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연금제도는 근로·사업소득의 일정비율 

만큼 기여(보험료)를 하고 여기에 기여기간(가입기간)이 반영되어 수급액이 결정되는 

기여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금수준은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근로시기에 발생한 소득격차는 은퇴 후 연금격차

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환경(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실태 등)의 성별 격

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고령화 현상,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순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1. 사회적 환경: 고령화

가. 우리나라의 여성 고령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5천 2백만 명)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거의 동일하나 연령

이 40세를 넘어가면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60세 이후인 고령기에는 여성의 비중

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인 노인 여성의 비중은 57.5%로 남성에 비해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여성의 증가 추이는 성별 사망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전 연령 기

준으로 사망률 성비(남성 사망률/여성 사망률)는 1.2배여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

률보다 높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 성비는 증가하다가 50대(50~59세)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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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성비는 2.9배로 최대가 된다.12) 이로 인해 50세를 전후하여 여성 인구 비율이 급격

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 계
여성 남성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51,779 25,923 50.1 25,856 49.9

20세 미만 9,740 4,704 48.3 5,036 51.7

20~40세 미만 14,180 6,819 48.1 7,361 51.9

40~60세 미만 17,193 8,495 49.4 8,698 50.6

60~80세 미만 9,036 4,796 53.1 4,241 46.9

80세 이상 1,630 1,109 68.1 521 31.9

고령자(65세 이상) 7,076 4,070 57.5 3,006 42.5

<표 Ⅱ-1> 연령대별·성별 인구 현황(2017년)
(단위: 천 명, %)

주: 비중은 성별 상대비율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6), “2017 고령자 통계”

가구를 중심으로 성별 관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520만 3천 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 가구가 50.2%(261만 가구)를 차지한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이 43.2%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세 미만

(16.6%)과 50대(15.3%)가 많다. 남성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17.4%라는 것과 비교하

면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는 남성은 젊은 층에서, 여성은 고령

층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12) 통계청 보도자료(2018. 2. 28), “2017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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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여성 남성

가구 수　 구성비    비중　 가구 수　 구성비    비중　

전체　 2,610 100.0 (50.2) 2,593 100.0 (49.8)

30세 미만 432 16.6 (45.7) 513 19.8 (54.3)

30~39세 343 13.1 (36.0) 610 23.5 (64.0)

40~49세 308 11.8 (36.2) 542 20.9 (63.8)

50~59세 400 15.3 (45.6) 478 18.4 (54.4)

60세 이상 1,128 43.2 (71.5) 450 17.4 (28.5)

<표 Ⅱ-2>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현황(2015년 기준)
(단위: 천 가구, %)

주: (  ) 안은 성별 상대비율(비중)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연령대별 1인 가구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과 2005년(10년간)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하에서는 

남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고령 가구일수록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 연령대별 1인 가구 증감(2005년 대비 2015년)

(단위: 천 가구)

주: 1인 가구 증감=2015년 1인 가구 수-2005년 1인 가구 수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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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017년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는 전체 가구의 30.3%(591만 6천 가구)를 

차지하고, 향후 2020년 31.6%, 2030년 3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13) 한편,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는 원인을 혼인상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미혼인 경우’, 40~50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사별한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가

구주가 많아지는 주요 원인은 사별 혹은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이혼에 의한 여성 가구주 가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노후준비가 덜된 채 이혼한 여성이 

노후를 맞게 되면 빈곤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 전체(천 가구)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체 5,916 23.4 26.5 31.3 18.9

19세 이하 41 99.5 0.5 - 0.0

20∼29세 606 91.0 7.5 0.1 1.4

30∼39세 887 46.8 41.2 0.9 11.1

40∼49세 1,144 19.7 42.8 5.9 31.6

50∼59세 1,216 8.0 35.4 21.6 35.0

60∼69세 878 4.7 20.3 55.1 20.0

70세 이상 1,145 1.4 4.9 89.6 4.1

<표 Ⅱ-3>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비중(2017년)
(단위: 천 가구,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편, 사별에 의한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앞서 본 남성의 사망률과 여성 기대여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기대여명은 남성 18.2년, 여성 22.4년으로 

