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

정초시†

Aging Society and Labor Market

Cho-See Jung
†

요  약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
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
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
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
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
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
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주제어 : 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부족, 노동시장 변화, 고용율

Abstract  Population aging in Korea is in progress rapidly, though it isn't recognized as a critical situation 
now. Absolute scale of population will decrease since 2030 and that of 2050 will stay in 2005 levels. But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the core working age group, 25-54 ages will begin to decrease since 2012 becaus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these situation of population aging, we will face inevitably great amount 
of labor force shortages and we should build up policy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I proposed some policy alternatives. firstly, pronatalism policies including state-supported child-care system for 
preventing decreases of absolute scale of population. Second, facing up to labor shortages under population 
aging, I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increas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measured by employmeny rate, of 
aged (or aging) people including wage-peak system of extending retiring ages and women including lowering 
opportunity costs of women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given laboer forces. And to conclude, we should 
approach to the aging problems by steady state equilibrium ecnomic growth, under inevitable population aging.

Key Words : population aging, low fertility, labor force shortages, labor market change, employment rate

1. 문제의 제기

인구 고령화문제는 인간이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에 한 역사 으로 축

된 경험이 없는 가운데  세계 으로 고령화는 매우 

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배경에는 

인구학  측면에서 출산율의 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라는 인구변동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출산율의 

결정은 많은 사회경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평균

수명 연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건강 증진의 결과이므로 

인 으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출산율의 

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부터 래된 인구 고령화가 어

떠한 사회경제  괴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데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상되는 결과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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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의 증가율에 직 인 향을 

미쳐 미래의 노동력의 양  규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질  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동시에 국민경

제의 성장잠재력을 축시킬 험이 있다. 둘째, 고령화

는 연 문제  사회보장문제 등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되어 세 간 소득재분배라는 사회  갈등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고령화에 따라 의료․요양업 등

의 노령인구룰 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요성이 증

하여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반 인 산업구조의 

재편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고령층 근로자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연공서열형의 임 체계가 와해되고, 

동시에 생산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통산업의 축이 불

가피할 것이다. 다섯째, 특히 베이비 붐 세 가 고령층으

로 진입하는 2020년 를 후하여 경제․사회  분야에

서 고령화에 따른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2],[11] 이와 

같이 고령화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동 뿐 아니

라 체 사회경제 시스템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연령계

층 간 자원의 심각한 재분배가 일어난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 으로 격하게 

일어나기 보다는 매우 느리고 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

나지만, 한번 발생하면 돌이키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

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은 의 고령화의 효

과  몇 개를 경험하고 있거나 진행 이라고 볼 수 있

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과 조기퇴직의 

행은 사회보장연 의 부담 을 증가시켜, 기야 정부부

채의 증으로 인한 디폴트에 이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재 한국은 

아직 서구에 비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  문제들이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의 

진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빨라 지 부터 

미래를 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인구 고령화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고령화는 아직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가운데 진행 이기 때문에 경험  책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가 빨리 진 된 가운데 있어, 일본이 고령화문제들을 어

떻게 극복할지를 많은 나라들이 지켜보며 스스로의 책

을 세우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재 한국의 경우 

아직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지  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될 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가지는 많은 사회․경

제  문제들 에서, 고령화의 진행이 향후 노동시장에 

향을 주어 결국 노동공  구조에 변동을 가져오며, 이

는 결과 으로 성장 잠재력을 하시킨다는 에서 고

령화와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만 분석할 것이다. 

2.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1 고령화 추이 및 전망

2010년 재 한국의 총인구는 48,875천명인데, 통계청

의 2011년 망에 의하면  수 의 가정 하에서 2010

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약 0.3% 이내로 미세하게 증가하

여 인구의 규모는 2030년에 약 52,160천명에서 정

을 이루다가,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48,121천명으로 감소하여 2005년 수 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런데 2030년에서 인구의 규모가 감소

세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연령구조에서 출산율 하

로 인하여 0-14세의 유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의 과정을 아래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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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1] 연령별 인구비중의 추계치 (단위 :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 이르면 65세 이

