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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가� 경험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이자 
공통�현안입니다. 

아셈�회원국을�포함하여�각�국은�인구변화에�대한�대응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대두된� 노인인권� 문제에 
대응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노인을�위한 
유엔원칙(����)』, 『마드리드�국제�고령화�행동계획(����)』 과 
같은�정책권고를�시작으로, UN 고령화�실무그룹(OEWGA, 
����)을� 구성하여�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검토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화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관점은 
비노인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수,  국가의� 수지 
악화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전망하는� 숫자와� 그래프에 
초점이�맞춰져�있거나�사회와�노동시장에서�밀려나�소외와 
빈곤을�겪는�노후에�대한�공포의�이미지에�머물러�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노인은� 주로� 특정� 연령� 집단으로� 규정되며 
개개인의�다양성과�특성이�배제된�채�동일한�특성과�요구를 
가진�보편화된�집단으로�인식되고�있어, 우리�모두가�겪는 
노인과�노화의�문제를�특정�연령�집단의�일로만�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올해부터�발간하는 『이슈포커스』
는� 노인을� 생애주기의� 과정을� 경험하는� 개개인으로서 
바라보고, 한�개인으로서의�존엄과�삶의�질에�초점을�맞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슈포커스를�통해�우리�사회가�노인인권�문제를�우리�삶의 
모든�영역과�연결시키고�확장해�나가는�계기가�될�수�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슈포커스는� 노인인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넓힐�수�있도록�각�호마다�노인인권과�관련된�주제를 
선정하여�해당�주제를�중점적으로�다룰�예정입니다.



특히�이번�호는�첫�발간호인�만큼, 주제�선정에�많은�고민이�있었습니다. 고민과�논의�끝에, 우리는 
이슈포커스�첫�발간�호의�주제로 “젠더와�노인인권”을�선정했습니다. 

젠더는�단순히�전�세계�인구의�절반의�문제를�넘어�우리�사회의�모든�영역과�정체성과�관련된�문제일 
뿐만�아니라, 인구고령화와�노인의�인권�문제에�있어서는�더욱�더�중요한�문제입니다. 

젠더적�관점은�구조적, 제도적으로�구축된�남성�중심의�체계를�평등의�관점으로�새롭게�고찰하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여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온� 양육과� 돌봄, 가사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와 
노동의� 가치를� 제기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여성의� 불평등과� 빈곤� 원인을� 제시해� 줍니다. 젠더 
문제는� 여성의� 관점에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자살률과� 조기사망률이 
여성보다�높은�원인�또한�젠더적�관점을�통해�이해할�수�있습니다. 

이와� 같이, 젠더적� 관점은� 노인이라는�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를� 연결시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줌으로써�우리가�고령화와�노인인권의�문제를�근본적으로�이해하고�그�속에서�방향을�찾는 
통합적�접근과�변화를�이끌어내는�데�기여할�것이라고�믿습니다.

����년은 ����년에�열린�제�차�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채택된�베이징�선언 ��주년으로, 국제사회에 
여성인권과�성평등을�위한�노력을�다시�한번�환기할�수�있는�중요한�해입니다. 젠더와�노인인권을 
다루는�이번�창간호를�통해�아셈�회원국을�중심으로�고령화와�성평등의�문제를�연결시켜�고민하고 
변화를�함께�모색하는�계기가�되기를�희망합니다. 

����년� 여름, 첫� 발걸음을� 뗀� 이슈포커스가 ��개� 아셈� 회원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다양한�관점과�생각을�제시하고, 나아가�연령을�초월한�전�세대의�공감을�이끌어내는 
노력의�마중물이�되기를�바랍니다.

지�은�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감사의 글

본�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로부터�소중한�자문과�지원을�받았습니다. 

특히� 기획부터� 편집을� 맡아� 이끌어� 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슈포커스팀(조산새, 
백승민, 이영미, 김빛나�연구원), 보고서의�구성과�주제�선정에�아낌�없는�자문으로�함께 
해주신�이슈포커스�자문위원단(브리짓�슬립, 하정화, 리사�워스, 이민홍, 사비나�헤닝�위원),
다양하면서도� 올바른� 관점으로� 원고를� 집필해주신� 저자(바네사� 스테인마이어, 차전경, 
백승민, 리사� 와스, 케이트� 호스테드, 박영란) 분들� 덕분에� 첫� 이슈포커스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기꺼이� 검토와� 자문을� 맡아주신� 석재은� 교수님(한림대)께도 
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 본�보고서는�국가인권위원회의�지원으로�발간되었습니다.  



이슈포커스 자문위원단

이슈포커스�자문위원단은�아셈�회원국의�노인인권과�고령화�전문가로�구성되어�이슈
포커스가�아시아와�유럽�지역의�주요�노인인권�현안을�다루고�다양한�관점을�제시할�수 
있도록�이슈포커스의�주제�선정과�구성, 전반적인�내용에�대한�자문의�역할을�담당합니다.

자문위원단

브리짓�슬립�위원은�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노인인권�정책고문으로서,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은 
전�세계적인�네트워크를�가진�대표적�노인인권�옹호�국제단체이다.

브리짓�슬립(Bridget Sleap) 위원

하정화� 위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현재� 사회복지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고령화와 
생애주기, 사별, 임종과�치매�케어�등에�대해�연구하고�있다.

하정화(Jung-Hwa Ha) 위원

리사�워스�위원은�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인구문제�부담당관으로�일하고�있으며, 유럽의 
인구�변화와�고령화를�다루고�회원국�간�논의를�증진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리사�워스(Lisa Warth) 위원

이민홍�위원은�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로, 현재�한국노년학회의�학회지�편집위원장을�맡고 
있으며�노인학대와�장애�노인의�돌봄�문제를�중심으로�연구하고�있다.

이민홍(Minhong Lee) 위원

사비나� 헤닝� 위원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회발전부� 지속가능인구
변화팀�팀장으로서, 고령화와�노인인권과�관련된�아태지역의�협력�증진을�위한�업무를�담당하고 
있다. 

사비나�헤닝(Sabine Henning) 위원



목 차



들어가는�글 01

아시아·태평양�지역�여성노인의 
소득보장과�인권 05바네사�스테인마이어, 차전경 

한국의�연금제도와�여성의�빈곤한�노후 15백승민

젠더와�고령화�사회 25리사�워스

젠더�관점에서�본�여성의�무급돌봄 31케이트�호스테드

젠더�관점에서�본 
건강하고�활동적인�노년의�삶 40박영란

부록 52

AGAC 봄/여름�소식
아셈�회원국(ASEM Partners)



1

A
G

A
C Issue Focus

G
en

der an
d A

gein
g

서론

전�세계는�현재�유례없는�인구변화를�경험하고�있다. 출생률�감소와�기대수명의 
증가로�전�세계적으로�거의�모든�국가에서�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으며1, ����
년에는�처음으로 ��세�이상�인구가 �세�미만�아동인구�수보다�많아졌고 ����년 
기준�전�세계인구의�약 �%가 ��세�이상으로�꾸준히�증가해 ����년에는�약 ��%, 
����년에는 ��%, 그리고 ����년에는�약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2.  

또한�인구고령화는�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긴�여성의�수명으로�인해�전�세계적
으로�여성노인의�수가�남성노인보다�많아지는�특성을�동반한다. 여성은�전�세계 
��세�이상�인구�중 ��%를�차지하며, 좀�더�고령층인 ��세�이상�인구로는 ��%를 
차지한다3. 기대수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4. 이와�같이, 대체로�남성노인에�비해�여성노인은�오래�살지만�이와 
상관없이�여성의�나이�듦의�과정은�남성과는�차이가�있다. 즉, 남성과�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리고�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도�나이�듦을�다르게�경험
한다5. 따라서, 젠더�관점은�우리가�인구고령화를�이해하고�남성과�여성, 모든 
노인의�인권을�이해함에�있어�필수적이다6.  

그러나 ‘젠더’와 ‘노인’은�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되어7 고령화를� 젠더의 
관점에서�보는�시도나�연구가�많지�않은�편이다. 젠더와�페미니즘은�국제사회의 
많은�불평등의�문제를�우리�삶의�문제로, 사회의�모든�구성원의�문제로�바라보게 
하는� 핵심적� 관점을� 제시해주었으나, 대부분� 젊은� 세대의� 여성, 여아의� 교육, 
역량강화, 또는�모성보건과�성폭력�근절과�같이 ‘생산성’과 ‘재생산성’에�초점이 
맞춰져8 상대적으로�여성노인의�문제가�관심을�받지�못한�것도�사실이다. 

최근�들어�인권적�관점에서�젠더와�고령화를�연결시키려는�노력과�고령화�또한 
젠더의�문제라는�인식이�늘어나면서, 젠더라는�사회적�구조가�어떻게�여성노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젠더와� 고령화를� 하나의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눈으로� 바라본� 고령화와� 노인의 
문제를�새롭게�고찰하는�인식의�전환이�생기기�시작한�것이다. 이에�따라�여성이 
노후에�겪는�어려움은�남성에�비해�긴�수명�때문만이�아니라�생애주기�전반을 
통틀어�축적된�불평등의�결과9 라는�사실이�주목받고�있다. 

들어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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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소득보장
인권적�측면에서�소득의�보장은�특히�노후의�존엄성과�적정한�삶의�질을�누리기�위한�매우�기본적�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은� 특히�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다층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 주로� 여성노인의� 생계는�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보장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경제활동�참여율과�지속성�또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러한�여성노인의�경제적�의존성과 
낮은�경제활동�참여율은�노후의�연금과�저축의�문제와�직결되어�노후의�빈곤을�초래한다. 또한�여성은 
남성에� 비해� 토지나� 주택� 등� 다른� 자산을� 상속받거나� 취득할� 가능성이� 낮아�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할�수밖에�없다.

이와�같이�생애주기�전반에�걸쳐�축적되는�여성의�불평등은�특히�연금제도를�통해�명백하게�드러난다. 
연금은�노후의�소득보장에�있어�가장�중요하고�핵심적인�수단이며, 전�세계에서�절반�정도의�노인이 
연금을�수급받고�있다11.  대부분의�아셈�회원국은�개인의�납입을�기반으로�하는�국민�기여형�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으나, 여성의�경우�낮은�급여와�비상근�근무형태, 육아와�돌봄으로�인한�경력�단절로�인해 
남성에�비해�수급권이�없거나�수급금액이�매우�적은�경우가�많다. 

연금수급의�젠더�격차를�줄이기�위해�독일, 스웨덴, 대한민국�등�일부�아셈�회원국에서는�연금�수급에�있어 
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을�일정기간�보상하는 ‘육아�크레딧’ 제도를�두고�있다. 또한�중국, 덴마크, 
네덜란드,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등�많은�아셈�회원국에서는�일정�소득�이하의�노인들에게�기여형의 
연금과�별도로�사회보장제도로서�운영하는�사회수당형�연금(social pension)을�지급하고�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들여다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 노동, 영양, 건강, 
사회서비스와�재원�등에�대한�접근에�한계가�있으며, 이러한�불평등은�빈곤, 질병, 학대, 폭력�또는�사회적 
배제로�이어질�위험이�크다. 이와�같이�생애�전반에�걸쳐�축적된�여성의�불평등은�노후에도�지속될�뿐만 
아니라�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여성노인이�겪는�다층적�불평등과�인권�침해의�핵심을�이해하기�위해서는�인구고령화를�젠더의 
차원에서�이해하는�것이�필수적이다. 즉, 젠더�관점을�기반으로�개인과�사회적, 문화적, 정치적�구조를 
함께�들여다봄으로써�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깊이�스며든�여성의�오랜�불평등의�역사를�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슈포커스 ���� 봄여름호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연금제도, 
무급돌봄과�활동적�노후�등에�대한�현안을�짚어보고�고령화에서의�젠더�주류화와�여성의�소득�보장에 
대해�살펴보고자�한다. 

“여성은�전�세계적으로�노인�인구의�다수를�차지합니다. 여성은�남성보다 
노후에�빈곤을�겪을�가능성과�차별을�당할�가능성이�높고, AIDS로�인해�부모를�잃은�손자녀들의 

보호자일�뿐만�아니라�가족을�돌보는�역할을�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이들의�수고와�기여는�잘�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된�급여를�받지�못하거나�아예�급여를�받지�못하는�경우도�많습니다.”10  

- 코피�아난�제7대�유엔사무총장 (세계노인의�해�기념,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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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무급 돌봄 노동

소득보장과�관련된�여성의�불평등은�다층적, 교차적�영역에�걸친�사회구조�속에서�발생하지만, 그�핵심은 
오랫동안�우리�사회에�고착화된 ‘젠더�역할’에�의한�것이다.  대한민국의�고령자�통계�조사(����)에�따르면, 
‘일을�그만�둔�이유’에�대해�남성은 ‘폐업, 사업종료, 해고’ 라고�답한�반면�여성은 ‘가족을�돌보기�위해서’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12.  이와� 같이 ‘젠더� 돌봄� 격차’는� 연금과� 일자리, 수입� 등�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여성�노인의�소득�보장의�권리를�침해할�뿐만�아니라�신체적�건강�또한�위협할�가능성이 
높다. 또한�돌봄에서의�젠더�격차는�여성�노인의�우울, 소외감, 불안, 정신적�박탈감�등의�위험을�야기해 
정서적�건강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다. 영국에서�실시된�조사에�따르면, 비공식적인�돌봄을�제공하는 
노인들의 �분의 �이�외로움�및�사회적�관계를�유지하는�데�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13, 절반 
정도가�정서적�건강이�나빠졌다고�응답했다14. 그러나�이와�같이�비공식적�돌봄에서�오는�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은�주로�간과되기�쉬우며, 특히�돌봄�제공자의�기여가�잘�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더욱�정서적, 
신체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고령화와 젠더 주류화 

