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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

- 동거와 사적이전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원진

전통 사회의 사적 부양이 약화되었지만 현대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한국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적 부양이 감소한 이

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여 2008~2014년 동안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이 변화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과 자녀 특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노인과 자녀의 동거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둘째, 노

인과 자녀 특성 및 동거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

전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재가중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변수 분포 변화가 결과변수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37.3%에서 30.3%로 7.0%p 감소하여 

동거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이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노인이 받은 사적이

전의 평균이 82.7만원/년에서 93.4만원/년으로 10.8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사적이전의 감소 추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총소득 평균 대

비 사적이전 평균의 비율은 14.4%에서 12.5%로 감소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서 사적이전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이 11.9%에서 1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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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 감소하였고,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사적이전의 평균이 31.4만원/

년에서 39.5만원/년으로 8.1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가 대체로 부양을 감소시켰다. 노인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시장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적이전이 감소하였고, 추가 분

석에서 동거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와 생계를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동거가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라 노인의 경제력 수준이 향상되면서 

부양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가 부양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감소시키는 

효과가 모두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고학력 자녀와 

취업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적이전이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

적이전을 제공하는 주택 소유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사적이전이 감소하였

다. 전반적으로 자녀 경제력이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교

육수준과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주택 소유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녀 경

제력 변화의 방향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률이 약 20%p 증가하는 등 공적연금소득이 크게 증가하

여 사적이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 확대의 사적이전 구축 효과가 

실증되었다. 한편, 내생성 때문에 공적연금 외 공적이전 증가의 영향을 분석하

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시간에 따른 출산율 하락이 부양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을 대상으

로 분석하면, 자녀가 많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받기 때문에, 노

인의 자녀 수가 감소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형제가 많은 자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의 형제 수

가 감소하여 동거와 사적이전이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인과 자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인과 자녀의 연령, 성, 결혼상태 변화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우선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노인의 고령화가 동거와 사적이전을 증가시켰지

만, 자녀 연령을 포함한 여러 특성을 통제하면 이러한 영향이 사라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거 성향이 강한 20~30대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여 동거가 감소하

는 영향이 추가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 무배우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

는 변화는 주로 사적이전을, 부분적으로 동거를 감소시켰고, 무배우 자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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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증가하는 변화는 동거를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형제 수를 통제

하지 않으면 장남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증가하였지만, 자녀의 형제 수를 

통제하면 장남 비율이 감소하고 딸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

여섯째,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시화․산업화가 동거와 사적이전을 

증가시키지만, 여러 특성을 통제하면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다른 특성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감소가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노인 대상 분석과 자녀 대상 분석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단, 동거 비율 

감소량보다 사적이전 수혜/제공 비율 증가량이 훨씬 작게 나타나, 동거가 감소

하여 사적이전이 증가하는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감소량이 상당

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자녀 경제력과 부양의

식 변화가 동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시간에 따라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문화적 변화가 동거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로 횡단적 영향요인 분석에 집중된 노인 부양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거와 사적이전을 함께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노인 부양 추이

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가족, 시장, 

국가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여 사적 부양 감소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적 

부양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시

장을 통한 노인의 자립과 국가를 통한 공적 부양을 함께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

다.

주요어 : 노인 부양, 동거, 사적이전, 추이 분석, 재가중 방법

학  번 : 2010-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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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은 44.8%로 전체 인구의 상대빈곤율인 13.8%의 세 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2017a). 이처럼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 사회

의 사적 부양이 약화되었지만 공적연금과 같은 현대적인 형태의 공적 부양제도

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일반적이다(여유진․김미곤․권문

일․최옥금․최준영, 2012: 166; Lee & Phillips, 2012: 100).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 과거의 주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었던 사적 부양의 

미래에 대해서는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정책결정자나 국

제기구는 아시아 지역의 가족 부양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대화에 따라 

사적 부양이 약화되는 경향을 우려해 왔다(Knodel, Chayovan, & Siriboon, 

1992: 79; Martin, 1988: S110).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족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켜 노인 부양 수요를 늘리고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김희삼, 2014: 81)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 부양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세제 혜택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족 부양의 약화를 방지하는 방법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Martin, 1988: S110).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하에 

공적 부양의 확대를 강조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산업화․개인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 부양의 약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적 부양의 강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손병돈, 

2008: 361).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는 노인 개인과 가족의 부양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미흡해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용우․
이미진, 2014)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가족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접근으로는 노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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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며(여유진, 2013: 210), 공적 부양

이 사적 부양을 구축한다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공적 부양을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손병돈, 2008: 361).

이와 같이 상이한 관점1)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적 부양이 감소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적 부양 감소의 주된 

원인이 소득과 자산의 변화와 같이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요인인지, 인구학적 변

화와 같이 장기적으로 고정된 요인인지, 공적이전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인

지에 따라 사적 부양의 추이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한국 노인의 사적 부양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 부양의 

미시적 영향요인을 밝히는 과제에 집중해 왔고(예를 들어, 김미영․이성우, 

2009; 김희삼, 2008; 손병돈, 1998, 1999; 오지연․최옥금, 2011; 유성호, 

1996, 2000; 정경희, 2002a; Kim, 2010; Lee & Lee, 2009; Park, 2010, 

2014), 노인 부양 추이(trend)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한국의 노인 부양 추이를 분석한 소수의 연구로는 손병돈(2005)과 De Vos 

and Lee(1993)가 있다. 손병돈(2005)은 가구소비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996~2000년 동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사적이전을 분석한 결

과, 사적이전을 받는 가구의 비율, 평균 사적이전, 가구소득에서 사적이전이 차

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253), 소득 감소와 빈곤율 증가 

등 자녀 세대의 경제력이 약화된 것이 이와 같은 노인 가구의 사적이전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였다(258~261). 이 연구는 자녀 세대의 경제

력과 노인 사적이전 추이의 관계에 대한 주목할 만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추이 영향요인에 대한 해석이 기술적인 분석에 

기초한 정성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De Vos and Lee(1993)

는 1970, 1980년의 센서스 데이터로 60세 이상 노인의 동거 형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이 대가족에 속할 비율이 71.1%에서 63.6%로 감소하였고(382), 이

러한 변화에는 연령, 성, 결혼상태, 지역, 교육수준 등의 노인 특성 변화보다는 

각 집단별 대가족 구성 성향의 변화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387). 

1)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위해 두 관점을 대비시켜 서술하였지만, 두 관점의 차이를 지
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사적 부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공적 부양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함께 추진해야 하고, 공적 부양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도 사적 
부양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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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변량 분석에 기초하여 노인 동거 형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해

한 본격적인 추이 연구로 의미가 있지만, 소득과 자산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

는 등 설명변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손병돈(2005)과 De Vos and Lee(1993)의 분석이 이루어진 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의 추이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8~2014년의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를 분석한다. 데이터의 제약 때문에 분석 대상 기간이 

길지 않지만, 2005년 이후 5년 만에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자녀 

동거 비율이 20%p나 감소한 것에서 보듯이(김희삼, 2014: 6), 최근 한국에서 

노인 부양 실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시기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에 더해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

적이전이 확대되는 시기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적어도 단기적인 노인 부양 추이를 예측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론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전제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은 소득 중심의 경제적 부양으로 한정한다. 

노인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사회참여적 부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부양을 제공받는데(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6: 620), 

이 중 본 연구는 경제적 부양만을 다룬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본 연구는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의 

가구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녀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행위를 노인과 자녀의 동거와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으로 정의한다.2) 자녀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은 일차적

으로 사적이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지만, 노인과 자녀의 동거 역시 노인의 가구

소득과 경제적 효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의식주 

형태의 물질적 부양, 규모의 경제,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Cameron, 2000: 20; Kim & Cook, 

2011: 957; Ku & Kim, 2018: 2), 이러한 맥락에서 김수완․조유미(2006)는 

한국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그 자체로 ‘가족내 사적이전’”(33)이라 

2) 별도의 언급이나 맥락이 없는 한, 본 연구의 서술에서 ‘동거’는 노인과 자녀의 동
거를, ‘사적이전’은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을 의미하고, ‘부양’은 동
거와 사적이전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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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 이에 노인 부양을 주제로 한 몇몇 선행연구는 동거와 사적이전을 

함께 분석하였고(예를 들어, Kim & Cook, 2011; Knodel, Chayovan, & 

Siriboon, 1992),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접근을 따른다.3)

셋째, 동거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규범 하에서 자녀는 동거를 통해 노인을 부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산업화 시

기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자녀와 노인의 지역적 분리가 진행된 후에는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노인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ng, 2001: 68). 따라서 

사적이전 형태의 부양은 동거 형태의 부양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며,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은 동거하는 노인보다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

(김수완․조유미, 2006: 23; 여유진, 2013: 198). 특히 시계열적 관점에서는 시

간에 따른 동거의 감소가 사적이전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Kim & Choi, 

2011: 364), 사적이전의 추이를 분석할 때 동거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보다 사적이전이 더 유연한 형태의 부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거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사적이전을 분석할 때 전체 집단

의 분포뿐만 아니라 동거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별 분포를 함께 분석한다. 둘째, 

동거를 사적이전의 영향요인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넷째, 노인 대상 분석과 자녀 대상 분석을 모두 실시한다. 만약 모든 노인이 

한 명의 자녀만 갖는다면 노인 단위 부양과 자녀 단위 부양이 동일하게 관찰되

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인은 여러 

명의 자녀를 갖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자녀 수 감소가 노인 부양 추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nodel, Chayovan, & Siriboon, 1992). 극단적인 예

로, 자녀 1인당 부양 제공량은 일정하지만 노인의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여 노

인 1인당 부양 수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과 

자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부양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이 받는 부양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제공하는 부양을 모두 분석한다. 또한 

노인의 자녀 수를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변수와 결과

변수의 횡단적 관계와 설명변수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용하는 분석 전

3) 노인은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혜택을 누린다(Jiang, 1995: 141; Knodel & Ofstedal, 2002: 143).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주목하는 경제적 이익만으로 노인과 자녀의 동거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는 점을 언급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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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이타주의 모델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보

다 고소득 노인이 더 적은 사적이전을 받는다면 시간에 따라 고소득 노인의 비

율이 높아지는 변화는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을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이라고 해

석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부양 추이는 동거와 사적이전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고,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은 노인과 자녀의 

특성으로 구성되는 설명변수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4)

제 2 절 연구 문제 및 모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과 자녀 특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노인과 자녀의 동거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둘째, 노인과 자녀 특

성 및 동거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분포를 어

떻게 변화시키는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여러 시점의 노인과 자녀 집단

을 각각 분석한다. 각 시점별로 노인 집단은 25세 이상 생존자녀가 존재하는 

65세 이상 개인으로, 자녀 집단은 생존부모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25

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다. 노인 대상 분석에서는 노인 개인이 자녀로부터 받

은 부양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자녀 대상 분석에서는 자녀 개인이 노부모에게 

제공한 부양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그림 1-1> 연구 모형

4) 시간에 따라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가 변하는 것이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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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은 <그림 1-1>과 같다. 설명변수는 이론적․경험적으로 동거와 사적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로 관찰 가능

한 노인과 자녀의 특성으로 구성된다. 이때 노인 대상 분석과 자녀 대상 분석에

서 각각 노인 특성과 자녀 특성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노인과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양행위의 결정에는 노인 

특성과 자녀 특성이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노인 대상 분석에도 자녀 특성이, 

자녀 대상 분석에도 노인 특성이 부양의 영향요인에 포함된다. 단,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에서 자녀의 소득과 자산이 조사되지 않는 등 노인에 비해 자녀 특성 

변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언급해둔다. 결과변수는 동

거와 사적이전으로 구성되고, 동거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분포의 추이를 살펴본다. 둘째,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를 파악한

다. 셋째, 설명변수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결과변수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

키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축적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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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노인 부양의 실태와 추이

일찍이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착된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노인 부양체계에서 자녀의 역할이 크다. 미국의 경우 20세

기 후반에 이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노인의 전형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Kramarow, 1995: 335; Ruggles, 2007: 964), 비슷한 시기에 인

도,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에서는 노인 인구의 약 3/4이 자녀

와 동거하였다(Martin, 1988: S103). United Nations(2005: 36)의 보고에 

따르면, 1995년 아시아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 중 자녀 또는 손자녀와 동거하

는 비율은 74%로 유럽의 26%, 북아메리카의 19%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2000년 전후 60세 이상 인구가 받은 순 사적이전이 대부분의 서구 산업국가에

서 음의 값으로 나타난 데 반해 대만, 태국, 한국에서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Lee & Donehower, 2011: 198).5) Biddlecom, Chayovan, and 

Ofstedal(2002: 193)이 여러 경험적 증거를 수집한 바에 따르면, 1990년 전

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

는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5~91%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자녀가 노인 부양의 주된 책임을 맡아 왔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부계가족 사회에서는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모시

는 것이 이상적인 노인 부양 형태로 간주되었다(De Vos & Lee, 1993: 377). 

실제로 1970년대 후반 이후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이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생애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Kwon, 1993: 48~49). 1980년대 후반 한국 노인의 전형적인 가구 형태는 

장남 부부 및 그 자녀와 동거하는 3세대 가족이었고(Hashimoto, 1991: 376), 

200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40%를 넘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였다(Kim & 

Cook, 2011: 969). 한편 산업화 시기 대규모 인구 이동 이후 노인과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였지만,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

5) 서구 국가 중 예외적으로 슬로베니아도 60세 이상 인구가 받은 순 사적이전이 양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대만, 태국, 한국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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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부양을 제공하고 있다(Sung, 2001: 68~69). 2000년대 중반 한국 

노인의 68.1%는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을 받았고, 노인이 받은 평균 사적이전은 

노인 평균 개인소득의 26.3%를 차지하였다(Kim & Cook, 2011: 964). 이와 

같이 한국 노인이 자녀와 많이 동거하고 자녀로부터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은 특히 서구 산업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김진욱, 2011; 

이용우․이미진, 2014; Kwon, 2001).

한국에서 동거와 사적이전은 노후소득의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노후소

득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빈곤을 감소시킨다

(김수완․조유미, 2006: 31; 박경숙․김미선, 2016: 244; 여유진, 2013: 200; 최

현수․류연규, 2003: 154; Lee & Lee, 2009: 400). 한 예로, Lee and 

Lee(2009: 400)는 2000년대 중반 혼자 사는 노인,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상대빈곤율을 각각 53.5%, 35.8%, 20.0%로 보고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동거

뿐만 아니라 사적이전도 노후소득분배를 개선하며, 심지어 사적이전의 재분배효

과가 공적이전보다 크다는 분석 결과도 많다(김수완․조유미, 2006: 28; 김희삼, 

2008: 108; 손병돈, 2012: 19; 진재문․김수영․문경주, 2014: 250~252; 황선

재․김정석, 2013: 215~216; Choi & Kim, 2010: 1147). 손병돈(2012: 19)

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보장급여를 포함한 공

적이전의 노인빈곤감소효과는 14.1%p인 데 반해 사적이전의 노인빈곤감소효과

는 18.8%p로 더 크게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는 공적이전이 확대되면서 사적이

전보다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더 커졌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고 있지만

(김지훈․강욱모․염동문, 2015), 여전히 사적이전이 노후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 노인은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

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Choi, 1996; Lee & Phillips, 2012; Sung, 2001).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1985년 78.3%에서 2001년 49.3%로 크게 낮

아졌고(정경희, 2002a: 103), 결혼한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도 1981년 

54.7%에서 1988년 41.8%로 낮아졌다(Kim, Liang, Rhee, & Kim, 1996: 

381). 이와 같은 한국 노인의 동거 감소 속도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빠른 편

이다(Chan, 2005: 278; Yasuda, Iwai, Yi, & Xie, 2011: 704). 이러한 동거 

실태의 변화는 노후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 박경숙․김미선(2016: 24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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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따르면, 1998~2008년 동안 비노인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노인 가구구성 변화가 노인빈곤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Ku and 

Kim(2018: 6) 역시 1996~2014년 동안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의 감소가 

노인빈곤율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원진(2012: 173)은 

1999~2008년 동안 노인의 18~64세 가구원 동거 비율 감소가 노인 소득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동거와 달리 사적이전의 감소 추이는 분명하지 않다. 가구소비실태조

사 데이터로 노인 가구주 가구를 분석한 구인회․손병돈(2005: 47)과 손병돈

(2005: 253)에 따르면, 1996~2000년 동안 사적이전을 받은 비율과 평균 사

적이전이 모두 감소하였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김경아(2008: 1511)와 2004~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김희삼(2014: 28) 역시 노인이 받는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추

이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동향조사 데

이터를 활용한 Choi and Kim(2010: 1145)의 분석에서는 노인 소득에서 사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간의 가

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강성호(2011: 127)는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사적이전이 1982년 65천원에서 2000년 422천원으로 증가한 후 2008

년 266천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승훈․박승준(2012: 71~72) 

역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인 가구의 사적이전이 2000년대 중후

반까지 증가한 후 최근까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적이전 

추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사적이전이 노후소득분

배를 개선하는 효과는 큰 변화가 없거나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김경아, 2008: 1518; 이원진, 2012: 177~178; Choi & Kim, 2010: 

1417~1419).

선행연구에서 노인 사적이전의 감소 추이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의 한계이다. 한국 노인의 사적이전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일관

된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가계부기

장 방식 소득조사를 병행한 1996년 데이터와 일회성 면접조사만 이루어진 

2000년 데이터와의 시계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이원진․구인회, 2015).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05년 이전까지 1인 가구가 조사되지 않아 전체 노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할 수 없고, 2009년 소득항목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

이전 항목이 가구 간 이전과 기타 이전소득으로 나뉘면서 2008년 이전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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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사적이전 추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

사에서 거의 동일한 설문 문항으로 측정한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시기의 노인 

사적이전 추이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노인 사적이전의 장기적인 추이를 확인

하는 과제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한편 사적이전 추이를 분석할 때는 동거 감소가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압력

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과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면 동

거 가구 내에서 이루어졌던 경제적 지원이 가구 간 사적이전의 형태로 전환되

면서 노인이 받는 사적이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Kim & Choi, 2011: 

364).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받는 사적이전이 감소하더라도 자

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면 전체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이원진, 2012: 177~178). 따라서 사적이전

의 추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단의 추이뿐만 아니라 동거/비

동거 하위집단별 추이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노인 부양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본 절에서는 노인 부양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논의

에 앞서, 본 연구는 경합하는 여러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노인 부양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론은 

개별 설명변수의 영향을 유사하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변

량 분석으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타주의 모델이 예측하는 수혜자 

소득과 사적이전의 부적 관계는 이기적인 두 행위자가 소득상실에 대비한 공동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찰될 수 있다(Cox & Fafchamps, 2008: 

37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잠정적인 수준에

서 이루어지며, 각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정교하게 확인하는 과제는 후속연구

의 몫으로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자녀가 두 행위자의 욕구와 자원을 고려하여 부양행위

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본 절에서 논의할 이론은 이러한 부양행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행위자가 자신과 상대의 욕구와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하는

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사적이전을 중심으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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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동거 역시 경제적 부양의 또 다른 형태라는 

점에서 유사한 이론적 틀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6) 예를 들어, 이타주의 모

델 하에서 자녀가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적이전을 제공

한다면, 같은 이유로 동거 형태의 부양을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먼저 사적이전을 중심으로 이론을 검토한 후, 이어서 관련 이

론을 동거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사적이전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된 핵심

적인 이론은 이타주의(altruism) 모델과 교환(exchange) 모델이다(Cox, 

1987; Cox & Rank, 1992; Cox, Eser, & Jimenz, 1998). 본 절에서는 두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후, 필요에 따라 다른 이론을 추가적으로 소개

한다. 본 절의 논의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녀를 제공자로, 노인을 수

혜자로 가정한다.7)

1.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

1) 사적이전의 영향요인

사적이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는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을 기본적인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다(Cox, 1987; Cox & Rank, 1992; 

Cox, Eser, & Jimenz, 1998; Kim, 2010; 손병돈, 1999). Becker(1974)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을 가족 단위에 적용한 이타주의 모델은 가족 내에서 소

득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구성원이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타적인 선호를 갖고 소득이 높은 구성원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구성원에게로 

소득을 이전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수혜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최적 소비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이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적은 사적이전이 이루어

진다(Cox & Jakubson, 1995: 139; Cox & Rank, 1992: 307). 한편 제공자

의 입장에서 수혜자의 소비는 정상재이기 때문에 제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적이전이 이루어진다(Kim, 2010: 245). 이타주의 모델을 노인과 자녀

의 관계에 적용하면, 자녀의 소득이 높고 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적

6) 실제로 Lee, Parish, and Willis(1994)는 동일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대만의 세
대 간 동거와 경제적 지원을 분석한 바 있다.

7)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미국의 사적이전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
모를 제공자로, 자녀를 수혜자로 가정한다(예를 들어, Cox, 1987: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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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환 모델은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적이전이 이루

어진다고 설명한다(Cox, 1987: 510~511). 이때 사적이전 제공자, 즉 서비스 

구매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손병돈, 1998: 14). 하지만 사적

이전 수혜자, 즉 서비스 공급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고 서

비스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사적이전 수혜자의 소득과 사적이전의 관계는 분

명하게 예측되지 않는다(Cox & Fafchamps, 2008: 3724). 한편 사적이전 제

공자의 소득이 낮고 사적이전 수혜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구매 및 판

매가 이루어질 가능성, 즉 사적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Cox, 1987: 

518). 교환 모델을 노인과 자녀의 관계에 적용하면, 자녀에게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많은 사

적이전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타주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자녀

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타주의 

모델과 달리 노인의 소득과 사적이전의 관계는 분명하게 예측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교환 모델은 현재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

라 미래에 노인이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재산, 과거에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한 교육투자에 대한 대가로 사적이전이 이루어지는 기제를 포괄한다(손병

돈, 1998: 12~17).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1985)가 제안한 

“전략적 유산 동기(strategic bequest motive)” 모델에서 부모는 유산의 분

배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많은 노

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유산을 골고루 분

배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 명의 자녀에게 유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

한데(Kim, 2010: 242), 이는 실제로 한국 노인이 자신을 가장 많이 부양한 자

녀(주로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

녀가 교육을 위해 부모로부터 암묵적인 형태의 대출을 받은 후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으로 갚는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Lillard and Willis(1997: 

116)는 이를 “부모 상환 가설(parental repayment hypothesis)”이라 불렀

다. 이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를 둔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은 노인과 자녀의 소득, 손자녀 돌봄, 

노인의 자산, 자녀의 교육수준을 사적이전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예측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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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넓게 보면 노인과 자녀의 소득능력 및 경제력과 관련된 자산, 교육수준, 건

강, 근로와 같은 특성도 사적이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덧붙

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녀와의 동거를 사적이전

의 영향요인에 포함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빈곤율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

다 훨씬 낮다는 사실(김수완․조유미, 2006: 31; 박경숙․김미선, 2016: 244; 여

유진, 2013: 200)은 동거가 노인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임을 보여주는 만큼, 동

거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는 두 모델을 활용하여 사적이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

다.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교환 

모델을 지지하거나 이타주의 모델을 기각하는 증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ltonji, Hayashi, & Kotlikoff, 1997; Cox, 1987; Cox & Rank, 1992). 하

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판단

하기는 쉽지 않다. 첫째, 이타주의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소득이 

사적이전에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커야 

한다(Cox & Fafchamps, 2008: 3721).8) 따라서 소득이 낮은 수혜자가 더 많

은 사적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타주의 모델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는 없다(예를 들어, McGarry & Schoeni, 1995: S223). 둘째, 이타주의 모델

과 교환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수의 영향이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고(이타주의 모델의 예측) 손자녀를 돌보는(교환 

모델의 예측)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 관계가 동시에 관찰될 경우, 어

느 모델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사적이전 수혜자가 제공한 서비

스의 가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사적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타주의 모델을 지지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Cox & Rank, 1992: 307), 일반적인 분석에서 

이와 같은 정교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론적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보다는 개별 설명변수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미국과 달리, 주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아시아 지역의 연구

는 대체로 경제력이 낮은 부모가 교육수준이나 경제력이 높은 자녀로부터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Lee, Parish, & Willis, 1994: 

8) 수혜자의 소득을  , 제공자의 소득을 , 사적이전을 라 할 때 이타주의 모델 하에

서는   이 성립해야 한다(Cox, 1987: 514; Cox, Eser, & 

Jimenz, 1998: 60; Cox & Fafchamps, 2008: 3721). 본 연구와 같이 수혜자와 
제공자의 소득이 모두 조사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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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Lin, Goldman, Weinstein, Lin, Gorrindo, & Seeman, 2003: 

193~195; Xie & Zhu, 2009: 181~182; Zhan & Montgomery, 2003: 221; 

Zimmer & Kwong, 2003: 33). 또한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자녀가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

되었다(Lee, Parish, & Willis, 1994: 1033; Lillard & Willis, 1997: 127; 

Xie & Zhu, 2009: 182). 한편 자녀의 소득을 통제했을 때에도 교육수준이 높

은 자녀가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교육투

자에 대한 갚음으로 사적이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연구도 존재한다(Lee, 

Parish, & Willis, 1994: 1032).