여성이 4.2년 더 오래 산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 추이는 현재(2015년)와 과거의 기

대여명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20년(1995~2015년) 동안 남성은 4.8년, 여성

은 4.9년, 그리고 최근 10년(2005~2015년) 동안 남성은 2.7년, 여성은 2.8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여성의 기대여명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여성 가구주 비율 추이: ’10년 26.1% → ’15년 29.4% → ’17년 30.3% → ’20년 31.6% → ’30

년 34.8%(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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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남성 여성　

기대여명 성별 격차1) 기대여명
2015년과 

격차2) 기대여명
2015년과 

격차2)

1995 15.7 4.1 13.4 4.8 17.5 4.9

2005 17.7 4.1 15.5 2.7 19.6 2.8

2015 20.3 4.2 18.2 - 22.4 -

<표 Ⅱ-4> 연도별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 변화
(단위: 년)

주: 1) 여성 기대여명-남성 기대여명으로 산출함
     2) 2015년 기대여명-각 년도별 기대여명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6), “2017 고령자 통계”, p. 22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여성의 수가 매우 증가하고 고령기에 독

거노인 여성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 대

한 노후준비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요국의 여성 고령화

이러한 여성의 고령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도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

반적으로 여성의 고령화는 성별 기대여명 격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OECD(2015b) 

에서 1960~2015년(55년) 동안 65세 시점의 기대여명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

가들에서 노인 여성의 기대여명은 노인 남성에 비해 1960~1965년 동안 2.2년, 1985~ 

1990년 동안 3.4년, 2010~2015년 동안 3.2년 긴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우리나라

는 1960~1965년 동안 3년, 1985~1990년 동안 4.1년, 2010~2015년 동안 4.3년 정도, 

노인 여성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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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기대여명 성별 격차(65세 시점)
(단위: 년)

주: 1960~1965년, 1985~1990년, 2010~2015년의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65세 시점에서의 성별 기대
여명 격차임

자료: OECD(2015b)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 여성이 성별 기대여명 격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노인 여성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기대여명의 격차는 노인 

여성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고령화로 인한 여성의 규모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환경: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여성에 대한 노후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 노후준

비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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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은 고용률, 실업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의 고

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 후반에 가장 낮았다가 

다시 증가하는 M자형 특성을 갖는다. 2016년 기준으로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69.5%로 가장 높고 이어서 40대 후반(68.6%), 50대 전반(65.9%) 순으로 나타났

다. 2010년과 비교하면 2016년 여성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

로는 30~34세에 7.3%p, 60~64세에 7.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Ⅱ-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및 고용률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단위: 천 명)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11. 29),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편 <그림 Ⅱ-4>에서와 같이 성별 고용율과 실업률 추이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남성 71.1%에 비해 20.9%p 낮았으나, 여성의 실업률은 

3.6%로 남성 3.8%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고용률의 성별 격차

는 줄어들고, 실업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에서 성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9%p로 상당히 크고, 실업률의 경우 비경활자인 

전업주부는 실업률 산출에서 제외되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 여성의 소득활

동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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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고용률 추이  실업률 추이

(단위: %) (단위: %)

주: 1)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
가능인구 대비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15~64세 인
구로 정의함(고용률=(15~64세 취업자 수/15~64세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2018)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생애기간 동안 근속기간을 통해서도 파악되는데, 55~64

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보면 여성은 11년 2.5개월로 남성 

19년 3.7개월에 비해 8년 1.2개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동질의 노동시장에 근무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차이로 노후준비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계1)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

전체
7,032 1,202 1,259 2,112 1,380 1,079 15년

3.8개월(100.0) (17.1) (17.9) (30.0) (19.6) (15.3) 

남성
3,564 279.8 356.1 1,129.8 993.1 805.0 19년

3.7개월(100.0) (7.9) (10.0) (31.7) (27.9) (22.6)

여성
3,468 921.7 902.8 982.3 386.6 274.3 11년

2.5개월(100.0) (26.6) (26.0) (28.3) (11.1) (7.9)