모든�사람은�누구나�나이�듦의�과정을�경험한다. 그러나�남성이�겪는�과정과�여성이�경험하는�과정은 
다르다. 생애�전반에�걸쳐�축적되는�성�불평등은�특히�노후의�단계에�있는�여성의�인권을�침해할�뿐만 
아니라�국제사회�구성원�모두의�인권을�침해하는�일이다. 노인인구의�다수에�해당하는�여성이�빈곤과 
배제를�겪고�적정한�삶의�수준을�보장받지�못하는�상황은�결국�직·간접적으로�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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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올해로 “베이징선언”이 ��주년을�맞이했다. 베이징�선언은 ����년�제�차�세계여성회의에서�채택된�선언 
및� 행동강령으로, 성평등을� 향한� 전� 세계적� 움직임의� 전환점이� 된� 선언이었다. 선언을� 통해 “여성의 
권리는�인권”의�문제이며 “여성의�경제적�자립과�여성의�빈곤의�원인이�되는�경제구조�개혁을�통한�여성의 
구조적�빈곤을�근절”하기�위한�행동강령이�제시되었다. 또한�여성의�권리와�성평등을�보장하기�위해�모든 
분야의� 정책에서의� 젠더� 주류화가� 강조되었다. ��년이� 지난 ����년� 현재, 아셈�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아직도�소득과�돌봄에서의�젠더�격차를�해소하지�못했다. 전�세계적인�인구고령화의�흐름 
속에서� 베이징� 선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정책과� 고령화� 정책에� 젠더� 주류화를 
실현해야�한다. 무엇보다�정책에서의�젠더�주류화는�여성만을�위한�정책이�아니라�여성과�남성, 모든 
연령의�인권과�존엄성을�보장하는�정책이며, 특히�우리�모두의�존엄한�노후를�보장하는�정책의�기반이 
된다는�사회구성원의�인식과�공감에�기반해야�할�것이다.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기존의 
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고�이에�맞추어�정책을�새롭게�설계하는�노력과�시도가�필요하다. 
특히�보편적�사회수당형�연금�제도�도입, 양육�및�돌봄�크레딧�적용�등을�포함한�연금제도�개혁과�함께 
여성이� 양육과�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성의�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수반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연령에�상관없이�모든�무급�돌봄�제공자들의�사회적�기여와�경제적 
노동의�가치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2019). World Population Ageing 2019: Highlights
2  UNDESA. (2019).
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UNDESA.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custom data 
acquired via website.
4  HelpAge International. (2002). Gender and Ageing Briefs.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in Madrid in April 2002 
5  HelpAge International. (2002). 
6  Age Platform Europe. (no date). Gender Equality in Old Age. Retrieved from  https://www.age-platform.eu/policy-work/gender-equality-old-age
7  Age Platform Europe. (no date). 
8  HelpAge International. (2002). 
9  Gibson.D. (1996).  Broken down by age and gender: “The problem of old women” redefined. Gender and Society, Vol. 10. No. 4. As cited in Sharita 
Serrao. (2015). Population Ageing and its Gender Dimensions. Retrieved from 
https://hr.un.org/sites/hr.un.org/files/Population%20ageing%20and%20its%20gender%20dimensions_0.pdf
10  United Nations. (1999, February 11). UN Press Release SG/SM/6893. https://www.un.org/press/en/1999/19990211.sgsm6893.html
11  UN Women. (2015). Policy Brief No.3. Protecting Women’s income Security in Old Age. Retrieved from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12/women-income-security-in-old-age
12  대한민국�통계청. (2019). 2019 고령자�통계.
13  Carers UK and Age UK. (2015). Caring into later life. Retrieved from 
https://www.carersuk.org/for-professionals/policy/policy-library/caring-into-later-life
14  The Princess Royal Trust for Carers. (2011).  Always on call, always concerned: A survey of the experiences of older carers. Retrieved from 
https://www.scie-socialcareonline.org.uk/always-on-call-always-concerned-a-survey-of-the-experiences-of-older-carers/r/a11G00000017w3p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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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문제에서�젠더�관점을�고려하는�것은�여성�노인의�수�측면에서�매우 
중요하다. ����년�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의 ��세� 이상 
여성노인은 �억 �천�백만�명인데�비해�남성노인은 �억 �천�백만�명이다. ��세�이상 
연령층에서는�여성노인 �천�백만�명에�남성노인은 �천백만�명으로�성비�불균형이 
더욱�두드러진다1.  여성노인의�권리�보호는 “그�누구도�소외되지�않는�사회”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한 “���� 지속가능발전목표 (����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달성을�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

바네사�스테인마이어(Vanessa Steinmayer)·차전경(Jeonkyoung Cha)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steinmayerv@un.org

인구학적 배경
여성노인이�남성노인보다�많은�것은�인구학적�요소로�설명할�수�있다. 아태�지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년으로� 남성의 ��.�년에� 비해 �.�년� 높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년� 가까이� 높다. 사회문화적� 선호에 
따라�남성은�보통�자신보다�나이�어린�여성과�결혼하므로�여성은�노후에�남편을 
먼저�잃고�혼자�살게�될�가능성이�많으며, 아태�지역�거의�모든�국가에서 ��세�이상 
여성이�남성에�비해�혼자�사는�비율이�높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세�이상�여성 
��.�%가 �인가구� 형태로� 살고� 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2. 이러한�격차는 ��세�이상�연령층에서는�훨씬�더�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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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과 인권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관한�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3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4 은�여성노인의�소득보장과�모든�연령대에�적용될�수�있는 
인권� 규범이다. 장애인의� 권리�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라� 보장된다. 현재� 노인을� 위한� 권리협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엔 
고령화�실무그룹(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이�구성되어�노인인권의�보호와�증진을 
위한�협약의�필요성�등을�논의하고�있다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조는� 국가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여성의�권리�보호를�위한�입법을�추진하기로�약속함을�명시하고�있다. 제��조는�고용�분야�차별 
철폐와 “불가침의�권리”인�일할�권리, 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 유급휴가를�받을�권리�및�사회보장�특히 
퇴직, 실업, 질병, 노령�및�기타�노동이�불가능한�경우에�사회보장을�받을�권리의�보호를�위해�국가가 
적절한�조치를�취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국가가�모든�사람에�대하여 “노동에�의하여�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제�조)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조)”, 
그리고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본적� 권리(제��조)를� 인정하고 
조치를�취해야�한다고�명시한다.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를� 비롯한 ����
지속가능발전목표, ����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등 
유엔의�주요�회의�및�정상회담의�성과로�발표된�문서에서�여성노인의�인권�보장을�위한�지침과�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는 ����년 ‘제�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고령화
행동계획�이행점검�및�승인을�위한�정부간�회의(Third Regional Asia-Pacific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에서�새롭게�대두되는�현안으로�논의되었고 ����
년�제�차�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서도�주요�의제로�논의될�예정이다.

아태 지역 여성노인의 소득
아태�지역�여성노인의�상당수는�배우자나�자녀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고�있거나, 전혀�소득이�없다고 
답했다([표 �] 참고). 미얀마, 필리핀, 태국의� 여성노인들은� 주요� 소득원으로�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
(생활비)을�꼽았으며, 남성에�비해�많은�여성노인이�자녀로부터�받는�생활비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미얀마, 필리핀, 태국에서�두�번째로�중요한�소득원이며, 여성보다는�남성노인에게�더�비중이 
크다. 필리핀과�달리�미얀마와�태국에서는�기여형�연금(contributory pension)의�역할이�크지�않다. 



여성의 재정적 의존, 근본적 원인

여성노인이�재정적으로�의존적인�주요�원인은�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 (�) 근로연령�시기의�저축�가능성이 
낮고, (�) 연금�수급액이�적으며, (�) 노후의�근로소득�기회가�적기�때문이다.

아태�지역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상당히�증가했지만�노동시장에서의�성별�격차는�여전하다. 지역 
내�여러�국가에서�여성은�공식(formal) 노동�시장�진입�장벽의�한계에�부딪히고, 유급노동�대신�무급의 
돌봄�노동을�강요�받는다8. 아태�지역�대부분�국가에서 ��세에서 ��세�사이�여성�중�노동�시장에�참가하는 
비율은 ��%  미만이다([그림 �]). 다만, 네팔, 솔로몬�제도, 캄보디아와�같은�최빈개발도상국(경제활동
참가율�순)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게�나타나지만, 이는�농업에�종사하는�여성들�때문이며, 
농업에�종사하는�것은�대개�사회보장제도의�혜택에서�벗어나�있다9. 

대한민국의�경우, 수급률이�높은�보편적�기초연금과�기여형�연금으로�이루어진�연금�제도가�있음에도 
여전히�근로�소득이�남녀�모두에게�가장�중요한�소득원이다. 

인도에서는�여성노인 ��.�% 와�남성노인 ��% 가�경제적으로�의존적인�상태로 “소득이�없다”고�답했다6. 
일부� 아세안(ASEAN) 국가의� 자료에서도� 역시� 여성노인이� 일반적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수입이� 적고 
여성노인의�빈곤율이�남성노인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7. 

[표 �] 아태�지역�일부�국가의 ��세�이상�노인�주요�소득원 (단위: %, 최근�가용�자료�기준)

주) 답변�범위는�국가별로�다름. 
* (-) 해당�없음
출처: Knodel, John and HelpAge International. "The Situation of Older Persons in Myanmar", Results from the ���� Survey of Older 
Persons (Revised ����)". HelpAge International: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and Demographic 
Research and Development Foundation, Inc. "Ageing and Health in the Philippines", ����; 정경희, “����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ollege of Populatio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and HelpAge International. "The Situation of 
Thailand's Older Population. An Update based on the ���� Survey of Older Persons in Thailand", HelpAge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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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은� 또한� 근로� 소득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 ��세� 이상� 연령층에서� 상당수의� 남성은� 여전히 
일하고�있으며�이�집단에서�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격차는�더욱�크다. 스리랑카에서는�여성노인 
��% 만이�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데�비해, 남성노인의 ��%가�일을�한다. 더욱이�여성노인은�젊은 
여성보다�경제활동에�참가하는�데�있어�더�높은�장벽과�부정적�인식으로�인한�한계를�경험한다.

대다수의�노인들은�일을�하고�싶어서가�아니라, 생계를�위해�하는�경우가�많다. 연금�보장의�범위가 
협소한�경우에는�더욱�그렇다10. 아태�지역에서 ��세�이상의�일하는�남성 ��.�%와�여성 ��.�%가�비공식 
고용�상태에�있다11. 

출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온라인데이터베이스: https://ilostat.ilo.org/. 검색일: ����. �. � .

[그림 �] ����년도 ��-��세�및 ��세�이상의�남녀�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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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여성은�토지, 주택�및�기타�자산�등의�보유에서�불이익을�받는�경우가�많아�노인의�젠더간�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미얀마에서는� 남성노인 ��.�%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성노인은 ��.�% 
뿐이다12. 인도에서도�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저축이� 있는� 경우도 
남성노인이�여성노인보다�많다13. 

또한�여성은�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기여형�연금�가입율이�보여주듯이�연금�수급�기회도�남성에�비해 
적을�수밖에�없다([그림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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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관련 아태 지역 우수사례

전�생애주기에�걸친�여성의�소득�역량�강화는�매우�중요하다. 생산가능연령�시기에�소득이�있는�여성은 
노후에도�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여형� 연금� 수급과� 저축으로� 인한� 노후� 소득이� 있으므로 
스스로의�선택에�의해�일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연금제도�역시�생애주기에�걸쳐�축적된�불평등이 
계속되지�않도록�개혁이�필요하다. 또한�현세대의�여성노인에�대한�사회보장은�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 
보장하는�데�핵심적인�수단이다.

대한민국을�비롯한�일부�국가의�고령화�정책에는�전�생애주기에�걸친�성평등�실현이�포함되어�있다. 
대한민국의�경우, 모든�연령층의�성평등을�위한�정책이 ����년 �월에�발표된 ‘제�차�저출산고령사회

여성들은�기여형�연금�수급�자격이�있더라도�노후�생활을�감당하기에�충분치�않은�경우가�많다. 아태 
지역�국가들의�연금�지급액은�대체로�낮은�편이며, 여성은�남성에�비해�낮은�평균�임금, 육아나�노인 
돌봄�등을�위한�경력�단절로�인해�짧은�가입기간, 남성에�비해�빠른�은퇴연령�등의�이유로�남성보다�연금 
수급액이�대체로�낮다. 아태�지역에서는�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등�일부�국가만이�연금제도에 
여성의�돌봄�크레딧을�적용하고�있다.

자녀에�대한�경제적�의존과�비공식적인�노동�때문에�노인들은�특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비롯한 
위기�상황에�취약하다. 자가�격리나�달라진�소비�문화로�인한�소득�손실에�가장�먼저�노출되는�것도 
노인이다. 또한�젊은�층이�소득�기반을�잃게�되면�자녀로부터의�이전�소득에�의존하는�노인들�역시 
영향을�받게�된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사회보장�보고서(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

[그림 �] 아태�지역�일부�국가의�취업�연령�인구�중�연금�의무가입율 (단위: %, 최신�가용�자료)

일본

Pe
rc

en
ta

ge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홍콩(중
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브루나이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이란 부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캄보디아

전체 여성



기본계획(수정안)’에도�포함되어있다. 기본계획에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고�노동시장의�성 
차별�문제를�해결하여�여성노인의�소득보장을�도모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정부는�노인일자리 
프로그램과�함께�중장년층과 ‘신중년층’을�위한�은퇴�및�실업자�교육과�취업�상담�등을�제공하는 ‘신중년 
새출발�지원�인프라’ 프로그램을�마련, 종합적인�은퇴�준비�지원�서비스�체계를�구축하고�있다14. 

이와� 관련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의� 사회적� 기여를� 반영한� 성� 인지적
(gender-responsive) 사회보장�정책에�관한�아태지역의�우수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사회수당형 연금(Social pension)

사회수당형�연금은�세금을�재원으로�하며�일정�연령�이상의�모든�노인에게�지급되는�연금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지급액이� 낮아�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사회수당형� 연금이� 노인의 
자존감을�높이고�존엄하게�살�권리를�보장하는�데�기여한다는�연구�결과가�있으며15 노인의�인권과 
사회보장권을�실현함에�있어�중요한�수단이다.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중국, 피지, 조지아, 카자흐스탄, 몰디브, 미얀마, 네팔,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및� 베트남� 등의� 아태� 지역� 국가에서는� 사회수당형� 연금을� 도입했다. 사회수당형 
연금은� 특히� 많은� 여성노인의� 주� 소득원으로서� 여성노인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다16. 태국의 
사회수당형�연금(노령수당)의�여성�지급액�수준은�미화 ��~�� 달러에�불과하지만�여성노인의 ��%, 
남성노인 ��%의�주요�소득원([표 �] 참조)이며, 이는�노인들의�낮은�소득�수준을�보여준다. 

대한민국의�연금제도는�노인층을�위한�기초연금과�국민연금제도를�통한�기여형�연금으로�구성된다. 
기초연금의�경우�일정�소득수준�이하의�노인에게�수급권이�주어지며, 수급금액은 ����년에 ��만원에서 
��만원으로�인상될�예정으로�향후�노인의�소득보장에�더욱�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기초연금 
수급권자�중�여성의�수가�남성의�두�배에�달하므로, 기초연금의�인상은�여성노인의�소득�안정에�더욱�큰 
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17. 

