출수준이 오히려 생활수준의 지표로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평균소득의 40%(50%, 60%...)를 기준선으로 하며 상 적 빈곤율 산출방식은 

아래의 식과 같다.

t = Yit × 

                     t : 기 연도 최 생계비

     Yit : 기 연도 기구규모별 소득( 는 지출)의 추정치, : 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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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 적 빈곤선을 산출하기 위하여 총생활비를 사용하 으며, 상 적 빈곤선으로 ｢전

국가계조사｣(2006)에서 ‘평균가계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455비율, ‘중위가계지출’을 이용할 경우에

는 0.524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총생활비’ 평균의 0.50비율을 <표 2-2>와 같이 상 적 

최저생계비로 제시하 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총생활비

평균 50%기
318,775 587,197 985,529 1,308,800 1,350,335 1,365,542

<표 2-2>  상  최 생계비

월(단위 : 원)

(3) 주관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빈곤개념이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은 자신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이 주관적인 평가를 토 로 하여 빈곤을 정

의하면 사람들의 생활에 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홍규, 

2003).

이것은 빈곤을 개개인의 느낌과 욕구 그 자체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나 라이덴(Leyden)방

식과 같은 계측방법이 가장 표적인 주관적 계측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물어 이를 토 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게 

된다(유정원, 2000). 

라이덴(Leyden)방식은 네덜란드의 라이덴(Leyden) 학을 중심으로 발전된 기법으로, 자기 자신

의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에 해 내린 평가를 종합해서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저생계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보다 높게 응답하고 소

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소득보다 낮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최일섭 외, 1999). 이 때 주관적으로 느끼

는 최저생계비와 일치하는 소득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것으로,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반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상황에 따른 편향성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주관적 빈곤선 계측방법으로 간

주되고 있다. 

Leyden 방식에 의한 주관적 빈곤의 최저생계비 회귀방정식은 가족수와 가계소득을 변수항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lnym = β0 + β1lnfs + β2lny + ε

ym : 주 으로 응답한 최 생계비   fs : 가족수   y : 가계소득,

β0, β1, β2 : 각 회귀계수   ε : 오차항

본 연구 상으로 위와 같은 회귀방정식을 세우기 위하여 가족수와 가계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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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응답한 최저생계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표 2-3>과 같이 지역․세 별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

으며, 그에 따라 각각 회귀방정식을 세웠다.

구분

농 노인가구

(lnym1)

농 비노인가구

(lnym2)

도시노인가구

(lnym3)

체

(lnym4)

β t β t β t β t

constant(β0) 69971.147 5.275*** 222657.698 6.093*** -5810.460 -.064 181381.027 2.521*

가족수(β1) 60671.477 7.937*** 82678.446 7.185*** 165746.244 3.745*** 165442.287 7.071***

가계소득(β2) .568 43.314*** .470 40.338*** .510 9.126*** .450 20.234***

수정된 R2 .762 .592 .097 .041

F 2270.945*** 1328.651*** 128.551*** 400.826***

*** P < .001   ** P < .01   * P < .05

<표 2-3>  주  최 생계비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lnym1 = 69971.147 +60671.477lnfs + 0.568lny + ε

               lnym2 = 222657.698 +82678.446lnfs + 0.470lny + ε

               lnym3 = -5810.460 +165746.244lnfs + 0.510lny + ε

               lnym4 = 181381.027 +165442.287lnfs + 0.450lny + ε 

위에서 제시된 회귀방정식에 의하여 <표 2-4>와 같이 지역․세 별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하

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가구

농 노인가구 301,043 475,314 706,385 880,657 1,140,129 1,286,000

농 비노인가구 540,336 787,515 1,175,693 1,258,371 1,482,049 1,658,728

도시노인가구 363,936 682,682 1,001,428 1,269,174 1,842,921 2,008,667

체 571,823 872,266 1,352,708 1,653,150 1,908,592 2,074,035

<표 2-4>  주  최 생계비

월(단위 : 원)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 다. 이 조사 데이터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1,400만 가구)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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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층화집락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총 7,072가구에 가구원 14,469명을 추출하 으며, 2006년 11월 1

일에서 12월 30일 사이 16개 시도지역에서 직접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밖에 2006년 농촌노인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 및 빈곤율 산출을 위해서 통계청 자료와 보도자료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하 다.