<표 Ⅱ-5>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2017년)
(단위: 천 명, %)

주: 1) 55~64세 인구 중 현재 취업자(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
취업자를 포함함

      2) 괄호 안은 구성비율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7. 1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6), “2017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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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의 소득수준을 보면 2016년 여성 1인 가구의 56.9%가 월평균 소득이 100

만 원 미만으로 매우 낮다. 남성 1인 가구는 29.5%만 1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여

성 1인 가구의 저소득화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소득을 연령

대별로 보면 50세 이후부터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 규모가 많아져, 60세 이후에는 

80.2%가 100만 원 미만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연령화 될수록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아져 노인 여

성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림 Ⅱ-5> 1인 가구 소득과 연령대별 여성 1인 가구 소득 비교

성별 1인 가구 소득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득

(단위: %)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편, 임금소득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2016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

은 186만 9천 원으로 남성의 64.1% 수준이었으며, 시간당 임금 수준도 1만 1,507원으

로 남성의 68.4% 수준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성별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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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평균
임금

남성 여성 비율2) 시간당
임금

남성 여성 비율2)

2006 1,742 2,030 1,248 61.5 9,400 10,819 6,959 64.3 

2008 1,945 2,265 1,413 62.4 10,996 12,677 8,208 64.7 

2010 2,023 2,361 1,477 62.6 11,155 12,880 8,370 65.0 

2012 2,216 2,569 1,654 64.4 13,145 14,968 10,245 68.4 

2014 2,353 2,761 1,742 63.1 14,587 16,754 11,339 67.7 

2016 2,498 2,918 1,869 64.1 14,690 16,819 11,507 68.4 

<표 Ⅱ-6> 성별 임금 수준 비교1)

(단위: 천 원, 원, %)

주: 1) 임금근로자 1인 이상 규모 사업체 대상, 매년 6월 기준 정액 및 초과급여(특별급여 제외)

2) 남성=100.0일 때의 여성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각 년도; 통계청 보도자료(2017. 6. 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셋째, 노후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2015년 고령자 1인 가구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2.5%로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14.4%p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인 가

구에서 여성 가구(30.2%)가 남성 가구(42.4%)보다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이 12.2%p 적

었다.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34.3%)이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24.3%) 순으로 

많았다.

구분 준비함 소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1)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2)

1인 
고령 
가구

전체 (32.5) 100.0 34.3 10.9 8.5 4.1 24.3 15.6

남성 (42.4) 100.0 36.0 16.4 7.3 9.4 18.9 9.2

여성 (30.2) 100.0 33.8 9.1 8.9 2.4 26.0 17.7

전체 
고령자 가구3) (46.9) 100.0 28.7 13.5 7.5 5.0 28.9 15.1 1.2

<표 Ⅱ-7> 고령자 1인 가구의 노후준비 방법(2015년)
(단위: %)

주: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을 포함함
2)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함
3) 전체 고령자 가구는 1인 가구 외 모든 가구유형을 포함한 고령자 가구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청 보도자료(2017),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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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세의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공·사적 연금의 합산)을 보면, 여성은 34

만 원으로 남성 69만 원에 비해 35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대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150만 원 이상의 고연금층이 13.5%이고 연금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고

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여성의 경우 10~25만 원 미만이 64.7%로 절대 다수여서 저연

금에 편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였다.

구분 55~79세 비중 남성 비중 여성 비중

인구 12,916 100.0 6,111 100.0 6,805 100.0

연금수령자 5,847 45.3 3,034 49.6 2,814 41.3

평균 수령액(만 원) 52 69 34

연금
액

소계 5,847 100.0 3,034 100.0 2,814 100.0

10만 원 미만 39 0.7 11 0.4 28 1.0

10~25만 원 미만 2,738 46.8 917 30.2 1,821 64.7

25~50만 원 미만 1,532 26.2 903 29.8 629 22.4

50~100만 원 미만 796 13.6 616 20.3 179 6.4

100~150만 원 미만 232 4.0 179 5.9 53 1.9

150만 원 이상 511 8.7 408 13.5 103 3.7

<표 Ⅱ-8> 고령자(55~79세)의 연금1)수령 현황(2017년)
(단위: 천 명, 만 원, %)