무급 돌봄제공자를 위한 사회보장

무급�돌봄제공자에�대한�사회보장은�여성노인의�소득�보장에�결정적인�역할을�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무급�돌봄�노동의�충분한�보상은 ‘���� 지속가능발전�의제’ 중�지속가능발전목표에�포함되어�있다18. 

중국, 인도,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아태�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신� 납입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경제활동연령의�여성 ��.�%가�자발적�기여형�연금에�법적으로�가입되어�있다19. 자발적�가입은�의무 
가입을�시행하기�어려운�비공식�노동�종사자들을�포함하기�위한�대안이다. 

말레이시아�정부는 ����년  ‘주부�연금제’를�도입했다. 주부�연금제는�무급�돌봄�노동을�제공하는�부인의 
연금을�남편이�대신�납입하고�정부�또한�일정�금액을�지원하는�제도로서, 말레이시아�정부는�향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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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연금제도

연금제도는�많은 OECD 국가와�같이�돌봄�크레딧을�도입해�무급�돌봄�노동�제공을�인정하도록�설계할 
수�있다. 돌봄�크레딧을�통해�무급�돌봄�노동을�제공한�연수를�가입기간으로�처리하고�추가�수급액은 
보통�세금으로�충당한다. 즉, 여성의�자녀�양육과�돌봄을�사회적�노동으로�인정하여�해당�기간을�연금 
수급액에�반영하는�것이다. 일본에서는 �년까지�육아�크레딧이�인정되며�수급액은�육아�기간�이전의 
기여액을�기준으로�결정된다. 따라서�여성은�육아로�인해 ��년�동안�경력이�단절되지�않는�경우의 ��%
에�해당하는�연금을�수급�받게�된다21.

여성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향상
여성들에게� 저축과� 투자를� 통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여성에게는�결혼�여부나�사회경제적�상황과�상관없이�저축계좌를�개설하고�금융�이해력을�높일�기회와 
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 말레이시아�정부는 ‘금융�이해력�향상을�위한�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을�통해�교육�기관과�협력하여�여성의�금융�이해력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22. 저소득�여성들에게�특히�금융�이해력은�중요한데, 이들은�노년기에�가장 
빈곤에�취약한�계층이며, 실제로�저소득�여성의�금융�이해력이�낮다는�연구�결과�또한�있다.

‘���� 지속가능발전�의제’와 ‘베이징�선언�및�행동강령’ 등�여성과�관련된�국제규범에서�강조하는�교육과�고용에�있어 
젠더�격차�감소, 여성의�경제적�권익�신장과�교육을�위한�투자�등을�통해�전�생애주기에�걸쳐�성평등을�도모한다.

여성의�경제적�권익�신장을�위한�전략�수립�시�여성노인의�특수한�상황과�요구가�반영되어야�한다. 특히�여성노인의 
자영업�기회�창출�및�돌봄으로�인한�경력�단절�이후�재취업�활성화를�포함하여, 본인의�의사에�따라�전�생애주기에 
걸쳐�경제활동에�참여할�기회를�제공한다.

모든�연령대의�여성을�대상으로�금융�이해력�교육을�실시하고�저축의�기회를�제공하여�저축, 경제적�자립, 연금 
가입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증진한다. 

특정�연령�이상의�모든�노인에게�경제적으로�적정한�사회수당형�연금제를�도입한다. 

자발적�연금�가입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포함하여�연금�가입�범위를�확대한다.

무급�돌봄�노동자에�대해�보건, 연금�수급권, 현금�지원�등�사회보장을�제공한다.

급여의 �%를�부인의�연금으로�납입하도록�하는�법안을�검토�중이나�이�계획을�실행하려면�법률�개정이 
필요할�것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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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인구고령화와�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소득보장은� 여성노인의� 인권�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인�가구의�여성노인은�빈곤과�사회적�배제에�노출될�위험이�가장�높으며, 이러한�문제를 
개선하기�위해�아래와�같이�제언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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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및�기타�연구�결과는�개발도상국은�물론�선진국�여성들도�금융에�대한�이해가�남성에 
비해�다소�부족함을�보여준다1. 여성의�금융이해력�신장은�경제적�안정과�직결되며, 여성들이 
노후에�맞닥뜨릴�수�있는�인권�문제�해결의�중요한�수단이다. 여성은�전반적으로�남성에�비해 
평균�수명이�길지만, 평생에�걸친�젠더�기반의�다중�차별로�인해�노년기�빈곤층으로�전락할 
위험이�더�높다. 따라서�금융교육은�여성들에게�평생�재정�전략�수립과�개인�및�가계�재정관리 
역량을�키울�기회를�제공하여�경제적�권리�보장에�기여할�수�있다. 

챠오재단(Tsao Foundation)은 ����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도모에�앞장서�왔으며�싱가포르와�주변�지역에서�노화�및�노인�돌봄에�대한�새로운�접근을 
시도하고�있다. 챠오재단은�씨티재단(Citi Foundation)과�공동으로 ����년부터 ��세�이상 
중장년층� 저소득� 여성의� 잠재적� 재정적�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씨티-챠오재단�금융교육�프로그램(Citi-Tsao Foundation Financial Education Programme
for Mature Women)”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과� 안정을 
효과적으로�이룰�수�있도록�실용적인�방법을�제시하고�교육�참가자들이�저축, 예산, 투자�등에 
대해�배울�수�있는�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한다. 또한�프로그램을�통해�노년기�여성의�재정 
안정�향상을�위한�공공정책의�중요성에�대해�알리고�있다.

����년, 싱가포르� 국립대학� 사회학과는� 프로그램� 영향평가� 연구로서�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금융에�대한�지식, 태도, 행동�변화에�대한�사전·사후조사를�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참가자들은�프로그램�참가�이후�경제�활동에�변화가�있었다. 금융이해력�향상에�따라 
�분의 � 이상의�참가자들이�비상시를�대비한�저축을�시작했고, �분의 �은�질병�등�예기치�못한 
위기에�재정적으로�좀�더�대비되어�있다고�느꼈다. 또한�교육을�받기�전�노후대책이�없던 
응답자의�절반�이상이�재정�계획�수립의�필요성을�깨닫게�되었다고�답했다. 결과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통해�참가자들의�재정�관리�역량과�경제적�권익이�향상되었다.

����년, 챠오재단은 “동아시아�및�동남아시아�여성노인의�재정�안정을�위한�제�차�다자간 
지역회의(First Multipartite Regional Meeting on the Financial Security of Older 
Women in East and Southeast Asia)”를�개최하였다. 해당�회의에는 ASEAN ��개국의�주요 
재정�및�경제정책�입안자, ASEAN+� 회원국�대표, 관련 NGO, 정책�싱크탱크, 국제기구�및 
관련�분야�학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석해�여성�노인의�재정�안정과�관련된�문제를 
알리고�여성�노인의�재정�안정화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했다. 또한, 챠오재단은�여성의 
재정� 안정� 도모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성� 이니셔티브(Women’s Initiative for Ageing 
Successfully, WINGS)”와�공동으로�싱가포르의�여성노인실태�보고서(Joint Report on the 
Status of Older Women in Singapore)를�제출하였다.

싱가포르 챠오재단(Tsao Foundation)의 여성 재정 안정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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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2013). Addressing women’s needs for financial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OECD_INFE_women_FinEd2013.pdf

����년에는� 여성노인의� 재정� 안정� 실태를� 평가하는� 최초의�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여성노인의� 재정� 안정: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Financial Security of Older Women: 
Perspectives from Southeast Asia)”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동남아 �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여성노인들의� 재정� 안정도를� 평가하였다. 
보고서를�통해�챠오재단은�고용과�돌봄�노동을�비롯하여�사회에�뿌리�박힌�성규범이�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노년기� 재정� 불안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하며,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신속한�정책적�개입을�촉구했다.

* 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링크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https://tsaofoundation.org/
- https://asiawomen.or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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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부터�세계�인구는�전체적인�증가와�함께�그�구조도�변화하고�있다1. 인구 
구성�상�소수에�불과했던�노인의�수가�증가하면서�새로운�사회제도가�생기거나 
기존�제도의�범위를�노인으로�확대하는�등�다양한�변화가�일고�있다. 하지만�인구 
변화�속도와�다르게�아직까지�노인은 ‘육체적으로�나이가�든�존재’ 외에는�다른 
해석과�접근이�많지�않다. 노인의�상황과�문제를�좀�더�입체적으로�보기�위해서는 
현재�상태뿐만�아니라�현재를�만든�여러�요인들을�함께�염두에�두어야�한다. 그 
중에서도�젠더�관점은�가장�기본적으로�추가되어야�하는�관점이라�할�수�있다. 
노인들의�탄생과�성장, 가족을�이루는�과정에�있었던�젠더�격차가�각기�다른�노후 
경험을�만들기�때문이다. 

연금제도는�노인을�대상으로�한�여러�제도�중에서도�소득�보장과�관련된�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노인의� 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의� 해석이� 필수적이다.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금액이 ‘해당�국가와�사회의�노동시장, 가족관계의�관점’에�따라�결정되며, 
노동시장과�가족관계의�핵심에�젠더�문제가�있기�때문이다. 이�글은�연금제도의 
가장�기본이�되는�공적연금을�주제로�하며, 아셈�회원국�중�한국�공적연금제도를 
젠더의�관점에서�살펴보고�제도적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백승민(Seungmin Baek)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

reuco@asemgac.org

노인과 연금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은 ��년대� 중반� 이후�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 연금에 
기여하는� 다층�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였다2. 다층� 제도에서는� 공사� 연금제도를 
‘층’의� 단위로� 구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공적연금을 �층, 기업과� 개인이 
준비하는�사적�연금제도를 �, �층으로�본다. 한국�역시 [그림 �]과�같은�연금�구조 
형태이다.

한국의 연금제도와 여성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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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제도와 여성의 빈곤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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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인이� 수급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하는 ‘국민연금’과�개인�기여와�상관없이�현재�소득�상황에�따라�수급권이�결정되는 
‘기초연금’이�있다.

국민연금법은 ����년�제정되었으나�석유파동으로�인한�경제불황으로�바로�시행되지�못하였다. 그러다 
����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을� 거치며 ����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금제도에� 포함되는 
사업장의�규모는 ����년 �인�미만�영세사업자, 근로자 �인�이상�법인�사업장과�전문직종(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다. ����년� 이후에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하였다. 국민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으로� 나뉘며, 가입기간 ��년 
이상인 ��세�이상�수급권자가�사망까지�연금을�수령할�수�있다. 기초연금은 ����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도입, ����년 「기초연금법」으로�명칭이�기초연금으로�바뀌었고�수급금액도�점차�인상되고 
있다. 기초연금의�경우�국민연금�가입�여부와�상관없이 ��세�이상�노인�중�전체노인�소득�하위 ��% 
수준이� 수급대상이� 되며, ����년� 기준� 수급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약 ��만원에서� 최대 ��
만원(저소득� 수급자-소득하위 ��%)까지� 차등지급된다. 노인의� 소득� 보장� 관점에서�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소득재분배�효과가�있고3, 빈곤완화�효과도�제시되었다4. 한국의�기초연금�역시�노인의 
소득�불평등�완화에�긍정적이라는�평가가�있다5. 

하지만�연금제도�도입�이전의�세대인�현재�노인들의�수급액이�적을�뿐�아니라, 소득대체율6도 ��%로 
낮다. 또한�연금이�차지하는�소득비율도�노인단독가구 ��.�%, 노인부부가구 ��.�%로�낮은�수준이다7.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덜� 엄격한� 기준으로 
수급권이�주어지지만, 기본금액8이�적을�뿐�아니라�수급금액�산정�시�국민연금�가입이력에�따라�급여가 
삭감되는�구조를�지니고�있다9. 그리고�기초연금�자체가�소득으로�잡혀�빈곤노인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10 
(중위소득 ��-��% 이하� 수급대상)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를� 만든다. 게다가� 공적연금제도와 
별도로, 한국은�가족�구조�변화로�가족�내부에서�부양과�함께�소득이�이전되는�사적이전소득이�줄면서 
노인�소득도�크게�줄었다11. 그래서�현재�은퇴연령에�속하는 ����-����년�이전�출생자들의�빈곤율이 
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고12, 여성노인의�경우�가부장적�사회�기조로�그�정도가�더�심하다13. 
이는�연금제도�시작과�수정�과정에서�노동시장과�돌봄�관계의�젠더�불평등이�반영되지�못했기�때문이다 14. 
국민연금과�관련된�여성노인의�문제는�다음과�같다.

[그림 �] 한국의�연금제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3층

2층

1층

0층

개인연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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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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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시기별 ��세�이상�인구�수 (단위: 천�명)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표통계」(����)

[표 �] 연령-성별간�수급권�수 (����년 ��월�기준, 당월, 단위:  명)

397,098 109,848 2,2239,718690,383 6,731

여성 소계남성

1,216,001509,169706,832

379,892 123,332 1,5855,519774,895 7,151

1,292,374504,809787,565

287,411 130,322 1,2434,694608,485 8,024

1,040,179418,976621,203

209,257 114,590 6782,279400,253 9,116

736,173324,525411,648

102,518 76,413 233535152,951 12,880

345,530179,164166,366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80 세�이상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75 ‒ 80 세
미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70 ‒ 75 세
미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65 ‒ 70 세
미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60 ‒ 64 세
미만

4,886,668전체�연금�수급자 (계)

먼저, 한국의� 여성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길어 ��세� 이상으로� 갈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높다([표 �]). 또한�여성 �인�가구�중에서도 ��대�비율이�가장�높다15.



그런데�국민연금�수급권자�비율을�보면, 연령별�인구�대비�여성�수급권자�비율이�높지�않다([표 �]). 여성 
노인들도�국민연금에�가입하고�기여할�수�있으나�실제�수급권자가�되는�경우는�적은�것이다. 수급권을 
얻기�위해서는�일정기간(최소 ��년) 이상�가입하고, 정해진�시간에�근무하면서�지속적인�소득이�있어야 
하며�지역가입자도�가구주�중심으로�가입하도록�되어�있다. 이는�국민연금의�가입�기준이�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정규직�노동자’ 중심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16. 

여성이�국민연금을�통한�노후보장이�힘든�이유는�경제활동�차이에서�온다. 통계청의�경제활동참가율17 
조사를�확인해보면, 한국�노동시장에서�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와�장기�근속은�남성에�비해�증가하지 
않았다. ����년�기준 ��세(����년생)가 ��대였던 ����년부터�지금까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아주 
미세하게� 증가하였지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 이상� 차이� 나고� 있다([그림 �]).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의�범위에서�여성들이�포함되지�않는�경우가�높아지는�것이다.