2) 분석방법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에서 서울, 광역시, 시를 도시지역으로, 군과 

도농복합군을 농촌지역으로 분류하 다.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농촌노인가

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 절 적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별

(65-69세, 70-74세, 75-80세, 80세 이상), 성별, 수급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비수급가구), 가구형

태(노인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손 ․자녀동거가구)에 따라 빈곤율을 비교하 다. 둘째, 농촌노인가구

와 기타 다른 가구군, 즉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를 상으로 ‘2006년 한국의 사회지

표’(통계청, 2006)에서 제시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 적 빈곤율과 조사 상가구의 가구규모별 

평균 총생활비를 중심으로 한 상 적 빈곤율, 주관적으로 응답한 평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주

관적 빈곤율을 가구규모별로 비교하 다. 셋째,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매우 가난, 가난, 보

통, 부유, 매우 부유)과 생활만족수준(매우 불만족, 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체로 만족, 매우 만

족)을 지역․세 별로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 실태를 나타내는 가장 표적인 지

표인 빈곤율을 사용하 다.

빈곤율(Head-count Ratio : HR)은 전체 가구 중에서 소득(또는 지출)수준이 주어진 빈곤선 이하

인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HR( x, π ) = 


HR : 빈곤율,  q :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수, 

n : 체 가구수,  x : 가구소득,   π : 빈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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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절대적 빈곤율 비교

(1)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

<표 2-1>의 농촌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을 <표 

4-1>과 같이 산출하 다. 

구      분 최 생계비이하(명) 체(명) 빈곤율(%)

성   별
   여  성 447 857 52.2

   남  성 265 561 47.2

연   령

 65세 - 69세 187 465 40.2

 70세 - 74세 201 425 47.3

 75세 - 79세 165 278 59.4

 80세 이상 159 250 63.6

수 여부
 수 106 154 68.8

 비수 606 1264 47.9

가구형태

 노인1인가구 204 362 56.4

 노인부부가구 233 442 64.4

 손․자녀동거가구 69 216 31.9

계 712 1418 50.2

<표 4-1>  농 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빈곤율

성별에서는 여성노인이 52.2%로 과반수이상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남성에 비해 5%정도 더 높은 빈

곤율을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른 경제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최현수․류연규, 2003; 장래

성, 2004; 유수상, 2007)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연령별 빈곤율에서도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빈곤

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60% 이상이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정경희 외(2005)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와 다른 연구들에서(박광희․한혜경, 2002; 

이수애․이경미, 2002) 나타난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빈

곤율에서는 수급자가 68.8%이고 비수급자가 47.9%로 나타나고 있어 수급자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

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촌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유수상(2007)의 연구에서 수급자가 76.4%이고, 

89%가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수급자

라 하더라도 거의 50%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이나 사

회로부터 지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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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구형태별 빈곤율에서도 노인부부가 64.4%, 노

인1인가구는 56.4%, 손자녀동거가구 31.9% 순으로 노인단독가구일수록 현저하게 높은 빈곤율을 보이

고 있는데 이는 노인단독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

힌 선행연구들(박충선, 1996; 최현수․류연규, 2003)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표준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지역 ․ 세대 ․ 가구규모별 절대적 빈곤율

<표 4-2>와 <그림 4-1>은 <표 2-1>의 표준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농촌노인가구, 농촌비노인가

구, 도시노인가구, 전체에 하여 지역․세 ․가구규모별 절 적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계

농

노인가구

빈도(명) 240 504 66 21 17 9 857

비율(%) 66.3 63.8 48.9 40.4 37.0 27.3 60.4

농

비노인가구

빈도(명) 28 60 51 52 30 0 221

비율(%) 30.8 17.7 12.4 7.9 10.7 0 12.1

도시

노인가구

빈도(명) 295 463 86 43 18 8 913

비율(%) 58.1 41.8 24.4 25.0 12.8 10.0 38.6

체
빈도(명) 659 1396 528 448 245 116 3392

비율(%) 43.3 33.2 13.0 7.2 11.4 16.5 18.0

<표 4-2>  표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한 지역․세 ․가구규모별  빈곤율