한국의 연구도 대체로 부모의 경제력 수준이 낮고 자녀의 경제력 수준이 높

을수록 더 많은 사적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고선강, 2012: 

116; 김희삼, 2008: 89, 99, 2014: 44; 손병돈, 1998: 78; 신혜리․남승희․이
다미, 2014: 132; Kim, 2010: 248~249, 256~257; Park, 2010: 543, 

548). 대표적인 예로, 김희삼(2008)은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많은 부모

가 자녀로부터 더 적은 사적이전을 받고(89)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99)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단, 자녀 소득에 

대한 사적이전의 탄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98).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

서 노인 소득과 사적이전의 부적 관계가 관찰되지만, 예외적으로 Lee and 

Phillips(2012: 117)는 패널 데이터로 일차차분 모델(first-difference 

model)을 분석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노인 소득과 사적이전의 관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달

라진다고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는데, 대체로 고소득 노인의 경우 소득과 사적이

전의 부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Lee & Lee, 2009: 403; 

Park, 2014: 476). 한편 동거가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Lee and 

Lee(2009: 403)는 여러 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그

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적은 사적이전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손자녀 돌봄, 노인 자산, 자녀 교육수준 등 교환 모델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 지원과 

같이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향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김희삼, 2014: 45, 51; Kim, 2010: 254)와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손병돈, 1998: 78; Lee & Phillips, 2012: 117)가 

공존하는 가운데, 노인의 소득이 높을 때 손자녀 돌봄이 사적이전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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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도 발견된다(Lee & Lee, 2009: 403). 다음으로 노인 자산의 경우, 부

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사적이전의 양은 

증가한다는 김희삼(2008: 89)의 분석 결과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기대가 사

적이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선강(2012: 116)

은 오히려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더 많은 경

제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고, Park(2014: 475) 역시 부모의 자산이 사

적이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소득을 통

제했을 때에도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가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는 몇몇 

분석 결과(손병돈, 1998: 78; 하석철, 2012: 122, 125)는 교육투자에 대한 

갚음으로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자녀 교육수준의 영향을 

반드시 교육투자에 대한 갚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손병

돈, 1998: 84; Park, 2010: 54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소득은 가장 중요한 사적이전의 영향요인 

중 하나인데, 여러 소득원천 중에서도 특히 공적이전의 영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완전히 구축(crowd out)한다

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사적이전보다 적은 양의 공적이전을 확대하는 

정책은 행정비용만 낭비할 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개선할 수 없다(Cox & 

Fafchamps, 2008: 3720). 하지만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사적이전만으로 충분한 노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조

세와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부양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Silverstein, 2006: 171).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은 공적이전의 영향을 다르게 예측한다. 먼저 이타

주의 모델은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한다고 설명한다. Lampman and 

Smeeding(1983)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공적

이전의 확대가 가구 간 이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확대된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일정하게 대체할 경우, 공적이전 확대의 혜택 중 

일부는 공적이전의 대상 집단이 아니라 기존의 사적이전 제공자 집단에게 돌아

가고(Lampman & Smeeding, 1983: 47~48), 따라서 공적이전 확대로 기대

했던 만큼의 정책적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반면 교환 모델 하에서는 수혜

자 소득과 사적이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9) 예를 들어, Cox and Jakubson(1995)은 미국에서 

9) 단, 교환 모델도 공적이전이 확대되면 사적이전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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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의 사적이전 구축효과가 크지 않고 공적이전에 대한 사적 행위자의 반

응이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심지

어 공적이전의 확대로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혜자는 제공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강화된 협상 지위를 활용하여 더 적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많

은 양의 사적이전을 획득하여 경제적 효용수준을 더욱 높일 가능성도 있다

(Cox & Jakubson, 1995: 134).

공적이전의 사적이전 구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많은 연구는 일치된 결

론을 보여주지 않는다. Cox and Fafchamps(2008: 3748~3749)는 세계 각국

의 관련 연구를 검토한 후 공적이전의 사적이전 구축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합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만의 노인을 분석한 몇몇 연구는 

공적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어느 정도 구축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는데(Biddlecom, Hermalin, Ofstedal, Chang, & Chuang, 2001; Chuang, 

2012; Fan, 2010), 이는 사적 부양이 강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 확대가 사적이전을 구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공적이전이 노인의 사적이전에 일정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

석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강성호, 2011: 135; 김희삼, 2008: 89; 신혜

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 진재문, 1999: 180~181; Jung, Pirog, & Lee, 

2016: 467). 김희삼(2008: 89)은 부모가 공적연금, 사회보험급여, 공공부조급

여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을 적게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ung, Pirog, and Lee(2016: 467)는 국민연금 확대가 사적이전을 구축하여 

노인의 소비수준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적이전의 사적

이전 구축효과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데

(Cox & Jakubson, 1995: 143), Choi and Kim(2010: 1150)은 보편적 수당 

프로그램보다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수

급자에 대한 가족의 물질적 지원을 더 많이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

였다. 실제로 김희삼(2014: 50)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임대소득, 공적연

금, 개인연금 등 여러 소득원천이 사적이전과 부적 관계를 갖지만 그중에서도 

기초보장급여의 사적이전 구축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다(Cox & Jakubson, 1995: 135). 공적이전으로 사적이전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
하면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적이전 제공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
면 가처분소득이 하락하여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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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거의 영향요인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은 동거 형태의 부양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노

인과 자녀의 동거는 각 행위자의 동거에 따르는 비용과 이익, 동거의 기회, 동

거에 대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DaVanzo & Chan, 1994: 96~100). 이때 자

녀가 자신의 동거 비용과 이익에 따른 효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면 교환 모

델에, 노인의 동거 비용과 이익에 따른 효용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이타주의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이타주의 모델에서 자녀는 노인의 효용이 증가할 때 자신의 효용이 증

가하는 이타적인 선호를 갖고, 노인은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소비수준을 증가시

킬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의 경제력이 높고 노인의 경제력이 낮을수록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므로 동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국 노인은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자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Lee & Weber, 2000: 132), 이러한 이타주의 모델의 예

측과 같이 경제력이 낮은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Won & 

Lee, 1999: 317). 또한 이타주의 모델 하에서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하

는 것처럼 공적이전이 노인과 자녀의 동거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

다. 실제로 Engelhardt, Gruber, and Perry(2005)는 미국의 공적연금이 배우

자 외의 성인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노인의 독립생활 선호가 강해지고 있어 공적연금의 

확대가 동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경희, 2002b: 34~35).

다음으로 교환 모델을 동거에 적용하면, 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 과

거 부모의 교육투자에 대한 갚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기대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부

모는 자녀로부터 여러 형태의 부양을 받지만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 지원과 같

은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DaVanzo & Chan, 1994: 97). 최근 한국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고 자녀 가구의 가사 지원 필요가 커지면서 자녀

가 동거하는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보고가 존재하는 바(한경혜․
이정화, 2001: 132),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인이 동거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가능

성이 높다고 가정하면(김현식․황선재, 2013: 77), 물려줄 자산이 많은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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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는 동거를 사적이전과 같은 경제적 부양으로 가정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동거와 사적이전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적이전과 달리 동거는 경제적 부양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부양

의 성격을 갖는다(Cameron, 2000: 20; DaVanzo & Chan, 1994: 97; Jiang, 

1995: 141). 따라서 경제력과 관련된 변수 외에도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정서적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동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독립생

활이 어려운 노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배우자의 존재는 노인과 

자녀의 동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Cameron, 2000: 20; 

Elman, 1998: 421).

둘째, 사적이전이 자녀에게 비용이고 노인에게 이익인 것과 달리 동거는 노인

과 자녀 모두에게 이익과 비용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노인과 동거하는 자녀

는 의식주 부양을 위해 경제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노인의 경제력에 따라 

주거비용과 생활비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Chan, 2005: 277; DaVanzo & Chan, 1994: 97). 즉, 동거가 노인뿐만 아니

라 자녀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동거 가구의 

노인과 자녀는 모두 사생활 침해라는 정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DaVanzo 

& Chan, 1994: 98; Smits, Van Gaalen, & Mulder, 2010: 1023). 미국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오히려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더 낮다는 분석 결과(White & Rogers, 1997: 71)는 동거에 따르는 

정서적 비용의 존재를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자녀와 노인의 동거에 다양한 스트

레스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조성남, 2006: 146~149; 

한경혜․이정화, 2001: 137).

이러한 이유로 노인과 자녀의 경제력이 동거와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질 수 있다. 먼저 자녀 경제력의 영향을 살펴보면, 동거가 자녀에게 정서적 

비용을 요구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녀

는 동거보다 사적이전을, 소득이 낮은 자녀는 사적이전보다 동거를 선택할 가능

성이 있다(Chu, Xie, & Yu, 2011: 126~127; Lee, Parish, & Willis, 1994: 

1034). 이처럼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과 달리 자녀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동거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력이 동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Cameron, 2000: 21). 다음으로 노인 경제력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력이 높은 노인이 동거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동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Cameron, 2000: 20).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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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노인의 동거 선호가 자녀보다 강하다면, 경제력이 높은 노인이 주거비용과 

생활비를 지불하고 자녀와의 동거를 구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발전된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노인보다 자녀의 경제적 필요와 특성이 동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Ruggles, 2007: 980; Smits, Van Gaalen, & Mulder, 

2010: 1031). 반면 아시아 지역의 연구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욕구가 큰 노
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많이 보고하고 있다
(Cameron, 2000: 23; DaVanzo & Chan, 1994: 105; Knodel & Ofstedal, 

2002: 176; Logan, Bian, & Bian, 1998: 868). 예를 들어, 필리핀, 태국, 대

만, 싱가폴을 대상으로 한 Knodel and Ofstedal(2002: 176)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고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결혼한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산업화와 인구변천

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이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손자녀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Morgan & Hiroshima, 

1983), 서구 사회와 유사하게 부모보다 자녀의 욕구에 따라 동거가 이루어진다

는 보고가 있다(Yasuda, Iwai, Yi, & Xie, 2011: 715~716).

한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과 같이 가난하고 교육수

준이 낮으며 배우자가 없는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

성이 높다는 보고가 많이 발견된다(박현정․최혜경, 2001: 70; 유성호, 1996: 

61; 유성호, 2000: 176; 윤현숙․윤지영․김영자, 2012: 262; 정경희, 2002a: 

117; Kim & Song, 2013: 84; Won & Lee, 1999: 321). 예를 들어, 박현정․
최혜경(2001: 70)은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 주택 또는 부

동산을 소유한 노인, 근로소득과 재산이 있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에(김미영․이성우, 

2009: 97), 경제력 수준이 높은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를 구매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는 없다. 한편 자녀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자가를 

소유하며 직업이 있는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Kim(2010: 

262)의 분석 결과는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교환 모델이 예측

하는 바와 같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었다(오지연․최옥금, 2011: 23).

그런데 노인 건강상태의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선행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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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건강할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다수 보고하였다(오

지연․최옥금, 2011: 23; 유성호, 1996: 61; Park, Kim, & Kojima, 1999: 

104; Won & Lee, 1999: 321). 선행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명한 해석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Won and Lee(1999: 323)는 자녀와의 동거가 노

인의 건강을 개선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과 아픈 노인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

지 않기 위해 별거를 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의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와 상대적으로 객관적

인 측정이 가능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변수를 모두 살펴본다.

2. 인구학적 요인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경제적 특성이 노인 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지

만, 인구학적 특성 역시 노인과 자녀의 욕구와 자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자녀 수, 자녀의 성과 출생순서 및 결

혼상태, 노인과 자녀의 연령, 노인의 성과 결혼상태, 손자녀 수의 순서로 인구

학적 요인의 영향을 논의한다.

첫째,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 부양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자녀 수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녀 수는 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가족 자원의 규모를 의미하므로, 노인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부양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노인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1985: 1057)는 부모가 상속을 매개

로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

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

속 경쟁이 치열해져 부양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손병돈, 1998: 

43). 또한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자녀가 부양을 제

공한다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녀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더 

많은 부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노인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동거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제시되었고(Davanzo & Chan, 1994: 

99; Gibler & Lee, 2005: 91; Knodel & Ofstedal, 2002: 163), 같은 맥락

에서 노인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도 제

안할 수 있다.



- 21 -

하지만 자녀 수가 노인이 받는 부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개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 부양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

녀 수가 많을수록 무임승차의 유인이 커질 수 있어(Perozek, 1998: 426), 개

별 자녀의 부양이 다른 자녀가 제공하는 부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인은 자녀가 몇 명이든 한 명의 자녀와 동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 수가 노인의 동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Hashimoto, 1991: 360; Logan, Bian, & Bian, 1998: 871; 

Ruggles & Heggeness, 2008: 256). 예컨대, 대부분의 노인이 한 명의 자녀

와 동거하는 사회에서는 노인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1인당 동거 비율이 

감소할 뿐 노인의 동거 비율은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사적이전

의 경우에도, 이타주의 모델에서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것처럼 개별 

자녀의 사적이전이 다른 자녀의 사적이전을 구축한다면 노인이 모든 자녀로부

터 받는 총 사적이전의 규모는 자녀 수가 많아져도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Lillard & Willis, 1997: 132). 실제로 Knodel, Chayovan, and 

Siriboon(1992: 93)은 태국의 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 명의 자녀가 부모 부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자녀 수는 

노인 부양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개별 자녀의 사적이전이 다른 자녀의 사적이전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자

녀 수와 노인이 받는 사적이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

약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 제공을 집합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

임을 반비례적으로 분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노인의 자녀 수는 자녀 1인당 

사적이전 제공량에 영향을 미칠 뿐 노인이 받는 사적이전 수혜량은 변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런데 개별 자녀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 같은 부모를 

둔 여러 자녀가 모두 비슷한 규모의 사적이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별 자녀

의 사적이전이 다른 자녀의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시아 지역의 몇몇 선행연구는 자녀 수가 많은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

성이 높고(Knodel & Ofstedal, 2002: 177; Martin, 1989: 633; Park, Kim, 

& Kojima, 1999: 104)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Sun, 2002: 348; 

Zimmer & Kwong, 2003: 33)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형제 수가 

많은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Ogawa & Retherford, 

1997: 81; Xie & Zhu, 2009: 179)는 개별 자녀의 부양이 다른 자녀의 부양

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구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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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자녀 수가 많은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유성호, 2000: 176; 

Kim & Song, 2013: 84; Park, Kim, & Kojima, 1999: 104) 더 많은 사적

이전을 받는다(김희삼, 2008: 89, 2014: 45; 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 정경희․이윤경․최현수․김태완․이현주․이소정․손창균․강성호․권혁진․이은진․윤지

은, 2009: 158)는 분석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둘째, 자녀의 성과 출생순서 및 결혼상태가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 동아

시아 지역의 가부장적 부계가족 사회에서는 자녀 중에서도 아들, 특히 결혼한 

장남이 부모 부양의 주된 책임을 맡는다(Mason, 1992: 16; Palley, 1992: 

788). 이러한 사회에서는 딸보다 아들이 부모와 더 많이 동거하고(Yasuda, 

Iwai, Yi, & Xie, 2011: 711),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Lin, 

Goldman, Weinstein, Lin, Gorrindo, & Seeman, 2003: 190; Sun, 2002: 

352). 이러한 특징은 한국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장남이 더 많은 교육투자를 받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결혼한 후 부모

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할 것을 요구받는다. 최근에는 여러 자녀가 함께 노

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들 또는 장남이 더 많

은 부양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조성남, 2006: 146).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의 

분석은 딸보다 아들,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노인과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

에게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김지경․송현주, 2008: 

91, 92; 손병돈, 1998: 78; 하석철, 2012: 122, 125; Kim, 2010: 256, 262; 

Park, 2010: 543, 548; Park, Kim, & Kojima, 1999: 104).

또한 자녀의 결혼상태도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제를 달성한 자녀에게 부모 부양을 요구하는 전

통이 있음을 고려하면, 결혼한 자녀가 더 많은 부양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는다. 

Kim(2010: 256)은 결혼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지만, 하석철(2012: 122, 125)은 결혼한 적 없는 자녀가 

결혼한 자녀보다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Park(2010: 547)은 장남의 경우 결혼 후에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지만 

장남이 아닌 아들과 딸의 경우 오히려 결혼 전에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

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적이전 결정 과정에 성-

출생순서-결혼상태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허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동거의 영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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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몇몇 선행연구는 결혼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Kim, 2010: 262; Park, Kim, & 

Kojima, 1999: 104), 이는 자녀의 생애과정에서 결혼 후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노인과 자녀의 연령이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노인 연령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연령이 증가하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의 하락, 소득능력과 사회적 자본의 감

소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김상욱․양철호, 1998: 57; Won & 

Lee, 1999: 317). 둘째, 먼저 태어난 노인일수록 전통적인 부양 규범을 더 강

하게 내면화하여 자녀 부양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DaVanzo & Chan, 1994: 

100).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연구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

능성이 높고 자녀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

였고(Logan, Bian, & Bian, 1998: 870; Xie & Zhu, 2009: 179; Zimmer & 

Kwong, 2003: 33), 한국의 선행연구 역시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 유성호, 2000: 176; 윤현숙․윤지영․김영

자, 2012: 262; De Vos & Lee, 1993: 383; Won & Lee, 1999: 321).

자녀 연령의 영향 역시 다음과 같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반영한다. 첫

째, 자녀의 생애주기가 부모와의 동거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경

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생애 초기에 부모와 동거하고, 청년기를 지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부모로부터 분가하며, 장년기 이후 다시 늙은 부모와 동거하

면서 부모를 부양한다(DaVanzo & Chan, 1994: 98; Martin, 1989: 633). 사

적이전의 경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생애

단계 이후 부모에게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둘

째, 늦게 태어난 자녀일수록 개인주의적 태도를 더 강하게 내면화하여 부양의식

이 약하다(Park, Kim, & Kojima, 1999: 106). 선행연구의 분석은 자녀 연령

의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Yasuda, Iwai, Yi, 

and Xie(2011: 715~71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과 대만은 연령이 높

은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지만, 반대로 일본은 연령이 높은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자녀 연령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녀 연령의 영향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생애주기를 

반영한 자녀 연령과 부양의 관계가 비선형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자녀 연령을 범주형 변수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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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인의 성과 결혼상태가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이 배우자와 

사별하면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지원의 필요가 커져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더 많

이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배우자에게 

소득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사별에 따르는 경제적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Lee & Palloni, 1992: 70), 일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노

인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의존한다(Jones, 1993: 285). 아시아 지역

의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자녀와 더 많이 동거하고

(Martin, 1989: 633; Xie & Zhu, 2009: 179), 특히 사별 여성 노인의 동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Lee, Parish, & Willis, 1994: 1028; Logan, Bian, 

& Bian, 1998: 868, 870), 여성 노인, 특히 사별 여성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

전을 받는다(Cameron & Cobb-Clark, 2008: 1023; Lillard & Willis, 1997: 

127; Zhan & Montgomery, 2003: 221; Zimmer & Kwong, 2003: 33). 한

국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김미영․이성우, 

2009: 95; 박현정․최혜경, 2001: 70; 유성호, 2000: 176; 윤현숙․윤지영․김영

자, 2012: 262; 정경희, 2002a: 117; Won & Lee, 1999: 321), 무배우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동거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De Vos & Lee, 

1993: 383), 여성 노인,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Kim, 2010: 248; Park, 2010: 543). 그런데 남성 노인은 오히려 배우

자가 있을 때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도 존재하는데(Park, 

2014: 479), 이는 노인 부부의 여성 배우자가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로 사적이전을 받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Cox & Fafchamps, 2008: 3753). 

이처럼 선행연구가 노인의 성과 결혼상태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바,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허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다섯째, 손자녀 수가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 손자녀 수의 영향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방향의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 손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의 지출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노인 부양이 감소한다(Lee, Parish, & Willis, 

1994: 1030). 특히 동거의 경우, 손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의 주거공간이 부족

해지고 자녀가 물리적으로 노인을 돌볼 여력이 감소하여 동거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둘째,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모범을 보여 자신의 노후 부양 가능

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시효과(demonstration-effect)”에 따라 손자녀의 존

재가 노인 부양을 증가시킨다(Cox & Stark, 1994). 그런데 전시효과가 존재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손자녀 유무가 아닌 손자녀 수의 영향에 대한 예측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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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손)자녀가 많은 자녀는 전시효과에 따른 이익을 기대

하고 부모에게 더 많은 부양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Cox & 

Stark, 1994: A Basic Model of Transfers and Imitation section, Remark 

4.), 다른 한편으로는 (손)자녀가 많은 자녀는 어차피 노후에 부양을 받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전시효과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Cox & Stark, 1994: Evidence, The Demonstration Effect 

section, para. 5). 실제로 손자녀 수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의 선행연구 중 몇

몇은 손자녀 수가 사적이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희삼, 

2008: 99; Kim, 2010: 249). 하지만 이들의 분석 모델에는 손자녀 돌봄 변수

가 포함되지 않아 관찰된 손자녀 수의 영향이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로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효과와 같은 다른 기제를 

반영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손자녀 돌봄과 손자녀 

수를 별개의 영향요인으로 취급한다.

3. 산업과 지역 요인

지금까지는 주로 보편적인 일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구학

적 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

험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산업과 지역 요인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

상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Cox & Fafchamps, 2008: 

3753). 특정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해당 토지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농업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 소유의 토지에서 일하면서 농업지식을 전

수받고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토지를 이전해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

가족이 형성된다(Rosenzweig & Wolpin, 1985). 따라서 농업 중심의 산업구

조를 가진 사회에서 자녀가 대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나는 거시적 관계가 형성된다. 반면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외부에서 경제활동

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의 자녀에 대한 권위와 통제력, 

가족관계가 약화되어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어렵다

(Lee, Parish, & Willis, 1994: 1011; Martin, 1990: 103; Ogawa & 

Retherford, 1997: 60; Ruggles, 2007: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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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한국의 노인 세대와 같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경

험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종사 산업과 자녀로부터의 부양 사이에 어떠한 미시

적 관계가 나타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산업화 이후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금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농업 종사 노인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 자녀에게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 농업경제가 쇠퇴하면서 농촌 노인이 노후 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저축하기 어렵다는 주장(Lee, 2010: 304~306)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

받침한다. 하지만 반대로 퇴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인

이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양 필요가 크지 않

을 가능성도 있다. 노인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업부문의 강제퇴직제도라는 진단(Choi, 1996: 9; Kim, Liang, Rhee, 

& Kim, 1996: 383)은 농업 종사 노인이 자녀로부터 더 적은 부양을 받을 것

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이론적 예측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종사 산업과 부양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견하

기도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45세 당시 직업이 노인 부양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10)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시골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한국

에서는(Sung, 2001: 68) 노인의 거주 지역이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1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

에서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문화적 규범이 강하다는 점(Nugent, 1985: 79)

을 고려하면, 우선 시골보다 도시에서 노인 부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시골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

동이 연령 선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De 

Vos & Lee, 1993: 378). 주로 젊은이가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 이동은 자녀가 

도시에, 노인이 시골에 거주할 가능성을 높인다(Choi, 1996: 5; Martin, 1988: 

S104). 이처럼 노인과 자녀가 지역적으로 분리되면 자연스럽게 시골에 남은 노

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Levande, Herrick, & Sung, 2000: 

642; Mason, 1992: 24). 또한 도시 지역의 주거비용이 높아 공동 가구를 형

성할 유인이 크다는 점도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가능성을 높이

10) 다수의 노인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종사 산업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를 
대리할 수 있는 45세 당시 직업 변수를 사용한다.

11)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자녀 거주 지역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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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작용한다(DaVanzo & Chan, 1994: 109; De Vos & Lee, 1993: 

378~379; Knodel & Ofstedal, 2002: 150).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시골보

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과 사적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적 분리로 인해 노인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자녀가 사적이전의 형태로 부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hi, 1993: 477). 도시로 이주한 자녀가 시골에 남은 

노인에게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도시보다 시골에 거

주하는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을 것이다. 또한 산업이 발전한 도시 지역

의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이 역시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Jiang, 1995: 130). 반면 교

환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에

게 손자녀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적이전을 적게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한편 시골 거주 노인의 다수가 농업에 종사한

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

로 높아 사적이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낮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역과 사

적이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시골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녀와 더 많이 

동거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지만(박현정․최혜경, 2001: 70; 정경희, 

2002a: 117; Kim & Song, 2013: 84; Park, Kim, & Kojima, 1999: 104), 

지역과 사적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지 않는다. Lee and 

Lee(2009: 403)는 노인이 받은 사적이전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노인은 시골에 거주할 때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았지만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 노인은 도시에 거주할 때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손자녀 돌봄과 같은 서비스에 대

한 대가로 사적이전을 받는 관계가 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날 가

능성을 시사한다.