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보면, 경제활동참여율에서�성별간�격차의�이유를�알�수�있다. 그�원인은 
여성들의� 근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세� 여성경제활동율은� 남성과� 비슷한� 수준
이지만([표 �]), ��대�이후�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떨어지면서�전체적인�경제활동참여율�격차가�생긴 
것이다. 현재�국민연금을�수령하는�나이에�진입한 ��대�여성을�가정해보면, ��대(����년), ��대(����
년)를� 지나는� 동안� 점점� 경제활동참가� 비율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은� 전업주부인데,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에서� 전업주부는� 임의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의�실질적인�가입조건이 ‘특정�기간�이상의�공식적인�노동참여를�통한�소득발생’이라는�점을 
생각하면, 절반에�가까운�여성이�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탈락한다. 

18

[그림 �] 성별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비교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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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중에서도�여성은�비정규직�비율이�높고([표 �]), 중년�여성의�비정규직�수는�더욱�늘어나고 
있다([표 �]). 연금과�관련된�비정규직�문제는�크게�두�가지이다. 먼저, 국민연금에�가입된�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임금�격차로�인해�노후�수급�금액에서�차이가�난다18. 두번째, 법적으로�국민연금은 ‘�개월 
미만의�일용근로자, 소재지가�일정치�않은�근로자, �개월�동안�소정�근로시간이 ��시간�미만인�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비전형� 근로자(파견, 재택, 특수� 형태� 등)가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요구하기에는� 노동계약� 연장� 등의 
어려움이�있어�지역가입자를�선택할�확률이�높다19. 

자영업� 영역에서도�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과� 유지가� 어렵다. 여성� 자영업자는 �인� 자영업자(��.�%)
이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다. 하지만 �인� 자영업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자가� 많아�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실질적인 
자영업자임에도�경영의�어려움�때문에�무급종사자를�자처하여�비경제활동인구로�포함되기도�한다20. 
결국, 여성� 노인은� 일을� 해왔거나� 혹은� 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21.

[표 �] 성별�간�비정규직근로자�비율�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전체

2008

33.8

28.8

40.7

2009

34.8

28.1

44

2010

33.2

26.9

41.7

2011

34.2

27.7

42.9

2012

33.2

27

41.4

2013

32.5

26.4

40.6

2014

32.2

26.4

39.9

2015

32.4

26.4

40.2

2016

32.8

26.4

41.1

2017

32.9

26.3

41.2

2018

33

26.3

41.4

2019

36.4

29.4

45.0여성

남성

[표 �] 성별·연령별�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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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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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이상

15 - 29 세

15 - 64 세

12.5

58.4

54.1

64.3

53.5

30.1

48.8

52.1

11.6

72.6

95.6

93.8

84.2

49.7

50.9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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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2

64.4

54.6

64.4

54.4

28.3

49

54.5

여성

8.5

62.4

55.4

65.8

58

27

44.9

54.5

여성

9.9

64.3

58.7

67.6

63.2

30

46.5

57.9

여성

9

64.3

64.1

66.7

66.3

33.6

48.7

60

여성남성

8.1

68.4

94.3

93.6

85.6

50.3

48.9

78.3

남성

5.5

64.3

93.1

93.5

87.5

50.6

42.8

77.2

남성

7.7

62.9

93.8

94.1

89.1

52.8

44.2

78.9

남성

7.6

63.4

92.1

93.3

88.6

54.4

46.9

78.8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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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여성�연령별�비정규직22 추이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15 - 29 세

20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이상

296

1,683

1,548

1,441

828

620

2003

192

1,626

1,567

1,902

1,248

822

2008

260

1,486

1,445

2,107

1,913

1,614

2013

260

1,897

1,637

2,166

2,522

3,435

2019

이�같은�조건에서�여성노인은�주로�본인의�연금�수급권을�갖기�보다는, 결혼여부와�배우자�유무에�따라 
노후소득을� 얻게� 된다(노령연금, 이혼� 시� 노령연금� 분할,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그러나�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어 
여성노인이�받을�수�있는�금액이�줄어든다. 기초연금의�경우에도�기본�수급�금액�자체가�적고,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권� 보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 수입원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23.  
이처럼�평생에�걸친�불평등의�상황에서�형성된�연금�환경은�여성노인을�쉽게�빈곤에�빠지게�만든다.

지금까지� 연금제도에서� 어떻게� 여성노인이� 배제되어왔는지를� 알아보았다. 현재 ��-��세� 여성들이 
노후준비의�필요성을�인지하고, 이전�세대보다�노동시장의�활발한�참여로�연금제도를�통한�노후준비를 
하고�있는�것에�반해,24  지금의�여성노인�세대는�공적연금의�한계로�인해�노후�준비, 생계를�위해�계속 
일을�해야�하는�상황이다. 그런데�여성노인은�저숙련�노동을�반복적으로�해왔기�때문에�저임금�노동에 
종사하고, 경제적인�어려움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사실은�최근 ��세�이상�여성들의�경제활동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5. 중고령자들의� 일자리는� 재취업뿐� 아니라�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영향으로�확대되었으며, 특히�노인�일자리�사업의�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재취업을� 통한� 소득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매월 ��
만원으로�매우�한정적이므로�연금격차에�이은�소득�격차�문제가�발생하고�있다26. 따라서�여성노인의 
현실에서는 ‘좋은�일자리’ 창출과�관련된�고민이�필요하다. 재교육, 임금�책정, 노동시간�책정�등에�대한 
젠더적� 관점의� 고민과� 수요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젠더적� 시각이� 반영된� 정책� 개선과�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기초연금의�상승과�효과에�대해서도�관심과�분석이�필요하다. 앞서�정리한�바와�같이�여전히 
노동시장과� 연금제도는 ‘남성노동자’, ‘공식적� 노동활동(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민연금 �인 �
연금화는�어렵다. 반면�기초연금은�가입조건과�기간에�상관없으므로 �인 �연금이�실현되었다고�볼�수 
있다. 물론�기초연금은�기본금액수준이�미흡하고, 소득하위�수준에�따라�차등지급�된다는�점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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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한국�정부는 ����년 �월�기초연금법�개정에�따라�기초연금�금액을�상향조정하였고, 앞으로�책정 
금액을�받을�수�있는�소득하위�수준을�점차�넓히겠다고�밝혔다. 이는�예산의�문제와�결부되어�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초연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보장의� 기능을� 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 하지� 못하는� 여성노인들의 
실생활을�반영한�금액�및�적용대상�범위를�지속적으로�확인하고�강화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연금제도에�반영된�노동시장�및�사회의�젠더�불평등이�완화되도록�여성의�좋은�일자리에 
대한�접근성과�기존의�노동시간�제고, 무급여로�인식되었던�돌봄의�제도화�등의�개선이�필요하다27. 
먼저,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김영미(����) 연구28에� 따르면, 정규직만 
보더라도�여성보다�남성이�규모가�큰�직장, 제조업에�집중되어�있는�편이며, 이에�따른�직업군�임금 
격차와� 회사규모, 노동� 시기로� 인한� 임금� 차이, 회사가� 일정부분� 기여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큰 
회사일수록� 기여� 큼) 등이� 여전히� 노후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생각하면, 미래�노령�세대�간�큰�연금격차가�발생할�것이다29. 

또한�현행�제도에서�수급권을�보장해줄�수�있는�내용�역시�더욱�강화되어야�한다. 현재�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도입을�통해�출산-육아�기간이�노동시간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있다. 부모�모두�산입할 
수�있도록�구성해�놓았으나�실제�산입하는�쪽은�남성이�전적으로�많다. 이는�부부가�출산�후�여성의 
육아휴직�가능여부와�양육과�노동을�병행여부를�고려해보았을�때�여성의�노동�지속이�어려울�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연금을�오래�지속할�수�있는�남성�중심으로�출산크레딧을�받게�되는�것이다30. 따라서 
이러한�현실을�인지한�세심한�연금제도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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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석재은. (2012). 한국의�연금개혁과�젠더레짐의�궤적: 젠더통합�전략을�통한�젠더평등을�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95-144. 
24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25  윤수린. (2016). 한국�여성�중·고령자의�노동시장에서의�위치와�일자리�선호요인. 한국�노동연구원 1-18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26  임용빈. (2019). 고령층(60세�이상) 노동시장의�특징과�경제활동의�변화. 월간�노동리뷰. 175. 한국노동연구원. 
27  김수완. (2008) ; 류연규, 황정임. (2008). 국민연금제도에서�나타나는�젠더�차이에�대한�연구: 급여�적절성을�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2), 73-112.
28  김영미. (2015). 분절�노동시장에서의�젠더�불평등의�복합성: 중심부와�주변부에서�나타나는�여성차별의�차이. 경제와�사회, 106, 205-237.
29  석재은�외. (2015), 209-210
30  신지후. (2019.01.07). ‘아이�낳으면�연금�더’ 출산크레딧�수혜자 99%가�남성…취지�무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61638020236



23

아셈 회원국 연금제도 개혁 우수사례
연금정책은�개별�국가의�상황에�따라�변화해왔다. 무엇보다�젠더�관점에서�모범사례라�칭할 
수�있는�것은�연금제도, 노동시장과�가족�간의�젠더�불평등을�줄여�나갈�수�있도록�개별�수급권 
보장과�출산�및�양육�기간에�대한�보상을�강화한�경우들이다. 

여성의�수급권을�보장한�사례로�제시할�국가들은�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이다. 이�국가들은 
국적, 일자리� 안전성� 문제(정규직, 비정규직), 경제활동참가� 여부(전업주부) 등에� 상관없이 
공적연금제도�안으로�포함한다(개별수급권). 

스웨덴의�경우, 의무적으로�가입되는�것만으로�최저보장연금(�층) 수급권이�주어진다. 여성은 
연금� 적용범위에 ���% 포함되어� 최저생활� 수준은� 보장할� 수� 있게� 된다1. 네덜란드와 
스위스는�해당�국가에�거주하는�모든�사람을�공적연금에�포함하지만, 근로소득을�할�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특히� 스위스는� 연금� 최소가입기간도 �년으로� 설정하고,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금액을� 삭감하거나� 크레딧� 부여로� 계속� 공적연금제도� 안에 
포함될�수�있도록�하고�있다2. 

국가마다�여성을�공적연금에�지속적으로�포함하고�운영하기�위한�세부적�내용은�다르지만, 
개별수급권을�인정하고�공적연금에서�시민들이�중도이탈�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노력은�가입자들의�노후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있다. 

여성의 개별수급권 보장

출산과�양육기간에�대한�보상(크레딧)은�출산과�양육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  개인의�참여가 
공식적으로�사라지지만, 이�시기�행하는�돌봄노동에�대한�인정을�사회적으로�해주는�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개할�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있다.

먼저, 프랑스는� 출산� 및� 입양� 시� 자녀 �명당 �년� 크레딧을� 부모에게� 부여한다(여성의 
근로지속여부�관계없음). �년은�여성만�수급이�가능하고, 나머지 �년은�양육에�더�많이�기여한 
사람이�받을�수�있다. 그리고 �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가구�소득�일정액�이하의�여성도 
최저소득을�기준으로�크레딧�인정을�해준다. �명�이상의�자녀를�둔�부모에게는�연금�급여액에 
��%를�인상된다. 그리고�출산�및�육아로�인한�시간제�근로기간도�크레딧이�제공된다3. 이 
같은�프랑스의�제도는�돌봄의�가치�뿐�아니라�그로�인해�경제적으로�어려워질�수�있는�여성의 
상황을�반영한�크레딧�제도라고�할�수�있다. 

출산과 양육



1  류연규, 황정임, 석재은. (2007). 여성�수급권�확대를�위한�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강신욱, 강희정, 고숙자, 김동헌, 김원섭, 남원석, 배화옥, 이삼식, 정영호, 정은희, 정홍원, 최경호, 최효진. (2018). 주요국�사회보장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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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노후소득보장제도.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4  OECD. (2017).
5  강성호�외. (2018).
6  OECD. (2017).

독일은�자녀�출산�시, 총 ��주의�출산크레딧을�공적연금에�포함해준다. 또�자녀�당 �년의�양육 
크레딧을�인정하며, 크레딧을�누가�받을�것인지는�근로기간에�상관없이�양육자�간�상의를 
통해�결정한다. 별도의�결정이�없을�시에는�여성에게�크레딧이�적용된다. 근로하는�부모가 ��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기간에�대해서�추후�받게�될�연금액이�최대 ��%까지�증가한다4. 
이와�같은�제도를�통해�독일은�출산으로�인한�금전적�손실과�양육�과정에서의�경제활동참여 
어려움을�연금�차원에서�보상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출산� 크레딧을�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세� 이하� 자녀� 양육기간이 
공적연금에�반영된다. 친부모�또는�입양�부모가 �년�이상�경제활동을�하거나�장애연금을�받고 
있는�경우, 양육�크레딧을�자녀당 �년�인정한다5. 부모�모두�받을�수�있지만, 소득이�적은�쪽에 
크레딧이�적용된다6. 스웨덴�역시�크레딧을�통해�양육으로�생기는�경제적�손실을�공적연금 
손실로�이어지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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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베이징� 선언(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주년을�기념하여�프랑스�정부와�공동으로 “고령화�사회 
성평등에� 관한� 정책� 브리프(Policy Brief on Gender Equality in Ageing 
Societies)”를�발간하였다. 본�글에서는�해당�브리프의�핵심�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차� 세계여성대회(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에서 “베이징�선언”이�채택된�당시, 유럽�지역에서 ��세가�넘는 
사람의�비율은 �명�중�한�명�수준이었다. 그러나 ����년�현재 ��세�이상�인구�비율은 
�명�중�한�명으로�증가했고, ����년에는 �명�중�한�명, ����년까지 UNECE 지역1에서 
평균 �명� 중� 한� 명이 ��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수치는� 국가별� 다양한 
고령화� 속도�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인구� 변화가� 성평등� 문제를 
비롯하여�사회적으로�상당한�파급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점은�알�수�있게�해준다.

[그림 �] “����-����” UNECE 지역�연령별�인구

출처: UNDESA, 세계인구전망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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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관점에서, UNECE는�다음과�같은�주제를�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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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에�따라�복지국가가�부담해야�할�비용(연금, 의료보험�비용�등)이�늘어나면서�세대간�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비노인� 세대는� 늘어나는� 은퇴� 인구의� 연금� 수급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하지만, 막상�이들이�노년기에�이르렀을�때�본인이�수령할�연금은�충분치�않은�상황에�놓일수�있다.