<그림 4-1>  표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한 지역․세 ․가구규모별  빈곤율

전반적으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노인가구 60.4%, 

도시노인가구 38.6%, 전체가구 18.0%, 농촌비노인가구 12.1% 순으로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월등하게 높고, 농촌노인가구가 도시노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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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

구들(김득희․황경열, 1998; 최현수․류연규, 2003)과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뿐 아니

라 세 간 생활수준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비노인가구와 비교하여 농촌노인의 경

우 상 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 ․ 세대 ․ 가구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한 절대적 빈곤율

<표 4-3>과 <그림 4-2>에서는 지역․세 ․가구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

곤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표 2-1>의 농촌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농촌노인가구의 빈곤

율과 농어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농촌비노인가구의 비곤율, 도시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시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산출하 다. 전체에 한 빈곤율은 지역 및 가구규모별 가중치가 적용된 각 

가구유형별 빈곤집단과 표준최저생계비가 적용된 도시비노인가구의 빈곤집단을 합하여 산출하 다. 

이와 같이 가중치가 적용되어 산출된 빈곤율은 표준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여 농촌비노인가구가 12.1%에서 

9.1%로, 도시노인가구가 38.6%에서 36.0%로 소폭 감소한데 비해 농촌노인가구는 농촌지역의 지역별 

가중치와 노인인구에 한 세 별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저생계비가 이중으로 낮추어지면서 60.4%에

서 50.2%로 상 적으로 큰 폭으로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계

농

노인가구

빈도(명) 204 420 55 15 13 5 712

비율(%) 56.4 53.2 40.7 28.9 28.3 15.2 50.2

농

비노인가구

빈도(명) 28 48 42 24 25 0 167

비율(%) 30.8 14.2 10.2 3.7 8.9 0 9.1

도시

노인가구

빈도(명) 276 423 84 43 18 7 851

비율(%) 54.3 38.2 23.9 25.0 12.8 8.8 36.0

체
빈도(명) 604 1260 506 414 236 111 3131

비율(%) 39.7 30.1 12.4 6.7 11.0 15.8 16.6

<표 4-3>  지역․세 ․가구규모별 가 치를 용한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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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역․세 ․가구규모별 가 치를 용한  빈곤율

2) 상대적 빈곤율 비교

<표 4-4>와 <그림 4-3>은 <표 2-2>의 상 적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세 ․가구규모별 

상 적 빈곤율을 산출하 다. 농촌노인가구에서는 절 적 빈곤율과는 달리 3인가구일 때 가장 높은 

55.6%의 빈곤율을 보이며, 2인가구일 때 44.9%, 4인가구 40.4%, 5인가구 37.0%, 1인가구 34.0%, 6인

이상가구 1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에 한 빈곤율은 역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세 별 각각에 한 전체적인 상 적 빈곤율도 농촌노인가구가 

42.0%, 도시노인가구 26.1%, 전체가구 14.9%, 농촌비노인가구 11.2% 순으로 절 적 빈곤율과 같은 

서열을 보이며 여전히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적으

로 높은 박탈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계

농

노인가구

빈도(명) 123 355 75 20 17 5 595

비율(%) 34.0 44.9 55.6 40.4 37.0 15.2 42.0

농

비노인가구

빈도(명) 14 26 54 80 30 0 204

비율(%) 15.4 7.6 13.1 12.2 10.7 0 11.2

도시

노인가구

빈도(명) 164 284 93 52 18 5 616

비율(%) 32.3 25.6 26.4 30.2 12.8 6.1 26.1

체
빈도(명) 342 860 618 672 245 68 2805

비율(%) 22.5 20.5 15.2 10.8 11.4 9.7 14.9

<표 4-4>  지역․세 ․가구규모별 상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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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역․세 ․가구규모별 상  빈곤율

3) 주관적 빈곤율 비교

<표 4-5>와 <그림 4-4>는 <표 2-4>의 지역․세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