상 인구의 비 이 13.5%로 0-14세의 비  13.4%를 과

하여 역 되며, 동시에 15-64세의 비 은 2015년의 

73.0%에서 정 으로 이루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반 된다. 15-64세 인구의 비 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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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돌아서는 이유는 출산율의 하로 25-64세로 유입

되는 인구의 규모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동시에 

베이비 붐 세 가 2020년 이후에는 본격 으로 고령인구

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 이후에는 0-14세와 

25-64세의 비 은 감소하고 고령층인구인 65세 이상의 

인구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7년 이후에는 형

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연령의 추이를 보면 2010년 38.0세, 2020년 43.8

세, 2030년 49.0세, 2040년 53.4세, 2050년 56.7세로 망

되어, 2030년 반 이후부터는 50  이상이 다수가 

될 망이다. 

UN의 기 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7%를 과하는 시기이며,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를 과하고, 고령사회(post-aged 

society)는 20%를 과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어떤 

국가의 고령화가 진 된다는 의미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로 총인구의 비 이 지속 으로 쏠리는 상을 의미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진 속도가 여타의 선

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아직

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문제가 덜 심각하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험이 있

다는 이다. 아래의 <표 1>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 다. 

<표 1> 고령화진전의 국제비교

국가별
도달년도 소요년수

7% 14% 20% 7 → 14% 14 → 20%

한국

일본

랑스

독일

국

이태리

그리스 

미국

2000

1970

1864

1932

1929

1927

1951

1942

2018

1994

1879

1972

1975

1988

1992

2014

2026

2006

2020

2009

2028

2008

2018

2032

19년

24년

115년

40년

46년

61년

41년

72년

7년

12년

41년

37년

53년

30년

26년

28년

자료 : 장지연(2003), P.14에서 재인용 OECD, OECD Social 

Indicators, 2011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하와 평균

수명의 증 이다. 출산율의 하락은 미래 인구, 특히 노동

력의 증가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령층의 

잔여수명 연장은 상 으로 작은 규모의 노동력이 큰 

규모의 노령층을 더욱 오랫동안 사회 으로 부양해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합계출산율의 국제비교(단위 : %)
‘70 ‘90 ‘10 ‘20 ‘30 ‘40 ‘50

세계

한국

일본

미국

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국

4.85

4.71

2.02

2.55

2.65

2.32

2.38

2.84

2.81

3.39

1.60

1.66

1.89

1.80

1.43

1.53

1.46

1.84

2.52

1.29

1.32

2.07

1.97

1.36

1.46

1.41

1.83

2.39

1.48

1.51

2.08

2.00

1.55

1.61

1.59

1.90

2.29

1.63

1.65

2.08

2.03

1.69

1.73

1.72

1.95

2.22

1.74

1.76

2.09

2.05

1.79

1.82

1.81

1.99

2.17

1.83

1.84

2.09

2.06

1.87

1.88

1.89

2.02

자료 : OECD, OECD Social Indicators, 2011

먼  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표 2>와 같은데, 출산율

의 하락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속하게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출산율이 격하게 낮

아지는 이유는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무 크기 때

문이다.[14],[8] 즉,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

서 퇴출될 험과 더불어 출산과 양육의 시기를 거쳐 노

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이 화

폐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

이다.[14],[16] 더 구체 으로는 여성의 고학력과 여성 경

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여성 여성임  상승으로 인한 

성별 임 격차의 완화, 보육비용의 상승 등이 출산의 기

회비용을 상승시켜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하게 된다는 

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산에 가장 크게 고려

하는 사항은 경제활동참가로 인한 기회비용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8] 

한 다음의 표에서 평균수명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평균수명이라 함은 

어느 해에 태어난 0세의 유아가 생존할 기 여명을 의미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경우 2010년에 각각 77.2세, 84.7

세에서 2050년에는 85.1세, 89.3세로 증가하여 100세 이상

의 인구도 많은 비 을 차지할 것으로 상된다.

<표 3> 평균수명 추계치   (단위 : 세)
구분 2010 2020 2030 2040 2050

남성

여성

77.20

84.07

79.31

85.87

81.44

86.98

83.42

88.21

85.09

89.28

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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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력의 규모 변화와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정도를 가지고 단할 수 있다. 