4. 부양문화와 가부장적 가족관계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은 주로 노인과 자녀의 경제적 필요와 자원을 중

심으로 부양을 설명하지만, 문화적 규범과 부양의식 역시 부양행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유교문화권 사회에서는 가족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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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강조하는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Martin, 1990: 103; Sung, 1995: 240), 

부양의식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손병돈(1999: 62)은 효가 자녀에게 

부과된 일방적 의무라는 점에서 이타적 동기 또는 교환 동기와 구별된다고 주

장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노인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동기와도 구별될 수 있다(Cameron & Cobb-Clark, 2008: 1024). 특히 동거

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문화적 규범에 큰 영향

을 받기 때문에(Chee, 2000: 27; Knodel & Ofstedal, 2002: 163), 동거를 

노인의 부양 필요와 자녀의 부양 제공 능력과 관련된 경제학적 이론만으로 설

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연구는 노인과 자녀의 

부양의식과 태도가 동거와 사적이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보

고하였다(박현정․최혜경, 2001: 70; 진재문, 1999: 185; Chu, Xie, & Yu, 

2011: 129; Won & Lee, 1999: 321; Zhan & Montgomery, 2003: 221). 

손병돈(1999)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경제력과 부모-자녀 관계가 사적이

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가 사적이전의 주요 동기라

고 설명하였다.

한편,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부양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고 핵가족이 확산됨에 따라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노

부모를 부양하기를 요구하는 전통 사회의 부양규범이 크게 약화되었고, 실제로 

노인과 자녀의 동거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노인의 

비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Kim & Song, 2013: 79). 효의 의미가 변화하여 

자녀로부터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교류를 강조하거나 자녀의 사

회적 성취를 효도라고 생각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Park, 

Phua, McNally & Sun, 2005: 288~289). 박경숙(2017)은 한국과 일본 근대

가족의 특성을 “직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과 혼재”(7~8)로 설명하는데, 노

인과 성인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는 동시에 사적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 간 

지원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대 한국 사회의 부양 실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부양규범이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양문화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거 선호나 노

후 책임 주체에 대한 견해 등 노인과 자녀의 부양의식을 측정하여 활용하는 방

법이 가능한데, 이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양의식의 

외생성을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문화적 가치와 태도는 경제적․인구학적 조

건과 복잡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부양의식의 독자적인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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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Kramarow, 1995: 349; Ruggles, 2007: 971). 둘째, 부양행위가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는 자신의 부양행위를 도덕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부모 역시 자녀의 

부양행위에 만족하여 부양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수 있다. 이처럼 부양행위와 

부양의식은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Takagi & Silverstein, 2006), 부양의식

이 부양행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

터의 한계로 부양의식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고, 이를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

다. 다만 교육수준과 지역, 연령과 같이 부양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진 변수의 효과에 부양의식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언급해둔

다.12) 또한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양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살펴봄으로써 부양의식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조하는 부양문화의 영향을 논

의하였는데, 이러한 부양문화는 성별 부양 역할 규범을 강제하는 가부장적 가족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부계가족 사

회에서는 아들, 특히 장남이 가장의 권위와 가족 자산을 승계하고 노부모에 대

한 부양 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부양 책임을 맡고 며느리는 가구 내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남편의 노부모

를 돌볼 것을 요구받는 경향이 강하다(Choi, 1996: 2~3; Mason, 1992: 

15~16; Palley, 1992: 788). 즉, 노인 부양체계에서 자녀 세대가 남편의 부모

를 주로 부양하는 일종의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경혜․김상

욱(2010: 18)은 성인 자녀 부부와 부모의 세대 간 지원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부모보다 남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지원이 더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변화와 가부

장적 부양문화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Park(2013)은 여성의 희생과 종

속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여성의 저항이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을 약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

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가족 내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남성 가장이 자신의 부

모를 부양하는 문화에 대한 여성의 저항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Park, 2013: 

293~297).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양 실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우선 가족 내 여성 지위 향상에 따라 남편의 부모에 대한 부양이 

12)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시골에 거주하며, 연령이 높은 집단의 부양의식이 더 
전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Cameron, 2000: 20; Gibler & Lee, 200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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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아내의 부모에 대한 부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며느리의 노

인 돌봄노동 부담과 시부모와의 갈등은 노인과 아들 부부의 동거를 어렵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딸의 부계가족의식이 약해지고 친정 부모와의 교류

와 유대가 강화되는 변화(박경숙․김영혜, 2005: 147~149)도 이와 같은 부양 

실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

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라 부양 실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으로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양육, 노인 돌봄 역할을 맡아 왔지만, 여

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 역할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Oh & Warness, 2001: 708). 비록 노동시장

에서의 성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의 가족지향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

다는 평가가 존재하지만(박경숙․김영혜, 2005: 135~138; Park, 2013: 297), 

한국에서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이 2000년 50.0%에서 2016년 56.2%로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통계청, 2017d). 이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변화가 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우선 여성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때 근로소득 상실과 경력단절이라는 기회비

용이 발생하기 때문에(Ogawa & Retherford, 1997: 86), 여성 경제활동참여

율이 높아지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여성 가구원이 부족해져 노인과 자녀의 동

거가 감소할 수 있다(김경신, 1994: 68; Choi, 1996: 8; Kim, Liang, Rhee, 

& Kim, 1996: 385). 하지만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녀 세대 여성의 

손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Morgan & Hiroshima, 

1983),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부양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취업 여성이 친정 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을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에 따라 여성의 부계가족의식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

는 예측도 가능하다(최샛별․이명진․김재온, 2003: 23~24). 또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경제권이 강화되는 변화가 부양행위를 결정하는 아내와 남편의 협상 과

정에서 남편의 부모에 대한 부양을 약화시키고 아내의 부모에 대한 부양을 강

화시킬 가능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양 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가 본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양에 관한 정보와 둘째, 자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와 같은 특성 정보가 필요

하다. 하지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 이러한 두 가지 정보가 모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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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아 본 연구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자녀의 성, 출생순서, 결혼상태와 부양의 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살펴본

다. 예컨대, 가부장적 부양규범과 같이 아들, 특히 장남이 딸보다 노부모와 더 

많이 동거하거나 노부모에게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5. 기타 논의

지금까지 주로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을 중심으로 노인 부양의 영향요인

을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그 밖의 여러 논의 중에서 보험 또는 위험공유 모

델, 권력 또는 협상 모델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보험(insurance) 또는 위험공유(risk-sharing) 모델에서는 경제적 손

실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으로 가족 간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Frankenberg, Lillard, & Willis, 2002: 628). Kotlikoff and Spivak(1981)

에 따르면, 부모는 장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 자원을 동원하여 자녀로부

터의 부양이라는 암묵적인 형태의 보험을 구매한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교

환 모델의 예측과 유사하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은 노인이 더 많은 부양

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과 유사하게, 

경제적 손실의 위험이 실현된 저소득 노인이 더 많은 부양을 받을 가능성도 예

측할 수 있다(Frankenberg, Lillard, & Willis, 2002: 628). 따라서 실증 분석

을 통해 관찰된 노인 소득과 부양의 부적 관계가 자녀의 이타주의를 반영한 것

인지, 이기적인 노인과 자녀의 보험 계약을 반영한 것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Kotlikoff & Spivak, 1981: 389). 전반적으로 보험 또는 위험공유 모델이 예

측하는 변수의 영향은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의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권력(power) 또는 협상(bargaining) 모델에서는 노인과 자녀가 각자

의 자원을 동원하여 부양을 둘러싼 협상을 벌인다고 설명한다(Cox & 

Fafchamps, 2008: 3728). 권력 또는 협상 모델은 노인과 자녀의 경제력이 부

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타주의 모델과 반대로 예측한다. 부양을 둘러싼 협상 과

정에서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 가진 노인은 경제적 우위를 활용하여 자녀로부

터 더 많은 부양을 이끌어낼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경제력이 높은 자녀는 노

인에게 더 적은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Lee, Parish, & Willis, 199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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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2002: 339). 이 모델은 소득수준이 높은 자녀가 동거를 사적이전으로 대

체하는 현상을 자녀가 부양 협상 과정에서 경제력을 활용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부양 형태를 실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Lee, Parish, & Willis, 1994: 1029). 

또한 권력 또는 협상 모델은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부양이 이루어질 때 두 행위자가 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합의하는 과정을 구체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 모델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 3 절 노인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와 

설명변수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용하여 결과변수의 분포 변화를 설명하

는 분석 전략을 채택한다. 2절의 논의가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면, 3절에서는 설명변수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동거와 사적이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기

존 연구의 논의(손병돈, 2005; De Vos & Lee, 1993; Jones, 1993; 

Kramarow, 1995; Mason, 1992; Ruggles, 2007)를 종합하여, <표 2-1>과 

같은 다섯 가지 사회적 변화를 노인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으로 주목한다.

영향요인 관련 변수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노인의 교육수준/근로/건강/소득/자산/동거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자녀의 교육수준/근로/주택소유/동거, 손자녀 돌봄

공적이전의 확대 공적이전

인구학적 변화
자녀 수, 자녀의 성/출생순서/결혼상태, 노인과 자녀의 
연령, 노인의 성/결혼상태, 손자녀 수

산업화와 도시화 노인의 45세 당시 직업/거주 지역

<표 2-1> 노인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

1.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Ruggles(2007)는 미국의 세대 간 동거 감소를 설명하기 위해 노인 측면의 

변화에 주목하는 풍요 가설(affluence hypothesis)과 자녀 측면의 변화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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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발전 가설(economic development hypothesis)을 대비시켜 논의하

였다. 이 중 풍요 가설은 시간에 따른 노인의 소득 증가가 자녀에 대한 의존도

를 줄이고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Ruggles, 2007: 

966).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시간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교육, 소득수준이 향상

되면서 노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

하는 바(Martin, 1990: 113), 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이 부양 필요를 감

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근로, 건강, 소득, 자

산과 같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가 부양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한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노인의 경제력이 향상

되었을 가능성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기대수명 증가, 대중교육 확대, 산

업구조 변화와 함께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가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이 노인 부양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첫째,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노인이 자녀로부터 더 많은 

부양을 받는 횡단적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시간에 따라 개선되는 추이가 확인되어야 한다. Ruggles(2007)는 미국에서 가

난한 노인이 자녀와 더 많이 동거하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풍요 가설

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고(966), 실제로 노인의 경제적 자원 증가보다 자

녀의 경제적 기회 확대가 미국의 세대 간 동거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984). 하지만,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연구는 

대체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노인이 자녀로부터 더 많은 부양을 받

는 관계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이 부양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먼저 대중교육의 

확대에 따라 노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철희(2006: 33)가 1980~2000

년의 60~74세 남성의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무학 비율이 

54.9%에서 12.0%로 감소하고 고등학교 비율이 4.4%에서 20.9%로 증가하는 

등 노인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인 교육수준

의 향상은 노인의 인적자본과 소득능력을 강화하여 노후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한다(Yap, Thang, & Traphagan, 2005: 266). 하

지만 한국의 선행연구는 노인 교육수준과 동거 및 사적이전의 횡단적 관계에 

대한 분명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 교육수준 향상의 영향을 예측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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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사적이전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

다는 보고(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와 교육수준과 사적이전의 관계가 

비선형이라는 보고(김희삼, 2014: 45; Kim, 2010: 248)와 함께, 노인의 소득

을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이 사적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보고도 존재한다(김희삼, 2008: 89; Lee & Phillips, 2012: 117). 동거

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하지

만(유성호, 1996: 61, 2000: 176; De Vos & Lee, 1993: 383; Kim & 

Song, 2013: 84), 교육수준과 동거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분

석 결과도 적지 않다(박현정․최혜경, 2001: 70; 오지연․최옥금, 2011: 23; 윤현

숙․윤지영․김영자, 2012: 262; 정경희, 2002a: 117). 무엇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노인 교육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자녀 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아 

노인 교육수준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서는 자녀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 교육수준의 영향을 살펴본다.

한편 노인의 건강상태 추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에 따라 노인의 사

망률이 감소하고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통계청, 2016a: 8), 

이에 따라 건강한 생애기간이 연장될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유병기간이 연장

될지를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Kim & Rhee, 1999: 214). 게다가 건

강상태와 노인 부양의 횡단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건강상태 변화

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사적이전의 경우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지만(김희삼, 2008: 89, 

2014: 51; Kim, 2010: 248), 동거의 경우,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

적 예측과 달리 많은 선행연구가 건강한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

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오지연․최옥금, 2011: 23; 유성호, 1996: 61; 

Park, Kim, & Kojima, 1999: 104; Won & Lee, 1999: 321).

다음으로 노인 경제활동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자. 최근 고용을 통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정책 담론이 강화되고 있는 바(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10), 노인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부양 필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해볼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의 근로 또는 근로소득이 동거와 사적이전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김희삼, 2008: 89, 2014: 50; 박현정․최혜경, 

2001: 8; 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 Kim & Song, 2013: 84)는 노인 

경제활동 변화가 부양 추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인 경

제활동 증대가 생산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이촌향도 이후 농촌에 남은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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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철희, 2006: 120)과 주된 일자

리를 퇴직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점(방하남․신인철, 2011; 

최옥금, 2011)을 고려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 증가해도 실질적인 경제력이 향

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경

제활동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박경숙, 2003: 78; 이철희, 2006: 20),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시기에 노인 경제활동의 변화

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

면, 2000~2016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29.4%에서 30.7%로 

1.3%p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2-1>). 이는 노인 경제활동 변화가 부양 추

이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1> 노인과 비노인의 고용률 추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7b)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이다. 노인의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동거와 사적이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김희삼, 

2008: 89, 2014: 45; 손병돈, 1999: 71; 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 

유성호, 2000: 176; Park, 2010: 543, 548; Kim & Song, 2013: 84)를 토

대로 노인 소득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면 노인 소득수준 향상이 부양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노인 소득수준 변화를 판단하

기 위해 <그림 2-2>에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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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5년 동안 노인의 근로․사업․재산소득 평균이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비노인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노

인의 개인소득이 아니라 노인과 동거하는 비노인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3) 노인보다 자녀의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감소 추이가 노인의 

평균적인 가구소득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5~64세 가구원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6~2015년 동안 이들의 근로․사업․재산소득 평균이 약 160만

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2015년 동안 자녀와의 동거 감소 추

이를 반영하여 노인의 가구소득수준이 정체한 것과 달리, 노인의 개인소득수준

은 일정하게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

른 노인 소득수준 향상이 부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2> 노인과 비노인의 근로․사업․재산소득 평균 추이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 자료.
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65세 이
상 비동거 범주는 25~64세 가구원과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을 의미한다.

한편 노인의 소득과 별개로 자산의 변화가 부양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3>에서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

13) <그림 2-3>의 자산, <그림 2-4>의 공적이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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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0~2015년 동안 60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28,352만원에서 

31,346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론적․실증적으로 노인 자산

과 부양의 횡단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노인 자산 증가의 영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타주의 모델에서는 자산이 많아 경제력이 높은 노인이 더 적은 부

양을 받지만, 교환 모델에서는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이나 증여를 기대하

는 자녀가 많은 부양을 제공한다. 자산의 영향을 분석한 소수의 선행연구는 부

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감소하지만(김희삼, 

2008: 89) 사적이전의 양은 증가한다(김희삼, 2008: 89, 2014: 50)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만약 교환 모델의 예측과 같이 자산이 많은 노인이 더 많은 부양을 

받는다면, 시간에 따른 노인 자산 증가는 오히려 노인 부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림 2-3> 가구주 연령계층별 순자산 평균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2016b)
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지금까지 노인의 교육수준, 건강, 근로, 소득, 자산 변화가 노인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본 연

구의 분석에서 개별 설명변수의 한계 분포(marginal distribution)가 아닌 조건

부 분포(conditional distribution)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소득을 결정하는 기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고 가정할 때,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소득의 한계 분포가 상향 이동하지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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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조건부로 한 소득의 분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때 소득수준이 증

가하고 그에 따라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추이가 관찰되더라도, 소득이 아닌 교육

수준의 향상이 사적이전을 감소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이처럼 인과적

으로 후행하는 변수의 한계 분포 변화와 조건부 분포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 후행변수의 영향은 한계 분포의 변화를 토대로 예

측한 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

니라 이하에서 설명할 다른 설명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원 중 하나인 자녀와의 동거가 감소하는 변화가 

사적이전의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적은 사적이전을 받기 때문에 노인의 동거 비율

이 낮아지는 변화는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가 노인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

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와 경제적 통제가 약해져 노인 부양이 감소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Ruggles(2007)는 자녀 세대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기회가 증가

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 것이 1950~2000년 동안 미국에서 세대 간 동거가 감

소한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많아져 노인 부양이 증가한다(Chan, 

2005: 272). 만약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더 많은 부양을 제공한다면, 시간에 

따른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노인 부양의 증가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은 노인 부양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수준과 소득, 자산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녀가 노인과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에게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다는 몇몇 선행연구

의 분석 결과(김희삼, 2008: 99; 손병돈, 1998: 78; Kim, 2010: 256, 262)

는 이러한 두 기제 중 전자보다 후자의 설명력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로 1996~2000년의 사적이전 추이를 분석한 구인회․손병돈(2005: 49)과 손병

돈(2005: 258~261)은 자녀 세대의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등 경

제력이 약화된 것이 노인 가구의 사적이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빈곤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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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병희, 2007, 2014; 전병유, 2013)은 이

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시기에 자녀 

세대의 경제력은 어떻게 변했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2006~2015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42.8%에서 44.8%

로 증가하였지만, 18~65세 인구의 상대빈곤율은 11.1%에서 8.5%로 감소하였

다(통계청, 2017a). 또한 2006년 18~65세 인구의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노인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1.8배였으나 2015년에는 2.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2017a), 적어도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노인에 비해 자녀 세대의 소

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비, 주거비, 이자비용

과 같은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 구입과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소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할 자원이 감소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다(Croll, 2006: 477). 따라서 자녀 세대의 소득수준이 하락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세대의 경제력 약화가 부양 감소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을 기각하기는 어렵고, 소득과 지출,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자녀 세대의 실질적인 부양 능력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는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교육수준, 근로 

여부, 주택 소유 여부를 살펴본다. 교육수준이 높고 자가를 소유하며 직업이 있

는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에게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한

다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Kim, 2010: 256, 262)는 이러한 특성의 변화가 

부양 추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 중 대졸 

비율이 2000년 19.4%에서 2016년 36.0%로 증가하였고(통계청, 2017c)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2000년 61.5%에서 2016년 66.1%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2017d)는 통계를 살펴보면, 자녀 세대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고용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14)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양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세 가지 

특성의 추이가 자녀 세대의 부양 능력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의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제

14) 단, 자녀 세대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아졌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통계청의 가
계금융․복지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2010년 57.6%
에서 2015년 58.8%로 1.2%p 증가하는 데 그쳤다(통계청,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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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

긴다. 한편, 노인과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이 낮아지는 변화는 자녀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여성 자녀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가 부양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는 자녀 배우

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의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고,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손자녀 돌봄의 영향만을 살펴본다. 교환 모델의 

예측과 같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고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몇몇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김희삼, 2014: 45; 오

지연․최옥금, 2011: 23), 시간에 따른 손자녀 돌봄의 변화가 부양 추이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성 경제활동 증대로 손자녀 양육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는 반면, 만혼․비혼의 확산에 따라 자녀 세대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손자녀 돌봄 추이의 방향을 분명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3. 공적이전의 확대

다음으로 공적이전의 확대가 노인 부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살펴본다. 한국

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소득보장 기능

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지만(배준호, 2011; 손병돈, 2012),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시간에 따라 노인이 받는 공적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

에 공적이전 확대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이전제도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15)으로 구성된다(손병돈, 2012: 9). 먼저 빈곤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노

인의 수급률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보건복지

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004

년 8.4%에서 2015년 6.7%로 오히려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14, 

2016: 19). 이러한 통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15)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었지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2~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는 기초연금으로의 개편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
문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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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성숙하

면서 2006~2015년 동안 수급자 수는 1,996천명에서 4,051천명으로, 급여지

급액은 43,602억원에서 151,8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16: 

8).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2년 10.0%에서 2015년 42.3%로 크게 높아졌다(통계청, 2004: 39, 

2016d: 30). 한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기

초노령연금의 65세 이상 수급률은 2008년 57.2%에서 2013년 64.7%로 높아

졌다(보건복지부, 2014: 8). 이와 같이 공적이전이 확대된 결과, 65세 이상 노

인이 받은 공적이전의 평균은 2006년 230만원/년에서 2015년 511만원/년으

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2-4>).

<그림 2-4> 노인과 비노인의 공적이전 평균 추이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 자료.
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공적이
전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의 합으로 정
의하였다.

한국에서 노인의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일정하게 구축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강성호, 2011: 135; 김희삼, 2008: 89; 신혜리․남승희․
이다미, 2014: 132; 진재문, 1999: 180~181; Jung, Pirog, & Lee, 2016: 

467)는 공적이전 확대가 사적이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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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 확대의 영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공공부조성 급여와 사적이전의 부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이

론적 예측(Choi & Kim, 2010: 1150)과 실증적 분석 결과(김희삼, 2014: 

50)는 기초보장급여 확대의 사적이전 구축효과가 클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노인의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수급률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횡단적인 부적 관계가 강함에

도 불구하고 기초보장급여의 변화가 사적이전을 구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공적연금 수급률의 빠른 증가는 공적연금 확대의 영향이 작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손병돈(2005: 261~264)은 1996~2000년 동안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사적이전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적연

금 확대가 사적이전을 구축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였지만, 그 밖의 공적이전은 

사적이전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공적이전과 동거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박현정․최혜경, 2001: 70; 유성호, 

2000: 176)는 다른 소득원천과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이 동거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금소득과 이자수입이 존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

인에 비해, 공공부조급여를 받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녀와의 동

거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도 존재한다(Kim & Song, 2013: 84).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이 받는 공적이전의 규모가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에 부

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이전과 동거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적이전과 동거의 횡단적 관계, 그리고 공적이

전의 변화가 동거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

인될 것이다.

4. 인구학적 변화

다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 특히 시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자녀 수가 감소하는 변화는 

세대 간 동거와 자녀의 노인 부양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되

어 왔다(Knodel, Chayovan, & Siriboon, 1992; Kobrin; 1976).

먼저 출산율 변화의 실태를 살펴보자. 사회 발전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Notestein(1953/1977)은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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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망률과 출산율이 높은 전근대 사회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사

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인구변천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미시적으

로 부부의 출산 결정에 주목하는 관점에서는 자녀 교육비용의 증가와 여성 경

제활동기회의 확대로 출산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녀의 양

을 줄이고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Becker, 1993: 

135~154). 한국의 경우 1910년대부터 사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1960년

대부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인구변천이 이루어졌다(김두섭, 1991: 

135).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는 교육수준 향상과 여성 경제활동 증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초혼연령의 상승,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등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김두섭, 1991; Kwon, 1993), 보다 최근에는 고용

과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혼․만혼이 증가하는 경향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정성호, 2015).

<그림 2-5>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7e)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1984년 1.7명으로 빠르게 감

소한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5년에는 1.2명에 이르렀다

(<그림 2-5>).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을 부양

할 수 있는 자녀 세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Kim & Rhee, 

1999: 202).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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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년부양비는 1970년 6.1명에서 2015년 18.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통

계청, 2016d: 15).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다수를 차지하는 2010년대의 

60~70대 노인은 1970년대의 20~30대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노인의 자녀 수가 감소하는 추이

가 관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노인의 자녀 수가 감소하는 변화는 가족 부양 자원의 감소로 이어

져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 추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iang, 1995: 127; Jones, 1993: 280; Martin, 1989: 627; Mason, 1992: 

23). 실제로 Knodel, Chayovan, and Siriboon(1992)은 태국 노인의 자녀 수

가 5.1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77%에서 68%로, 

비동거 자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비율이 58%에서 43%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였다(88~89). 하지만 자녀 수와 동거의 관계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 형제 수가 적은 자녀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강한 부양 책임을 느낀다는 

점 때문에 자녀 수 감소가 부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95~96). 중국의 노인을 분석한 Zimmer and Kwong(2003: 39) 

역시 자녀 수 감소가 자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감소시키지만 그 정

도가 강하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노인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동

거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보고(김희삼, 

2008: 89, 2014: 45; 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 유성호, 2000: 176; 

정경희․이윤경․최현수․김태완 ․이현주․이소정․손창균․강성호․권혁진․이은진․윤지은, 

2009: 158; Kim & Song, 2013: 84; Park, Kim, & Kojima, 1999: 104)는 

자녀 수 감소가 노인 부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 수 외에도 다양한 인구학적 변화가 노인 부

양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의 자녀 수 감소에 따라 자녀 중 장남 비

율이 높아지고, 비혼․만혼 경향이 강해지면서 결혼한 자녀의 비율이 낮아질 것

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과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며, 평균수명이 증가하

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유배우 노인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

산율 하락에 따라 노인의 자녀 수뿐만 아니라 손자녀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각 요인과 부양의 횡단적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장남이 더 많은 부양을 제공하고(손병돈, 1998: 78; 

Kim, 2010: 256, 262; Park, 2010: 543, 548; Park, Kim, & Kojima, 

1999: 104) 연령이 높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더 많은 부양을 받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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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이성우, 2009: 95; 박현정․최혜경, 2001: 70; 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132; 유성호, 2000: 176; 윤현숙․윤지영․김영자, 2012: 262; 정경희, 2002a: 

117; De Vos & Lee, 1993: 383; Park, 2010: 543; Won & Lee, 1999: 

321)는 분석 결과는 장남 비율과 노인 연령의 증가가 부양을 증가시키고 유배

우 노인 비율의 증가가 부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자녀의 결

혼상태와 연령, 손자녀 수의 경우 노인 부양과의 횡단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5. 산업화와 도시화

거시적인 이론적 관점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노인의 경제적 권위 약화,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교육수준 향상과 출산율 

감소, 부양의식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 노인 부양이 감소할 것으

로 예측한다(Mason, 1992: 18~25).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본 연구

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수반되는 여러 사회적 변화를 별개의 영향요인으로 

간주하며, 노인 개인의 종사 산업과 거주 지역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노인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노인 종사 산업의 영향을 살펴보자. 한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55세 이상 취업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80년 74.0%에서 2000년 

52.1%로 감소하였다(박경숙, 2003: 80). 또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뿐만 아니라 중년기 생애 주된 일자리가 농업인 노인의 비율 역시 낮아지

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론적․실증적으로 노

인의 종사 산업과 노인 부양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 종사 노인 

비율의 감소가 부양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노인 거주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이촌향도가 본격적으로 진

행된 시기에 도시로 이주한 세대가 시간에 따라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남성 중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1960년 17.2%에서 2005년 56.6%로 크게 증가하였다(Lee, 2010: 

292). 시골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현정․최혜경, 2001: 70; 정경희, 2002a: 117; Kim & Song, 2013: 84; 

Park, Kim, & Kojima, 1999: 104), 이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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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변화는 자녀와의 동거 비율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론적․실증적으로 노인의 거주 지역과 사적이전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

에, 도시 거주 노인 비율의 증가가 사적이전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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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제

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2006년 기준) 중고령

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로, 200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기본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본 연구가 활용하기에 적

합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중고령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보다 많은 사례 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회조사 데이터의 경우 전체 표본의 규모가 크더라도 표본 중 노인의 수는 충

분하지 않을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약 10,000명의 45세 이

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차수별로 4,000명이 넘는 65세 이상 

노인이 조사되었다.