율을 산출하 다. 주관적 최저생계비에서의 특징은 농촌노인의 경우 표준최저생계비에 비해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집단들은 더 높게 책정하고 있어 주관적 빈곤율이 농촌노인의 경우 

25.4%로 절 적 빈곤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산출된 반면 농촌비노인가구와 전체에 한 빈곤율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표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도시의 비노인가구의 주관적인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젊은 

세 로 이루어진 도시가구는 자녀들의 교육비나 문화비용 등에서 노인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욕

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계

농

노인가구

빈도(명) 117 188 37 7 7 4 360

비율(%) 32.3 23.8 27.4 13.5 15.2 12.1 25.4

농

비노인가구

빈도(명) 50 88 78 68 45 0 329

비율(%) 54.9 25.9 19.0 14.1 16.1 0.0 18.0

도시

노인가구

빈도(명) 225 423 103 51 52 20 874

비율(%) 44.3 38.2 29.3 29.7 36.9 25.0 37.0

체
빈도(명) 936 1978 1317 1524 705 231 6691

비율(%) 61.5 47.2 32.4 24.5 32.8 32.8 35.5

<표 4-5>  지역․세 ․가구규모별 주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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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역․세 ․가구규모별 주  빈곤율

4) 주관적 경제수준 비교

<표 4-6>과 <그림 4-5>는 지역․세 별 주관적 경제수준을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로 분류하여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매우 가난’의 경우 도시노인가구가 14.9%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은 농촌노인가구 14.0%, 전체 8.0%, 농촌비노인가구 6.2% 순으로 나타나 

도시노인가구가 주관적 빈곤율과 같이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도 매우 가난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경희 외(2005)의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밝

히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촌노인가구의 경우 51.6%가 가난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 경제수준에 해 같은 형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수애․이경미(2002)의 연구에

서는 36.1%, 박광희․한혜경(2002)의 연구에서는 35.5%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 

간에는 시간적인 차이와 조사 상자의 지역적 차이 그리고 조사자의 태도 등에 의해서도 결과에 차이

를 보일 수 있겠으나 본 연구가 전국단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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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부유

농

노인가구

빈도(명) 198 533 615 18 1

비율(%) 14.0 37.6 43.4 1.3 0.1

농

비노인가구

빈도(명) 114 408 753 23 0

비율(%) 6.2 22.3 41.2 1.3 0

도시

노인가구

빈도(명) 351 954 899 33 4

비율(%) 14.9 40.4 38.0 1.5 0.2

체
빈도(명) 1524 4778 7606 255 14

비율(%) 8.0 25.3 40.3 1.4 0.1

<표 4-6>  지역․세 별 주  경제수

<그림 4-5>  지역․세 별 주  경제수

5) 생활만족수준 비교

<표 4-7>과 <그림 4-6>은 지역․세 별 생활만족수준을 ‘매우 불만족’, ‘ 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

다’, ‘ 체로 만족’, ‘매우 만족’으로 분류하여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불만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 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비율을 합하면, 도시노인가구의 경우 25.8%, 농촌노인가구 

22.4%, 전체 13.6%, 농촌비노인가구 9.1% 순이며 역시 도시노인의 경우에서 생활만족수준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빈곤율에 이어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보여준 결과와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도시지역의 노인은 생활환경의 향으로 더 많은 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에서(박광희․한혜경, 2002; 양점도․유춘택, 2004; 배진희, 2004)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생활만족수준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과 도시의 노인집단에서 생활만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

과적으로 노인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

여 경제적 빈곤상태와 전반적인 생활만족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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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불만족 체로 불만족 그  그 다 체로 만족 매우 만족

농

노인가구

빈도(명) 51 267 752 260 5

비율(%) 3.6 18.8 53.0 18.3 0.4

농

비노인가구

빈도(명) 25 139 631 446 19

비율(%) 1.4 7.6 34.5 24.4 1.0

도시

노인가구

빈도(명) 107 504 1148 406 17

비율(%) 4.5 21.3 48.6 17.2 0.7

체
빈도(명) 353 2198 6753 4325 147

비율(%) 1.9 11.7 35.8 22.9 0.8

<표 4-7>  지역․세 별 생활만족수

<그림 4-6>  지역․세 별 생활만족수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와 

기타 다른 가구군, 즉 농촌 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를 상으로 절 적 빈곤율, 상 적 빈