2.2.1 노동력의 변화

노동력의 총 규모를 연령을 기 으로 보았을 때 통상

으로 15-64세 인구를 생산가능 노동력인구라고 분류

하는데, 통상 으로는 OECD 기 으로 25-54세의 인구

를 핵심근로계층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비경제활동 

은퇴고령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근로계층

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연령층의 노동력의 생산성이 가

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OECD의 기 을 따라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5-54세의 핵심노동력의 

총규모는 2012년 24,195천명으로 정 을 이루다가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14,657천명으로 1983년 수 으로 

감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심근로계층

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래의 노동공 에 

있어서 매우 부정 인 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와는 달리 50세 이상의 고령층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고

령인구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각각 2010년 17.9%, 13.1%에서 2050년에는 20.1%, 

52.3%로 증하여 50세 이상의 인구 비 이 72.4%에 이

를 것으로 망되고 있다. 

<표 4> 총 노동력 규모의 전망(단위 : 천명)

구분 체 0-14
생산가능인구(15-64세)

65+
체 15-24 25-54 55-64

1970 32241 13709 17540 5838 10197 1505 991 

1980 38124 12951 23717 8613 13137 1967 1456 

1990 42869 10974 29701 8784 18170 2746 2195 

2000 47008 9911 33702 7696 22182 3823 3878 

2010 49410 7975 35983 6676 24313 4993 6431 

2020 51435 6788 36563 5679 22860 8024 10037 

2030 52160 6575 32893 4494 20042 8356 15583 

2040 51091 5718 28873 4396 16962 7514 21486 

2050 48121 4783 25347 3970 14657 6719 25193 

자료 : 통계청, KOSIS

이와 같이 고령층 인구가 증하는 가운데 만일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도 조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

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 가 가세한다면 노동력공 부

족에 한 부정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노동력의 규모도 요하지만, 노동력의 노동

시장에의 참여가 실질 인 노동공 의 지표가 될 수 있

다. 즉,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도 주어진 인구가 노동시장에의 참여율이 증가한다면 노

동력의 부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노령인구의 비 이 증가한다고 할

지라도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정도가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 부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에서 정 인 요인은 바로 고령

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  높

다는 데 있다. 노동력의 노동시장의 참여정도를 고용률

이라는 지표룰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의 경우 15세 이상인구의 체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낮은 수 이지만, 고

령근로계층(55-64세)의 고용률은 60.9%로 미국이나 

OECD 편균에 비해 높은 수 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

구의 고용률은 28.7%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고령근로계층과 고

령인구의 고용률이 재와 같은 수 을 유지한다면, 다

른 나라에 비해 노동력부족의 심각성은 훨씬 덜할 것으

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고용구조를 보면 농

업근로자들의 비 이 상 으로 높고, 자 업자들의 비

이 높아서 매우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 만

일 재의 고령 농업인구가 사라지고 자 업의 비 이 

감소하고, 임 근로자의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한다면 

재와 같은 고령층의 고용률은 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표 5> 고용율의 국제비교(2010년)  (단위 : %)
한국 일본 EU 미국 OECD

체

25-54 73.8 79.9 77.9 75.1 75.3

55-64 60.9 65.2 48.3 60.3 54.0

65+ 28.7 21.3 4.5 16.2 12.3

남

성

25-54 84.8 88.1 78.3 77.4 80.1

55-64 75.1 78.8 56.2 64.4 63.3

65+ 39.5 28.3 6.5 20.5 17.1

여

성

25-54 60.3 68.2 71.4 69.3 66.0

55-64 47.1 52.1 40.9 56.4 45.4

65+ 21.2 15.9 2.9 12.9 8.7

자료 : OECD Labor Statistic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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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이었다. 고용률을 가

지고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의 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1997년 39.9%를 기록하여 정 을 이루다가 

1998년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 는데, 그 이유는 IMF 

경제 기로 인하여 한계근로자 던 고령층 근로자들이 

가장 먼  노동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는데, 2010년의 경

우 36.7%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게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용

구조에 있어서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고령층이 다수이며, 

동시에 한계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자 업의 비 이 높

기 때문이다.[3],[4] 그러나 재 농가인구의 구성은 고령

자가 다수이지만 향후 이들이 10-15년 정도에 걸쳐 모두 

은퇴한다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크게 축될 가능

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자 업의 비 이 차 감소하고 

임 근로자의 비 이 높아지는 시 에 이르게 된다면 결

국 고령층 노동시장의 규모는 임  근로자를 심으로 

하는 은퇴의 결정에 크게 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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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 추이(단위 : %)