주: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을 말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7. 1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각 년도 및 5월 자료

공적연금 중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되는 유족연금, 분할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6%와 유족연금의 

92.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독립적 연금수급권인 노령연금 수급비율

의 경우 남성(67%)에 비해 여성(33%)이 절반정도에 그쳐, 여성의 연금소득에 의한 노

후준비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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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노령
연금

계 3,637 (100.0) 1,139 1,045 787 498 167

남성 2,438 (67.0) 757 722 534 325 100

여성 1,199 (33.0) 382 323 254 173 68

분할
연금

소계 26 (100.0) 13 9 3 1 0

남성 3 (11.4) 1 1 1 0 0

여성 23 (88.6) 12 8 3 1 0

유족
연금

소계 500 (100.0) 108 122 115 99 56

남성 37 (7.4) 5 6 7 8 10

여성 463 (92.6) 102 116 108 91 46

<표 Ⅱ-9> 국민연금 급여유형별 성별 수급 현황
(단위: 천 명,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2018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남성 12.6%에 비해 여성은 87.4%로, 대부분 여성이 수급하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연금의 급여수준(배우자 기준 월 

2만 원)은 낮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14) 

구분 전체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계
2,260 624 560 431 645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285 78 23 41 144 

(12.6) (12.5) (4.1) (9.4) (22.3)

여성
1,975 546 537 391 501 

(87.4) (87.5) (95.9) (90.6) (77.7)

<표 Ⅱ-10> 부양가족연금의 성별 수급 현황
(단위: 천 명, %)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

한편, 현업여성(경제활동자)과 전업주부(비경제활동자)로 구분하여 개인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현업여성에 비해 개인연금의 가입수준과 향후 가입의향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6). ‘개인연금 가입 비율’을 보면, 

14) 부양가족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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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여성은 41.8%, 전업주부는 35.2%로 전업주부가 현업여성에 비해 6.6%p 낮았다. 

한편, ‘가입의향이 있는 비율’의 경우 현업여성 23.5%, 전업주부 19.3%로 전업주부가 

4.2%p 낮았고, ‘가입의향이 없는 비율’의 경우 현업여성 34.7%, 전업주부 45.5%로 전

업주부가 10.8%p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Ⅱ-6>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향후 가입 의향

(단위: %)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6)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령하고 있는 총연금(공적연금

과 개인연금의 합산)의 성별 격차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

8), 노인 여성의 연금소득은 월평균 15만 원으로 남성(36만 4,000원)의 41.3%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60만 

3,403원)의 25% 이하라는 점에서 노인 여성은 빈곤에 취약하다고 하겠다. 한편 EU(유

럽연합) 회원국의 65세 이상 여성의 월평균 연금이 121만 원으로 남성(199만 원)의 

61%여서 선진국의 노인 여성도 연금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선

진국의 경우도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성숙도, 급여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 여성의 연금수준은 열악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소득 수준, 노후준비 방법 등을 중심으로 남성과 

비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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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별 빈곤율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인 여성의 빈곤상황을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빈곤율은 

높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전체 여성의 빈곤

율15)은 21.6%(전체 남성에 비해 4.2%p 높음)였으나, 노인 여성만 분석대상으로 할 경

우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의 빈곤율이 14.7%16) 수준이나 이를 노인가구 빈곤율로 보면 46.5%17) 수준이라는 점

에서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빈곤하다는 점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구분
시장소득 
빈곤율

시장+공적이전
소득 빈곤율

시장-공적지출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갭

전체 19.5 16.7 18.9 16.0 35.4

남성 17.4 14.7 16.9 14.0 34.1

여성 21.6 18.7 20.9 17.9 36.4

<표 Ⅱ-11> 성별 빈곤율(2016년 기준)
(단위: %)

주: 1) 시장소득: 근로·자영·임대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액 등 
      3) 공적지출: 사회보험료 등   
      4)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5) 빈곤갭: 빈곤선과 자신의 소득(빈곤층 대상) 간의 갭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18. 8. 15일 기준), 개인특성별 빈곤율