둘째, 노인 부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자세하게 조사되었다.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함께 동거 자녀와 비동거 자녀를 구분하여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소득과 자산

을 가구단위로 측정하는 것과 달리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개인단위로 측정

하였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대해서도 노인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자녀에 대해 개인별 기본 특성을 조사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는 자녀 각각에 대해 성, 연령, 교육수준, 근로 여부, 결혼상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노인과 자녀의 특성이 함께 조사되었다는 점은 노인 부

양의 영향요인을 분석할 때 누락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점으로 평가된다. 노인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노인 부양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게 되면 편의가 발생한다(Cox & Fafchamps, 2008: 

3750). 그뿐만 아니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의 자녀 개인별 정보는 자녀

를 대상으로 한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Kim(2010: 252~25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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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로 부모-자녀 쌍을 분석단위로 하여 자녀의 특성이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패널 데

이터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패널탈락(panel attrition)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

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추이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탈락 문제가 

없는 반복횡단 데이터(repeated cross-sectional data)가 더 유용할 수 있지

만,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한 반복횡단 데이터를 찾기는 어렵다.16) 본 연구는 패

널탈락으로 인한 추이의 왜곡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인구총조사, 가계동향조

사 등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능한 몇몇 항목의 분포를 비교․검토한다.

둘째, 분석 가능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한국의 노인 부양 실태는 오랜 기간

에 걸쳐 변화해 왔지만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고령화

연구패널조사가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 이후 시기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가 확대된 기간으로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는 1~5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1차의 경우 

결과변수인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을 조사한 방식이 달라 본 연구에서

는 2~5차를 활용한다. 1차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응답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

녀가 작년 한 해 동안 응답자에게 제공한 이전을 조사하였지만, 2~5차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 응답자와 자녀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작년 한 해 동안 응답자

와 한 달 이상 동거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자녀가 해당 비동거 기간 동안 응답

자에게 제공한 이전을 조사하였다. 그밖에도 1차의 경우 자산, 손자녀 돌봄 등 

몇몇 변수들을 측정한 방식이 2~5차와 달라 함께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차, 3차, 4차, 5차 데이터는 각각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에 조사

되었다. 추가적으로 45세 당시 직업 정보를 얻기 위해 2007년에 실시된 직업

력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속한 중고령자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여 개인 가중치를 부여한 패널조사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

강, 경제활동, 소득, 자산 등을 개인단위로 측정하였다. 한편 자녀의 특성과 응

답자에 대한 자녀의 부양행위는 부부의 경우 한 명이 대표로 응답하도록 하여 

부부단위로 측정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재혼 등의 이유로 부부 내에서도 주관적

16)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반복횡단 조사인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시간에 따른 
설문 문항의 변화 때문에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을 여러 시점에 걸쳐 일관된 기준으
로 측정하기 어렵다.



- 49 -

으로 인지하는 자녀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는 부부 내 자녀 정보가 동일하게 관찰된다.1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 

또는 부부단위로 측정된 여러 변수와 자녀 개인별 정보를 활용하여 노인과 자

녀를 대상으로 한 개인단위 분석을 실시한다.

구분 사례 수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19세 이하 11 100.0 0.0

20세 2 57.2 0.0

21세 2 100.0 0.0

22세 5 64.7 0.0

23세 7 86.9 0.0

24세 10 49.1 0.0

25세 15 58.3 20.5

26세 22 40.9 0.0

27세 45 55.2 11.8

28세 57 40.3 36.7

29세 107 41.1 14.5

30세 128 39.9 19.6

주: 노인의 자녀 중 동거, 사적이전, 연령이 모두 조사된 사례를 대상으로 2~5차 데
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의 동거는 조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
하였고, 사적이전은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 동안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기간 중
에 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으로 측정하였다. 원 자료에 제공된 
노인 개인 가중치의 부부ID 단위 평균값을 자녀 개인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사
적이전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
하였다.

<표 3-1> 30세 이하 자녀의 노인과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

(단위: 명, %, 만원/년)

본 연구의 노인 대상 분석은 25세 이상 생존자녀가 존재하는 65세 이상 개

인을, 자녀 대상 분석은 생존부모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25세 이상 개

인을 표본으로 한다.18) 기초연금의 수급개시연령과 상향조정된 국민연금의 수

17) 2차의 경우 일부 자녀 변수(대부분 연령)의 값이 부부 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소수 존재하는데, 이 경우 자녀 영역 응답자의 값으로 변수 값을 일치시킨다. 
3~5차의 경우에는 오류로 판단되는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부부 내에서 자녀 변수 
값이 모두 일치하였다.

18)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생존 여부와 연령을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생존노인의 자녀라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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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개시연령이 65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한편 연령이 크게 낮은 자녀는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부양을 제공하기 어렵

기 때문에 자녀 표본에 대해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5차 고령화연구패

널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인의 25세 미만 자녀는 부모에게 사적이전을 전

혀 제공하지 않고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대부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 이에 본 연구는 소수의 

25세 미만 자녀를 분석에서 제외한다.19) 또한 분석의 편의 상 25세 이상 자녀

가 없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제외한다. 노인 중 25세 이상 자녀가 없는 

비율은 2차 1.8%, 3차 2.0%, 4차 2.2%, 5차 2.2%로 낮고 시간에 따른 변화

도 작아 이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인한 표본선택 편의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는 조사시점에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가 조사

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45

세 이상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사례 중 일부는 

배우자의 연령이 45세 미만이어서 배우자가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65세 이상임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조사되지 않

은 사례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되지 않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인단위로 측정된 여러 변수를 부부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조사되지 않은 유배우 사례에 대해 결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로 유사한 주제를 분석한 Kim 

and Cook(2011: 973)을 따라 이러한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한다.

배우자가 조사되지 않은 유배우 사례를 제외한 후에도 일부 변수의 결측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결측이 존재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45세 당시 직업 변수의 경우 2007년에 실시된 직업력조사에 응하지 않

았거나 직업력이 완전하게 조사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결측이 존재한다. 둘째, 

결과변수인 동거와 사적이전을 포함한 여러 자녀 관련 정보가 한 명 이상의 자

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자녀를 분석하고자 할 때 고령화연구패널조
사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9)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노인은 2차 6명, 3차 7명, 4차 9명, 5차 10명이다. 이 중 
25세 이상 자녀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는 노인은 2차 1명, 4차 3명, 5차 1명이다. 
나머지 사례는 25세 이상 자녀가 있기 때문에 25세 미만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삭
제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20) 별도의 언급이나 맥락이 없는 한, 이하의 분석에서 자녀는 25세 이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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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대해 누락된 사례가 존재한다. 셋째, 소득과 자산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구분 2차 3차 4차 5차

전체 노인 4037 4013 4134 4226

(a): 생존자녀 수가 결측인 사례 3 3 0 6

(b): 생존자녀가 없는 사례 71 76 79 80

(c): (a), (b) 제외 후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조사되지 않은 사례

159 164 177 181

(d): (a), (b), (c) 제외 후 하나 이상의 
변수가 결측인 사례

210 152 302 209

최종 표본 노인 3594 3618 3576 3750

최종 표본 노인의 생존자녀 10238 9955 9543 9560

최종 표본 1차년도 가구ID 개수 2587 2589 2547 2631

<표 3-2> 표본의 구성

(단위: 명, 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표 3-2>와 같이 표본의 구성을 정리할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에는 각 차수별로 약 4천 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존재한다. 이 중 먼저 극소수의 생존자녀 수 결측 사례 (a)와 생존자녀가 없는 

사례 (b)를 제외한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조사되지 않은 유배우 사례 (c)와 변

수의 결측이 존재하는 사례 (d)를 추가적으로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표본에 포

함된 노인은 3,576~3,750명이고, 이는 생존자녀가 있는 노인의 88.2~92.0%

에 해당한다(가중치 미적용 기준). 최종 표본 노인의 생존자녀는 약 1만 명이

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판단할 때는 1차 조사 당시 가구단위로 

표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1차년도 가구ID 기준 클러스터 내 상관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사용하는데, 이 클러스터는 2,547~2,631개이다.

이렇게 구성된 최종 표본의 대표성을 검토해 보자. 먼저 (a)는 극소수이므로 

제외해도 무리가 없다. 다음으로 모집단 자체를 전체 노인이 아닌 생존자녀가 

있는 노인으로 정의하면 (b)를 제외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c)를 

제외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배우 노인 중 배우자가 조사

되지 않는 사건이 무작위로 발생했다고 강하게 가정하더라도 배우자가 조사되

지 않은 유배우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노인 중 유배우 비율이 낮아져 결혼상태

의 분포가 달라진다. 만약 유배우 노인 중 배우자가 조사되지 않는 사건이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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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d)를 제외하는 것 역시 변

수의 결측이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분석에서 제외되

는 (c)와 (d) 집단의 특성이 최종 표본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존자녀가 있는 노인을 분석한 결과, 각 차수별로 약간의 차

이가 있지만 대체로 최종 표본에서 제외되는 집단은 포함되는 집단에 비해 남

성, 저연령, 유배우, 도시 거주, 고학력, 건강 양호, 일상생활 도움 불필요, 생존

자녀 수가 2~3명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c)와 (d)를 제외

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IPW(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방법

(Seaman & White, 2013)으로 최종 표본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첫

째, 각 차수별로 생존자녀가 존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최종 표본에 포함될 확

률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결혼상태,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종사상지위, 거주 

주택 소유 형태, 생존자녀 수로 구성하였고,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성-

결혼상태와 다른 모든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였다.22) 둘째, 최종 표본의 

원 가중치에 추정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23) 셋째, 

조정된 가중치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 가중치 조정에 활용된 변수의 분포를 생

존자녀가 있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최

종 표본을 대상으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각 차수별로 두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정된 가중치를 사

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장의 모든 분석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구성한 노인 표본, 

그리고 노인 표본으로부터 자녀 개인별 정보를 활용하여 구성한 자녀 표본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노인 대상 분석에서는 원 자료에 제공된 개인 가

중치를 위와 같이 조정한 가중치를 사용한다. 자녀 대상 분석에서는 같은 부모

를 둔 자녀들에 대해 부모의 조정된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자녀 개인 가

중치로 사용한다. 이때 노인 데이터에 부와 모가 모두 존재하는 자녀의 경우에

는 부와 모의 조정된 개인 가중치의 평균을 자녀 개인 가중치로 부여한다.

21) <부표 1>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2) 변수의 범주는 <부표 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투입하였다.
23) 생존자녀가 있는 전체 노인의 규모를 원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추정하

도록 조정된 가중치의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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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노인 데이터와 자녀 데이터의 가상 사례

<그림 3-1>에는 최종 표본의 데이터 구조를 가상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윗부분은 노인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각 행은 한 명의 노인을 의미하

고, 각 노인의 자녀 정보는 자녀의 수에 따라 횡으로 입력되어 있다. 개인ID가 

11, 12인 사례는 같은 부부ID를 가진 부부로, 자녀와 관련된 변수의 값이 일치

한다. 이 데이터의 모집단은 각 시점별로 25세 이상 생존자녀가 있는 65세 이

상 개인이다. 다음으로 아랫부분은 노인 데이터로부터 자녀 데이터를 구성한 모

습을 보여준다. 각 행은 한 명의 자녀를 의미하고,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는 부모 특성 변수 값이 동일하게 입력된다. 이 데이터의 모집단은 각 시점별로 

생존부모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25세 이상 개인이다.24)

24) 2~5차 조사 중에 노인 부부가 이혼, 별거하여 부부ID 값이 달라지면 해당 부부의 
자녀가 자녀 데이터에 중복 입력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 이러한 이유로 
중복 입력된 자녀는 5차의 2명에 불과하여 이 문제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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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측정

1. 결과변수

1) 동거

각 차수별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을 때 노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노인 대상 분석에서는 노인이 여러 자녀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살 때 동거로 정의하고, 자녀 대상 분석에서는 자녀가 형제

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부모와 함께 살 때 동거로 정의한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동거 변수를 정의할 때는 노인과 자녀의 동거 사례 중에서 자녀가 노인을 부

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부모와 자녀의 동거는 늙고 건강이 나

빠진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와 자녀가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독립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Chan, 2005: 279), 선행연구는 주로 전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몇몇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자녀가 결혼한 후 부모를 

모시는 사회적 규범을 고려하여 기혼 자녀와의 동거 변수를 사용하였다(Won 

& Lee, 1999: 316; Yasuda, Iwai, Yi, & Xie, 2011: 708). 특히 한국의 경

우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의 동거와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유성호, 2000: 177). 한편 Kim and Cook(2011: 961)은 대략적인 결혼 연

령에 해당하는 30세 이후에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30세 이상 자녀와의 동거 변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비혼․만혼의 증가와 함께 자녀 세대의 생애주기 모습

이 점차 변하고 있다. 부모가 취업하지 못한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늘어

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한 자녀가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부

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녀 세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픈 노부모

를 간병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변진경, 2016).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결

혼하지 않고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거나, 적어도 자녀

가 가구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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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동거하는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거 자녀가 가구 내에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살펴보는 것이다. 

<표 3-3>에는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 동안 노인과 동거한 기간이 있었던 자녀

를 대상으로 동거 기간 중 노인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결혼한 적 없는 자녀는 혼인 중인 자녀와 비슷

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 별거, 

이혼, 사별하거나 배우자가 실종된 자녀의 경우에도 혼인 중인 자녀보다 더 많

은 금액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 부양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자녀와의 동거 변수를 활용한다.

구분 2차 3차 4차 5차

혼인 중 144.7 109.0 129.5 170.6

별거/이혼/사별 또는 실종 194.1 177.5 208.4 200.6

결혼한 적 없음 194.5 162.0 198.5 164.7

사례 수 1483 1410 1292 1166

주: 노인의 자녀 중 부모와의 동거 기간, 동거 기간 중 부모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 
결혼상태가 모두 조사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 동
안 부모와 동거한 기간이 있었던 25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에 부
모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원 자료에 제공된 노인 개인 
가중치의 부부ID 단위 평균값을 자녀 개인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소비
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표 3-3> 동거 기간 중 자녀가 노인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 평균

(단위: 만원/년)

2) 사적이전

사적이전과 관련해서는 동거하지 않는 자녀로부터의 가구 간 이전과 동거하

는 자녀로부터의 가구 내 이전 중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자녀로부터의 총 이전

과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한 이전을 뺀 순 이전 중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비정

기적 이전이나 현물 지원을 포함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후소

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염두에 두고 사적이전의 측정 방식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율과 같은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할 때 가구 내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구소득을, 비정기적 수입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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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에서는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변수를 사용한다. 

정기적 이전과 비정기적 이전의 결정요인이 상당히 달라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Park(2010: 551)의 지적은 비정기적 이전을 제외하는 본 연구의 선택

을 뒷받침한다.25) 반면 총 이전과 순 이전의 결정요인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Park(2014: 471~474)의 보고를 고려하면 총 이전 또는 순 이전의 선택은 분

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소

득조사에서 측정하는 가구 간 이전이 총 이전의 개념에 가깝다는 점, 순 이전과 

달리 총 이전은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 시 기술적인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 이전을 선택한다.26) 한편 현물 지원의 경우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

사에서 그 금액을 조사하지 않아 사적이전에 포함하기 어렵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조

사시점의 작년 한 해 동안 응답자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이 한 달 이상 있었던 

자녀가 해당 기간 동안 응답자에게 제공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이처럼 조사시

점의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측정된 사적이전이 동거 및 여러 변수와 측정 기

준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예를 들어, 설명변수 중 다수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 모델에서 결과변수인 사적이전이 

여러 설명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문제가 있다.

노인 대상 분석에서는 응답자가 모든 자녀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의 합을 결과

변수로 사용한다. 이때 부부의 경우 Kim and Cook(2011: 973)을 따라 부부 

전체가 받은 사적이전을 2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사용한다. 자녀 대상 분석에서

는 형제의 사적이전과 무관하게 자녀 자신이 제공한 사적이전을 결과변수로 사

용한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사적이전은 고

려하지 않는다. 사적이전 금액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한다. 정확한 금액이 아닌 일정 구간으로 응답한 소수 

사례의 경우 Park(2010: 541)을 따라 구간의 중간 값(일정 값 이상으로 응답

한 경우에는 해당 값)을 사용한다.27)

25) Park(2010: 551)은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과 같이 부모의 필요와 자녀의 경제력이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비정기적 이전보다 정기적 이전에 대해 더 강하게 나
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비정기적 이전보다 정기적 이전이 노인의 일상적인 생계
를 보장하는 역할을 더 강하게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6) 김희삼(2008: 88~89)과 같이 총 이전을 결과변수로 하고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한 
이전을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한 이
전과 자녀가 노인에게 제공한 이전의 인과적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는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한 이전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지 않는다.

27) 사적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하에서 설명할 모든 소득 및 자산 변수도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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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

1) 노인 특성 변수

설명변수는 크게 노인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 특성 변

수로는 성, 결혼상태,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현재 종사상지위, 

45세 당시 직업, 소득, 자산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상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되었고, 혼인 중인 부부는 동일한 부부

ID를 갖는다.28) 연령은 각 차수의 조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값으로 계산하

는데, 이는 곧 조사년도 말 기준 만 연령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

소도시, 읍면부 중 하나로 측정한다.29) 교육수준의 범주는 초졸 미만, 초졸, 중

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성한다.30) 건강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

와 함께 ADL/IADL 항목 중 부분적 또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항목이 한 개

라도 있는지 여부로 정의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변수를 사용한다.31) 경제

활동과 관련된 변수로는 노인의 현재 근로활동뿐만 아니라 중년기의 주된 일자

리 특성이 현재의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종사상지

위32)와 45세 당시 직업33) 변수를 사용한다. 45세 당시 직업 변수는 2007년

에 조사된 직업력 조사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데, 45세 시점의 직업력 정보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고 구간 응답을 중간 값으로 대체한다.
28) 본인 외 부부ID가 동일한 사례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결혼상태가 혼인 중이 아닌 사

례가 소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오류로 보고 1~5차의 부부ID, 결혼상태 값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값으로 수정한다.

29) 부부 내에서 거주 지역 값이 다른 소수 사례의 경우 자녀 영역 응답자의 값으로 일
치시킨다.

30) 소수의 교육수준 결측 사례의 경우 다른 차수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체한다. 대졸 
이상 범주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례를 포함한다.

31) ADL/IADL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걸고 받기, 약 챙겨먹기.

32) 현재 종사상지위의 범주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미취업으로 
구성한다.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근로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미취업으로 분류한다.

33) 45세 당시 직업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준)전문직․사무직(관리자, 전문
가, 준전문가, 사무직, 직업군인), 서비스․판매(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농림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직(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단순노무 종사자), 비근로(구직, 가사, 요양, 교육, 군
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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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존재하는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첫째, 미취업 정보와 취

업 정보 중 취업 정보를 활용한다. 둘째, 취업 정보가 여러 개일 때 무작위로 1

개의 정보를 활용한다.

소득은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조사된 여러 정보를 활용하여 근

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연금소득, 사회복지수당소득, 기초보장급여로 구성한다. 

근로소득은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농어업소득, 부업소득의 합으로, 자산소득은 

부동산소득34), 금융소득35), 개인연금소득의 합으로,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소득과 특수직역연금소득의 합으로, 사회복지수당소득은 실업급여, 산재급여, 

보훈연금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타 사회복지수당의 합으로 정의한

다. 소수의 빈곤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보장급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수당소득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따로 살펴본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더한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사회복지수당, 기초보장급여를 더한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을 제외한 모든 소

득을 더한 총소득 변수를 활용한다. 자녀가 아닌 부모 및 기타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자산은 조사시점을 기

준으로 총자산36)에서 총부채37)를 뺀 순자산으로 측정한다. 모든 소득/자산 변

수는 사적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경우 부부 전체의 소득/자산을 2로 나눈 1

인당 금액으로 변환한다. 한편 소득과 자산은 범주형 변수의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변수가 0원(자산의 경우 0원 이하)인 범주를 설

정한 후, 2~5차 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0원을 초과하는 사례의 분포로부터 

p30, p70 퍼센타일값을 구한 후 이를 경계값으로 하여 범주를 구성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 중 소득과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은 개인단위로 측정되

어 부부 내에서 다른 값을 갖는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행위가 노인 

부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양행위의 영향요인을 부부단위로 살

34) 부동산소득은 월세, 지대 등 부동산으로부터의 정기적인 수입으로 조사되었다.
35) 금융소득은 금융자산(현금, 예금, 주식, 채권, 저축성 보험, 빌려준 돈, 계, 기타 금

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3~5차에는 금융자산이 없는 사례에 
대해 금융소득을 조사하지 않은 반면, 2차에는 금융자산이 없는 사례 중 소수에 대
해 금융소득 값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된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이 없는 사
례의 금융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6) 총자산은 자가 및 그 외 소유 부동산, 거주 주택 및 그 외 부동산을 빌려 쓰고 낸 
전/월세 보증금, 사업체 또는 농장,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저축성 보험, 빌려준 돈, 
타야 할 곗돈, 기타 금융자산, 운송수단, 기타 비금융자산의 합으로 측정한다.

37) 총부채는 자가 구입을 위한 대출 또는 부채, 자가 및 그 외 소유 부동산을 세 주고 
받은 보증금, 내야 할 곗돈, 금융 대출, 개인적 부채, 기타 부채의 합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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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러 연구는 노인 부부에 대해 남편 또는 아내의 값, 

부부 중 높거나 낮은 값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개인 특성을 부부 특성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Cameron, 2000: 22; Park, 2010: 540; Yasuda, Iwai, 

Yi, & Xie, 2011: 709). 본 연구에서는 노인 부부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단위로 측정된 변수를 부부단위로 변환한다. 먼저 Park(2010: 540)을 따

라 성과 결혼상태를 조합하여 유배우, 남성 무배우, 여성 무배우 중 하나의 값

을 갖는 변수를 구성한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Park(2010: 540)을 따라 부부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값으로 부부 중 높은 값을 선택하는데, 이

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남편의 값에 해당한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는 부부 중 1명이라도 건강하다면 자녀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부 중 건강수준이 더 좋은 사람의 값을 사용한다. 현

재 종사상지위와 45세 당시 직업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값을 사용하되, 남편이 

무직이고 아내가 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아내의 값을 사용한다.

2) 자녀 특성 변수

자녀의 특성은 노인 데이터에 생존자녀 수에 따라 횡으로 입력된 자녀 개인

별 정보로부터 추출한다.38) 자녀 특성 변수로는 생존자녀 수와 각 자녀의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로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손)자녀 수, (손)자녀를 

노부모가 돌본 경험을 사용한다.

먼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인 성, 연령, 결혼상태 변수를 사용하는데, 성-

출생순서-결혼상태의 상호작용을 허용하기 위해 유배우 장남, 무배우 장남, 유

배우 장남 아닌 아들, 무배우 장남 아닌 아들, 유배우 딸, 무배우 딸 중 하나의 

값을 갖는 변수를 구성한다.39) 그리고 자녀의 소득과 자산 정보가 없는 상황에

서 자녀의 교육수준, 현재 근로 여부, 주택 소유 여부를 자녀의 경제력을 나타

내는 대리변수로 활용한다(Kim, 2010: 255; Park, 2010: 539). 노인의 손자

녀와 관련해서는 각 자녀의 (손)자녀 수와 지난 1년 중 각 자녀의 10세 미만 

(손)자녀의 양육을 노인이 도와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변수를 사용한

38) 응답한 생존자녀 수보다 횡으로 입력된 자녀정보가 더 많은 소수 사례의 경우 생존
자녀 수를 자녀정보 수로 수정한다. 응답한 생존자녀 수보다 자녀정보 수가 작은 소
수 사례의 경우에는 입력되지 않은 자녀 정보가 결측인 것으로 간주한다.