결국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령자의 은퇴결정과 

련된 문제일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고령자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정도는 근로자들의 은퇴결정이 상 으

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 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진

국의 경우 연  등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근로자들로 

하여  은퇴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이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 제도가 

은퇴시기의 결정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가 있어 조를 이룬다.[7]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와 60 의 고용율의 

격차는 2000년  까지는 지속 으로 감소하 으나, 이

후 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게 고용율의 격차가 약 35%에 근 하는 이유는 60  이

상의 고용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50 의 고용률

이 미세하나마 증가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에 들어서면서 약 30% 이상의 고용율의 격차를 보

이는 것은 은퇴시기와 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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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0대와 60세 이상의 고용률 격차

일반 으로 근로자가 은퇴를 결정할 때 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꼽을 수 있다. 먼  은퇴연령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평균수명의 증가, 건강 증진, 

인구구조의 고령화, 학력수 의 증가, 임 근로자의 비  

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연 제도의 

성숙, 개인  부의 축  정도 등이 될 것이다.[11]

경험 으로 서구 선진국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 , 인

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은퇴연령이 연장될 것으로 기

하 지만 감소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실제로는 오

히려 은퇴연령이 낮아지는 상이 발생하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연 제도가 성숙하 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 은퇴가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민연 제도가 은

퇴시기를 앞당긴다는 실증  결과는 없다.[1] 이러한 이

유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연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

상할 만큼의 충분한 수혜가 되지 않는 것이 한 이유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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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2010년의 경우 60-64세 국민연  수 자는 

969,882명으로 약 44.0%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  수혜자는 1,265,781명이나 수혜율

은 19.7%에 불과하여 연  아직도 비수혜계층이 범

하게 존재한다. 특히 연 수혜자의 비율이 2030년에 

58.7%, 2050년 69%로 추정되어 연 비수혜층이 범

하게 존재하는 것도 고령자의 은퇴시기를 앞당기는 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게 노령인구의 연 수

율이 낮은 이유는 고령자일수록 연 가입이 조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국민

연 이 은퇴이 의 소득을 충분히 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다. 를 들어 60-64세 국민연  수 자의 연평균 수 액

은 3,157천원, 65세 이상은 2,404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근로의사결정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는 거

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 하여 한국에서의 은퇴는 자발 인 

선택이 아니라 강제  퇴출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8년의 고령화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본근로자의 실제 은퇴연령은 57.0세로 나타났지

만, 은퇴 희망 연령에서 65세 이후에 은퇴하겠다고 응답

한 사람이 76.4%에 이르고 있어, 은퇴가 자발 이 아니

라 강제  퇴출임을 보여주고 있다.[5] 이와 같이 정년제

도를 통해 강제  퇴출의 형식을 가지는 것은 아직도 상

당부분 남아있는 연공서열형의 임 체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7]

2.3 노동공급의 전망

노동공 의 장기 망에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

므로 망의 유효성과 정확도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분의 기존의 망결과를 

요약하면, 어떠한 망의 방법을 사용하 든지 장기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것

이라는 이다. 

문형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시계열 추세로 추정한 후, 

여기에 연령별 인구 망치를 곱하여 노동력의 장기 망

을 하 는데, 추정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에는 

56.3%로 감소세에서 더욱 감소하여 2050년에는 49.2%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력의 규

모는 2018년의 2428만명에서 2050년에는 188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 다. 이 게 경제활동참가율이 

조한 이유는 20-29세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고령층 근

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락할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

하고 있다.[2] 

그러나 한진희는 문형표와 다른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용률은 향후 장기 망에서 속히 증가할 것

으로 망되지만 인구규모의 수가 감소하면서 결국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진희는 로

짓 모형을 이용하여 학력 등의 변수를 용하여 추정 값

을 구하고, 이것을 향후 추세선을 구하여 측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장기 망을 하 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지속 으로 높고, 고령자 취업의 재의 증가 추세

