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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빈곤율 추이 

김미화 연구원

국내동향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빈곤율 또한 상승하는 추세임. 1인 가구

의 빈곤율 상승은 빈곤에 취약한 중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고령화, 만혼 및 비혼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1인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1인 가구의 빈곤율 또한 상승하는 추세임(<그림 

1> 참조).

1인 가구는 1990년 102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25년 동안 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1

인 가구 비율도 동기간 동안 9.0%에서 27.2%로 18.2%p 증가함.1)

- 2005년까지 4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었으나, 2010년은 2인 가구(24.6%), 2015년에

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함.

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40.6%에서 2014년 47.6%로 7%p상승함.2)

1) 통계청 보도자료(2016. 9. 7), 2015 인구주택총조사 .

2) 보건사회연구원(2016), 2015년 빈곤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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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항목별 지출 비중 

<그림 1> 국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 추이 <그림 2> 국내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6), 2015년 빈곤통계연보 자료: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빈곤에 취약한 중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그림 2> 참조).3)

특히 고령층(60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이 2010년 27.0%에서 2015년 30.3%로 3%p 증가하여 

전체 1인 가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67.1%로 매우 높은 수준임.4)

중년층(50~59세)의 1인 가구는 2010년 60만 가구에서 2015년 88만 가구로 증가하여 약 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증가폭임.5)  

자료: 통계청(2017), 가계동향조사.

3)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 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인 가구(47.6%), 노인

(47.2%), 여성가구주가구(31.1%), 한부모가구(17.7%), 취업자(7.4%), 아동(7.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김복순(2016),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 �노동리뷰�, 노동연구원.

5) 중년 1인 가구는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고령 시기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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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고령화, 만혼 및 비혼, 이혼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1인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1인 가구는 주거, 건강 등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2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아 빈곤의 위험

이 더욱 높게 나타남(<그림 3> 참조).

- 2016년 1인 가구의 주요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주거 및 수도 광열비(23.9%), 식료품 

및 음료(18.0%), 보건(11.2%)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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