39) 자녀의 경우 출생년도가 조사되지 않아 조사년도 말 기준 만 연령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고, 응답자의 자녀 연령 응답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같은 부모를 둔 자녀 중 
연령이 동일한 경우 데이터 상에 입력된 순서가 빠른 자녀를 연장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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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자녀 대상 분석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자녀 개인별 정보를 그대로 변수로 사

용하지만, 노인 대상 분석에서는 노인의 여러 자녀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통합

한 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특성을 모두 범주형 변수로 구성한 

후, 각 노인의 전체 자녀 중 각 범주에 속한 자녀의 비율을 구하여 노인 대상 

분석의 자녀 특성 변수로 사용한다. 단, 손자녀 돌봄 변수는 어떤 자녀의 (손)

자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이 손자녀를 돌본 적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사용한다.41)

<표 3-4>와 <표 3-5>에서는 각각 노인 데이터와 자녀 데이터에 대해 지금

까지 설명한 노인 특성과 자녀 특성 변수를 배치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표에 제시된 변수들의 기술적 분포를 모두 확인한 후,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 변수를 선택하고 변수의 범주를 통합하거나 변수 형태를 변환하여 

사용한다.

40) 자녀에 관한 다른 설문 문항과 달리 손자녀 돌봄 문항은 부부가 각각 응답하는 방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또는 응답자의 배우자가 손자녀를 
돌보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부부단위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41)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자녀 중 실종하거나 사망한 자의 자녀를 포함
하여 손자녀 돌봄 여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생존자녀만을 대
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행위를 측정하기 때문에, 조사된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손자
녀 돌봄 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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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준 시점 값/단위/부부단위 변환 방법

자녀와의 동거 t년 조사시점 비동거/동거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 t-1년 한 해 만원/년(2015년 기준 실질가격)

성 시불변 변수 남성/여성

결혼상태 t년 조사시점 혼인 중/별거/이혼/사별 또는 실종/결혼한 적 없음

성-결혼상태 t년 조사시점 유배우/남성 무배우/여성 무배우

연령 t년 말
65~69세/70~74세/75~79세/80세 이상
(부부단위: 부부 중 높은 값)

거주 지역 t년 조사시점 대도시/중소도시/읍면부

교육수준 t년 조사시점
초졸 미만/초졸/중졸/고졸/대졸 이상
(부부단위: 부부 중 높은 값)

주관적 건강상태 t년 조사시점
좋은 편/보통/나쁜 편
(부부단위: 부부 중 더 건강한 값)

일상생활 도움 필요 t년 조사시점
도움 불필요/도움 필요
(부부단위: 부부 중 더 건강한 값)

현재 종사상지위 t년 조사시점
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미취업
(부부단위: 남편의 값, 남편이 무직이고 아내가 일하
고 있었던 경우 아내의 값)

45세 당시 직업 45세 시점

(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판매/농림어업/기능직/단순
노무/비근로
(부부단위: 남편의 값, 남편이 무직이고 아내가 일하
고 있었던 경우 아내의 값)

근로소득 t-1년 한 해

만원/년, 만원(2015년 기준 실질가격)
0원 또는 0원 이하/하(0~p30)/중(p30~p70)/상
(p70~p100)

자산소득 t-1년 한 해

공적연금소득 t-1년 한 해

사회복지수당소득 t-1년 한 해

기초보장급여 t-1년 한 해

시장소득 t-1년 한 해

공적이전소득 t-1년 한 해

사적이전 제외 총소득 t-1년 한 해

자산 t년 조사시점

생존자녀 수 t년 조사시점 1명/2명/3명/4명/5명 이상

자녀 중 연령별 비율 t년 조사시점 0~100(%)

자녀 중 성-출생순서-결혼상태
별 비율

t년 조사시점 0~100(%)

자녀 중 교육수준별 비율 t년 조사시점 0~100(%)

자녀 중 근로 비율 t년 조사시점 0~100(%)

자녀 중 주택 소유 비율 t년 조사시점 0~100(%)

자녀 중 (손)자녀 수별 비율 t년 조사시점 0~100(%)

손자녀를 돌본 경험
t년 조사시점
의 지난 1년

돌본 적 없음/돌본 적 있음

주: t는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5차 2014년이다. <부부단위>는 개
인단위로 측정된 값을 부부 내 같은 값을 갖도록 변환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표 3-4> 노인 데이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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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준 시점 값/단위

부모와의 동거 t년 조사시점 비동거/동거

비동거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 t-1년 한 해 만원/년(2015년 기준 실질가격)

성 시불변 변수 남성/여성

연령 t년 조사시점 39세 이하/40~44세/45~49세/50~54세/55세 이상

결혼상태 t년 조사시점 무배우/유배우

성-출생순서-결혼상태 t년 조사시점
유배우 장남/무배우 장남/유배우 장남 아닌 아들/무
배우 장남 아닌 아들/유배우 딸/무배우 딸

교육수준 t년 조사시점 초졸 이하/중졸/고졸/대졸 이상

근로 t년 조사시점 비근로/근로

주택 소유 t년 조사시점 비소유/소유

(손)자녀 수 t년 조사시점 0명/1명/2명/3명 이상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
t년 조사시점
의 지난 1년

돌본 적 없음/돌본 적 있음

생존형제 수(본인 포함) t년 조사시점 1명/2명/3명/4명/5명 이상

부모 성-결혼상태 t년 조사시점 유배우/남성 무배우/여성 무배우

부모 연령 t년 말 65~69세/70~74세/75~79세/80세 이상

부모 거주 지역 t년 조사시점 대도시/중소도시/읍면부

부모 교육수준 t년 조사시점 초졸 미만/초졸/중졸/고졸/대졸 이상

부모 주관적 건강상태 t년 조사시점 좋은 편/보통/나쁜 편

부모 일상생활 도움 필요 t년 조사시점 도움 불필요/도움 필요

부모 현재 종사상지위 t년 조사시점 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미취업

부모 45세 당시 직업 45세 시점
(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판매/농림어업/기능직/단순
노무/비근로

부모 근로소득 t-1년 한 해

만원/년, 만원(2015년 기준 실질가격)
0원 또는 0원 이하/하(0~p30)/중(p30~p70)/상
(p70~p100)

부모 자산소득 t-1년 한 해

부모 공적연금소득 t-1년 한 해

부모 사회복지수당소득 t-1년 한 해

부모 기초보장급여 t-1년 한 해

부모 시장소득 t-1년 한 해

부모 공적이전소득 t-1년 한 해

부모 사적이전 제외 총소득 t-1년 한 해

부모 자산 t년 조사시점

주: t는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5차 2014년이다.

<표 3-5> 자녀 데이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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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1.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 분석

1) 동거와 사적이전의 관계를 고려한 추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는 각 시

점별로 전체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 비율과 자녀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의 평균, 

전체 자녀의 노인과의 동거 비율과 노인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의 평균을 살펴봐

야 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동거 형태의 가구 내 부양이 가구 간 사적

이전의 형태로 대체될 수 있음(Kim & Choi, 2011: 364; Kim & Cook, 

2011: 957)을 고려하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동거 감소가 사적이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두 시점 간 전체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먼저 각 시점의 전체 노인을 자녀와 동거하는 집단과 동거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눈 후, 전체 노인 중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과 각 집단의 평균 사적이전을 

구한다.42) 이때 전체 노인의 두 시점 간 평균 사적이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43)

   ×       ×       ×       ×   


   

   ×    ×
   

×   ×                 (식 1)

 : 시점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

 : 시점 전체 노인의 비동거 비율

 : 시점 동거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

 : 시점 비동거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

42) 동거 노인의 경우에도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존재할 수 있다. 부모가 자
녀와 동거할 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다른 자녀가 제공하는 사적이전은 동거하는 
자녀의 부양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Knodel, Chayovan, & Siriboon, 1992: 83)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3) 이 분해는 널리 알려진 Blinder-Oaxaca 분해와 유사한 형태이다. 시점을 집단 변
수로, 동거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적이전을 종속변수로 하여 Blinder-Oaxaca 분해
를 실시하면 수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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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는 동거 비율이 1시점 값으로 고정된 가상적 상황에서 집단별 

평균 사적이전의 변화로 인해 전체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는 각 집단 평균 사적이전이 2시점 값으로 고정된 가상적 상황에

서 동거 비율의 변화로 인해 전체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44) 이때    임을 이용하면 를 ×       로 다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동거 비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 비동

거 노인의 사적이전이 동거 노인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는 양의 값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값은 사적이전을 더 많이 받는 비동거 노인의 비율이 높아

지기 때문에 전체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이 증가하는 효과, 즉 동거 감소가 사적

이전 증가로 대체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는 이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사적

이전 형태의 부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전체 자녀를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과 동거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 비율과 부모에게 

제공한 평균 사적이전을 구한다.45) 그 후 전체 자녀가 제공한 평균 사적이전의 

차이를 동거 비율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과 각 집단이 제공한 평균 사적이전의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분해한다.

이상의 분석은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 분석의 핵심적인 분해 요소인 동거 집단과 비동거 집단의 사적이전 

차이는 동거와 사적이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된 값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인과 자녀의 여러 특성

이 통제된 상태에서 동거 비율의 변화가 사적이전의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는 후술할 재가중 분석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2) 노인이 받은 부양과 자녀가 제공한 부양의 관계를 고려한 추이 분석

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를 확인한 후에는, 노인 데이

터로 분석한 추이와 자녀 데이터로 분석한 추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을 실시한다. 노인의 평균 자녀 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노인이 받은 1인당 

44) 집단 비율과 집단 평균을 고정하는 시점을 변경한 분해도 가능하다. 본 분석을 포
함하여 이하에서 설명할 유사한 형태의 모든 분석에서는 기준 시점을 변경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45) 조사시점에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에도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 동안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사적이전이 존재할 수 있다.



- 65 -

부양 규모와 자녀가 제공한 1인당 부양 규모의 추이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시점별로 노인이 받은 평균 부양과 자녀

가 제공한 평균 부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전체 노인을 무배우 노인(1집단,   ), 노인-비노인 부부(2집단, 

  ), 노인-노인 부부(3집단,   )로 나눈다. 1집단과 2집단의 동거 사례

는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한 명의 노인이 동거하는 형태인 반면, 3집단의 동거 

사례는 한 명 이상의 자녀와 두 명의 노인이 동거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1집단

과 3집단은 자녀가 제공하는 사적이전이 모두 노인 집단에게 귀속되지만, 2집

단은 자녀가 제공하는 사적이전의 절반만 노인 집단에게 귀속된다. 이와 같이 

집단을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과 평균 사적이전 변화를 (식 1)과 동일한 방식

으로 세 집단(    )의 비율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과 집단별 평균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분해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추이를 고려할 때 각 집단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집단에 대한 본격적인 분

석에 앞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집단에 대해 노인 동거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각 시점별로 각 집

단에 속한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식 2)

 : 집단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 집단 노인의 전체 자녀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

 : 집단 노인의 평균 자녀 수

 : 집단 노인의 평균 중복 동거 자녀 수

만약 모든 동거 노인이 자녀 한 명과 동거한다면 노인의 동거 비율은 노인의 

평균 자녀 수와 자녀의 동거 비율을 곱한 값으로 정확하게 분해된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에 따라 평균 자녀 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인 동거 비율과 자녀 동거 비율은 같은 배수의 속도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평균 자녀 수가 변한다면 노인 동거 비율과 자녀 동거 비율의 변화 속도는 물

론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노인과 동거하는 

사례 때문에 발생하는 중복 부분을 반영하는 항으로, 노인이 두 명 이상의 자녀

와 동거하는 경향이 클수록 큰 값을 갖는다. 위 식을 활용하여 두 시점 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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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노인 동거 비율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                               (식 3)

이 식의 첫째 항은 자녀 동거 비율이 1시점의 값으로 고정된 가상적 상황에

서 노인의 평균 자녀 수 변화로 인해 노인 동거 비율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

여준다. 둘째 항은 평균 자녀 수가 2시점의 값으로 고정된 가상적 상황에서 자

녀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해 노인 동거 비율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마지

막 항은 노인이 두 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하는 패턴의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가 0보다 클 때 같은 규모의 동거 자녀가 더 많은 노인과 동거

함으로써 노인의 동거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각 집단에 대해 노인 평균 사적이전의 변화를 분석한다. 각 시점별로 

각 집단에 속한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일 경우 

 × ÷    일 경우 
                                 (식 4)

 : 집단 노인이 받은 평균 사적이전

 : 집단 노인의 전체 자녀가 제공한 평균 사적이전

 : 집단 노인의 평균 자녀 수

1집단의 경우 노인이 받은 평균 사적이전은 자녀가 제공한 평균 사적이전과 

평균 자녀 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2집단의 경우 자녀가 제공한 사적이

전의 절반만 노인에게 귀속되므로 자녀 평균 사적이전과 평균 자녀 수의 곱을 

2로 나누어야 노인 평균 사적이전과 일치한다. 3집단의 경우 자녀 한 명당 두 

명의 노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2집단과 마찬가지로 2로 나누어야 한다. 위 식을 

활용하면 두 시점 간 각 집단의 평균 사적이전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      일 경우 

    × ÷ ×    ÷    일 경우 
        (식 5)

이 식의 첫째 항은 자녀가 제공한 평균 사적이전이 1시점의 값으로 고정된 

가상적 상황에서 평균 자녀 수 변화로 인해 노인이 받는 평균 사적이전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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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항은 평균 자녀 수가 2시점의 값으로 고정된 가

상적 상황에서 자녀가 제공한 평균 사적이전의 변화로 인해 노인이 받는 평균 

사적이전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은 노인이 받은 평균 부양과 자녀가 제공한 평균 부양 간의 관계

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 평균 자녀 수 변화의 

영향은 노인이 받는 부양의 양이 자녀 수에 비례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

서 계산된다. 만약 노인의 경제적 필요가 자녀 수와 무관하다면 노인의 부양 수

혜량이 자녀 수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 수가 동거와 사적이

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수의 

변화가 동거와 사적이전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적으로 후술할 재가중 

분석으로 판단한다.

2. 동거와 사적이전의 영향요인 횡단 분석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동거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교하게 분

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의 영향요인에 

대한 재가중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

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거와 사적이전의 횡단

적 영향요인을 각각 로짓 모델과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로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0의 값이 많은 사적이전을 분석하기 위해 OLS(손병돈, 

1999; Lee & Lee, 2009), 토빗(진재문, 1999), 일반화된 토빗(Cox, 1987; 

Cox & Jakubson, 1995), 투파트 모델(Sloan, Zhang, & Wang, 2002) 등을 

사용하였다. 이 중 이론적으로 사적이전의 발생 가능성과 규모에 대한 설명변수

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Cox, 1987: 519)을 감안하면 일반화된 토빗과 투파

트 모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분석의 주된 목적은 각 설명변수의 

영향을 인과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

계를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모델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작은 투파트 모

델을 선택한다. 제외 제약(exclusion restriction)이 존재하지 않을 때 투파트 

모델이 조건부 평균과 한계효과를 추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Belotti, Deb, 

Manning, & Norton, 2015: 4~5)는 이러한 선택을 뒷받침한다. 본 분석에서 

투파트 모델은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사적이전 존재 유무를 분석하는 로짓 모

델과 사적이전이 존재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로그변환된 사적이전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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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모델로 구성한다.

3.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의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목표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을 밝히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특성이 

평균적인 부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데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 수준 분석이 가능하지

만(예를 들어, Bongaarts & Zimmer, 2002), 한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노인 

부양과 관련된 기존 데이터로부터 시계열 사례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시점에 걸쳐 조사된 개인단위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

략을 채택한다.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시간에 따라 설명변수의 분포가 변하면 자동적으로 결과변수의 분포도 변하

게 된다. 따라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주어진 횡단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두 

시점 간 설명변수 분포의 관찰된 변화가 결과변수의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Blinder-Oaxaca 분해

(Blinder, 1973; Oaxaca, 1973)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이하 “BO 분해”). 

BO 분해는 일반적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해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점 변수를 집단 변수로 취급하여 두 시점 간 평균 차이를 분해하는 방법으로

도 활용할 수 있다(Firebaugh, 1997: 35~42). 노인 부양과 관련된 연구 중에

서는 De Vos and Lee(1993)가 이러한 방법으로 1970~1980년 동안 한국 

노인이 대가족 가구에 속할 로짓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사한 분석 전략에 기초한 재가중 방법(reweighting method)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가중 방법은 DiNardo, Fortin, and 

Lemieux(1996)가 1973~1992년의 미국 임금 분포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이들의 이름을 따서 DFL 방법이라 불리기

도 한다. 그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결합 분포를 

관찰할 수 있는 두 시점 데이터가 존재할 때, 2시점 표본에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여 설명변수의 분포가 1시점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재가중된 2

시점 표본은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는 2시점의 특성을 갖지만 설명변수의 

분포는 1시점의 특성을 갖는 가상적 상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실제 2시점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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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변수 분포와 재가중된 2시점 표본의 결과변수 분포 간의 차이를 두 시

점 간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BO 분해가 아니라 재가중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재가중 분석에서는 설명변수가 결과변수를 결정하는 횡단 모델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BO 분해를 위해서는 분석 모델이 선형이고 조건부 잔차가 0이라

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Fortin, Lemieux, & Firpo, 2011: 36~37), 함수 

형태의 제약 하에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모델을 횡단 데이터로 추정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변수 중 동거는 이분변

수, 사적이전은 0의 값이 많은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모델을 추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최근 로짓과 프로빗(Fairlie, 2005), 토빗(Bauer & Sinning, 2010), 

헤킷(Neuman & Oaxaca, 2004) 등에 대한 BO 분해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만, 분석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모델이 정확해야 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다. 반면 재가중 방법은 결과변수의 분포에 대한 제약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고용(Black, Tseng, & Wilkins, 2011)이나 빈곤(Chen & Corak, 

2008)과 같은 이분변수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결과변수의 평균을 다루는 BO 분해와 달리 재가중 방법은 결과변수의 

전체 분포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결과변수의 평균에 초

점을 맞추지만, 사적이전의 경우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평균, 0을 제외한 사

례의 평균 등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살펴본다. 한편 단순히 전체 표본의 평균만

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더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BO 분해보다 재가중 방법

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Barsky, Bound, Charles, 

& Lupton, 2002).

구체적으로 재가중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결과변수를 , 설명변

수 벡터를  , 시점 변수를   라 하자. 이때 를 조건부로 한 의 분포는 

2시점의 특성을 갖고 의 분포는 1시점의 특성을 갖는 가상적인  분포를 (식 

6)과 같이 쓸 수 있고, 따라서 재가중 함수는 (식 7)과 같이 도출된다

(DiNardo, Fortin, & Lemieux, 1996: 1011).

            

≡                     (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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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7)

여기서 베이즈 정리(Bayes' rule)를 활용하면 를 (식 8)과 같이 쓸 수 

있다(DiNardo, Fortin, & Lemieux, 1996: 1014).

 Pr  

Pr  
×Pr  

Pr  
                                 (식 8)

실제 분석에서 는 두 시점의 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Pr  과 Pr  는 로짓 모델로 추정하고, Pr  과 Pr  

는 기술통계로 구한다. 이때 로짓 모델의 경우 모델 오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비

모수적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명변수의 개수가 많을 때 이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Black, Tseng, and Wilkins(2011: 4217~4221)

의 논의를 따라 기본적인 선형함수에 주요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모델

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정된 재가중 함수를 적용한 설명변수의 

분포가 목표한 분포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재가중 분석에서 설명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개별 변수의 효과를 파악할 때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누락 변수 편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Ku, 

Lee, Lee, & Han, 2018: 885~886).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ltonji, 

Bharadwaj, and Lange(2012)를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예시를 

위해 두 개의 설명변수 와 가 존재하고 가 보다 인과적으로 선행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실제 2시점  분포와 2시점 표본을 로 재가중하여 구한  

분포의 차이를  분포 변화의 효과로 해석한다. 이렇게 구한 의 영향은 의 

직접효과와 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다음으로 2시점 표본을 로 재가중하여 구한  분포와  로 재가

중하여 구한  분포의 차이는 를 조건부로 한 , 즉  분포 변화의 효과로 

해석한다. 이렇게 추정된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부트스트랩으로 구한 표준오

차로 판단한다.

지금까지는 2시점 표본을 재가중하여 1시점의 설명변수 분포를 갖도록 조정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지만, 1시점 표본을 재가중하여 2시점의 설명변수 분포를 

갖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재가중 분석의 결과는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Biewen, 2001)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



- 71 -

구에서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기

준시점의 선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평균수명이 증가하

고 노인의 건강수준이 개선되면서 고연령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시간에 

따라 향상된다면, 고연령 노인이 더 많은 부양을 받는 횡단적 관계가 시간에 따

라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연령과 부양의 관계가 약해진 최근의 표

본을 재가중하면 노인 연령 증가에 따라 부양이 증가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현재 노인 집단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현재 관계를 전제로 한 

분석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기본적으로 2시점 표본을 재가중한 분석 결과

를 보고하지만, 추가적으로 1시점 표본을 재가중한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제 4 절 분석 모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분석 모델을 설정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명변수 간에 인과적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은 소득보다 인과적으로 선행하기 때

문에 교육수준의 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을 분

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를 먼저 투입하고 단계적

으로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노인과 자녀의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에 따르면 자녀의 소득수준이 높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적이전이 이루어지는데, 부모와 자녀의 소득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

하므로 서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누락 변수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Cox & 

Fafchamps, 2008: 3750). 소득뿐만 아니라 연령, 교육수준 등 노인과 자녀의 

여러 특성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는 노인 대상 분석

에서 자녀 특성을, 자녀 대상 분석에서 노인 특성을 통제한다.46)

46) 앞서 서술한 첫 번째 원칙에 따라 노인 특성이 자녀 특성에 인과적으로 선행한다고 
보고 노인 특성의 영향을 분석할 때 자녀 특성을 통제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녀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 교육수준이 자녀 교육수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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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거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는 동거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Lee and 

Lee(2009), Lillard and Willis(1997) 등을 따라 사적이전의 영향요인에 동거

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또한 사적이전 분포를 분석할 때 전체 집단뿐만 아니라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분포를 함께 확인한다.47)

넷째,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의사결정은 노인 부부단위로 이루어진다. 유

배우 노인의 자녀는 부와 모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

위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 연구의 기술적인 추이 분석에서

는 노인 개인단위 및 부부단위 특성을 모두 살펴보지만, 최종적인 영향요인 분

석에서는 부부단위로 측정된 노인 특성 변수를 사용한다.

다섯째, 소득원천별로 노인의 소득이 부양, 특히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소득과 사적이전의 관계가 소득원천별로 다르지 않다면 소

득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사적이전을 제외한 총소득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만으

로 충분하다. 하지만 앞서 공적이전의 사적이전 구축 효과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듯이, 소득원천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

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총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후, 김희삼(2008), 

Park(2010) 등을 따라 각 소득원천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표 3-6>과 <표 3-7>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노인 대상 분석과 자

녀 대상 분석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재가중 분석에서 각 모델은 지정

한 설명변수의 분포를 다른 시점과 유사하게 조정한 가상적 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표 3-6>의 모델3은 자녀 특성, 노인 성-결혼상태, 노인 연령 분

포를 조정한 가상적 상태를, 모델4는 자녀 특성, 노인 성-결혼상태, 노인 연령, 

노인 교육수준 분포를 조정한 가상적 상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모델3과 모델4

의 결과변수 분포 차이를 추가적으로 투입된 노인 교육수준 분포 변화의 영향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6>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인 대상 분석에서는 모든 모델에 자녀 

을 미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론적․정책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단,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이 자녀 
특성을 통제함으로 인해 노인 특성의 인과적 영향을 실제보다 약하게 추정할 가능성
이 있음을 언급해둔다.

47)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분포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
을 별도의 표본으로 간주하고 재가중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
지만 이 경우 표본선택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Chiquiar and 
Hanson(2005)을 따라 전체 표본의 설명변수 분포를 조정한 상태에서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결과변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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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자녀 특성 변화가 반영된 상태에서 노인 특성 변화

의 영향을 하나씩 검토한다. 모델1은 자녀 특성만 투입한 기본 모델이고, 모델

2~12는 단계적으로 인과관계 순서에 따라 설명변수를 추가한 모델이다. 모든 

설명변수의 인과관계 순서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애

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순서를 설정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명
변수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건강수준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소득

손자녀를 돌본 경험

동거

자녀 특성

결과
변수

동거

사적이전

주: 자녀 특성은 자녀 중 연령별 비율, 성-출생순서-결혼상태별 비율, 교육수준별 
비율, (손)자녀 수별 비율, 근로 비율, 주택 소유 비율을 포함한다.