가 지속된다는 정  요인과 더불어 농가인구의 감소 

 병역  통학 등의 부정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하

다.[15] 

본 논문에서는 한진희의 고용률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 의 가정을 제로 하여 고

용률에 인구 망치를 곱하여 노동력의 규모를 계산하

는데, 그 망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취업자수 전망(단위 : 천명)
15-64세 취업자수 체 연령별 취업자수

체 남성 여성 15-24 25-54 55-64

2010 23245 13932 9365 1796 18186 2951 

2020 24424 14583 9916 1863 17557 4806 

2030 22433 13339 9149 1411 15693 5089 

2040 19951 11750 8246 1372 13569 4674 

2050 17743 10336 7426 1298 11872 4334 

자료 : 한진희 외 5인(2005), p.78,  통계청, KOSIS

의 노동력 규모의 추정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2030년을 후하여 취업자수의 규모도 감소

세에 이른다는 인데, 특히 15-24세의 청년층과 25-54

세의 핵심 근로계층의 취업자 감소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이다. 그러나 55-64세의 고령 근로층의 취업자수는 

2040년 후가 되어서야 감소하여 근로계층의 고령화의 

진 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노동력에 한 장기 망

은 망의 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고려해야 할 많은 변수

가 있기 때문에 망결과에 한 정확성과 유의성을 보

장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 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장기에 있어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이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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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책

경제성장의 회계항등식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식에

서도 책의 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17] 

 ×


× 


× 




양변을 로그를 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성장률

의 식으로 환할 수 있다. 

∆


∆


∆


∆




       단, POP : 총인구

          PPOP : 생산가능인구

          EMP : 취업자수 

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화의 문제를 지속가능

한 균형성장의 틀 안에서 고려한다면, 1인당 GDP의 성장

을 해서는 먼  총 인구 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이 지속 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고령화의 결과 불가피

하게 15-64세 인구의 비 은 지속 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먼  인구학

인 측면에서 출산율을 높여 생산가능인구를 증 시키

는 방법과 더불어, 기존의 인구구조 하에서 가능한 연령

의 인구들로 하여  경제활동 참가를 높여서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을 증 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3.1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출산율이 격하고 지속

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 때문이다.[14] 그런데 기회비용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인데,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의 참가가 어렵다는 이 가장 큰 기회비용임이 

밝 졌다. 한 경제활동참가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 학력의 증가로 인한 여성 임 의 상승, 출산 후 노

동시장에의 재진입의 어려움, 고용에서의 기혼여성에 

한 차별 행 등 때문에 여성의 출산에 한 잠재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수의 연구에 의하면 고

학력 여성일수록 산연령이 늦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의 퇴출 이후 복귀가 더욱 어렵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출산에 따른 잠재비용을 낮추려는 합리  

반응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14] 이러한 에서 재의 

기록 으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

다는 징후, 즉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살기에 녹녹치 않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구규모

를 정책목표로 하여 설정하는 것보다는 경제활동  가

족친화 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다.[3] 즉,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이 여성의 합리  의사결정의 결

과라는 을 감안한다면, 기회비용의 근원이 되는 노동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유지와 재진입에 한 비용을 낮추

어야 한다. 이의 구체 인 몇 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유아 보육의 문제 해결이다. 출산의 가장 직

인 비용은 보육의 문제일 것인데, 보육에 한 비용을 국

가가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으로 국가 해결한다면 

출산의 비용을 크게 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

에 한 차별 인 고용 행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동시

에 재택 근무 등의 탄력  근로제도 등을 확 하는 등의 

안을 들 수 있다. 

3.2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고령화 시 에 있어서 근로자의 고령화는 불가피한 

추세일 것이다. 그 다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를 확

하는 것이 향후 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방

법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재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의 이유가 농업종사자와 세한 자

업자의 비 이 높기 때문이다. 한 1차 베이붐 세

(1955-1963년생)의 은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종

사자와 세 자 업자들이 소진되고 임 근로자의 비

이 차로 높아진다면,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3] 따라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를 확 하기 한 방안은 은퇴의 시기를 늦추도록 유인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앞서 언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은퇴는 자

발  은퇴가 아니라 정년제도에 따른 강제  은퇴의 성

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연공형의 임 체계와 깊은 

련이 있다. 연공형 임 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

이 자동 으로 상승하는데, 기 연령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 을, 후기에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 을 지