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비교하여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

악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

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일수록, 노인세 로만 이루어

진 가구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적거나 노인세 로만 이루어진 가구

의 경우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노인세 가 동거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충분

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나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각각 68.8%

와 47.9%로 비교적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지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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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한 농촌지역 노인가구에 해서는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에게 좀 더 적극적인 공적지지가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표준최저생계비와 가중치적용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 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

가 각각 60.4%, 50.2%인에 비하여 도시노인가구는 38.6%, 36.0%, 농촌비노인가구는 12.1%, 9.1%, 전

체가구는 18.0%, 16.6%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 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농촌비

노인가구, 전체가구에서 각각 42.0%, 26.1%, 11.2%, 14.9%로 나타나 농촌노인가구가 상 적으로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의 심각성과 상 적 박탈감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노인에 해 

정책적 지원의 확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 적 빈곤율이나 상 적 빈곤율과는 달리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 도시노인가

구, 농촌비노인가구, 전체가구에서 각각 25.4%, 37.0%, 18.05%, 35.5%로 나타나 도시노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주관적 빈곤율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매우 가난과 가난)과 생활만족수준(매우 불만족과 체로 불만족)에서도 농

촌노인가구는 각각 51.6%, 22.4%인데 비하여 도시노인가구는 55.3%, 25.8%, 농촌비노인가구는 

28.5%, 9.1%, 전체가구는 33.3%, 13.6%로 농촌노인가구가 도시노인가구에 비해 주관적 빈곤수준과 

불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세 에 따라 욕구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몇 가지 논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여성일수록, 연령

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적고 노인세 로만 이루어진 가구일수록 더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구의 형태와 욕구에 따른 다각적인 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노인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상 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다. 또한 농촌

독거노인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도 가족원의 지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높은 빈곤

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촌노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 포함될 수 있어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주요한 노인빈곤정책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노인 수급가구의 68.8%와 비수급가구의 47.9%가 빈곤노인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에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한다면 부분의 농촌노인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

히 수급자의 31.2%만이 수급으로 인해 빈곤을 탈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수는 빈곤을 탈피

하지 못하고 있어, 제공된 급여로 인하여 수급 상 가구가 빈곤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적 

소득보장이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 상에서 제외된 과반수 정도의 농촌노인들이 가족을 비

롯한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빈곤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적

인 특수성으로 인한 정보부재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적극적인 사회자원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사적 이전보다는 공적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에 해서는 수급자나 

비수급자 모두에 해 공적 지원을 도시지역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확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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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촌노인들에게도 

중요한 소득 체제로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적극

적인 홍보와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연계하는 노력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기부담금은 농촌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

한 제도적 장치에서도 농촌노인에게는 부담금 면제나 감소 등의 차별적 적용으로 이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몇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노인이 농촌노인보다 주관적으로 더 큰 빈곤감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빈곤감이 실제 생활속에서의 빈곤

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해 삶의 질의 관점에

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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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verty Characteristics of Rural Elderly Households
Kim, Young-Jo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verify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so as to provide more specific data for the interven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According to 

my study of the absolute poverty ratio, the poverty gap, the relative poverty 

ratio, the subjective poverty ratio, the subjective economic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other group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total living cost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is rather low with 

the food cost taking about 30% of the total living cost. Second, in terms of the 

poverty ratio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igher poverty ratio 

show among women, older people and households of fewer members. Third, 

82.2% of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living with an income below the minimum 

living cost is found around the poverty line. Fourth,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show a comparatively higher poverty ratio than the other groups in the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but lower economic strain than other groups in the 

subjective poverty ratio and life satisfaction level. In short, the rural elderly 

households' poverty level is generally high and therefore need ways of active 

economic supports, while a political approach to the subjective needs of the 

regional and intergenerational groups is also required. 

Key words : Rural Elderly Households, Absolute Poverty Ratio, Poverty gap, 

Relative Poverty Ratio, Subjective Poverty Ratio, Subjective 

economic level, Life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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