여성은�생애�전반에�걸쳐�낮은�시급�및�월급(성별�임금�및�소득�격차), 육아나�가족�돌봄을�위한�시간제 
노동의�선택�또는�경력�단절(성별�고용�격차)등을�경험한다. 이로�인해, 여성은�남성에�비해�전반적으로 
소득이�적고�노후�준비를�위한�저축�또한�부족하다.  이와�같이�여성의�생애에�걸쳐�축적된�불평등은�성별 
연금�격차에서�명백히�드러난다. ����년  UNECE 회원국의�성별�연금�격차는 �.�%(에스토니아)에서 
��.�%(네덜란드)에�이른다([그림 �] 참고). 국가별로�큰�차이를�보이지만�기본적으로�모든�국가에서  
여성은�남성보다�노후에�빈곤을�겪을�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  젠더�연금격차( ����)

출처: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EU 소득�및�생활수준  통계조사 (EU-SILC surv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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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성, 세대간 유대 및 연금개혁의 성평등 간 균형

노동� 수명의� 연장은�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의� 해소와� 평생교육(자세한� 내용은 UNECE 고령화� 정책 
브리프�제��호, 제��호�참고)의�활성화가�뒷받침되어야�가능하다. 또한�현재�노인이�제공하는�비공식 
돌봄이�경제적�가치로�인정되어야�하고, 돌봄을�하면서도�일을�할�수�있는�환경(근무시간�유연화와 
돌봄서비스�지원)이�제공되어야�비로소�가능하다. 노동과�돌봄�간�불균형은�건강과도�밀접한�관련이

2. 노인의 돌봄노동 및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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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노동과�돌봄으로부터�오는�스트레스와�압박은�비공식�돌봄�제공자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칠�수�있다(자세한�내용은 UNECE 고령화�정책브리프�제��호�참고).

UNECE  회원국�기준, 여성은�남성보다�가사와�돌봄�노동에�훨씬�많은�시간을�보낸다. 이에 UNECE 
고령화�정책�브리프는�돌봄�휴가나�유연근무시간�제도�등의�정책과�관련하여�자녀를�키우는�부모�뿐만 
아니라, 노동과�돌봄을�병행하는�모든�돌봄제공자�또한�지원받을�수�있도록�정책�대상자를�확대할�것을 
권고하고�있다. 또한, ‘돌봄의�젠더�격차’ 현상을�완화하기�위해�여성과�남성�간�평등한�무급�돌봄�노동이  
실현되어야�한다.

현재�여성은�전체�돌봄�수요의 ��~��%를�책임지고�있으며�남성에�비해 ��% 더�많은�돌봄을�담당할 
뿐만� 아니라, ��% 더� 많은� 집중�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남녀� 사이� 돌봄� 노동이� 재분배되고� 공식 
돌봄서비스가�지원되지�않는�한, 노인�인구�증가와�수명�연장에�따라�늘어나는�돌봄의�수요는�전적으로 
여성의� 몫이� 된다. 또한� 장기요양� 돌봄을� 받는� 수혜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돌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지�않을�경우�여성노인은�돌봄을�받지�못하거나�질�낮은�돌봄서비스를�받게�될 
가능성이�높다. 이�문제를�해결하려면�각국�정부는�장기요양�서비스�개발에�투자하고�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 근로�조건�개선, 임금�상승�등을�통해�돌봄�직종에�대한�환경과�처우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인구�고령화의�적응�비용과�수명�연장의�혜택은�남성과�여성�간�평등하게�배분되어야�하며�현재의�젠더 
격차는� 전� 생애에� 걸쳐� 축적된�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 생애주기� 접근을� 기반으로  
줄여나가야�한다. 특히�사회보장�및�연금제도�개혁과�함께�젠더�역할의�변화, 유급과�무급돌봄의�재분배, 
그리고�여성이�제공하는�노동의�가치�인정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의�성평등을�위한 UNECE 의�권고사항은�다음과�같다.

3.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  돌봄의 경제적 가치 인정

돌봄, 노동, 소득 및 연금에 대한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애 전반의 젠더 불평등 예방

젠더�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수� 제도�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무상� 보육 
제공(몰타), 재취업�지원�프로그램(오스트리아, 독일), 성별�임금격차�신고제(영국), 성별�직업군에 
따른�승진�등�처우�모니터링(캐나다), 직업�선택의�성별�분리�해소를�위한�이니셔티브�추진(아르메니아, 
이스라엘), 기업임원� 여성� 쿼터제� 및� 돌봄크레딧� 연금� 산정(노르웨이) 등� 젠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시도되고�있다.

A. 

재분배와 지원을 통한 노년기 젠더 불평등 완화

고령화� 관련� 성별� 분리� 자료와� 활동적�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  등을� 활용해  각 
회원국은�젠더�격차를�점검하고�정책�개선에�반영할�수�있다. 관련한�우수�정책�사례로는�사회보장 
연금�제도(스웨덴), 주거비�재정지원(캐나다), 식료품 · 의약품�등�생필품�지원�정책(체코, 카자흐스탄) 
등을�참고할�수�있다. 프랑스에서는�노년기의�사회적�고립을�해소하기�위해�지역사회를�중심으로 
모나리자(MONALIS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위한�우수사례로�꼽힌다. 특히�지역사회의�역할�강화를�통해�많은 �인�가구�여성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사회적�관계를�맺을�다양한�기회를�제공할�수�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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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정책의 연령 및 젠더 주류화

인구�고령화에�대한�정책�대응은�단기�및�중·장기�계획을�통해�생애�전반의�각�단계별�성평등�목표에 
부합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 UNECE의�고령화�정책�브리프에서는�젠더와�노인의�관점을�반영한 
노동시장과�연금�및�돌봄�영역의�개혁을�강조하고�있다. 돌봄�인력의�부족을�방지하기�위해�돌봄�직종의 
근로�조건을�개선하고�더�많은�인력을�양성하는�노력이�대표적이다. 또한�인구�고령화와�관련된�정책에 
대한  젠더적�함의를�분석하는�일도�매우�중요하다. 이러한�젠더�기반의�정책�분석을�통해  현재와�미래 
세대의�여성과�남성�모두가�고령화�사회�내에서�평등한�기회를�누릴�수�있도록�해야�한다.

��년�전, “베이징�선언”은�모든�정책�영역에서�젠더�주류화를�통해�성평등을�실현하고�이를�위한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럽성평등협회� 젠더주류화� 플랫폼, EIGE Gender 
Mainstreaming Platform 참고). 관련하여, UNECE 고령화� 실무그룹은� 젠더와� 노인의� 정책 
주류화를�위해  성인지적�연령�주류화를�위한�새로운�지침(new guidelines for gender-sensitive 
age mainstreaming)을�준비하고�있으며�현재�정책과�실태를�분석하는�단계에�있다. 해당�지침은 
����년에�발표될�예정이다.

C. 

기타 참고할 만한 UNECE 고령화 정책 브리프:

인용�자료에�대한�자세한�내용이나�전문은 UNECE 고령화�정책�브리프 23호(Gender Equality in Ageing Societies) 참고
(https://www.unece.org/population/ageing/policybriefs.html)

1 UNECE 지역은 56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유럽, 북미(캐나다, 미국), 코카서스(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서아시아(이스라엘)를�포함한다.

UNECE.(2019). 비공식� 돌봄자와� 도전과제(The challenging roles of informal carers). UNECE 고령화� 정책� 브리프� 제22호 
(UNECE Policy Brief on Ageing No. 22). 

UNECE.(2019). 연령주의와�노동시장(Combating ageism in the world of work). UNECE 고령화�정책�브리프�제21호(UNECE 
Policy Brief on Ageing No. 23). 

UNECE.(2017).  수명�증가에�따른�사회�변화(Realizing the potential of living longer). UNECE 고령화�정책�브리프�제19호(UNECE 
Policy Brief on Ageing No. 23). 

젠더와 나이 듦의 과정에 대한 연구와 연대,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년 �월�설립된�생애문화연구소�옥희살롱은�성평등, 인권, 존엄의�가치를�소중히�여기는 
연구활동가들과�시민들이�모여�나이�듦의�과정�전체가�존엄할�수�있는�사회, 다양한�나이대가 
호혜적으로�연대하는�사회를�만들고자�창립되었다. 

옥희살롱은� 지식이� 근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연구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며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현실을� 새롭게� 읽어내는� 힘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라는�믿음으로�활동하고�있으며, 

시민들의�참여와�지지�속에서�이루어지는�자율적, 공익적�연구�및�활동을�통해�평등한�사회의 
가능성을�열어가는�새로운 ‘생애문화’를�지향하는�페미니스트�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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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살롱은�시간, 나이�듦, 노년, 죽음을�정치적�의제로�만들어내고, 늙음과�젊음의�경계가 
구획되는� 방식을� 문제화하고� 노년� 문제를� 여성,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분야와� 엮어 
연구한다. 무엇보다 ‘젊음’은�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늙음’이�추하고�퇴색된�것으로�치부되지�않도록�노년의�인생에�귀�기울이고�나이�든�삶에서 
아름다움과�가치를�발견하는�연구를�추구한다. 

성평등, 인권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노년”과 “돌봄”

살롱은�페미니스트�지식생산의�언어와�장이�더�많은�시민들에게�열려�있기를�바라는�의미로서 
붙여졌으며, ‘연구는� 학위를� 가진� 직업적� 연구자만� 하는� 것’이� 라는� 문턱을� 넘어� 다양한 
이들에게�소통될�수�있는�언어와�담론은�만들고자�하는�의미를�담고�있다.

“살롱”

늙음과�젊음, 질병, 돌봄, 죽음, 시간, 세대, 몸�등�나이/듦을�구성하는�다양한�주제들을 ‘생애 
전체’의�지평�속에�위치시키고, 좋은�질문과�대화를�통해�우리�사회의 ‘문화’를�변화시켜가려는 
지향을�가지고�연구하고자�하는�연구소를�의미한다.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의 의미

“생애문화연구소”

한국�사회의�평범하고�흔한�여자�이름이자, 한국의�단편소설 <사랑방�손님과�어머니>에서 
시대적� 제약과�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를� 소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인공의�이름이기도�하다. 또한�발음상�긍정과�흔쾌함을�담은�형용사 “Okay”를�생각나게 
하기도�한다. 

“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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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살롱�기획�저서
‘새벽�세�시의�몸들에게(2020)’

옥희살롱�김영옥�상임대표의�저서 
‘노년은�아름다워’(2017)

특히 ‘아프고�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권의� 관점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구�활동을�통해�노년과�돌봄에�대한�새로운�시각을�제시한다. 옥희살롱의�연구자들이�최근 
발간한� 책 『세벽� 세� 시의� 몸들에게』 에서는� 돌봄의� 영역을� 가족의� 영역� 또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존의� 책임론에서� 벗어나 ‘시민적� 돌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돌봄의� 개념을 ‘누가� 떠맡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게� 되면, 우리� 모두의� 노년은 ‘쓸모� 없고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시간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옥희살롱의� 연구자들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자주� 외면당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모든 ‘시민’은�결국�돌봄을�주고받는�상호의존적�존재이며, ‘시민적�돌봄’이란 
시민으로서�돌봄에�참여하고�또�돌봄을�받는�권리로서의�개념이자�시민의�관계성을�강조하는 
개념이다. 

옥희살롱은�협력과�공유가�모두의�힘이�되며�지식은�근본적으로 ‘개인의�것’이�아니라는�믿음을 
바탕으로�활동한다. 지식생산�및�유통의�공익성을�최우선에�두고�좋은�연구�공동체�속에서�좋은 
연구를�생산하는�기쁨을�누린다는�합의�아래�모인�연구자들이�함께�하고�있다.   

현재�영화를�매개로�한�주제토론 “살롱영화제”, 보다�심도�깊은�논의의�연속강좌 “바깥대학원”, 
연구활동가들의 “포럼”과� 다양한� 장의� 연구/활동가들과� 연결하고� 토론하는 “크로스세미나”, 
“찾아가는�특강”과 “출판” 등의�활동을�통해�연구와�지식을�공유하고�확산하는�활동을�하고�있다. 

경쟁에서 협력과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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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무급돌봄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으며, 여성은� 무급� 돌봄 
수요의 ��%를� 제공한다1. 무급� 돌봄� 노동에� 있어� 젠더� 격차는� 노년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배� 이상의� 돌봄�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2. 대부분의� 아셈� 회원국에서� 여성노인은� 지역사회에� 내�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손자녀,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돌봄을� 맡고� 있다. 특히 
빈곤층의� 여성� 노인들은� 무급� 돌봄� 노동� 외에도� 본인과� 가정의� 생계를� 위해 
생활비를�벌어야�하는�경우도�많다3. 

돌봄�노동에서의�젠더�격차의�원인은�다양하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요인과 
맞물려�있다. 여성이�경험하는�무급�돌봄의�역할은�전�생애�과정을�통해�축적되며, 
여성의�일, 소득, 재산�뿐만�아니라�노년기의�독립성�및�삶의�질에�영향을�미칠�수 
있다. 여성�노인도�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 일할�권리, 사회�보장�접근�권리�등 
모든�사람에게�적용되는�동등한�권리를�가지고�있다. 그러나�무급�돌봄�노동의 
가치에�대한�인식�부족은�여성이�동등한�권리를�주장하는�데�한계로�작용할�수�있다.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와�무급�돌봄의�문제는�국제사회의�현안으로�대두되고 
있지만�여성�노인의�권리와�요구는�우선순위에서�밀려나�있다. 본문에서 ‘무급 
돌봄�노동’이란�용어는�자녀, 배우자, 부모�등�가족에�대한�돌봄, 지역사회�돌봄 
노동, 장작�수집과�물�깃기, 요리�및�청소�등�모든�종류의�무급�돌봄�제공과�가사 
노동을�포괄한다. 이�글에서는�국가, 지역, 가정�및�개인의�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규범에� 따라� 돌봄� 노동의� 상황과� 영향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하며, 국제사회의�흐름과�이러한�전�세계적�흐름이�아시아와�유럽에 
어떻게�적용되는지를�탐구하고자�한다.

케이트�호스테드(Kate Horstead)
Age International

kate.horstead@ageinternational.org.uk

최근�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가�에이지�인터내셔널
(Age International)과�공동으로�실시한�국제�연구�결과, 여성�노인은�하루�평균 
�.�시간의�무급�돌봄과�가사�노동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4. 심지어�여성 
노인이�여러�세대를�동시에�돌보는�경우가�많다는�사실도�확인되었다5.   

