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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장수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 8월 노인인구 비중(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고령화율은 20.3%가 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 0세 기준 기대여명인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0년 83.5세로 50년간 21.2세 증가하여(연간 

0.42세 증가) 장수화가 심화됨

- 동 기간 65세, 70세, 80세 고령층의 기대여명은 각각 8.6세, 6.9세, 3.9세가 증가함(연간 각 0.17세, 

0.14세, 0.08세 증가함)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50년간 3.69명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 기준 

세계평균 2.47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함

<그림 1> 고령화율 추이 

(단위: %)

<표 1> 연도별 기대여명 및 합계출산율 

(단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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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대여명

합계
출산율2)0세

(기대수명)
65세 70세 80세

1970 62.3 12.9 10.4 5.9 4.53
1980 66.1 13.5 10.7 6.4 2.82
1990 71.7 14.9 11.7 6.8 1.57
2000 76.0 16.4 12.9 7.3 1.48
2010 80.2 19.1 15.2 8.6 1.23

20201) 83.5 21.5 17.3 9.8 0.84
(21.4) (8.6) (6.9) (3.9) (△3.69)

 자료: 통계청(2021a)   주: 1) ( )안의 수치는 1970년에서 2020년 동안의 격차임 

     2) 가임여성 1인이 생애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년도; 통계청 KOSIS/완전생명표(1세별); 

통계청(2021b)

○ 고령화의 주요 원인인 장수화와 저출산 문제는 복지재정의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노인빈곤 문제와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급속한 복지재정의 증가와 연금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12.2%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990년에 

비해 4.7배(2.6%→12.2%) 상승하여 동기간 OECD 국가 중 증가속도가 가장 빠름

- 국가채무는 2010년(392.2조 원)에서 2020년(846.6조 원) 동안 연 8.0%(GDP 대비 14.1%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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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2021~2025년 동안 연 9.9%(GDP 대비 11.5%p 증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21년 기준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1)는 1,138.2조 원(공무원 904.6조 원, 군인 233.6

조 원)으로 당해년도 국가부채2)(2,196.4조 원)의 51.8%수준(기획재정부 2022)임을 고려하면 공적

연금 재정부담은 심각함

<그림 2>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변화 

(단위: GDP 대비 %)

<그림 3>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 원, %)

  자료: OECD(2022)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2)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3)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나, 재정부담 문제로 

인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선진국들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여 전체빈곤율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독일, 네덜란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OECD 15.3%, 2018년)로 가장 높음

∙ 이에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재정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기타 노후자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2018년) 

             주: OECD는 36개국의 평균임 

           자료: OECD(2021)

1) 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출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추정치임

2)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가 있으며,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함 

3)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인구 수에서 빈곤노인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빈곤노인은 빈곤선(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아래 

소득수준을 갖는 노인인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