<표 3-6> 노인 대상 분석 모델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을 투

입한다. 원론적으로 결혼 선택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생적

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연령에 크게 영향 받는 배우자 사망 여

부가 결혼상태 변량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

상태를 성과 함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간주한다. 한편 성-결혼상태와 

연령 간의 선후관계는 분명하지 않은데, 실제로 횡단적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론적으로 예측한 연령과 부양의 관계가 성-결혼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성-결혼상태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성-결혼상

태와 연령 다음으로는 주로 생애 초반에 결정되는 교육수준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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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체로 생애 중반에 결정되는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를 

투입한다.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에서 지역은 조사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직업

은 45세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노인의 생애과정에서 청장년기에 

생애 주된 일자리가 결정되고 취업, 결혼과 함께 특정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과 45세 당시 직업을 노인의 현재 특성보다 

먼저 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 종사 선택과 시골 거주 

선택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재가중 분석에서는 두 

변수를 조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지역과 직업에 따른 사회․
경제․문화적 특성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생존자녀 수

를 다음 순서로 투입한다.

다음으로 노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수준, 종사상지위, 자산, 소득, 손

자녀 돌봄 경험을 투입한다. 일반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가 근로의 필요조건이

라는 점, 경제활동의 결과로 자산과 소득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수

준, 종사상지위, 자산과 소득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산

과 소득의 경우, 자산 규모가 자산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이전의 수급 결정에 재산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다 자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재가중 분석에서는 우선 총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후, 

총소득 대신 각 소득원천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그 영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다. 소득원천 간 인과관계 순서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시장소득이 공

적이전보다 선행한다는 점,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조사에 공적연금소득이 포함된

다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조사에 기초노령연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소득48), 공적연금소득, 사회복지수당소득, 기초보장급여의 순으로 

소득원천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손자녀 돌봄 서비스 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산과 소득 다음으로 손자녀 돌봄 경

험을 투입한다.49)

이와 같이 모든 설명변수를 투입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노인과 자녀의 동거 

48) 횡단적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은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보
다 시장소득으로 합쳐서 분석했을 때 그 영향이 이론적 예측과 좀 더 부합하는 것으
로 나타나, 재가중 분석에서 시장소득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설명변수가 
많아질수록 재가중치를 구하기 위한 로짓 모델의 추정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되
었다.

49) 개별 소득원천의 영향을 분석한 후 손자녀 돌봄 경험의 영향을 분석할 때는 다시 
총소득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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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까지 투입한 상태에서 사적이전 분포를 분석하여 여러 설명변수 분포 변화

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변화의 영향을 확인한다.

<표 3-7>에는 자녀 대상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녀 대상 분석에서도 모

든 모델에 부모 특성 변수를 모두 투입하고, 여러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

로 투입한다. 가장 먼저 출생시점에 결정되는 인구학적 특성인 생존형제 수와 

연령을 투입한다. 두 변수 간의 선후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

면 개별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부모가 출산할 자녀 수를 대략적으로나마 미리 

계획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생존형제 수를 먼저 투입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

녀 대상 재가중 분석에서는 연령을 포함한 자녀의 모든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형제 수의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만약 형제 수가 가족 내에서 개

별 자녀에게 투자되는 자원의 규모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본 연구에

서 추정하는 생존형제 수의 영향에는 이와 같은 효과가 포함될 것이다. 생존형

제 수와 연령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인구학적 특성인 성-출생순서-결혼상태를 

투입한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설명
변수

생존형제 수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교육수준

(손)자녀 수

근로

주택 소유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

동거

부모 특성

결과
변수

동거

사적이전

주: 부모 특성은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건강수준, 현
재 종사상지위, 자산, 소득을 포함한다.

<표 3-7> 자녀 대상 분석 모델

다음으로는 교육수준, (손)자녀 수, 근로, 주택 소유,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을 투입한다. 교육수준은 주로 생애 초반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중 가장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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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자녀 수, 근로, 주택 소유의 경우, (손)자녀의 

존재가 자녀, 특히 여성 자녀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경제활동

의 결과로 주택을 포함한 자산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보다 (손)자녀 

수를 먼저, 주택 소유를 나중에 투입한다. 그리고 자녀, 특히 여성 자녀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손)자녀 돌봄 필요가 발생하고, 주택 소유로 대리되는 자녀

의 경제력이 (손)자녀 돌봄 서비스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

여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을 다음 순서로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모델10

에는 부모와의 동거를 투입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변수 간 인과관계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 노

력하지만, 잘못된 순서 설정으로 인해 개별 변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은 남는다. 이에 각 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추가하여 분석 

결과를 보완한다. 첫째, 해당 변수의 분포만 조정하여 다른 변수를 전혀 통제하

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모든 변수의 분포를 조정한 표본과 해

당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분포를 조정한 표본을 비교하여 다른 변수를 모

두 통제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한다.

한편 결과변수가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도 분석 결

과에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할 가능성(DaVanzo & Chan, 1994: 106; Won & Lee, 1999: 323), 자

녀로부터 부양을 받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 노인이 부양에 대한 대가로 손

자녀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자

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보장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 사적이전을 포함한 소

득조사 때문에 사적이전이 기초보장급여를 감소시킬 가능성(김희삼, 2008: 91; 

Cox & Jakubson, 1995: 140)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변수가 동거와 사적이전을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활용되었다는 점, 본 연구가 특정 설명변수의 인과적 영향

을 정교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설명변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탐

색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역인과관계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

을 대략적으로나마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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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노인과 자녀 특성의 추이

1. 노인 대상 분석

본 절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5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설명

변수에 해당하는 노인과 자녀 특성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2차, 

3차, 4차, 5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의 시점을 각각 해당 데이터의 조사가 이

루어진 연도인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으로 표시한다.50)

<표 4-1>과 <표 4-3>~<표 4-5>에는 노인 표본을 활용하여 노인 개인단

위로 분석한 특성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4-1>에서 2008~2014년 노

인 성, 결혼상태, 연령, 지역, 교육수준 추이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살기 때문에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많지만,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남성 노인 비율과 여성 노인 비율의 차이는 2008년 20.0%p에서 2014년 

15.8%p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혼인 중인 노인의 비율은 64.9%에서 66.0%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별 노인 비율이 조금씩 낮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유배우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

성 무배우 노인 비율은 2.1%p 감소한 반면 남성 무배우 노인 비율은 오히려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 결혼상태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개인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가 뚜렷이 확인된다. 2008~2014년 동안 노인 중 

75~79세 비율은 3.4%p, 80세 이상 비율은 4.2%p 증가하였다. 무배우 노인에 

대해 개인 연령을 그대로 사용하고 유배우 노인에 대해 부부 중 나이가 더 많

은 사람의 연령을 부부 모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부부 연령의 분포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50) <표 3-4>와 <표 3-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는 조사시점을 기준으
로 측정되었지만, 사적이전과 소득은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 손자녀 돌봄 경험은 조
사시점의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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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성 남성 40.0 40.8 41.3 42.1 2.1 **

여성 60.0 59.2 58.7 57.9 -2.1 **

결혼상태 혼인 중 64.9 65.0 65.6 66.0 1.2 

별거 0.5 0.6 0.5 0.6 0.1 

이혼 0.7 0.6 0.9 1.3 0.6 *

사별 또는 실종 33.9 33.8 33.0 32.0 -1.9 *

결혼한 적 없음 0.0 0.0 0.0 0.0 -0.0 

성-결혼상태 유배우 64.9 65.0 65.6 66.0 1.2 

남성 무배우 3.9 4.1 4.2 4.8 0.9 *

여성 무배우 31.2 30.9 30.2 29.1 -2.1 *

개인 연령 65~69세 36.1 33.7 31.6 31.9 -4.3 **

70~74세 30.2 29.6 28.4 26.8 -3.4 *

75~79세 17.9 19.2 21.3 21.3 3.4 **

80세 이상 15.7 17.4 18.6 19.9 4.2 ***

부부 연령 65~69세 27.4 25.1 22.9 24.5 -2.9 *

70~74세 31.9 31.1 29.8 26.7 -5.2 **

75~79세 21.3 22.6 24.3 24.5 3.2 *

80세 이상 19.4 21.2 23.0 24.3 4.9 ***

거주 지역 대도시 38.0 38.9 40.1 39.5 1.6 †

중소도시 29.7 30.1 30.4 31.6 1.9 *

읍면부 32.3 31.0 29.5 28.9 -3.4 ***

개인 교육수준 초졸 미만 37.7 34.0 30.2 26.4 -11.3 ***

초졸 33.1 33.7 32.9 32.4 -0.6 

중졸 10.8 12.1 13.3 15.2 4.4 ***

고졸 12.8 14.0 16.6 18.0 5.2 ***

대졸 이상 5.6 6.2 7.0 7.9 2.3 ***

부부 교육수준 초졸 미만 29.7 26.5 23.6 20.6 -9.1 ***

초졸 32.9 32.5 30.9 30.3 -2.6 **

중졸 12.4 13.7 14.7 15.9 3.5 ***

고졸 16.6 18.2 20.7 22.1 5.5 ***

대졸 이상 8.4 9.1 10.2 11.2 2.8 ***

사례 수 3594 3618 3576 3750

주: 2008년과 2014년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두 시점을 결합한 데이터에 대한 회
귀분석으로 1차년도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표 4-3>~<표 4-8>도 동일하다.

†p<.10, *p<.05, **p<.01, ***p<.001

<표 4-1> 노인의 성/결혼상태/연령/지역/교육수준 특성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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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화 추이를 반영하여 노인 중 읍면부에 거주

하는 비율이 3.4%p 감소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1.6%p,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중교육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를 졸업하지 못한 노인의 비율이 11.3%p나 감소하고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비

율이 증가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개인 교육수준을, 유배우 노인의 경우 부부 중 교육수준이 더 높은 사람의 값을 

사용하여 측정한 부부 교육수준의 분포도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었다.

구분 2005 2010 2015 15-05 차이

남성 39.8 40.5 42.1 2.3 

여성 60.2 59.5 57.9 -2.3 

배우자 있음 55.4 57.7 58.3 2.9 

이혼 1.1 1.9 3.7 2.6 

사별 42.9 39.7 36.8 -6.1 

미혼 0.5 0.6 1.2 0.7 

유배우 55.4 57.7 58.3 2.9 

남성 무배우 6.0 6.2 7.0 1.0 

여성 무배우 38.6 36.1 34.7 -3.9 

65~69세 38.5 33.4 32.2 -6.3 

70~74세 28.7 28.9 26.9 -1.8 

75~79세 17.6 20.0 20.6 3.1 

80세 이상 15.2 17.7 20.3 5.0 

동부 62.9 66.7 70.7 7.8 

읍면부 37.1 33.3 29.3 -7.8 

초졸 미만 36.3 29.1 22.2 -14.2 

초졸 35.0 35.1 33.0 -2.1 

중졸 10.5 13.2 15.9 5.4 

고졸 11.8 15.0 19.5 7.7 

대졸 이상 6.3 7.5 9.5 3.1 

자료: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총조사 집계자료(통계청, 2007, 2011, 2017f)로부터 계
산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은 전수부문, 2015년은 표본부문의 자료이다.

주: 65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4-2> 노인의 성/결혼상태/연령/지역/교육수준 특성 추이, 인구총조사

(단위: %, %p)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로 분석한 노인 특성 분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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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 4-2>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집계자료를 활용하

여 2005년, 2010년, 2015년의 노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에서 제주도와 시설 거주자가 제외되었다는 점, 본 연구의 표본에서 생존자녀가 

없는 노인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표 4-1>과 <표 4-2>의 모집단이 일치하

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를 살펴보면, 

두 데이터로 분석한 성, 연령, 지역 분포의 횡단적 수준과 시계열적 추이가 대

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인구총조사보

다 유배우 비율을 다소 높게 추정하지만 그 추이의 방향은 동일하다. 교육수준

의 경우 역시,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초졸 미만 비율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추정하지만 범주별 비율 추이의 방향은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노인 

표본과 인구총조사로 확인한 노인 특성 분포를 비교할 때, 약간의 횡단적인 차

이가 존재하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에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먼저 건

강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 2008~2014년 동안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p, 3.9%p 감소하고 보

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p 증가하였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개인 건강상태

를, 유배우 노인의 경우 부부 중 더 건강한 사람의 건강상태를 사용하여 측정한 

부부 건강상태의 분포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시간에 따라 

노인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

도 자녀에게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비율은 조금씩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

율이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판단을 지지한다. 즉, 신체적 기능상

태의 측면에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이 시간

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취업한 노인의 비율이 약 22~25%로 나타

나는 가운데 시간에 따라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미취업 비율이 낮아지는 

흐름이 관찰된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개인 종사상지위를, 유배우 노인의 경우 

남편의 종사상지위(남편이 미취업 상태이고 아내가 취업 상태이면 아내의 종사

상지위)를 사용하여 측정한 부부 종사상지위의 분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한편 농업이 쇠퇴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45세 당시 농림어업

에 종사한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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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개인 주관적 건강 좋은 편 18.3 17.5 17.9 16.6 -1.7 †

보통 38.7 38.4 40.6 44.3 5.6 ***

나쁜 편 43.0 44.1 41.5 39.1 -3.9 ***

부부 주관적 건강 좋은 편 26.3 24.7 24.6 23.4 -2.9 *

보통 43.2 42.3 44.6 47.6 4.4 **

나쁜 편 30.5 33.0 30.8 29.0 -1.5 

개인 일상생활 도움 불필요 80.5 81.5 83.0 83.3 2.8 **

도움 필요 19.5 18.5 17.0 16.7 -2.8 **

부부 일상생활 도움 불필요 88.6 89.2 91.2 90.3 1.7 *

도움 필요 11.4 10.8 8.8 9.7 -1.7 *

개인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5.8 7.0 7.7 9.1 3.3 ***

자영업자 16.2 17.6 16.3 15.4 -0.9 

미취업 78.0 75.4 76.0 75.5 -2.5 **

부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8.5 10.7 11.5 13.5 4.9 ***

자영업자 20.6 22.1 21.2 20.3 -0.3 

미취업 70.9 67.2 67.3 66.2 -4.7 ***

개인 45세 당시 직업 (준)전문직․사무직 12.7 13.3 13.8 15.1 2.3 ***

서비스․판매 14.1 14.4 14.9 15.3 1.3 *

농림어업 25.2 23.8 21.9 19.6 -5.7 ***

기능직 8.2 9.3 10.3 11.2 2.9 ***

단순노무 17.8 17.4 16.9 16.7 -1.1 *

비근로 21.9 21.8 22.2 22.2 0.2 

부부 45세 당시 직업 (준)전문직․사무직 19.7 20.0 20.7 22.0 2.3 **

서비스․판매 13.9 14.2 14.7 15.2 1.3 †

농림어업 28.0 26.2 24.2 21.2 -6.7 ***

기능직 11.8 13.0 14.5 15.7 4.0 ***

단순노무 16.4 16.3 15.6 15.6 -0.9 

비근로 10.2 10.3 10.4 10.3 0.1 

사례 수 3594 3618 3576 3750

주: 남편의 45세 당시 직업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최종 표본에 포함되지만 본인의 
45세 당시 직업이 결측인 사례가 2차 2명, 3차 1명, 4차 1명 존재한다. 개인 
45세 당시 직업의 분포는 이들을 제외한 분석 결과이다.

†p<.10, *p<.05, **p<.01, ***p<.001

<표 4-3> 노인의 건강/종사상지위/45세 당시 직업 특성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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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근로소득 평균 276 259 277 301 25 

0 63.5 62.2 63.4 61.7 -1.8 

0 초과 339 이하 11.0 14.0 10.5 9.9 -1.2 

339 초과 824 이하 15.1 13.9 15.6 15.1 -0.0 

824 초과 10.3 9.9 10.5 13.3 3.0 **

자산소득 평균 46 52 41 57 11 

0 83.6 84.4 79.7 76.8 -6.9 ***

0 초과 36 이하 4.7 4.1 5.6 8.6 3.8 ***

36 초과 184 이하 6.8 5.7 8.5 8.9 2.1 **

184 초과 4.9 5.8 6.2 5.8 0.9 

공적연금소득 평균 130 149 174 208 78 ***

0 66.3 56.5 52.2 46.8 -19.5 ***

0 초과 109 이하 11.9 17.0 14.4 12.3 0.4 

109 초과 258 이하 12.1 15.0 20.0 22.7 10.5 ***

258 초과 9.7 11.5 13.4 18.2 8.6 ***

사회복지수당소득 평균 22 38 42 73 51 ***

0 48.7 69.8 70.1 40.8 -7.9 ***

0 초과 49 이하 46.4 4.3 2.8 3.9 -42.5 ***

49 초과 110 이하 2.6 16.5 14.2 43.8 41.3 ***

110 초과 2.3 9.4 12.9 11.5 9.2 ***

기초보장급여 평균 17 17 14 15 -2  

0 94.6 94.6 95.5 96.0 1.4 **

0 초과 219 이하 2.0 1.8 1.6 0.8 -1.2 ***

219 초과 380 이하 1.6 2.1 2.1 1.6 0.1    

380 초과 1.8 1.5 0.8 1.6 -0.2

시장소득 평균 322 311 318 358 36 *

0 53.3 53.2 51.9 47.5 -5.7 ***

0 초과 226 이하 14.7 13.8 14.3 16.0 1.3 

226 초과 760 이하 19.2 19.2 19.9 19.4 0.2 

760 초과 12.9 13.8 13.9 17.1 4.2 ***

공적이전소득 평균 169 204 230 297 127 ***

0 29.4 34.1 32.6 12.4 -16.9 ***

0 초과 98 이하 39.6 18.6 15.4 17.0 -22.6 ***

98 초과 248 이하 15.8 28.4 29.5 40.9 25.1 ***

248 초과 15.2 18.8 22.5 29.6 14.4 ***

사적이전 제외
총소득

평균 491 515 548 654 163 ***

0 16.0 20.2 19.3 5.0 -11.0 ***

0 초과 159 이하 31.0 23.3 22.5 26.4 -4.7 ***

159 초과 752 이하 31.5 33.4 32.3 38.0 6.5 ***

752 초과 21.5 23.1 25.8 30.6 9.1 ***

자산 평균 8788 9412 10141 11505 2717 ***

0 이하 19.5 16.9 15.0 11.1 -8.4 ***

0 초과 3485 이하 31.5 27.3 22.7 22.7 -8.8 ***

3485 초과 12085 이하 28.5 33.5 36.0 35.8 7.3 ***

12085 초과 20.5 22.3 26.3 30.4 9.9 ***

사례 수 3594 3618 3576 3750 

†p<.10, *p<.05, **p<.01, ***p<.001

<표 4-4> 노인의 소득/자산 특성 추이

(단위: 만원/년, 만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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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에서는 노인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먼저 여러 소득원

천의 평균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더한 시장소득의 평균이 공적연

금소득과 사회복지수당소득, 기초보장급여를 더한 공적이전소득의 평균보다 크

지만, 시간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빠르게 증가하여 시장소득 평균을 따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가의 역

할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 2008~2014년 동안 기초보장급여의 

평균은 오히려 2만원/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주

로 공적연금 성숙과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적이전을 

제외한 총소득의 평균은 491만원/년에서 654만원/년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노인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평균은 8,788만원에서 1억 1,505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표 4-4>에는 각 소득/자산 항목을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때 네 시점의 노인 표본을 결합한 후 각 항

목이 0원을 초과하는 사례의 p30, p70 퍼센타일값을 기준으로 범주를 구분하

였다. 예를 들어, 결합 표본에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한 

p30, p70이 각각 339만원/년, 824만원/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0원, 0원 

초과 339만원/년 이하, 339만원/년 초과 824만원/년 이하, 824만원/년 초과의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원천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구체

적인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없거나 339만원/년 이하인 저소득 비율이 3.0%p 감소하고 824만원/년을 넘는 

고소득 비율이 3.0%p 증가하였다. 반면 자산소득의 경우, 184만원/년을 넘는 

고소득 비율이 0.9%p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자산소득이 존재하지만 36만원/

년 이하인 저소득 비율이 3.8%p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소득이 없는 비율이 66.3%에서 46.8%로 크게 감소

하고 109만원/년을 넘는 비율이 19.1%p 증가하는 등 공적연금소득수준이 상

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수당소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7.9%p 증가한 가운데,51) 2008년에는 사회복지수당소득을 

받는 노인의 대부분이 49만원/년 이하의 낮은 급여를 받았지만 2014년에는 

51) 사회복지수당소득이 없는 노인의 비율이 2008년 48.7%에서 2010~2012년 
69.8~70.1%로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2010년 노인의 기
초노령연금 수급률이 67.7%라는 점(보건복지부, 2014: 8)을 고려할 때, 3차와 4차
의 사회복지수당소득 조사가 다소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2014년에는 사회복지수당소득이 없는 노인의 비율이 다시 40.8%로 낮아졌
기 때문에 2008년과 2014년의 비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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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원/년을 넘는 급여를 받는 노인의 비율이 55.3%에 달했다.

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노인의 생존자녀 수 평균 3.8 3.7 3.6 3.4 -0.5 ***

1명 5.2 5.2 5.3 5.5 0.3 

2명 14.2 16.7 20.0 23.7 9.5 ***

3명 25.5 28.3 29.4 30.6 5.1 ***

4명 23.4 21.6 20.9 19.2 -4.2 ***

5명 이상 31.6 28.2 24.4 20.9 -10.8 ***

39세 이하 % 평균 28.8 24.5 22.5 21.4 -7.4 ***

40~44세 % 평균 25.5 27.6 27.5 26.8 1.3 

45~49세 % 평균 21.4 21.0 21.2 22.8 1.4 †

50~54세 % 평균 13.5 15.2 15.5 14.7 1.1 †

55세 이상 % 평균 10.8 11.7 13.3 14.4 3.6 ***

유배우 장남 % 평균 23.1 23.6 23.9 24.5 1.4 ***

무배우 장남 % 평균 5.7 6.0 6.8 7.2 1.5 ***

유배우 장남아닌아들 % 평균 19.9 19.4 18.2 17.0 -2.9 ***

무배우 장남아닌아들 % 평균 5.3 5.4 5.3 5.6 0.3 

유배우 딸 % 평균 40.0 38.8 38.5 38.3 -1.7 **

무배우 딸 % 평균 6.0 6.8 7.3 7.4 1.4 ***

초졸 이하 % 평균 7.6 6.4 5.3 4.1 -3.5 ***

중졸 % 평균 10.0 8.7 7.3 6.2 -3.8 ***

고졸 % 평균 41.9 40.8 39.9 37.5 -4.4 ***

대졸 이상 % 평균 40.5 44.1 47.6 52.2 11.7 ***

비근로 % 평균 32.2 28.8 26.1 25.5 -6.7 ***

근로 % 평균 67.8 71.2 73.9 74.5 6.7 ***

주택 비소유 % 평균 60.9 58.9 59.5 61.1 0.2 

주택 소유 % 평균 39.1 41.1 40.5 38.9 -0.2 

(손)자녀 0명 % 평균 16.1 17.3 18.6 20.9 4.8 ***

(손)자녀 1명 % 평균 17.1 17.7 19.0 20.3 3.3 ***

(손)자녀 2명 % 평균 54.2 53.3 51.8 49.4 -4.7 ***

(손)자녀 3명 이상 % 평균 12.6 11.7 10.6 9.3 -3.4 ***

노인의 손자녀 돌봄 경험 돌본 적 없음 96.1 97.5 97.5 98.2 2.1 ***

돌본 적 있음 3.9 2.5 2.5 1.8 -2.1 ***

사례 수 3594 3618 3576 3750

†p<.10, *p<.05, **p<.01, ***p<.001

<표 4-5> 노인의 자녀 관련 특성 추이

(단위: 명,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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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에는 노인의 자녀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우선 

2008~2014년 동안 노인의 생존자녀 수 평균이 3.8명에서 3.4명으로 0.5명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존자녀가 1명인 비율은 

약 5%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4명 이상인 비율이 15.0%p 감소하고 2~3명인 

비율이 1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2014년에는 2~3명의 생존

자녀를 둔 노인이 절반을 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개별 노인이 둔 여러 자녀의 특성을 노인 개인단위로 측정한 변

수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39세 이하 백분율의 평균은 개별 노인에 

대해 해당 노인의 전체 자녀 수를 분모로, 39세 이하 자녀 수를 분자로 한 백

분율을 구한 후 이를 노인 개인단위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전체 노인에 대해 그 

평균을 구한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39세 이하 백분율 평균이 감

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평균적으로 노인의 자녀 중 39세 이하 자녀가 차지하

는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표를 해석하면, 우선 고령화에 따

라 39세 이하 비율이 감소하고 55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

녀 연령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된다. 아들과 딸의 비율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

지만, 생존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자녀 중 장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만혼․비혼의 확산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자녀의 비율이 조금씩 증

가하였다. 대학진학율이 높아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

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함께 근로하는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자녀 경제력을 대리하는 또 다른 지표인 주택 소유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노인의 자녀 중 자신의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지난 1년 중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

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2008년 3.9%에서 2014년 1.8%로 낮아졌다.