여성 노인의 무급 돌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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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돌봄과�가사의�영역은�여성에게�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영향을�끼친다. 돌봄�노동에�대한�여성 
노인의�경험이나�정도는�국가와�지역�별로�매우�상이하나, 돌봄을�제공하는�대부분의�여성�노인들은 
불평등을�겪고�있는�경우가�많다6.  

아시아와�유럽�지역�모두�여성�노인은�무급�돌봄�노동을�통해�가족과�지역사회, 그리고�경제에�크게 
기여하고�있다는�연구�결과가�있다. 최근�연구에�따르면�이탈리아의�여성�노인은�하루에 ���분�정도의 
무급�돌봄을�제공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 ���분, 중국은 ���분, 영국은 ���분을�돌봄�노동에�할애했다7.  

여성�노인은�자녀, 배우자�등�가족과�지역사회�구성원에게�다양한�이유로�돌봄과�지원을�제공한다8.  
또한� 자녀� 세대의� 경제적� 이주와 HIV와� 에이즈� 등에� 의한� 사망으로� 인해� 손자녀의� 주� 보호자로서 
양육을�책임지고�있는�경우가�많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등�일부�회원국에서는�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건너� 뛴� 세대(skipped generation)’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9.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다10. 

무급�돌봄�노동은�여성의�노년기까지�계속�이어져�여성�노인은�여전히�지속적으로�많은�돌봄�노동을 
제공한다11.  옥스팜의 ‘위-케어(WE-Care)’ 연구에�따르면, 필리핀을�포함한�많은�국가에서�여성�노인은 
자신이�받은�돌봄에�비해�더�많은�돌봄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2. 베트남�여성의�연령에�따른 
노동시간�조사에�따르면�여성이�노년기에�제공하는�돌봄의�양은�줄어들지만, ��대에도�여전히�주 ��
시간, ��대에는�주 ��시간씩�돌봄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도에서는 ��대�초반의�여성이�주 ��
시간, ��세에는�약 ��시간, ��세에는 ��시간을�제공하고�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세� 이상� 인구의� 약 ��%가� 매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사회보장� 예산이� 부족한� 영국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부족으로 ��세� 이상� 노인 ���만� 명 
이상이�다른�성인에게�돌봄을�제공하고�있다14. 

노인�간의�돌봄�노동�또한�주목해야�할�점이다. 일본에서는�노인을�돌보는�돌봄�제공자의�연령�역시�높은 
편으로15, 노인이�다른�노인을�돌보는�현상에�대해 ‘노노돌봄(노노개호)’이라는�말이�생길�정도로�매우 
흔하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노인�돌봄�제공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따르면,  여성�노인들은 HIV에 
감염된�손자녀들에�대한�돌봄(음식, 물, 약�수급, 목욕, 옷�입히기, 배변�보조, 병원�동행, 교육, 정서적 
지원�등)을�제공할�뿐만�아니라, HIV에�감염된�성인�자녀에�대한�정서적�지원과�돌봄�또한�제공하는 
것으로�나타났다16.  

유럽�전역에서는�많은 ��~��세�여성이�여러�세대를�돌보며�무급과�유급�노동을�제공하고�있다17.  육아를 
제공하는�조부모의�경우, 여성이거나 ‘중년층(younger old)’일�가능성이�높으며, 파트너(배우자, 동거인 
등)가�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재산이� 많으며, 건강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배우자�또는�자녀�없이는�손자녀를�거의�돌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18.  그러나 ‘노년기(older 
old age)’에� 접어들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노인이� 많아져� 돌봄의� 성별� 격차가� 줄어든다19. 전 
세계적으로�여성이�더�오래�사는�경향이�있지만, 여성은�노년기까지�계속되는�노동과�빈곤�등으로�건강 
기대수명은�남성에�비해�낮기�때문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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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에서도� 조부모의� 돌봄� 노동� 제공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있는데, 프랑스와� 북유럽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일부만� 담당하는� 데� 비해, 남유럽� 국가의� 조부모는� 매일� 손자녀에� 대한 
돌봄을�제공할�가능성이�높다.  스웨덴과�덴마크에서는�부모의�정규직�비율이�높고�보육에�대한�지원이 
다양해�조부모�돌봄의�필요성이�줄어든다. 그러나�포르투갈,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보육 
지원과�시간제�근무�기회가�거의�없어, 주로�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하는�역할을�담당한다21.  

아시아는�인구�통계�및�경제적으로�다양한�지역이지만, 아시아�전�지역에서�여성�노인이�무급�돌봄을 
제공하는�일은�공통적으로�나타난다.  아시아의�많은�저소득�및�중소득�국가에서는�도시화, 이주, 사회적 
가치의�변화와�같은�급격한�사회경제적�변화와�함께�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22.  이에�따라, 가족의 
생활�방식과�돌봄에�대한�방식�또한�바뀌고�있다23. 

대부분의�국가에서�여성�노인은�무급�돌봄을�제공함과�동시에�유급�노동에도�종사한다. 남성�노인�또한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하지만� 돌봄을� 일과� 병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럽에서도� 노동연한� 연장 
대상인 ��~��세�여성이�가장�많은�무급�돌봄을�제공하고�있다24.  

무급과�유급�노동을�병행하는�경우, 장시간의�노동으로�다른�것을�할�수�있는�선택권이�없는�상태인 ‘시간 
빈곤(time poverty)’을�겪게�되는�경우가�많다25.  특히�빈곤층�여성은�시간�빈곤을�겪을�가능성이�가장 
높다26.  연금이나�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은�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게�되고, 노년기까지�생계를�위해�일해야�하는�경우가�많다27.  

또한�무급�돌봄�노동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도�영향을�미친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네팔을�대상으로�한�연구에�따르면, �개국�모두�남성보다�여성의�경력�단절이�더�많으며, 주된�이유는 
돌봄의�책임�때문이었다28.  특히 ��대와29 도시에�거주하는�여성�노년층30 에서�돌봄으로�인한�퇴직 
사례가�가장�많았다.

고소득층의�여성�노인의�경우�일반적으로�유급�노동보다는�무급�돌봄�노동을�더�많이�제공하는�경향을 
보였다31.  이는�여성�노인에게�선택권이�주어질�때�무급�돌봄�노동을�선호한다는�것을�보여준다.

무급 돌봄과 유급 노동 

가정에서의�무급�돌봄, 유급�노동�외에도�많은�여성노인들은�지역사회에�대한�무급�노동을�제공한다.  
인도와�대만의 ��~��대�여성과�남성의 ��%이상, 필리핀과�중국의 ��%이상이�지역사회에�기여하고 
있으며32, 동남아시아에서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의� 지원으로� 형성된 
노인자조모임(Older People’s Associations, OPAs)의�많은�여성�및�남성�노인들이�지역사회�내�돌봄의 
역할을�수행하는�등�지역사회에�기여하고�있다33.  

지역사회와 여성노인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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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돌봄�노동은�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여성�노인의�신체적, 정서적�건강에�부정적 
영향을�미칠�수�있다. 물론�돌봄�노동을�통해�가족관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목적의식을�가질�수 
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영향도�있지만, 저소득�및�중간�소득�가정에서는�대부분�여성�노인이�필요한 
지원을�받기�보다�자신의�가정을�위해�더�많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34.  

여성이� 평생� 담당하는� 무급� 돌봄의� 역할은� 여성의� 직업� 경력을� 단절시키고, 비공식적인� 불안정한 
직업에�종사할�가능성과�사회적�보장에�대한�결핍을�초래한다. 전�세계적으로�여성은�남성보다�공적 
연금을�받을�가능성이�낮고, 연금을�수급�받는�경우에도�그�액수가�남성에�비해�적다35.  

노년기의�돌봄�제공자는�만성�질환이나�장애를�겪으면서도�다른�사람에게�돌봄을�제공하는�경우가 
많다36.  영국에서는�비공식�노인�돌봄�제공자의�약 ��%가�사회적�관계를�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 
외로움을�경험할�뿐만�아니라37, 절반에�가까운�노인�돌봄�제공자가�정서적으로�낮은�행복감을�느끼는 
것으로�나타났다38.  

또한�여성�노인은�무급�돌봄을�제공하면서�우울, 소외감, 피로와�부정적�감정�등을�겪을�수�있다. 특히 
자신의�기여에�대해�인정받지�못한다고�느낄�경우, 이러한�정신적�피해는�더�크다39.  손자녀를�돌보는 
노인은�부양�책임과�손자녀의�미래에�대한�걱정, 교육에�대한�문제에�대해�많은�스트레스를�느끼는�등 
피로와�무력감, 좌절감을�느끼는�경우가�많다. 그러나�실질적인�돌봄�제공자인�노인들은�아동�후견인이 
받는�사회적�지원�대상에서는�배제되는�경우가�많다40.  

무급�돌봄�노동은�정서적�건강�뿐만�아니라, 돌봄�노동의�과정에서�물건�들어올리기, 옮기기�및�굽히기 
등으로�인한�허리와�근골격계�손상�등�신체적�건강상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도�높다41.  

또한�여성�노인의�무급�돌봄�노동은�자녀�세대가�일에�종사할�수�있는�시간을�벌어�줄�뿐만�아니라42, 특히 
인도에서는�여성�노인이�유급�노동을�통해�가족을�부양하는�경우도�많다43.  

돌봄을�제공하는�여성�노인은�자신의�돌봄�노동에�대한�가족이나�사회의�인정, 지원과�선택의�기회, 
그리고�돌봄을�제공할�수�있는�체력과�시간�등에�따라�긍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다. 손자녀를�돌보는 
일을�통해�정서적�보람과�목적의식을�느낄�뿐만�아니라, 사회적�고립을�줄이고�유대관계를�강화하는�데 
도움이�될�수�있다44.  돌봄을�제공하는�여성�노인�중�일부는�무급�돌봄을�제공하는�이유로�가족�간의�강한 
유대감을�꼽았으며45, 유럽의 ��개국을�대상으로�한�연구에�따르면, 손자녀를�돌볼�때�여성�노인이�남성 
노인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46.  또한, 가족과의� 교류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인의�사망률을�낮추고�인지력�감퇴를�예방한다는�연구�결과가�있다47. 나아가, 사회적으로�기여하는 
것이�지원을�받는�것보다�외로움을�극복하는�데�더�효과적이라는�연구�결과도�있다48.  

돌봄 노동이 여성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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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남성은�같은�정책이더라도�서로�다른�영향을�받는다. 특히�노년기에는�연령주의와�노인차별의 
문제와�맞물려�성별에�따라�받는�정책적�영향의�차이가�심화된다. 

정부는�특히�코로나 ��에�대한�정책적�대응과�관련하여, 가족과�지역사회에�대한�노인의�기여를�제대로 
인식하고�인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코로나 ��는�노인의�건강과�생존권을�위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노인의�지원과�기여를�퇴색시키며�차별과�고립을�야기하고�있다49.  

또한�생애�전반에�걸쳐�축적되는�젠더�간�불평등을�개선하고, 돌봄의�문제를�포함해�노년기의�여성과 
남성을�모두�지원하는�정책�설계가�필요하다.  전�세계�모든�지역이�급격한�인구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 
현�시점에서�각국의�빠른�정책적�대응이�요구된다. 특히�아시아�태평양�지역은�가족과�공동체에�대한 
전통적�개념과�구조가�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노년기에� 가족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정부는�적극적인�정책적�대응을�통해�인구변화에�빠르게�적응하고�발전의�기회를�창출해낼�수�있다. 각 
회원국과�지역의�상황에�따라�다른�정책적�설계가�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장기요양�및�의료시스템에 
대한�투자, 일할�권리, 사회연금을�포함한�보편적�사회�보장�제도를�구축해야�한다. 특히 ‘노년부양비’와 
‘생산가능연령’ 과�같은�가정과�경제적�논리를�넘어, 그간�드러나지�않았던�여성�및�남성�노인의�무급과 
유급�노동에�대한�경제적�가치를�인식하고, 이를�정책적�대응에�반영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노년층� 근로자가�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51.  
유럽에서는�정년연장이�제도화됨에�따라, 많은 ��~��대�노년층이�돌봄과�일을�병행해야�하나�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서�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성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또한� 축소되어� 돌봄과� 장기요양에� 있어� 여성들의� 무조건적인� 기여에� 크게 
의존하게�되었다52.  

이와� 같은� 무급� 돌봄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중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개월의� 휴가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가족� 돌봄을� 이유로 
휴직했다가�복직하는�여성과�남성을�지원하는�정책이�시행되고�있다53.  네덜란드와�북유럽�국가에서는 
장기요양� 제도의� 혜택� 기한을� 연장했으며, 스웨덴에서는� 돌봄� 제공자에게� 법적으로� 휴식과�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모든� 고용인이� 피고용인� 돌봄자에게 ��일의�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있다. 

생애에�걸쳐�축적되는�젠더�격차는�여성에�대한�근로환경�개선, 동등한�임금, 동등한�출산휴가와�급여, 
병가급여, 장애�및�노령�수당�등�정부가�보편적�사회보장�제도를�구축하고�노동권을�보장함으로써�줄일 
수�있다. 가족과�돌봄에�대한�정책은�특히�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여성노인의�손자녀�양육과�매우 
밀접한�관련이�있다54. 또한�저소득�및�중소득�국가에서�여성은�노년기까지�비공식적�돌봄과�노동의 
역할을�수행하고�있어, 고용주로부터�공식적�지원을�받지�못하는�비공식�노동자들을�위한�보편적�사회 
보호망을�갖추는�것이�매우�중요하다. 

여성노인에게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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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돌봄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정책에는�연령에�상관없이�모든�무급�돌봄�제공자의�의견과�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인자조모임(OPAs)은� 노년층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임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노인자조모임과�지역�시민단체의�역할과�협력을�통해, 노인�돌봄�제공자의�권리를�보호하고�지원을 
강화할�수�있다. 

무엇보다� 여성�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연금� 도입이� 필요하다. ����년 
말레이시아에서는 ��세�이상�여성의 ��%만이�연금을�받았으나, 사회연금이�도입된�태국은 ����년�여성 
노인의�약 ��%(남성�노인은 ��%) 가�연금을�받았다. 특히�사회연금은�손자녀를�양육하는�가정에서�매우 
중요한�소득이기도�하다55. 

그러나�여전히�연금의�수급범위를�확대하고�연금을�통한�적정한�삶의�수준을�보장하기�위해서는�많은 
과제가�남아�있다.  기여형�연금의�경우, 젠더에�따른�생애주기를�고려하여�설계되어야�하며�돌봄으로 
인한�연금�납입�중단을�방지하는�돌봄�크레딧을�도입해야�한다. 돌봄�크레딧은�특히�자녀�양육�뿐만 
아니라, 연령에�상관없이�돌봄에�대한�보상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육아�기간을�연금�납입기간으로�포함하는�돌봄�크레딧을�적용하고�있으나56,  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 
국가의�경우�출산�휴가�기간이�연금�납입�기간에�반영되지�않고�있어�정책적�개선이�필요하다.  