나. 주요국 여성의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이러한 여성의 경제 및 노후준비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우려되는 문제는 아

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도 산업화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추진 배경이 되었던 주요국 여성의 경제 및 

노후준비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 빈곤율은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율)과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이 
있으며, 여기서는 상대빈곤율을 의미함

16) 통계청 e-나라지표(상대빈곤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

xSearch.do?idx_cd=4012&stts_cd=401204)

17) KOSIS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 구분별), 가처분소득 기준(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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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국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

득 수준, 노후준비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OECD 35개국의 여성 경활률과 그 성별 격차는 각각 54.5%, 13.8%p였으며, 

이를 주요국 15개국으로 비교하면 여성 경활률과 성별 격차는 각각 60.2%, 11.4%p로 

나타났다(<표 Ⅱ-12>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의 여성 경활률은 우

리보다 양호하고, 성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 전체 남성(A) 여성(B) 격차(A-B)

한국 62.8   73.9   52.1   21.8

일본 60.0 70.4 50.3 20.1 

캐나다 65.7 70.3 61.3 9.0 

미국 62.8 69.2 56.8 12.4 

덴마크 63.6 67.8 59.4 8.4 

독일 61.0 66.6 55.6 11.0 

아이슬란드 83.8 87.8 79.8 8.0 

아일랜드 60.2 67.5 53.2 14.3 

네덜란드 64.1 69.7 58.7 11.0 

노르웨이 64.5 66.9 62.1 4.8 

스웨덴 72.1 74.4 69.7 4.7 

스위스 68.6 74.5 62.8 11.7 

영국 62.9 68.6 57.5 11.1 

호주 64.8 70.6 59.2 11.4 

뉴질랜드 69.8 75.3 64.5 10.8 

OECD 주요 15개국 65.8 71.6 60.2 11.4

OECD 35개국 61.2   68.2   54.5   13.8

<표 Ⅱ-12> OECD 국가의 성별 경활률
(단위: %, %p)

주: 15세 이상 대상(미국은 16세 이상), 각 국의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s)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18. 4. 30 기준),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둘째, 2015년 이후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4.3%로 나타났다. 국가별

로 보면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군이며, 우리나라의 격차

는 37.2%로 인도, 남아프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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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단위: %)

주: 1) 성별 임금 격차=(남성 월 임금 중위수-여성 월 임금 중위수)/남성 월 임금 중위수
2) 임금은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으로 함 

자료: OECD(2017e)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0년, 2005년, 2013

년 또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OECD 25개국 기준으

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이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

라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추세는 선진국과 비슷하나 여전히 성

별 임금 격차는 가장 심한 국가라고 하겠다.

<그림 Ⅱ-8>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추이
(단위: %)

 

주: 전일제 근로자의 남녀 간 소득격차, 2000년, 2005년, 2013년 또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OECD(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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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여성 근로자가 저소득 직군에 종사한

다는 것 외에 여성 유급근로자 규모(대상 여성의 56.2%)가 남성 유급근로자에 비해 

20%p 낮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OECD Korea Policy Center 2016).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상자 중에서 성별로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18)(Informal daily)

를 처리하는 비율은 다르지만,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15개국에서 여성의 10.3%, 남성의 7.8%는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비공식 업무의 56.2%(10%/17.8%)를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별로 보면, 스웨덴의 경우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수행 비율(여성 5.3%, 남성 4.1%)이 가

장 낮았고 성별 격차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비공식

적 업무의 57%(5.3%/9.3%)를 여성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비공식 업무에서 

완전한 성평등의 달성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9> 일상의 비공식적 업무수행의 성별 격차(50세 이상)
(단위: %)

자료: OECD(2017e)

18) 임금 혹은 사업소득 형태가 아닌 가사노동 혹은 무급가족종사업무를 의미하며 시장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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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형태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여 여성의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은 

급여보다 비급여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임금을 받지 않

는 곳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 국가들에서 

성별 상용근로자(Full-time job)의 근로기간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4.9년 