2. 자녀 대상 분석

<표 4-6>~<표 4-8>에서는 자녀 표본을 활용하여 여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표 4-6>과 노인의 자녀 관련 특성을 분석한 

<표 4-5>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령을 예로 들면, <표 4-5>에서는 

2008년 노인 3,594명을 분석하여 39세 이하 자녀 비율 변수의 평균이 28.8%

임을 보고하였고, <표 4-6>에서는 2008년 3,594명의 노인을 부모로 둔 자녀 

10,238명을 분석하여 39세 이하인 자녀의 비율이 25.6%임을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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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성 남성 51.5 51.6 51.4 51.5 -0.0 

여성 48.5 48.4 48.6 48.5 0.0 

연령 39세 이하 25.6 21.3 19.5 17.8 -7.8 ***

40~44세 23.8 24.2 23.5 22.1 -1.7 *

45~49세 21.4 21.5 21.3 22.5 1.1 

50~54세 15.4 17.4 17.9 17.4 2.0 ***

55세 이상 13.7 15.6 17.8 20.2 6.5 ***

결혼상태 무배우 15.7 16.7 17.7 18.4 2.7 ***

유배우 84.3 83.3 82.3 81.6 -2.7 ***

성-출생순서-결혼상
태

유배우 장남 20.2 20.7 21.0 21.4 1.3 ***

무배우 장남 4.5 4.7 5.3 5.7 1.2 ***

유배우 장남아닌아들 21.3 20.8 19.6 18.6 -2.7 ***

무배우 장남아닌아들 5.5 5.4 5.5 5.7 0.2 

유배우 딸 42.8 41.9 41.8 41.5 -1.3 **

무배우 딸 5.7 6.5 6.9 7.0 1.3 ***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5 9.2 7.8 6.4 -4.0 ***

중졸 11.9 10.7 9.1 8.3 -3.6 ***

고졸 42.8 42.4 42.1 40.7 -2.1 ***

대졸 이상 34.8 37.7 41.0 44.6 9.7 ***

근로 비근로 34.4 31.1 28.5 27.6 -6.7 ***

근로 65.6 68.9 71.5 72.4 6.7 ***

주택 소유 비소유 60.3 58.5 58.7 59.9 -0.4 

소유 39.7 41.5 41.3 40.1 0.4 

(손)자녀 수 0명 14.4 15.3 16.4 18.2 3.7 ***

1명 15.8 16.3 17.6 18.8 3.1 ***

2명 55.3 54.9 53.9 52.1 -3.2 ***

3명 이상 14.5 13.5 12.1 10.9 -3.6 ***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

돌본 적 없음 98.9 99.3 99.3 99.3 0.4 *

돌본 적 있음 1.1 0.7 0.7 0.7 -0.4 *

생존형제 수
(본인 포함)

평균 4.5 4.4 4.2 4.0 -0.5 ***

1명 1.6 1.7 1.7 1.9 0.3 *

2명 8.0 9.6 11.8 14.5 6.5 ***

3명 19.9 22.0 24.0 25.8 5.9 ***

4명 23.7 23.0 23.2 22.3 -1.4 *

5명 이상 46.8 43.7 39.2 35.5 -11.3 ***

사례 수 10238 9955 9543 9560

†p<.10, *p<.05, **p<.01, ***p<.001

<표 4-6> 자녀의 기본 특성 추이

(단위: %, %p,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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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의 분석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 특성을 분석한 <표 4-5>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2008~2014년 동안 남성/여성 자녀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자녀 연령이 증가하였으며, 배우자가 없거나 장남인 자녀의 비

율이 증가하였다.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근로하는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주

택을 소유한 자녀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자신의 10세 미만 자녀를 지난 1년 중 노부모가 돌

본 적 있는 자녀의 비율은 약 1%로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0.4%p 감소하였다. 본인을 포함한 생존형제 수의 평균은 0.5명 감소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존형제가 2~3명인 비율이 12.4%p 증가하고 5명 이상인 비율

이 1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과 <표 4-8>에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노부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부모 연령 65~69세 비율은 10,238명의 자녀 중 그 부모

의 연령이 65~69세인 자녀의 비율을 의미한다. 부모가 유배우 노인일 경우, 노

인 대상 분석에서 노인 개인단위 특성을 부부단위 특성으로 변환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종사상

지위, 45세 당시 직업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노부

모 특성 추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노인 특성 추이(<표 4-1>, <표 

4-3>, <표 4-4>)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노부모의 연령이 증가하였고, 

읍면부 거주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수준이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불필요한 비율, 임금근로자 비율

이 증가하였고, 45세 당시 농림어업에 종사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노부모의 소

득과 자산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을 제외한 총소득과 자산의 평균이 증가한 가운

데, 시장소득 평균보다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성-결혼상태의 경우 노인 대상 분석과 자녀 대상 분석의 차이가 나타났

다. 노인 대상 분석에서 유배우 비율이 1.2%p 증가하고 여성 무배우 비율이 

2.1%p 감소한 반면(<표 4-1>), 자녀 대상 분석에서는 노부모가 유배우인 비

율이 오히려 0.5%p 감소하고 여성 무배우인 비율이 0.3%p 감소하는 데 그쳤

다. 즉, 자녀 대상 분석에서는 유배우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사별 여성 노인 비

율이 감소하는 추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성-결혼상태 

범주별로 노인의 생존자녀 수 평균이 다르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08~2014년 동안 전체 노인의 생존자녀 수 평균은 0.5명 감소하

였는데(<표 4-5>),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여성 무배우 노인의 생존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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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0.2명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즉, 노인 중 여성 무배우 비율이 감소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수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

문에 자녀 중 노부모가 여성 무배우인 비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성-결혼상태 유배우 50.2 49.5 50.2 49.7 -0.5 

남성 무배우 5.2 5.4 5.3 6.0 0.8 

여성 무배우 44.6 45.1 44.5 44.3 -0.3 

연령 65~69세 26.0 22.6 20.7 21.6 -4.5 ***

70~74세 28.3 27.7 26.0 22.7 -5.6 ***

75~79세 22.1 23.2 24.3 24.1 2.0 

80세 이상 23.6 26.4 29.0 31.6 8.1 ***

거주 지역 대도시 34.8 35.2 35.9 35.5 0.8 

중소도시 29.8 29.8 30.5 31.2 1.4 †

읍면부 35.4 35.1 33.6 33.3 -2.1 **

교육수준 초졸 미만 38.9 36.2 33.1 30.4 -8.5 ***

초졸 31.2 32.2 31.3 31.0 -0.2 

중졸 10.4 11.2 12.6 13.7 3.4 ***

고졸 13.4 14.2 16.0 17.0 3.6 ***

대졸 이상 6.0 6.3 7.0 7.8 1.8 ***

주관적 건강 좋은 편 23.5 21.7 20.9 20.4 -3.2 **

보통 41.2 40.0 42.8 44.3 3.1 *

나쁜 편 35.3 38.3 36.3 35.3 0.1 

일상생활 도움 불필요 85.0 85.1 87.3 85.9 0.9 

도움 필요 15.0 14.9 12.7 14.1 -0.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7.0 8.7 9.3 10.9 3.9 ***

자영업자 19.8 21.2 19.6 18.4 -1.4 

미취업 73.3 70.2 71.1 70.7 -2.5 *

45세 당시 직업 (준)전문직․사무직 14.8 14.7 15.1 16.4 1.5 *

서비스․판매 13.9 14.0 14.9 15.0 1.1 †

농림어업 32.0 30.5 28.7 26.2 -5.9 ***

기능직 9.2 10.2 11.3 12.0 2.8 ***

단순노무 17.4 17.5 16.7 16.9 -0.5 

비근로 12.6 13.1 13.3 13.6 1.0

사례 수 10238 9955 9543 9560

†p<.10, *p<.05, **p<.01, ***p<.001

<표 4-7> 자녀의 부모 관련 특성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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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근로소득 평균 250 235 248 261 11 

0 67.2 66.3 67.6 66.6 -0.6 

0 초과 339 이하 9.9 12.6 9.5 9.3 -0.5 

339 초과 824 이하 13.6 12.0 13.6 12.6 -1.1 

824 초과 9.3 9.1 9.4 11.5 2.2 **

자산소득 평균 38 42 30 45 8 

0 85.7 86.7 82.5 79.7 -5.9 ***

0 초과 36 이하 4.1 3.7 5.4 7.5 3.4 ***

36 초과 184 이하 6.1 4.9 7.4 7.9 1.8 **

184 초과 4.2 4.7 4.7 4.8 0.7 

공적연금소득 평균 111 132 152 182 71 ***

0 69.6 60.7 56.8 52.8 -16.8 ***

0 초과 109 이하 10.1 14.6 12.0 9.9 -0.2 

109 초과 258 이하 12.2 14.9 19.8 21.9 9.7 ***

258 초과 8.1 9.8 11.4 15.4 7.2 ***

사회복지수당소득 평균 22 41 44 80 57 ***

0 46.9 67.5 68.3 36.3 -10.6 ***

0 초과 49 이하 48.7 4.5 2.5 2.9 -45.8 ***

49 초과 110 이하 2.2 15.9 12.0 47.0 44.9 ***

110 초과 2.2 12.1 17.1 13.7 11.6 ***

기초보장급여 평균 16 15 12 13 -3      

0 95.1 95.1 96.0 96.3 1.2 *

0 초과 219 이하 1.6 1.6 1.4 0.8 -0.8 **

219 초과 380 이하 1.8 2.0 1.9 1.7 -0.1      

380 초과 1.5 1.4 0.7 1.2 -0.4    

시장소득 평균 287 277 278 306 19 

0 58.3 59.0 57.7 54.3 -4.0 **

0 초과 226 이하 12.8 11.7 12.7 14.5 1.7 †

226 초과 760 이하 17.5 17.0 17.5 16.3 -1.2 

760 초과 11.4 12.4 12.1 14.8 3.5 ***

공적이전소득 평균 149 188 208 274 126 ***

0 30.2 35.8 35.1 12.4 -17.7 ***

0 초과 98 이하 41.0 16.1 12.7 14.4 -26.6 ***

98 초과 248 이하 15.4 31.2 32.2 46.6 31.1 ***

248 초과 13.4 16.9 20.1 26.5 13.2 ***

사적이전 제외
총소득

평균 436 464 485 580 144 ***

0 18.2 23.4 22.9 5.7 -12.4 ***

0 초과 159 이하 34.5 25.6 25.2 32.1 -2.4 †

159 초과 752 이하 28.5 30.8 29.5 35.9 7.4 ***

752 초과 18.8 20.3 22.5 26.2 7.4 ***

자산 평균 7678 8531 9077 10438 2761 ***

0 이하 24.2 21.6 19.4 14.6 -9.6 ***

0 초과 3485 이하 31.2 27.2 23.2 24.3 -7.0 ***

3485 초과 12085 이하 27.1 31.6 34.1 33.9 6.8 ***

12085 초과 17.5 19.6 23.4 27.3 9.8 ***

사례 수 10238 9955 9543 9560

†p<.10, *p<.05, **p<.01, ***p<.001

<표 4-8> 자녀의 부모 소득/자산 특성 추이

(단위: 만원/년, 만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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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

1. 노인 대상 분석

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자녀와의 동거 비율 37.3 35.4 33.4 30.3 -7.0 ***

유배우 자녀와의 동거 비율 19.4 17.1 14.8 12.7 -6.7 ***

사례 수 3594 3618 3576 3750

전체 노인 
사적이전

평균 82.7 74.9 80.5 93.4 10.8 †

총소득 대비 비율1) 14.4 12.7 12.8 12.5

0원 초과 비율 22.0 21.2 22.8 25.7 3.7 **

0원 제외 평균 376.1 353.8 352.6 363.2 -13.0

사례 수 3594 3618 3576 3750

동거 노인 
사적이전

평균 45.1 40.4 49.7 48.4 3.2

총소득 대비 비율1) 10.2 8.9 9.3 7.7

0원 초과 비율 13.3 13.5 13.7 14.1 0.8

0원 제외 평균 339.2 299.9 363.7 343.5 4.3

사례 수 1341 1273 1175 1126

비동거 노인 
사적이전

평균 105.0 93.8 96.0 113.0 8.1

총소득 대비 비율1) 16.1 14.1 14.2 14.1

0원 초과 비율 27.1 25.4 27.4 30.8 3.7 *

0원 제외 평균 386.9 369.5 349.9 367.1 -19.8

사례 수 2253 2345 2401 2624

주: 2008년과 2014년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두 시점을 결합한 데이터에 대한 회
귀분석으로 1차년도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표 4-11>, <표 4-13>, <표 4-14>도 동일하다.
1) 사적이전을 포함한 총소득 평균 대비 사적이전 평균의 비율을 의미한다.

†p<.10, *p<.05, **p<.01, ***p<.001

<표 4-9>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

(단위: %, %p, 만원/년)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를 살펴본다. 먼저 

<표 4-9>에서 노인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8~2014년 동안 자녀

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37.3%에서 30.3%로 7.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14년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1/3에도 미치지 못해, 현

재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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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배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 역시 

19.4%에서 12.7%로 크게 감소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000년대 중

반 이후 자녀와의 동거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거와 달리,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은 감소하지 않았다. 사

적이전 평균은 2008년 82.7만원/년에서 2010년 74.9만원/년으로 감소한 후 

2012년 80.5만원/년, 2014년 93.4만원/년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 

2008~2014년의 증가량은 10.8만원/년으로 월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었다. 이처럼 사적이전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사적이전을 제외한 노인의 소득

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표 4-4>), 사적이전을 포함한 총소득 

평균 대비 사적이전 평균의 비율은 14.4%에서 12.5%로 낮아졌다. 즉, 사적이

전의 절대적인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노후소득에서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규모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 노인이 받은 사적이전 평균을 사적이전을 받은 노인

의 비율(0원 초과 비율)과 사적이전을 받은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0원 제외 평

균)으로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자. 사적이전을 받은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은 약 

월 30만원으로, 2008~2014년 동안 13.0만원/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사적이전을 받은 노인의 비율은 22.0%에서 25.7%로 3.7%p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조금이나마 증가한 것은 사적이전을 받는 

노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적이전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분포를 분석하였다. 우선 횡단

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측과 같이 비동거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노인이 사적이전을 받는 비율은 동거 

노인에 비해 10%p 이상 높다. 하지만 0원 제외 평균을 살펴보면, 동거 노인도 

비동거 노인에 크게 뒤지지 않는 규모의 사적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즉, 동거 노인이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

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이전을 받을 때는 작지 않은 금

액을 받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위집단별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동거 노인의 

경우 전체 평균, 0원 초과 비율, 0원 제외 평균이 모두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

면, 비동거 노인의 경우 0원 초과 비율이 3.7%p 증가하고 0원 제외 평균이 

19.8만원/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분포 변화가 

주로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분포 변화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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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 분포 변화를 요약하면, 2008~2014년 동안 사적이전 평균이 그다

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비동거 노인을 중심으로 사적이전을 받은 비율

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적

이전을 받은 비율이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4차와 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사적이전 관련 문항의 

작은 변화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해볼 수 있

다.52) 만약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증

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노인의 2008~2014년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

은 10.8만원/년이 아니라 2.2만원/년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반

적으로 사적이전 분포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이다. 

단, 사적이전 분포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사적이전 분포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

석하는 본 연구의 작업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관찰된 사적이전 분포 변화가 크

지 않은 이유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서로의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이라면, 여러 영향요인의 개별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로 분석한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 4-10>에서는 2006~2015년 가계동향조사 데

이터로 노인의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를 분석하였다. 단,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 다음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

계동향조사에서 농가를 제외하기 때문에 두 데이터의 모집단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서 노인의 자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녀 

대신 25~64세 가구원과의 동거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손자녀나 배우자 등의 25~64세 가구원과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표 

4-9>보다 <표 4-10>의 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노인 개인이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을 측정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달리 가계동

향조사에서는 가구가 받은 전체 사적이전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표 4-10>에

서는 노인이 속한 가구가 받은 사적이전을 해당 가구의 노인 수로 나눈 노인 1

인당 가구 사적이전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표 4-10>의 사적이전에 노인이 아

52)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비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현물 지원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그런데 2~4
차 조사에서는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각 항목의 지원 여
부를 복수응답으로 선택하게 하였지만, 5차 조사에서는 각 항목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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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가구원이 받은 사적이전과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이 포함

되므로, <표 4-9>보다 <표 4-10>의 사적이전 규모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5~64세 가구원 동거 비율 49.3 46.6 45.4 43.7 45.6 43.5 41.2 39.2 36.9 35.2 

사례 수 3250 3155 3193 3182 3278 3478 3700 3845 3977 4113

전체 노인 
사적이전

평균 296 287 283 207 207 210 209 198 201 191

0원 초과 비율 76.6 76.2 74.0 51.8 46.3 47.5 42.9 42.7 40.5 38.7 

0원 제외 평균 387 376 382 400 446 441 488 464 496 493

사례 수 3250 3155 3193 3182 3278 3478 3700 3845 3977 4113

동거 노인 
사적이전

평균 248 216 225 170 176 186 193 167 170 162

0원 초과 비율 65.6 65.1 60.7 37.2 31.9 33.0 27.8 28.5 26.2 24.2 

0원 제외 평균 377 331 371 456 554 563 693 587 648 670

사례 수 1523 1415 1424 1403 1496 1482 1454 1449 1374 1316

비동거 노인 
사적이전

평균 343 349 331 236 232 228 221 218 219 206

0원 초과 비율 87.2 85.9 85.0 63.1 58.4 58.7 53.5 51.9 48.9 46.5 

0원 제외 평균 394 406 389 374 397 388 413 421 448 443

사례 수 1727 1740 1769 1779 1782 1996 2246 2396 2603 2797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 자료.
주: 6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적이전은 가구 간 이전으로 측정하였

고, 가구 사적이전을 가구 내 노인 수로 나눈 노인 1인당 금액을 분석하였다. 통
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표 4-10> 노인의 25~64세 가구원과의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 가계동향조사

(단위: %, 만원/년)

<표 4-10>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녀와의 동거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는 앞선 결론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2008~2014년의 

25~64세 가구원 동거 비율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표 4-9>의 자녀 동거 비율

보다 약 6~10%p 높게 나타났고, 해당 기간 동안 45.4%에서 36.9%로 8.5%p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사적이전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전체 노

인의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20%p 넘게 감소하면서 사적이전 평균이 76만원/

년이나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적이전의 급격한 감소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2009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항목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008년 이전 데이터를 새로운 분류체계에 맞추어 추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2009년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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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의 횡단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표 4-9>보다 <표 4-10>의 

사적이전 평균과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거 노인

보다 비동거 노인이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 현상, 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적이전을 받는 동거 노인은 상당한 규모의 사적이

전을 받는 현상이 두 데이터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사적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두 데이터의 차이가 관찰된다. <표 4-9>

의 2008~2014년과 <표 4-10>의 2009~2014년 사적이전 추이를 비교해보

자.53)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표 4-9>에서 10.8만원/

년 증가한 반면 <표 4-10>에서 6만원/년 감소하였지만, 두 데이터 모두 그 변

화량이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0원 초과 비율과 0원 제외 평균을 살펴보면, 각

각 <표 4-9>에서 3.7%p 증가, 13.0만원/년 감소한 반면 <표 4-10>에서 

11.3%p 감소, 96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두 데이터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차이는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적이전 추이의 차이가 사적이전 개념과 측정의 데이터 간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두 데이터 중 하나 또는 전부가 모집단의 추이를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비교적 유효하지만, 

<표 4-9>에 보고한 0원 초과 비율과 0원 제외 평균의 추이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단, 본 연구의 재가중 분석은 시간에 따른 설명변수 분포 변화

와 한 시점의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설령 분

석된 사적이전 추이가 다소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재가중 분석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또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사적

이전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제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표 4-11>에는 다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성-결혼

상태별로 2008년과 2014년의 동거와 사적이전 분포를 보고하였다. 우선 횡단

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양 필요가 큰 노인이 더 많은 부양을 받을 것

이라는 예측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의 

동거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특히 무배우 노인의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한편, 유배우 노인과 남성 무배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크게 변화하지 

53)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사적이전을 측정하였지만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서는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사적이전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연도라 하더라도 사적이전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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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과 달리, 여성 무배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56.6만원/년이나 증가하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결혼상태에 따라 부양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08~2014년 동안 유배우 노인의 동거와 사적이

전이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여성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동거가 급격하게 감소한 

대신 사적이전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여성 무배우 노인은 동거가 감소하고 사

적이전이 증가하는 형태의 부양 구성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2008 2014 14-08 차이

자녀와의 
동거 비율

유배우 28.8 25.0 -3.8 **

사례 수 2282 2475

남성 무배우 43.7 24.1 -19.5 ***

사례 수 155 168

여성 무배우 54.0 43.4 -10.7 ***

사례 수 1157 1107

전체 노인 
사적이전 평균

유배우 69.9 61.7 -8.2

사례 수 2282 2475

남성 무배우 105.4 107.7 2.3

사례 수 155 168

여성 무배우 106.2 162.9 56.6 ***

사례 수 1157 1107

동거 노인 
사적이전 평균

유배우 45.0 31.7 -13.2     

사례 수 637 588

남성 무배우 47.3 165.1 117.9     

사례 수 72 47

여성 무배우 45.1 59.4 14.3     

사례 수 632 491

비동거 노인 
사적이전 평균

유배우 80.0 71.8 -8.3     

사례 수 1645 1887

남성 무배우 150.5 89.4 -61.1     

사례 수 83 121

여성 무배우 178.0 242.1 64.1 **

사례 수 525 616

†p<.10, *p<.05, **p<.01, ***p<.001

<표 4-11> 성-결혼상태별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

(단위: %, %p,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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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을 많이 받는 비동거 노인 비율

이 증가하는 변화는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표 4-12>에서는 2008~2014년 동

안 관찰된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을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부분과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평균 변화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만약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평균이 2008년 또는 2014년의 값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시간에 따라 동거 비율이 7.0%p 감소하여(<표 4-9>)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약 4~5만원/년 증가하였을 것이다. 한편 동거 비율이 2008년 또는 

2014년의 값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시간에 따라 동거 노인과 비동거 노인의 사

적이전 평균이 각각 3.2만원/년, 8.1만원/년 증가하여(<표 4-9>)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약 6~7만원/년 증가하였을 것이다. 즉, 동거 감소가 관찰된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이다.

구분 전체
유배우 
노인

남성 
무배우 
노인

여성 
무배우 
노인

14년 평균과 08년 평균 차이 10.8 -8.2 2.3 56.6

14년 (비)동거 집단별 평균 기준,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4.5 1.5 -14.8 19.5

08년 (비)동거 집단별 평균 기준,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4.2 1.3 20.2 14.2

08년 동거 비율 기준, (비)동거 집단별 평균 변화로 인한 차이 6.3 -9.7 17.0 37.2

14년 동거 비율 기준, (비)동거 집단별 평균 변화로 인한 차이 6.6 -9.5 -17.9 42.5

주: 3장의 (식 1)을 활용하여 2008~2014년 노인이 받은 사적이전 평균 차이를 분
해하였다.

<표 4-12> 동거를 이용한 노인 사적이전 평균 차이 분해

(단위: 만원/년)

성-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동거 비율 감소량이 3.8%p로(<표 4-11>) 그다

지 크지 않은 유배우 노인의 경우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사적이전 평균 증가

량이 약 1~2만원/년으로 작게 나타났다. 남성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례 수가 크지 않아(<표 4-11>) 일관된 분석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부분과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평균 변화로 인한 부분이 각각 약 14~20만원/년, 37~43

만원/년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이 10.7%p 감소하여

(<표 4-11>) 사적이전 평균이 증가하였지만,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 무배

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64.1만원/년이나 증가한 변화가(<표 4-11>)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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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평균을 더 많이 증가시킨 것이다. 이는 여성 무배우 노인의 사적이전이 동

거 감소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단, 최종적

으로 동거 변화가 사적이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재가중 

분석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2. 자녀 대상 분석

구분 2008 2010 2012 2014 14-08 차이

전체 자녀의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 11.9 11.7 11.6 10.7 -1.2 **

사례 수 10238 9955 9543 9560

유배우 자녀의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 6.9 6.4 5.8 5.3 -1.6 ***

사례 수 8700 8375 7982 7944

무배우 자녀의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 38.7 38.0 38.6 34.9 -3.9 *

사례 수 1538 1580 1561 1616

전체 자녀 
사적이전

평균 31.4 29.1 32.3 39.5 8.1 ***

0원 초과 비율 9.4 9.3 10.8 13.8 4.4 ***

0원 제외 평균 333.6 313.3 298.3 286.8 -46.8 **

사례 수 10238 9955 9543 9560

동거 자녀 
사적이전

평균 6.2 6.4 4.9 3.6 -2.6 

0원 초과 비율 1.1 1.6 1.0 0.9 -0.2 

0원 제외 평균 587.6 399.6 508.6 407.4 -180.2 

사례 수 1188 1121 1042 971

비동거 자녀 
사적이전

평균 34.8 32.1 35.9 43.8 9.0 ***

0원 초과 비율 10.5 10.3 12.1 15.3 4.8 ***

0원 제외 평균 330.2 311.5 296.1 286.0 -44.2 **

사례 수 9050 8834 8501 8589

†p<.10, *p<.05, **p<.01, ***p<.001

<표 4-13> 자녀의 노부모와의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

(단위: %, %p, 만원/년)

<표 4-13>에는 자녀 표본을 대상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와 노부모에게 제공

한 사적이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08~2014년 동안 노부모

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은 11.9%에서 10.7%로 1.2%p 감소하였다. 2014년

에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자녀가 대부분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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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자녀와 무배우 자녀의 동거 비율이 각각 1.6%p,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4) 결혼상태 하위집단별 동거 비율 감소량이 

전체 자녀의 동거 비율 감소량보다 크다는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무배우 비

율 증가(<표 4-6>)가 전체 자녀의 동거 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의 분포를 살펴보자. 분석 결과, 

2008~2014년 동안 0원 제외 평균이 46.8만원/년 감소하였지만 0원 초과 비

율이 4.4%p 증가한 결과,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이 31.4만원/년에서 39.5

만원/년으로 8.1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동거/비동거 하위집단

별로 살펴보면, 동거 자녀의 사적이전 제공 비율이 약 1~2%에 불과하여 동거 

자녀의 사적이전이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55) 즉, 비동거 자녀의 사적이

전 분포와 전체 자녀의 동거 비율이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분포를 대부분 결정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를 함께 고려할 때,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

한 경제적 부양이 분명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동거 비율이 

1.2%p 감소한 대신, 사적이전 제공 비율이 4.4%p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와 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설문 문항의 변화가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사적이전 제공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비동거 자녀의 사적이전 제공 비율이 증

가하지 않았더라면, 전체 자녀의 2008~2014년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은 8.1만

원/년이 아니라 0원에 근접하였을 것이다.