앞으로도�여성과�남성�노인의�생애와�현실을�파악하기�위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며, 잘�드러나지 
않는�노인들의�역할과�사회적�기여를�조명할�수�있는�세분화된�통계자료�또한�필요하다. 또한�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무급�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며, 돌봄� 제공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선택의�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이들의�기여와�역할이�평등하게�분배되고�인정받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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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돌봄, 노동으로서의 가치와 인정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
시설�및�사회보장정책의�제공과�가족�내�적절한�책임�분담을�통한�무급�돌봄�및�가사노동의 
인정과�인식�증진”을�권고하며�성평등을�강조한다. 비공식�돌봄�제공자의�대다수가�여성인 
현실을� 감안할� 때, 각국의� 비공식� 무급� 돌봄� 문제의� 개선은� 여성의� 인권�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할�수�있다. 무급�돌봄의�사회적�가치에�대한�인정과�보장을�통해�노동시장과 
가정에서�요구되는�분리된 ‘성�역할’과�이로�인한�전�생애에�걸친�여성�차별이�개선될�수�있기 
때문이다.

이미�일부�아셈�회원국에서는�비공식�돌봄�제공자�보호를�위해�돌봄�노동에�대한�보상정책을 
시행하고�있다. 직접적인�지원으로는�교육�및�훈련, 교대�돌봄(respite care break) 및�현금 
수당�지급�등이�있으며, 그중�현금�수당은�돌봄�제공�시�발생하는�소득�손실을�부분적으로 
보전해준다. 호주의� 돌봄� 수당(Carer Payment), 아일랜드와� 영국의� 돌봄� 수당(Carer’s
Allowance), 일본의�노인�돌봄�가족수당(Allowance for Families Caring for an Elderly)은 
저소득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한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1. 스웨덴의� 경우, 시한부 
가족을�돌보는�비공식�돌봄�제공자에게 ���일간�돌봄�제공자의�이전�소득�또는�정규직�소득의 
��%~ ��%2 를�지급하는�유급휴가(돌봄휴가, Care Leave) 제도를�운영�중이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이러한�소득�지원은�가족이나�친구�등을�돌보느라�전일제�직장을�다닐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에� 그쳐,3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노동 
가치와�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가족�내�주된�돌봄�제공자(주로�여성)의�재취업을�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 재취업을 
지원하는�적절한�정책과�프로그램이�함께�시행되어야�한다. 소득�지원�규모와�직접적�지원의 
한계를�고려하여�무급�돌봄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관련�정책을�확대하기�위한�지속적인 
노력과�논의가�필요하다.

아직까지�돌봄에�대한�젠더�격차, 인식�제고, 노동시장의�개혁�등�다양한�과제가�남아있지만, 
비공식�돌봄�제공자에�대한�지원�정책은�기본적으로�사회�구성원�모두가�서로에게�의존적 
존재이며�모두가�돌봄을�받는�수혜자가�될�수�있다는�인식을�바탕으로�하며, 무엇보다�국가가 
무급� 돌봄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고�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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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정책 동향
한국사회는 ����년�초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다양한�고령사회�정책을�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의 
비전과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실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지원, 고령자의�다양한�사회참여�기회�확대, 지역사회�중심의�건강·돌봄�환경 
조성, 성숙한�노년기를�위한�기반�마련을�주요�정책과제로�포함하고�있다. 

한국은 ����년�노인복지법�제정�이후�노인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다양한 
정책을�추진해왔다. 노후소득보장을�위한�국민연금법(����) 및�기초연금법(����)을 
비롯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 등을�통해�고령자의�건강증진과�사회
참여를�지원하기�위한�인프라를�구축하였다. 한편�제�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영역에 
노인분야가� 있다1. 양성평등기본법(����)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시책�강구�및�여성의�생애주기에�따른�건강증진에�관한 
시책�마련에�대한�조항을�포함하고�있다. 아울러�국가의 �차�산업혁명�대응�계획인 
I-KOREA �.�(����)는�고령층을�돕는�기술�개발�추진�확대�과제를�포함하고�있다. 

이와�같은�한국사회의�고령사회�정책은 ����년대�이후�유엔을�비롯한�국제기구
에서� 추진해온�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이� 있다. ����년� 유엔은 ‘세계� 노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2’을�제정하였으며, ����년에는�유엔총회
에서 ‘노인을�위한�유엔의�원칙(resolution ��/��)’을�채택함으로써�회원국들이  
자국의� 노인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 원칙을�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노인을�위한�유엔의�원칙’은�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및�존엄성의 
다섯�영역에�대한�원칙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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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유엔은 ����년을 ‘세계노인의�해’로�정하고 “모든�연령집단을�위한�사회(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라는�핵심주제를�중심으로�노후준비�및�세대간�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년에�발표된 
유엔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적� 행동지침이다. 
이�행동계획은�국제사회가�어떻게�전세계�인구고령화에�관련된�다양한�과제를�다룰�것인가에�대한�정책 
프레임을�제공하였다. MIPAA는�노인과�발전, 노년기의�건강과�안녕증진�및�역량�강화�및�지원�환경 
확보의�세�가지�방향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4.  

세계보건기구(WHO)는 MIPAA 발표� 이후 ����년에�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구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을� 개발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활동적� 노화는� 개인의�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유지, 사회참여� 및 
사회안전망에�대한�욕구�충족�기회를�극대화하는�것을�의미한다.

[표 �] 유엔의�노인을�위한�원칙(����)3

노인은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착취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연령, 성별, 인종 등의 배경과 무관하게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함

존엄성(Dignity)

노인은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존엄성, 신념, 욕구 및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함

돌봄(Care)

노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참여(Participation)

노인은 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서비스, 소득창출을 위한 일감, 교육, 훈련,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자립(Independence)

노인은 교육, 문화, 영적 활동, 여가 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어야 함

자아실현(Self-fulfi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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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의 삶의 현황

한국의 ��세�이상�인구는 ����년 ���만 �천명으로�전체�인구�중 ��.�%를�차지하였고, 이�가운데�여성의 
비중은 ��.�%로�남성 ��.�%보다�많았다. ����년�가구주�연령이 ��세�이상인�고령자 �인�가구는�전체 
고령자�가구�중�약 �/�을�차지하였다. 성별로�보면, 여성 �인�가구가 ��.�%로�남성보다 �배�정도�많아 
노년기에�혼자�사는�여성들이�많음을�알�수�있다6.  

한국인의�기대수명은 ��.�세이며(남성 ��.�세, 여성 ��.�세), 건강수명은 ��.�세로 ��.�년의�유병기간이 
있다. ����년�우리나라 ��세�기준�기대여명은 ��.�년이며, 남성은 ��.�년, 여성이 ��.�년으로�나타났다7.  
그러나�자신이�평소 「건강이�나쁘다」 고�평가하는�비율은 ��세�이상�여성(��.�%)이�남성(��.�%)보다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8.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

[표 �] 세계보건기구의�활동적�노화의 �대�영역5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증진 요인을 최대화함으로써 수명 연장, 삶의 질을 향상시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킴

건강(Health)

노동시장 참여, 교육기회 제공,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노년기에 사회경제, 문화,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기에도 보수 또는 무보수로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참여(Participation)

노년기에 사회, 재정, 신체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존엄성을 보호받을 
권리 보장)

안전(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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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영양관리상태를� 보면� 양호한� 상태가� 남성은 ��%, 여성은 ��.�%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따르면�여성노인의 ��%가�비만인�것으로�밝혀졌다. 특히�여성 
노인은�운동량이�부족하며�특히�근력운동은 �.�%만�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이상�고령자 
�명� 중 �명이� 우울증상이� 있으며� 여성은 ��%, 남성은 ��.�%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현황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치매추정환자가 ��만명을� 넘어섰으며, 남녀� 치매환자의� 성별� 구성 
비율은�남성 ��%와�여성 ��%로�남성에�비해�여성의�치매�유병률이�더�높다. 

보건복지부의 ‘����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노인장기요양�수급자 ��명�중 �명이�여성이고, 
��세�이상이 ��%를�차지한다. 이들은�고혈압, 치매, 당뇨�등�만성질환 �개�이상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10.  

[표 �] 인구피라미드�및�기대여명(��세, ����년)9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출처 : 통계청 「생명표」, EU「European Health and Life Expectancy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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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2018

(세)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 0 250,000250,000 500,000500,000

(명)

(단위: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룩셈부르크

한국

19.6

19.4

19.4

19.7

18.9

18.4

남성

기대여명

23.7

23.6

22.9

22.1

22.7

22.6

여성

스웨덴

몰타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한국

15.1

12.8

12.0

11.5

11.5

11.3

남성

주관적�건강평가�기대여명

16.6

12.9

13.2

12.4

11.9

10.5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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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 이상� 고용률은 ��.�%이며 ��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다(남성 ��.�%, 여성 
��.�%). ����년 ��~��세�취업�경험자�중�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 ��년 �.�
개월로�성별로�보면, 남성(��년 �.�개월)이�여성(��년 �.�개월)보다�평균�근속기간이 �년 �.�개월�더 
길었다. ����년 ��~��세�취업�경험자�중�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그만둔�이유는�남성은�여성보다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비율이�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을�돌보기�위해서」, 「건강이�좋지�않아서」, 「일을�그만둘�나이가�되었다고�생각해서」 
비율이�높았다11.  

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 ����년�기준�한국의�국민연금�수급자는�약 ���만명이며, 그�중 ��.�%가 
여성이나�노령연금�수급자�중�여성의�비율은 ��.�%에�불과하며�유족연금�수급자�중�여성은 ��.�%에 
달한다12.  

사회참여 현황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컴퓨터�이용률은 ��대�남성 ��.�%, ��대�이상�남성 ��.�%
이고, ��대�여성 ��.�%, ��대�이상�여성 �.�%로�나타나13 연령이�높아질수록�여성의�정보화�역량은 
낮아졌다. 노후를�보내고�싶은�방법과�관련해서 ��세�이상�고령자는�남녀�모두 「취미활동」이�각각 
��.�%,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남성은 「소득창출활동(��.�%)」, 여성은 「종교활동(��.�%)」
을�하면서�노후를�보내고�싶다고�응답하였다14.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그림 �] 성별�연령대별�고용률(����년 �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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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세�이상의�노후를�위한�사회적�관심사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40.6

39.1

41.7

100.0

100.0

100.0

13.2

17.3

10.2

38.6

35.0

41.3

5.3

6.0

4.8

1.1

1.4

0.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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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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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및�홍보

교통�및
주거�환경조성 기�타

����년� 지난 �년� 동안� 동창회, 취미활동� 등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세� 이상� 고령자는 
��.�%이다. 성별로�보면, 단체�참여율은�남성(��.�%)이�여성(��.�%)보다�높으며, 참여�단체는�남녀 
모두 「친목�및�사교단체」, 「종교단체」 순으로�많이�활동하였다15.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 노후를�보내고�싶은�방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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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노년기�삶에�대한�기대와�관련해서 ��세�이상�고령자들은�노후소득�지원, 의료�및�요양서비스�지원의 
순으로�응답하였다. 남성노인들은�노후�취업�및�소득�지원에서�대한�관심이�여성노인에�비해�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들은�경제적�지원과�의료�및�요양서비스�지원에�대한�욕구가�유사하였다16.  

[표 �] ��세�이상�성별�단체활동�현황

*지난 �년�동안�동창회, 취미활동�등�각종�단체에�참여하여�활동한�사람의�비율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42.9

48.0

39.2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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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년에�전�세계는 ��세�이상이�고령자가�전체�인구의 ��%를�차지하고�이�가운데�여성이 ��%를 
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17.  특히�유럽과�북미�지역�및�한국에서는 �명�가운데 �명이 ��세�이상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을� 비롯하여� 한국정부는 ����년대� 이후�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인구 
고령화에�따른�사회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해서�노력해왔다. 그러나�이와�같은�고령사회�정책은 
특별히�젠더�관점을�명시하지�않았으며, 앞에서�살펴보았듯이�고령사회를�살고�있는�여성과�남성의 
삶은�서로�다른�양상을�보인다. 여성은�남성보다�오래�살지만�건강수준은�낮은�것이�현실이다. 아울러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낮아지며, 여성들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에�대한�기대�또한�남성�집단과�다른�특성을�보인다. 세계보건기구가�제시한 ‘활동적�노화’의 
관점에서�보면�건강, 참여�및�안전한�노후생활�영역에서�성별�차이가�발생하며, 여성노인은�빈곤, 질병 
및�소외라고�하는�노년기의 �대�위험�영역에서�모두�상대적으로�취약하다18.  여성노인이�상대적으로 
더�불안정한�노년기를�맞이할�수밖에�없는�것은�가부장적�사회에서�전�생애주기에�걸쳐서�경험한 
불평등이�누적되어�나타나는�현상이다. 초고령사회의�도래를�앞두고, 여성노인의�건강하고�활동적인 
노후를�보장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성주류화�전략이�요구된다. 

첫째, 여성들의�건강하고�활동적인�노년기를�맞이할�권리에�대한�관심과�정책적�의지를�제고할�필요가 
있다. ����년�북경세계여성대회�이후�여성의�지위는�향상되었으나�상대적으로�노년기�여성의�삶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흡하다. ����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헬프에이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소외되고�있는�여성노인의�이슈에�대한�문제제기를�하였다. ����년 Beijing+��을�기념하며 
헬프에이지가�제��차 UN여성지위위원회(CSW) 의원회의에�제출한 ���개의�보고서를�검토한�결과, 
여성노인� 이슈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여성노인의�인권�관련�조항이�새롭게�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성노인들은�전 
생애주기에�나타나는�성차별과�연령차별의�이중�구조�속에�놓여�있음을�밝혔다. 

둘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확대하고, 고령사회�정책�관련�자료를�수집하고�분석함에�있어서�성별통계�및�성차별 
이슈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삶에� 대한� 성별분리 
자료가�미흡한�상황에서�성인지적�대책�마련은�한계가�있다. 여성노인들이�경험하는�빈곤, 질병�및 
소외의� 문제는� 남성노인들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여성노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셋째, 여성들의�건강하고�활동적인�노년기�삶을�보장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노년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 기회� 및� 여가� 인프라�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여성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실질적� 욕구(practical needs)와� 전략적 
욕구(strategic needs)를�반영한�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성�인지적�고령사회�정책�수립은�유엔이 
����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증진�아젠다의�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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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운동이다. 한�존재가�펼치는�아름다운�실천이다.