정도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0> 급여 및 비급여 노동을 고려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위: 1일당 분)

자료: OECD(2017e)

한편, OECD 국가의 교육수준, 관리자, 고용주 비율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성에 비해 1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

표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성에 비해 9%p 낮았다. 여성관리자 비

율 격차를 보면, OECD 국가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리자 비율이 37.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79.0%p 낮아 OECD 격차의 2배 이상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고용주 비율 격차를 보면, OECD 국가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주 비율이 3.3%p 낮았으며,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4.4%p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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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등교육 이수율 격차 
(25~34세, 2015년)

여성 관리자 격차
(2015년)

여성 고용주 격차
(15~64세, 2016년)

OECD 평균 -11.9 37.7 3.3

OECD 최고 0.6(터키) 79.0(한국) 4.6(이스라엘)

OECD 최저 -28.4(라트비아) 11.4(라트비아) 1.7(노르웨이)

한국 -9.0 79.0 4.4

<표 Ⅱ-1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성별 평등 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p)

자료: OECD(2017e), p. 23; https://www.oecd.org/korea/Gender2017-KOR-kr 

앞의 선진국의 성별 경제상황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성별 격차가 크지는 않

지만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별 격차

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이러한 성별 경제적 격차는 연금 격차 등 노후소득보장의 격

차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19)

D’Addio(2015)에 의하면, OECD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별 연금격차를 분석한 결

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은 낮고 그 격차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정의한 성별 연금 격차(Gender pension gap)는 남성의 총연금액(공·사적 연금 모두 

포함) 대비 성별 연금 격차로 나누어 산출된 것이며, 성별 연금 격차는 OECD 25개국 

기준 2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OECD(2017b) 분석에 의하면, 독일 여성의 연금 격차는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소득갭과 파트타임 일자리 등 노동시장에

서 발생한 성별 갭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성의 연금수준

은 남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9) http://www.oecd.org/gender/data/newoecddataandanalysisrevealingthewidegapinpensionb

enefitsbetweenmenandwom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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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OECD 주요국의 성별 연금 격차
(단위: %)

자료: OECD(2017c)

한편, Bettio et al.(2012)에 의하면 여성은 사적연금 제도에 적게 가입하기 때문에 

성별 연금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연금소득 기준으로 덴마크, 스웨

덴, 독일, 영국에서 성별 연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교육수준, 혼인상태, 기대여명, 고용상태의 차이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WBG(Women’s Budget Group, 2017)에 의하면 영국의 높은 성별 연

금 격차의 원인으로 여성의 낮은 임금, 자산조사에 의한 크레딧 적용, 짧은 기여기간, 

세제혜택의 문제(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혜택이 발생하지 않음), 자동등록

사적연금(Auto-enrolled Private Pensions) 및 자발적 소득비례연금(VESPA: Voluntary 

Earnings-related State Pension Addition)에 대한 여성의 실질적 배제 등을 들고 있다.

유럽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약 40%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 

이는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약 16% 적다는 점에서 퇴직 후 연금소득의 격차는 이

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EU 국가들 사이에서 성별 연금 격차는 

3.7~48.8%로 분포하며 그 차이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하

20) European Parliament New(Interview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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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부 국가는 성별로 동일한 임금 수준이었으나, 다른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활

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의 경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격차가 커진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를 겪는 동안 이

러한 격차는 더욱 커져 취약계층에서 연금이 감소함에 따라 연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Ⅱ-12> EU 주요국의 성별 연금 격차(65~74세)
(단위: %)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7)

이러한 문제는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노동시장 여건과 연금과의 관계가 밀접하

기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연금정책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추진한 이유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선진국 여성의 노후준비 현황과 관련하여 영국의 성별 은퇴 준비상황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먼저,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 여성 또한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고 이로 

21) Scottish Widow(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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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퇴직을 위한 저축액을 비교하면 

여성(£64K)은 남성(£125K)의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여성은 몇 가지 이유로 남성에 비해 적정한 노후저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언급