하여 생애 체의 임 과 생산성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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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 체계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화된 근로자를 강제로 은퇴시키려는 경향

이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임 체계에서 연

제가 2008년의 경우 57.4%로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아직 기본 의 구성에서 호 제의 용이 

58.4%에 달하고 있어 연공형과 성과 의 혼합체계가 주

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은퇴를 

더욱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1],[13] 

재 거론되고 있는 고령자의 은퇴를 연장시키는 임

체계로는 임 피크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재의 임

피크제는 정년보장형의 성격을 크게 가지고 있어 근로

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즉,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일을 하도록 하기 해 정년에 가

까울수록 낮은 임 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장기고용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부정  

효과 때문에 2009년 재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임

피크제의 도입율은 9.2%으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

고 조한 실정이다. 

오히려 정년까지는 기존의 임 체계에 합법 으로 

용하도록 하되, 정년을 연장할 목 으로 시행하는 임

피크제가 타당할 것이다. 즉, 정년을 넘어서서 낮은 임

으로 고용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용되는 원칙은 생애임

과 생애 생산성의 재가치가 동일하다는 “합리  정년

연장의 원칙”이 수되어야 한다.[7] 이러한 원칙에서는 

정년 후 임 과 생산성의 일치를 가져오는 임 이 결정

되며, 동시에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고령층의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축시

킬 것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고령자의 정년연장

을 통하여 노령층의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청년층

의 고용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7] 왜냐하면 청년층과 고령층이 담당하는 직종과 

업무 역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 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촉진

앞에서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격

하게 감소하 음을 살펴보았다. 그 다면 출산의 기회비

용을 낮추는 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한 각종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통상 으로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M형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산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하 다가 30  후반이

나 40  반에 다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한

국 여성들의 취업유형이 서구사회의 여성들과 비교하

을때도 불연속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여

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말해 다.[10] 그

러나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성별 임 격차

도 크게 축소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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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성 고용률 연령별 추이 (단위 : %)

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고용률은 2010

년 재 47.8%로 20 -50 의 고용률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이유는 15-24세의 여성이 학업 등으로 인하여 고

용률이 27.7%에 불과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고용

률이 26.3%로 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5-54세 사이

이의 여성 고용률은 1980년 이후 지속 인 상승세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고령화시 에 있어서 노동력 부

족에 하여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여타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에 비하여

는 낮은 수 인데, 이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미취업 여

성들의 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

야 한다. 염지혜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압

력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출산 장려정책

과 맞물리는 것으로 여성에게 출산으로 인한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없앰과 동시에 육아문제 해결에 한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한 40  이상의 미취업 여성은 

트타임 근로  재택근무 등의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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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즉, 남녀 근로자가 직

장과 가정의 역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족친화 인 고용정책의 필요하다.[6] 특히 스웨덴과 같

은 북유럽 국가들은 자녀가 성장기 동안 안정된 경제환

경과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

하고 있어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다. 결국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증 시키는 정책은 동 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3.4 기타의 몇 가지 대안 

노동력의 질 인 차원에서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만일 정년연장형 임 피크제

가 정착된다면, 생상성의 증가가 고령자의 임 과 직결

되고, 이는 다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 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생산성의 증 는 고령자의 재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일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지식

의 변화주기가 빠른 시 에서 고령자가 직장에 응하기

는 어려울 것이므로, 고령자를 기존의 교육기 이나 훈

련기 에서 재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9]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의 양  규모가 감소할 것

임은 모든 연구의 공통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

이 불가피하다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하여 외국

인 근로자를 극 으로 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은 출산장려정책에 비해 노동력 증가에

서 즉각 이고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2] 그러나 이

민자의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상

되는 많은 정치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실 으로 

획기 인 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

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

화를 살펴보고 몇 가지의 정책  안을 모색하 다. 이

때 요한 것은 고령화라는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추세

는 한국사회로 하여  변화와 개 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기 

이 에 이에 한 개 의 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문제를 단순히 노인복지의 문제로 

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극 으로 고령화에 따르

는 지속  균형성장의 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에서 지  비해나갈 때 기가 기회로 반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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