고령화�사회�노년의�삶을�스스로�반추하며�다시�노래하는�현재적�여성운동이다.
할머니로서�다시�배움의�기회를�가질�수�있는�권리를�주장한다.

당신이�넘어졌을�때�일으켜�세워주었던�할머니의�손을�기억하라.
할머니의�걸음으로�이�도시를�걸어�본�적이�있는가?

할머니의�시선으로�이�도시의�난제를�바라본�적이�있는가?

할머니로서�보다�정서적�삶을�꾸릴�안정적�교육지원이�필요하다.
그러려면�할머니가�뜻을�세울�아름다운�작업장을�제공하고

할머니와�함께�손을�잡아라.

할머니학교는 ����년�금천구에서�시작해�동네�곳곳으로�퍼져나갈�여성운동이다.

왜�할머니냐는�질문은�무례하다.
할머니가�없는�도시를�상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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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학교의� 수업은� 문화∙예술∙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학원� 수준의� 강의가 
제공된다. 할머니학교� 강사들은� 개인의�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강의형� 교육보다는� 배운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할머니들이�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사자의 
관점에서�고령화�이슈를�연구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젝트를�진행한다. 

할머니학교에�입학하는�할머니들은�모두�각자의�별명과�노트, 그리고�컬러코드를�가지게�된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린� 할머니들은� 입학과� 동시에� 동기들과� 함께�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별명을� 만들고� 그� 의미를� 공유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별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표현하고�받아들이게�된다. 

입학�선물로�주어지는�것은�노트다. 노트는�익숙한�환경에서�한�발짝�나아가�다시�배우고(learn) 
다시�익히겠다(experience)는�약속이다. 학교에�다니는�동안�자신의�고민과�생각을�기록하는�이 
노트는�학기가�끝날�시점�배움과�경험의�기록으로�남는다. 

마지막으로�할머니들은�컬러를�제안받는다. 제안된�컬러는�할머니학교�입학생들에게�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장치이며� 그� 학기� 할머니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로� 작용한다. 
선정된� 컬러는� 한� 학기� 동안의� 드레스코드가� 되며, 노트를� 비롯한� 수업� 재료의� 색으로도 
활용된다. ����년에는�세계�여성의�해에�동참하고�연대하자는�취지에서�보라색을, ����년에는 
할머니들과�함께�고령화�사회를�연구하자는�취지에서�노을과�황혼색을�컬러코드로�정했다.

[할머니학교 문화] 할머니학교에 입학하면 받는 세가지 “별명, 노트, 컬러코드”

[2018년�컬러코드: 보라색] [할머니학교의�노트. 첫�줄부터�처음�학교를�다닌�해, 마지막으로�학교를 
다닌�해, 그리고�할머니학교에�입학한�해와�자신의�이름이�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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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학교 수업사례1] 할머니 스스로 연구원이 되는 “문화기획 수업”

문화기획� 수업에서� 할머니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찰하고, 조사하며, 
기록한다.  때로는�마을에서�폐지를�줍는�다른�할머니들을�인터뷰하며�그들의�패션을�연구하고, 
때로는�할머니들의�단합�대화�주제인�시집살이에�대해�인터뷰하기도�한다. 할머니들의�연구는 
판화나� 그림� 등으로� 기록하고� 수업에서� 함께� 공유되었다. ����년도� 수업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된�미투�운동을�연구주제로�다루었으며, ����년에는�자신과�주변�사람들이�겪는�문제를 
끌어내는�괴물�연구를�주제로�삼았다. 괴물�연구는�할머니들이�삶에서�마주한�불편한�경험이나 
사회문제를�끌어내는�연구로�경험과�상황(가난, 시집살이, 물건에�집착하는�것, 도망간�세입자 
등)을�괴물로�설정하고�이�괴물을�퇴치하는�방법을�함께�고민하는�연구다. 그동안의�연구�결과는 
포럼과�전시회를�통해�대중에게�공유되었다.

[할머니학교 수업사례2] 노년기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하기 “파쿠르 수업”

파쿠르는� 프랑스어로 ‘길’이라는� 뜻이다. 달리기, 뛰어오르기, 기어가기� 등의� 방식을� 활용해 
맨몸으로� 도심과� 자연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운동이며, 프리러닝으로도� 알려져있다. 
할머니학교에서는� 노년기�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파쿠르� 수업이 
진행되었다. 할머니들은�파쿠르의�기본동작인 ‘기어가기’, ‘도약하기’, ‘균형�잡기’ 등을�실습했다. 
또한�이�날의�경험을�잊지�않고�지속하기�위해�파쿠르�활동을�팝업카드로�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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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원고는�할머니학교�최소연�교장의�인터뷰를�바탕으로�재구성되었음)

금천구에서�진행된�할머니학교는 ����년까지�운영되었으며, 현재�코로나��와�지자체�이슈로 
인해�잠시�중단되었다. 보다�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할머니학교�모델�운영을�위해�다음�단계의 
할머니학교�과정을�준비�중에�있다.

할머니학교가� 제공하는� 가장� 큰� 경험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족공동체나� 노인� 문화� 안에서만� 사회를� 바라보았지만, 할머니학교� 활동을� 통해 
��∙��세대의� 교수진을� 접하고 ��∙��세대의� 청년(할머니학교� 큐레이터, 작가, 금천구� 관계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편하지만� 자연스럽게� 모두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할머니들은� 같은� 세대� 간 
모임보다�다양한�세대가�함께�모여�의견을�나누는�것을�즐긴다.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만드는” 할머니학교

할머니학교�여우의�노트

“이 나이에 자유롭게 살다가

귀찮고 힘들고 짜증이 났다…

깊이 생각해야 하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글도 써야하고, 

반항도 하면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어느 날 이게 뭐지? 

내 자신을 깊이 보게 되고 

어디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내 속의 알맹이를 보게 됐다”

할머니학교�실상화의�노트

“모든 할머니들이 깨어 있었으면! 

다시 생각해본다”

“예기치 못한 수업을 접하고 보니 

가슴이 설레이었다 

나이들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듯한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다”

할머니학교�토깽이의�노트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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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미나는� 정현백� 교수님(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강연자로 
모시고�젠더와�여성운동, 페미니즘에�대한�강의와�토론의�장을�마련했습니다. 젠더는�우리 
사회의�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구조와�맥락을�이해하는�데�필수적인�핵심적�관점으로 
노인인권에�있어서도�젠더의�시각이�반영되어야�함을�알�수�있었습니다.

1차 세미나: 젠더와 여성 운동의 역사(2020.5.7.)

두� 번째� 세미나는�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님의� 인권과� 국내� 인권� 운동에� 대한� 강연을 
중심으로�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를�통해�인권의�문제는�정부의�정책�설계와�대응에�따라 
개선될�수�있는�문제라는�점이�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정책이�만들어지기까지�시민사회의 
목소리가�중요한�만큼, 노인과�관련된�정책에�대한�모니터링과�관심이�지속적으로�이어질 
수�있도록 AGAC도�노력하겠습니다.

2차 세미나: 인권과 한국의 인권 운동(2020.5.13.)

세�번째�세미나는�여성인권운동가이자�한국여성단체연합의�조영숙�국제연대센터장님의 
강연으로�진행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성평등과�여성의�인권은�어떻게�논의되어왔으며, 
또�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에�대한�고민과�고령화와�젠더에�관한�다양한�관점들을 
함께�공유했습니다.

3차 세미나: 젠더와 국제사회의 여성 인권 역사(2020.5.14.)

인권과 노인복지 전문가 연속 세미나 개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년 �월, 총 �차례의�인권과�노인복지�전문가�연속 
세미나를�진행했습니다. 국내의�저명한�인권�및�노인복지�전문가를�모시고�젠더, 
사회복지, 인권�운동, 기후변화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를�아우르고�인권감수성, 
노인복지에�대한�이해를�넓혔습니다.

AGAC 봄/여름 주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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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미나는�이혜경�연세대�명예교수님께서�사회복지�흐름을�짚어�주시는�강의를�중심으로�진행되었습니다. 
복지� 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퇴보와� 진보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안전망을� 통해� 나이� 듦에� 따라� 존엄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를� 떠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습니다.

4차 세미나: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2020.5.21.)

�차�세미나는�조효제�성공회대�교수님의�기후변화와�인권을�주제로�한�강연으로�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간과�동물, 환경이�모두�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인식이�강조되고�있습니다. 강연을�통해�조효제�교수님은 
좁은�시야와�분리된�관점을�넘어�확장된�시각, 모든�것을�연결해서�사고하는�관점의�눈을�강조하셨습니다. 노인의 
권리를�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또� 동물권과� 환경의� 문제로� 확장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차 세미나: 기후변화와 인권(2020.5.27.)

마지막�세미나는�양난주�대구대�교수님의�사회복지와�노인인권을�주제로�한�강의로�진행되었습니다. 이번�강의를 
통해 “나이�듦”과 “취약함과�의존성”에�대해, 정상과�비정상에�대해, 우리�사회가�가진�편견에�대해�생각해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복지�정책과�현장�간의�격차, 인권의�시각에서�본�복지�패러다임에�대해�논의함으로써�나이�듦과 
노인, 인구고령화라는�화두에�대한�우리의�패러다임을�전환해볼�수�있었습니다.

6차 세미나: 노인인권과 사회복지(2020.5.28.)

월간 노인인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월부터�매달�노인인권의�핵심�주제를�소개하는 “월간�노인인권”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월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주년
(�.��.)을�기념하는�카드뉴스를�소개하며�노인과�인권에�대한�관심을�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매달�주제별로�진행되는 “월간�노인인권”에�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 월간�노인인권은 AGAC 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54

전�세계적인�코로나�� 확산으로�우리의�삶에�많은�변화와�어려움이�있었습니다. 특히�그�중심에�권리와 
안전을�위협받고�있는�노인들이�있습니다.

한국의�경우만�해도�코로나로�인한�사망자의 ��% 이상이 ��대�이상�노인인�가운데, 노인은�생존권뿐만 
아니라�소득보장권, 정보접근권�등의�권리�또한�침해받고�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이러한� 노인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UNESCAP, UNFPA 등� 국제� 단체와� 함께 “코로나와� 노인인권: 지역사회의 
대응”이라는�주제로�지난 �월 �일, 웨비나를�개최했습니다. 

이번�웨비나가�특히�의미�있었던�이유는�노인�당사자�분들의�목소리를�듣기�위해�아태�주요국가(한국, 
이란, 태국, 미얀마�등)의�노인�분들과의�인터뷰를�영상으로�담아�함께�시청하고, 전문가들의�심도�있는 
논의�또한�진행되었기�때문입니다.

웨비나에서는� 우리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코로나와� 노인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교차성을 
발견하게�해줌으로써�권리�보장의�핵심과�중요한�지점을�함께�되짚어보고�협력과�개선방안을�모색하는 
기회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노인인권 웨비나(Webinar) 개최



55

ASEM은�아시아와�유럽 ��개국�정부간�회의체로 ����년, 아시아와�유럽�간�대화와�협력을�증진하기 
위해�출범했습니다.

ASEM은�상호�존중과�동등한�파트너십을�기반으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분야의�공통�현안을 
함께�논의하고�협력합니다. 특히�격년마다�개최되는�아셈�정상회의를�통해�각국�정상과 EU, ASEAN 
의장국이�모여�아시아와�유럽�간�협력과�상생의�발전을�논의해오고�있습니다.

����년 ��개국의�회원국으로�출발해 ����년�현재 ��개국(��개국�및 EU, ASEAN)의�회원국이�함께 
하고�있으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비롯한�다양한�협력기구와�교육문화사업, 경제발전�사업�등을 
통해�아시아와�유럽의�소통을�증진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보다�자세한�정보는 ASEM InfoBoard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ASEM InfoBoard, https://www.aseminfoboard.org/about/overview

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ASEM)

아셈 회원국(ASEM Partners)

유럽�연합
1996년�가입

오스트리아
1996년�가입

브루나이�다루�살람
1996년�가입

중국
1996년�가입

호주
2010년�가입

벨기에
1996년�가입

캄보디아
2004년�가입

방글라데시
2012년�가입

불가리아
2008년�가입

크로아티아
2014년�가입

아세안�사무국
2008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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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2004년�가입

에스토니아
2004년�가입

독일
1996년�가입

인도
2008년�가입

이탈리아
1996년�가입

대한민국
1996년�가입

리투아니아
2004년�가입

몰타
2004년�가입

네덜란드
1996년�가입

파키스탄
2008년�가입

포르투갈
1996년�가입

싱가포르
1996년�가입

스페인
1996년�가입

태국
1996년�가입

체코�공화국
2004년�가입

핀란드
1996년�가입

그리스
1996년�가입

인도네시아
1996년�가입

일본
1996년�가입

라오스
2004년�가입

룩셈부루크
1996년�가입

몽골
2008년�가입

뉴질랜드
2010년�가입

필리핀
1996년�가입

루마니아
2008년�가입

슬로바키아
2004년�가입

스웨덴
1996년�가입

영국
1996년�가입

덴만크
1996년�가입

프랑스
1996년�가입

헝가리
2004년�가입

아일랜드
1996년�가입

카자흐스탄
2014년�가입

라트비아
2004년�가입

말레이시아
1996년�가입

미얀마
2004년�가입

노르웨이
2012년�가입

폰란드
2004년�가입

러시아
2010년�가입

슬로베니아
2004년�가입

스위스
2012년�가입

베트남
1996년�가입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는�국제�노인인권�전문기관으로�서울에�본부를�두고�있으며, 
아셈�회원국의�다양한�노인인권�현안을�다루는�국제�허브�역할을�수행합니다.
센터는�고령화�및�노인인권�관련�정책연구, 교류협력, 인식개선�및�교육, 정보서비스�등의�사업을�통해 
아셈�회원국이�직면한�노인�문제들을�해소하고�노인인권의�보호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ISSUE FOCUS

보다�자세한�정보는�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홈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www.asemgac.org)

이슈포커스는�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연 2회�발간하는�정기간행물로, 
아셈�회원국의�주요�고령화와�노인인권�현안을�심도있게�다루고 

회원국�정부, 시민단체, 학계의�대응전략과�우수사례�등을�소개합니다.
이슈포커스는�각�호마다�노인인권의�핵심�주제를�선정하여�다양한�관점과�영역을�다루어

고령화와�노인의�권리에�대한�우리의�시각과�인식을�확장시키는�데�기여하고, 
더�나아가�아셈�회원국�간�정보�공유와�인식�제고에�기여하고자�기획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