되는데,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퇴직연금의 자동 가입을 위한 최저기여액을 충족

하지 못하는 낮은 소득수준22)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분 여성 남성

퇴직을 위한 저축액 £64K £125K

DC제도 매월 납입액 £80.57 £149.13

매월 자동 납부액 £72.34 £91.75

연간 £10,000 이하 소득자 비율 46% 33%

22~29세 중 퇴직을 위한 저축이 없는 비율 22% 18%

<표 Ⅱ-14> 영국의 성별 은퇴준비 상황 비교

주: 영국 1파운드(£)당 환율은 1,480원(매매 기준, 2018. 4. 27일 기준)

자료: http://reference.scottishwidows.co.uk/docs/2017-women-retirement-report

다음으로, 이혼과 같은 가족분화가 발생할 경우 여성의 노후준비가 악화되는 경향

이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이혼자의 경우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을 하지 못하는 비율

은 여성 24%, 남성 12%로 여성이 남성의 두 배였다. 또한 이혼으로 퇴직준비가 악화된 

비율도 여성 40%, 남성 19%로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구분 여성 남성

퇴직을 대비하여 적정한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 52 59

이혼자 중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을 하지 못하는 비율 24 12

이혼으로 퇴직준비가 악화된 비율 40 19

<표 Ⅱ-15> 영국의 성별 연금저축갭 비교
(단위: %)

자료: http://reference.scottishwidows.co.uk/docs/2017-women-retirement-report

22) 2012년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22세부터 연소득이 2012년 3월 기준으로 
￡8,105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NEST의 적용 대상으로 하였음(http://institute.nps.or.kr/ 

jsppage/research/overseas/overseas_06.jsp)

23) http://reference.scottishwidows.co.uk/docs/2017-women-retirement-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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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 시 가장 중요한 노후 자산인 연금에 대해서는 논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혼 여성 중 연금수급권을 획득한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은 

부부 중 42%가 이혼을 경험하는데, 이혼 부부 중 71%는 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해 논

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따르면 

이혼자의 11%만 연금분할(Pension sharing)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혼 시 연금자산보다 다른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설문조사에 의

하면 부부 중 약 9%만이 연금분할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마도 연금분할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필요하고 이러한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균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연금저축(Pension savings)

으로 약 £132k를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반적 영국(UK) 임금인 £26k의 5배 

수준이다.

한편, 이혼과 자산 축적과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본 Angela A. Hung et al.(2015)에 

의하면, 30대에 이혼한 여성의 자산 축적 상태가 50대에 이혼할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젊을 때 이혼하는 여성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확률

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후 빈곤에 처할 여성이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선진국 여성의 노후준비 상태를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소득과 가입기간이며, 두 요소의 작용에 의해 연

금액이 결정되고 근로시점의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 소득대체율이 된다. 소득은 앞

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유럽 주요국들의 평균 연금 가입기간을 살펴보고자 한

다.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비기여기간 포함)을 보면, 전반적으로 30~40년 정

도 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입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근로기간보다 가입기간이 

다소 긴 이유는 비기여기간의 일부(예: 출산, 육아, 실업 등)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

해 주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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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금 수급개시자의 

평균 연령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비기여기간 포함)

덴마크 62.1(62/62.3) 27.7(35.7/20.3)

그리스 60.4(61.4/58.6) 25.1(27.5/20.8)

스페인 62.9(62.9/63) 38(40.3/30.4)

프랑스 60.2(59.8/61.5) 35.75(40/31.75)

이태리 60.3(60.5/60) 32.1(34.9/27.9)

포루투칼 63.7(63.3/64.3) 28.5(32.3/23.9)

핀란드 59.5(59.4/59.6) 31.9(33.3/30.6)

스웨덴 64.7(64.8/64.7) 37(40/34)

영국 62.3(62.7/61.9) 35(42/26)

<표 Ⅱ-16> 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수급자 연령 및 가입기간
(단위: 세, 년)

주: (  ) 안은 (남성/여성)의 연령과 평균가입기간을 의미함 
자료: 유호선 ·이지은(2011); EU(2009)

