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01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보건 등 전 분야가 직면할 당면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고령화는 보건 및 의료 측면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실질성

제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치매증가율은 세계에

장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

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생물공학회에

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급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격히 줄어든다. 206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 하지만 치매환자는

구의 49.7%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가

같은 기간 57만 명에서 101만 명으로 무려 77% 가까이

능인구의 감소는 실질성장률을 급격히 떨어뜨려, 현재

증가한다. 이러한 수치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3.6% 수준인 실질성장률이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

7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결론에 이른다.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는 국가재정 부분에서도 커다란 문제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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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

서 UN의 분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비는 2014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늘어나며,

그렇다면 UN이 이처럼 고령화를 진단하는 세부 분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복지분야의 지출 증가는 국가재

류기준까지 제시하며,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정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3년 국가채무는 국

무엇일까? 그것은 고령화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 직면

내총생산(GDP) 대비 37.0%에서 2030년 58.0%, 2060년

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

168.9%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 전 지구적 고령화추세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기대

이처럼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수명이 연장된 반면 출산율은 둔화된 데서 원인을 찾을

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언론은 물론이고

수 있다.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의 경우 1960년 54.1세

일반인들로부터도 이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였지만 2007년에는 79.6세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출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율은 급격히 떨어져, 1950년과 1965년 베이비붐 시기의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령사회·

출산율은 5.7명이었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2명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등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는

으로 크게 줄었다.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고령화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고 구사

고령화는 전 지구적 문제… 가장 심각한 곳은 우리나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듯하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고령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는 고령화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극명하게

65세 이상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보여주었다. 무디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독일·이탈리아가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국제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인구를 나이에 따

이미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에도 이어져

라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0~14세까지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국가가

인구는 유소년인구로 분류한다. 이들 유소년인구는 경

무려 3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디스의 보고

제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들로

서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초고령화 추세가 결국 생산가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15~64세 인구는 생산가능인구

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

라고 부른다. 이들을 생산가능인구라 부른다는 사실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가능인구는 실질적으로 해당 국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가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

역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라고 부른다.

곳은 우리나라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고

이러한 인구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UN은 고령화사

서 역시 “한국은 그 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

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

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

였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

였다. UN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

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사회로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0

분류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사

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

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보다 10년

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

분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UN에서 제시하는 이

를 찾기 어려운 추세라 한다.

러한 기준을 준용하여 자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

흔히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0년 전부터 진

러한 UN의 분류체계는 국가마다 놓인 특수성으로 인해

행되어야 그 효과를 30년 뒤에 가서야 볼 수 있다고들 한

모든 국가에 적합한 분류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다. 어쩌면 고령화로 인해 30년 뒤에 직면할 우리 사회의

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UN의 분류기준을 표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이라고 본다. 이를 위

삼아 쓰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주변국가와의

해 고령화 관련 용어를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작은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법 등에

관심과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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