EC(2018)는 총소득대체율(Aggregate replacement ratio)을 55~59세 연령대의 소득

대비 65~74세의 연금소득으로 정의하여 성별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총소득대체율은 35(아이슬란드)~87%(룩셈부르크) 범위에 있고 EU 28개국의 평균은 

5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총소득대체율은 35(아이슬란드)~88%(룩셈부르

크) 범위에 있고 EU 28개국의 평균은 61%였다. 여성의 총소득대체율은 38(사이프러

스)~86%(룩셈부르크) 범위에 있고 EU 28개국의 평균은 55%로 분석되었다. 남성에 비

해 여성의 총소득대체율은 6%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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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성별 총소득대체율(2016년 기준)

(단위: %)

자료: EC(2018), P. 48 

다섯째, 선진국 여성의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가구를 부부와 독신 가구로 구분할 경우 독신 가구에는 초고령 노인 여성이 대부분이

라는 점에서 독신가구의 빈곤율은 노인 여성의 빈곤율로 의제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부부가구에 비해 독신가구의 빈곤율이 두 배 정도이므로 노인 여성의 빈곤율이 높을 

것임을 방증한다.

<그림 Ⅱ-14>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독신가구의 빈곤율 비교
(단위: %)

주: 국가코드는 ‘https://namu.wiki/w/ISO%203166’을 참조함(예: EE(에스토니아), LV(라트비아))

자료: EC(2018),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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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국가(2013년 소득 기준)를 대상으로 이러한 성별 빈곤을 직접적으로 비교

한 결과에 의하면, EU28 국가에서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15.8%로 남성 11.2%에 비해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전체
남성 여성

소계 독신 동거 소계 독신 동거

벨기에(BE) 16.1 15.5 17.2 15.1 16.5 18.1 15.3

덴마크(DK) 9.8 9.1 16.3 6.2 10.4 13.3 7.6

독일(DE) 16.3 14.0 23.0 11.0 18.4 29.5 10.9

아일랜드(IE) 10.9 9.3 14.2 8.0 12.2 15.3 10.6

프랑스(FR) 8.6 7.1 9.1 6.5 9.6 14.4 5.4

이탈리아(IT) 14.2 11.0 15.1 10.0 16.6 25.5 10.7

룩셈부르크(LU) 6.3 5.7 8.4 5.0 6.8 7.7 6.2

네덜란드(NL) 5.9 4.9 3.6 5.2 6.8 8.8 5.4

스웨덴(SE) 16.5 10.3 25.5 5.5 21.7 38.3 6.6

영국(UK) 17.9 14.7 17.6 13.9 20.6 29.3 14.6

EU28 13.8 11.2 16.3 9.9 15.8 23.1 10.9

<표 Ⅱ-17>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빈곤율(2013년 소득 기준)
(단위: %)

자료: EC 홈페이지, “At-risk-of-poverty rates by age” 

이러한 노인 여성의 빈곤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으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성에게 닥친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3. 소결

기여성 원칙에 의해 연금의 노후소득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2장에서는 성

별·국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사회·경제적 환경

(고령화, 경제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여성의 고령화는 남성보다 심하고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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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후준비 상황도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성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에 대해 더디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그동안 다양한 여성 노후준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후준비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활률,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함에 따라 근로환경 또한 취약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EU 국가들의 성별 근로기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4.9

년 정도 적고, 임금소득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 즉,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

성의 경제적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차이는 생애평균소득의 성별 격차로 추정하면 16.3%로 나타

나고 이러한 격차는 연금소득의 성별 격차를 36% 확대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4) 

노동소득의 격차가 연금소득의 격차로 전이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금소득의 격차는 노인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선진국 여성의 노인

빈곤율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해 높으나,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대표적인 이유로는 ①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준

이 낮고, ② 공·사적 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③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률25)과 수급률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경제상황 등이 여성의 노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제3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떠한 여성 

관련 연금정책을 추진하였고,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4) EC(2018), p. 73

25)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4.3%(2016년 4월)로 남성 74.9%에 비해 낮음.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낮은 이유는 비정규직이 많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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