54) 유배우 자녀와 달리, 무배우 자녀의 동거 비율은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급격하
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만약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무
배우 자녀의 동거 비율이 변화하지 않았더라면, 전체 자녀의 2008~2014년 동거 비
율 감소량은 0.5%p에 그쳤을 것이다.

55) 본 연구는 사적이전을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정기적 지원으로 정의하므로, 개념적으
로 동거 자녀는 사적이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동거를 
조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사적이전을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조사시점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 동안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사적이전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동거 자녀가 제공한 
사적이전을 측정 오류로 간주하고 해당 사례의 사적이전 값을 0원으로 수정하여 분
석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첫째,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측정된 다른 소득 항목과 일관된 기준으로 사적이전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둘째, 동거 자녀 중 사적이전을 제공한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
는 것이 분석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거 자녀의 사적
이전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99 -

구분 2008 2014 14-08 차이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

유배우 노인의 자녀 9.6 9.5 -0.1

사례 수 4999 4680

남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12.2 8.7 -3.5 *

사례 수 588 567

여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14.4 12.4 -2.0 ***

사례 수 4651 4313

전체 자녀 
사적이전 평균

유배우 노인의 자녀 36.0 36.5 0.5

사례 수 4999 4680

남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28.4 35.2 6.9

사례 수 588 567

여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26.6 43.4 16.9 ***

사례 수 4651 4313

동거 자녀 
사적이전 평균

유배우 노인의 자녀 11.4 2.5 -9.0 †

사례 수 445 399

남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7.4 39.0 31.6

사례 수 75 51

여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2.2 1.3 -0.9

사례 수 668 521

비동거 자녀 
사적이전 평균

유배우 노인의 자녀 38.6 40.1 1.5

사례 수 4554 4281

남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31.3 34.9 3.6

사례 수 513 516

여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30.7 49.4 18.7 ***

사례 수 3983 3792

†p<.10, *p<.05, **p<.01, ***p<.001

<표 4-14> 부모 성-결혼상태별 자녀의 노부모와의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

(단위: %, %p, 만원/년)

<표 4-14>에는 노부모의 성-결혼상태별로 자녀의 동거와 사적이전 분포를 

보고하였다. 우선 횡단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배우 노인의 자녀보다 

무배우 노인의 자녀가 노부모와 더 많이 동거하지만, 사적이전 평균의 집단 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 2008~2014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

펴보면, 유배우 노인 자녀의 동거와 사적이전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과 달리, 

무배우 노인 자녀의 동거 비율이 감소하고 사적이전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노인 대상 분석 결과(<표 4-11>)와 유사하게, 무배우 노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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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거를 감소시키는 대신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부양 구성을 변화시

키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시간에 따라 사적이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비동거 자녀

의 비율이 증가하는 변화는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동거 자녀 비율 증가량이 1.2%p에 불과하여

(<표 4-13>) 이와 같은 효과가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표 4-15>에서는 2008~2014년 동안 관찰된 사적이전 평균 변

화량을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부분과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평균 

변화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부분은 1

만원/년 미만이었고,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평균 변화가 관찰된 사

적이전 평균 변화량의 약 95%를 설명하였다. 노부모 성-결혼상태별 분석 결과 

역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분 전체
유배우 
노인의 
자녀

남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여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

14년 평균과 08년 평균 차이 8.1 0.5 6.9 16.9

14년 (비)동거 집단별 평균 기준,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0.5 0.0 -0.1 1.0

08년 (비)동거 집단별 평균 기준,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0.3 0.0 0.8 0.6

08년 동거 비율 기준, (비)동거 집단별 평균 변화로 인한 차이 7.6 0.5 7.0 15.9

14년 동거 비율 기준, (비)동거 집단별 평균 변화로 인한 차이 7.8 0.5 6.0 16.3

주: <표 4-12>와 같은 방법으로 2008~2014년 자녀가 제공한 사적이전 평균 차이
를 분해하였다.

<표 4-15> 동거를 이용한 자녀 사적이전 평균 차이 분해

(단위: 만원/년)

3. 노인 대상 분석과 자녀 대상 분석의 관계

이하에서는 노인 1인당 부양 수혜량 추이와 자녀 1인당 부양 제공량 추이의 

수학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표 4-16>에서는 

우선 전체 노인의 부부형태를 노인-노인 부부, 노인-비노인 부부, 무배우로 구

분하여 각 집단별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을 분석하였다. 횡단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약 1/3을 차지하는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

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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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완만하게 감소한 것과 달리,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동거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사적이전 평균이 증가하였다.

구분
사례 수 집단 비율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노인-노인 부부 1900 2118 52.9 54.1 28.2 24.1 76.0 68.1

노인-비노인 부부 382 357 12.0 11.9 31.8 29.2 43.0 32.9

무배우 1312 1275 35.1 34.0 52.9 40.6 106.1 155.0

<표 4-16> 부부형태별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

(단위: %, 만원/년)

한편 노인 부부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2008년~2014년 동안 무배우 비율이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는 무배

우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는 전체 노인의 부양 평균을 감소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4-17>을 살펴보면, 부부형태 하위집단별 동거 비율

과 사적이전 평균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부부형태 분포 변화로 인한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이 예상대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감소량이 각각 0.2~0.3%p, 0~1만원/년에 불과하였고, 부부형태 하위집단별 

부양 평균 변화가 관찰된 부양 평균 변화량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구분 값

동거

14년 동거 비율과 08년 동거 비율 차이 -7.0 

14년 부부형태별 동거 비율 기준, 부부형태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0.2 

08년 부부형태별 동거 비율 기준, 부부형태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0.3 

08년 부부형태 비율 기준, 부부형태별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6.8 

14년 부부형태 비율 기준, 부부형태별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6.7 

사적 
이전

14년 사적이전 평균과 08년 사적이전 평균 차이 10.8

14년 부부형태별 사적이전 평균 기준, 부부형태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1.0

08년 부부형태별 사적이전 평균 기준, 부부형태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 -0.4

08년 부부형태 비율 기준, 부부형태별 사적이전 평균 변화로 인한 차이 11.8

14년 부부형태 비율 기준, 부부형태별 사적이전 평균 변화로 인한 차이 11.1

주: <표 4-12>, <표 4-15>와 같은 방법으로 2008~2014년 노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 차이를 분해하였다.

<표 4-17> 부부형태를 이용한 노인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 차이 분해

(단위: %p,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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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4-18>에서는 부부형태별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과 노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비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시점의 노인 동거 비율()은 자녀 동거 비율()과 평균 자녀 수()의 곱에

서 평균 중복 동거 자녀 수()를 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중복 동거 

자녀 수는 각 노인과 동거하는 자녀가 없거나 1명일 때는 0으로, 2명 이상일 

때는 동거 자녀 수에서 1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자녀와 동

거하는 노인이 많을수록 이 커질 것이다. 각 시점의 ,  , 과 그 변화를 활

용하여 의 변화를 표와 같이 분해할 수 있다.

구분
노인-
노인 
부부

노인-
비노인 
부부

무배우

2008

 자녀의 동거 비율 8.1 14.3 14.2 

 노인의 평균 자녀 수 4.0 2.9 4.0 

 노인의 평균 중복 동거 자녀 수 0.04 0.10 0.03 

  × 노인의 동거 비율 28.2 31.8 52.9 

2014

 자녀의 동거 비율 7.9 14.5 11.9 

 노인의 평균 자녀 수 3.4 2.5 3.7 

 노인의 평균 중복 동거 자녀 수 0.03 0.06 0.03 

  × 노인의 동거 비율 24.1 29.2 40.6 

14-08 
차이

 자녀의 동거 비율 변화 -0.1 0.2 -2.2

 노인의 평균 자녀 수 변화 -0.5 -0.5 -0.3

 노인의 평균 중복 동거 자녀 수 변화 -0.01 -0.04 -0.00

 노인의 동거 비율 변화 -4.1 -2.6 -12.2 

14-08
노인 
차이 
분해

× 노인의 평균 자녀 수 변화로 인한 노
인 동거 비율 차이

-4.3 -6.8 -4.4 

× -4.2 -6.9 -3.7 

× 자녀의 동거 비율 변화로 인한 노인 
동거 비율 차이

-0.5 0.5 -8.2 

× -0.5 0.6 -8.9 


노인의 평균 중복 동거 자녀 수 변화
로 인한 노인 동거 비율 차이

0.7 3.8 0.4 

<표 4-18> 노인 동거 비율과 자녀 동거 비율의 관계

(단위: %, %p, 명)

우선 노인-노인 부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8~2014년 동안 자녀와 동

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4.1%p 감소한 반면,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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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밖에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노인 동거 비율이 감소하지

만 자녀 동거 비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현상은 노인의 평균 자녀 수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자녀 동거 비율이 2008년의 값인 8.1%로 유지되었더라

면, 평균 자녀 수의 0.5명 감소로 인해 노인 동거 비율이 4.3%p 감소하였을 

것이다. 반면 평균 자녀 수가 2014년의 값인 3.4명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자녀 

동거 비율의 0.1%p 감소로 인해 노인 동거 비율이 0.5%p 감소하였을 것이다. 

한편, 평균 중복 동거 자녀 수의 감소는 노인 동거 비율을 0.7%p 증가시켰다.

노인-비노인 부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노인 부부와 유사하게, 자녀 

동거 비율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고 평균 자녀 수 변화의 영향이 약 -7%p로 

크게 나타났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평균 자녀 수 변화의 영향과 자녀 동거 비

율 변화의 영향이 각각 약 -4%p, -8~-9%p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분석 결

과를 종합하면, 노인의 평균 자녀 수 감소가 약 4~7%p의 노인 동거 비율 감소

를 설명하였다. 자녀 동거 비율 감소는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을 8%p 이상 

감소시켰지만, 부부 노인의 동거 비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분
노인-
노인 
부부

노인-
비노인 
부부

무배우

2008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 38.2 29.3 26.8

 노인의 평균 자녀 수 4.0 2.9 4.0 

  ×1)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 76.0 43.0 106.1

2014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 39.6 26.8 42.5

 노인의 평균 자녀 수 3.4 2.5 3.7 

  ×1)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 68.1 32.9 155.0

14-08 
차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 변화 1.4 -2.5 15.7

 노인의 평균 자녀 수 변화 -0.5 -0.5 -0.3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 변화 -7.9 -10.1 48.9

14-08 
노인 
차이 
분해

×1)
노인의 평균 자녀 수 변화로 인한 
노인 사적이전 평균 차이

-10.2 -7.0 -8.4

×1) -10.6 -6.4 -13.3

×
1)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 변화로 인한 
노인 사적이전 평균 차이

2.3 -3.1 57.3

×
1) 2.7 -3.7 62.2

주: 1) 노인-비노인 부부, 노인-노인 부부의 경우 2로 나누어야 한다.

<표 4-19> 노인 사적이전 평균과 자녀 사적이전 평균의 관계

(단위: 만원/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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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에서는 부부형태별로 노인이 받은 사적이전 평균과 자녀가 제공

한 사적이전 평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 사적이전 수혜량 평균()은 자녀 

사적이전 제공량 평균()과 평균 자녀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부부 

노인의 경우 이를 2로 나누어야 한다). 이를 활용하면 노인 사적이전 평균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표와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우선 노인-노인 부부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2008~2014년 동안 자녀 사적이전 평균이 1.4만원/년 증가한 

반면 노인 사적이전 평균이 7.9만원/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과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 변화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노인의 평균 자

녀 수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자녀 사적이전 평균이 2008년 또는 2014

년의 값으로 유지되었더라면, 평균 자녀 수 감소로 인해 노인 사적이전 평균이 

약 10~11만원/년 감소하였을 것이다. 반면 평균 자녀 수가 2014년 또는 

2008년의 값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자녀 사적이전 평균 증가로 인해 노인 사적

이전 평균이 약 2~3만원/년 증가하였을 것이다.

세 집단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평균 자녀 수 감소가 노인 사적이전 평균을 

약 6~13만원/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무배우 노인의 경우, 

부부 노인과 달리, 자녀 사적이전 평균 증가로 인한 노인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

이 약 57~62만원/년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즉, 2008~2014년 동안 노인

의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10.8만원/년 증가한 것은(<표 4-9>) 주로 무배우 노인의 자녀가 사적이전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18>과 <표 4-19>의 분석은 평균 자녀 수 감소가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부양의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부 노

인의 경우, 2008~2014년 동안 자녀 1인당 부양 제공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

지만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여 노인 1인당 부양 수혜량이 감소하였다. 시간에 

따른 동거 감소와 사적이전 증가를 경험한 무배우 노인의 경우, 평균 자녀 수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면 동거 비율이 덜 감소하고 사적이전 평균이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단, 이상의 분석에서 노인의 부양 수혜량이 자녀 수에 비례한다는 비현

실적인 가정을 전제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노인의 여러 자녀가 부

양 책임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정이 위배된다. 최종적으로 시간

에 따른 노인의 자녀 수 변화가 동거와 사적이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자녀 수와 부양의 관계 형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 재가중 분

석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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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거와 사적이전의 횡단적 영향요인

1. 노인 대상 분석

본 절에서는 2008년과 2014년 동거와 사적이전의 횡단적 영향요인을 확인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인 표본과 자녀 표본을 활용하

여 동거와 사적이전 존재 유무를 로짓 모델로, 사적이전이 존재하는 사례의 로

그변환된 사적이전을 OLS 모델로 분석한다. 여러 설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다변량 분석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표 3-6>과 

<표 3-7>의 분석 모델을 근거로 인과관계 순서에 따라 설명변수를 단계적․누
적적으로 투입한다. 이때 각 설명변수보다 인과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를 통제하

고 후행하는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설명변수의 영향을 확인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노인 대상 분석에서 자녀 특성을, 자녀 대상 분석에서 노부모 

특성을 모두 통제한다.56) 설명변수 중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45세 당시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종사상지위의 경우 부부단위로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표 4-20>~<표 4-35>에는 노인 횡단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노인 대상 

분석에서는 개별 노인에 대해 특정 범주에 속한 자녀 비율로 계산한 여러 연속

변수를 선형함수 형태로 투입하여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다. 한편 동거와 사적이

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적이전의 영향요인을 분석할 때 동거를 통제하였다. 

동거가 사적이전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동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동거에 

부적/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성의 사적이전에 대한 영향이 정적/부적으로 편의되

기 때문이다.57) 이하의 서술에서는 편의 상 사적이전 분석의 결과변수인 “사

적이전 0원 초과”와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을 각각 “사적이전 수혜”와 

“사적이전 수혜량”으로 표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표에 보고하지는 않았지

만, 설명변수의 기준 범주를 변경한 추가 분석으로 확인한 통계적 유의도를 함

께 고려하여 각 설명변수의 영향을 논의하였음을 밝혀둔다.

56)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통제변수의 회귀계수 보고를 생략하였다. 통제
변수의 기준 범주 설정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상수항의 보고 역시 생략하였다.

57)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로 각각 사적이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만, 지면의 제약 상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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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성-
결혼
상태

유배우(기준)

남성 무배우 0.495* -0.375 0.022 -0.095 0.550*** 0.625***

여성 무배우 0.986*** 0.791*** 0.357** 0.598*** 0.549*** 0.645***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0.857*** -1.121*** -0.253** -0.187*

χ2 또는 F 320.9 *** 274.8 *** 159.0*** 181.0*** 4.826*** 7.576***

사례 수 3594 3750 3594 3750 818 1020

통제 자녀 특성1)

주: 동거와 사적이전 0원 초과는 로짓 모델로,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은 OLS 모델로 
분석하였다. 회귀계수를 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도는 1차년도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표 4-21>~<표 4-43>도 동일하다. 노
인 횡단 분석의 사례 수는 <표 4-21>~<표 4-35>도 동일하다.
1) 자녀 특성은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교육수준, (손)자녀 수, 근로, 주

택 소유의 범주별 비율을 투입하였다. <표 4-21>~<표 4-35>도 동일하다.
†p<.10, *p<.05, **p<.01, ***p<.001

<표 4-20> 노인 횡단 분석: 성-결혼상태의 영향

<표 4-20>에서는 자녀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결혼상태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동거 분석 결과, 2008년과 2014년 모두 유배우 노인과 남성 무배우 

노인보다 여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 노인보다 

남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높은 관계는 2008년에만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 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유배우 노인보다 여성 무배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과 수혜량이 크게 나타났다. 남성 무배우 노인의 경우 유배우 노인

보다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수혜량이 많았다. 요컨대, 배우

자와 사별하여 경제적․정서적․신체적 부양 필요가 큰 무배우 노인, 특히 여성 무

배우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1>에는 <표 4-20>의 모델에 연령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인의 연령

이 높을수록 동거 가능성과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

히 60대와 80대 노인의 차이가 두 시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고연령 노인의 상대적으로 큰 부양 필요가 동거와 사적이전을 증가시킬 것

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지지한다. 단, 연령이 사적이전 수혜량에는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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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연령

65~69세(기준)

70~74세 -0.011 0.092 0.560*** 0.295 0.123 -0.060

75~79세 0.388* 0.318 0.778*** 0.679** 0.058 -0.010

80세 이상 0.902*** 0.668** 0.795** 0.939*** 0.164 0.074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0.884*** -1.157*** -0.264** -0.195*

χ2 또는 F 333.7 *** 285.3 *** 176.4*** 204.4*** 4.366*** 6.778***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p<.10, *p<.05, **p<.01, ***p<.001

<표 4-21> 노인 횡단 분석: 연령의 영향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교육
수준

초졸 미만(기준)

초졸 0.167 0.159 0.368* 0.122 0.056 0.114

중졸 0.286 0.171 0.710*** 0.301 0.452** 0.239*

고졸 -0.127 0.254 0.541* 0.007 0.285† 0.251*

대졸 이상 -0.382 -0.308 0.280 -0.120 0.320 0.127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0.911*** -1.174*** -0.269** -0.203*

χ2 또는 F 336.8 *** 283.1 *** 191.9*** 208.5*** 4.664*** 6.264***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p<.10, *p<.05, **p<.01, ***p<.001

<표 4-22> 노인 횡단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

<표 4-22>에는 교육수준을 추가하였다. 사적이전 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

면, 노인 교육수준과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 및 수혜량의 관계가 비선형으로 나

타났다. 2014년 사적이전 수혜 분석 결과를 제외하면, 초졸 미만보다 중졸/고

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과 수혜량이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컸지만, 초졸 미만과 대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몇몇 

선행연구 역시 이와 같은 교육수준과 사적이전의 비선형 관계를 보고하였다(김

희삼, 2014: 45; Kim, 2010: 248). 이에 대해 Kim(2010: 250)은 부모의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경제력 수준이 높아 많은 사적이전을 받지만, 교육수준

이 매우 높은 부모는 경제적 필요가 작아 상대적으로 적은 사적이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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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자녀의 교육수준, 근로, 주택 소유 등을 통제하

였지만, 소득이나 자산과 같이 자녀 경제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졸 미만

보다 중졸/고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과 수혜량이 큰 관계가 2008년에 비해 

2014년에 대체로 약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본 분석만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

리기는 어렵지만, 이는 노인 교육수준으로 대리된 자녀 경제력이 사적이전에 미

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동거의 관계 역시 비선형으로 나타났는데, 사적이전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노인 교육수준과 관찰되지 않은 자녀 경제력의 상관관계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초졸 미만과 나머지 범주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008년 초졸/중졸, 2014년 초졸/중졸/고졸보다 

대졸의 동거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처럼 대졸 노인의 동거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고학력 노인의 낮은 경제적 필요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지만, 고학력 노인과 그 자녀의 부양의식이 비전통적이고 

독립생활 선호가 강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지역

읍면부(기준)

대도시 0.786*** 0.655*** 0.414* 0.661*** 0.055 0.146†

중소도시 0.803*** 0.508** 0.453** 0.528*** 0.170† 0.167*

45세
당시
직업

농림어업(기준)

(준)전문직․사무직 0.076 0.298 0.398† 0.024 0.017 0.114

서비스․판매 0.212 0.401* 0.523** -0.015 0.146 -0.053

기능직 -0.183 0.140 0.408† 0.200 0.129 0.008

단순노무 -0.117 0.202 0.393* 0.175 0.011 -0.019

비근로 -0.047 0.186 0.285 0.245 -0.014 0.008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0.995*** -1.261*** -0.285** -0.215*

χ2 또는 F 369.4 *** 309.7 *** 217.1*** 237.7*** 4.092*** 5.577***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p<.10, *p<.05, **p<.01, ***p<.001

<표 4-23> 노인 횡단 분석: 지역과 45세 당시 직업의 영향

<표 4-23>에는 지역과 45세 당시 직업을 추가하였다. 먼저 지역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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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두 시점 모두 읍면부보다 도시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인구이동 결과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의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와 지역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Levande, Herrick, & 

Sung, 2000: 642; Mason, 1992: 24). 도시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시골 노인이 노년기 경제활동참여율이 높

은 농업부문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시골 노인이 자녀에게 손자녀 돌봄

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자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지역과 사적이전 수혜량의 관계도 수혜 가능성

과의 관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45세 당시 직업의 영향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한 노인의 동거 가능성

과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가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2014년 동거 분석 결과, 농림어업보다 서비스․판매의 동거 가능성이 높았지만, 

나머지 범주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08년 사적이전 수혜 분

석 결과, 농림어업보다 (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직, 단순노무의 사

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농업부문의 높은 노년기 경제활동참여율이 부양 필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2008년과 달리 2014년에는 45세 당시 직업이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시간

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발전하여 비농업부문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변화가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 격차를 감소

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생존
자녀
수

1명(기준)

2명 0.676* 0.705* 0.533 0.227 -0.040 0.047

3명 1.108** 0.936** 1.081** 0.475† -0.186 0.113

4명 1.149** 0.874* 1.367** 0.772** -0.171 0.026

5명 이상 1.454*** 1.210** 1.523*** 0.724* -0.130 -0.046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053*** -1.282*** -0.280** -0.208*

χ2 또는 F 387.8 *** 331.0 *** 245.5*** 250.4*** 3.830*** 5.603***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p<.10, *p<.05, **p<.01, ***p<.001

<표 4-24> 노인 횡단 분석: 생존자녀 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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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에서 생존자녀 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두 시점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노인의 동거 가능성과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높은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자녀의 존재가 중요

한 부양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

적으로는 노부모로부터 상속․증여를 받거나 손자녀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구매

하기 위한 자녀 간 경쟁 때문에 자녀 수와 부양의 정적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하지만 자녀 수가 사적이전 수혜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자녀 간 경쟁 가설의 타당성이 그다지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두 시점의 동거와 사적이전 수혜 분석 결과를 비교하

면 자녀 수의 영향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노인이 자녀로

부터의 부양에 의존하는 성향이 점차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주관
적
건강

나쁜 편(기준)

좋은 편 0.477** 0.142 0.111 -0.297† 0.006 -0.011

보통 0.487*** 0.282* 0.000 0.018 0.112 0.035

일상
생활

도움 불필요(기준)

도움 필요 1.026*** 0.828*** -0.021 -0.285† 0.091 0.152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055*** -1.269*** -0.294*** -0.219**

χ2 또는 F 408.6 *** 344.8 *** 246.3*** 257.0*** 3.721*** 5.332***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p<.10, *p<.05, **p<.01, ***p<.001

<표 4-25> 노인 횡단 분석: 건강수준의 영향

<표 4-25>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도움 필요를 추가하였다. 동거 

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측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동거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건강한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었다(오지연․최옥금, 2011: 

23; 유성호, 1996: 61; Park, Kim, & Kojima, 1999: 104; Won & Lee, 

1999: 321). 본 연구는 동거 자녀가 노인에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점과 동거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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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거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역인과관계의 가

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한다(Won & Lee, 1999: 323). 따라서 차후 재가중 

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아니라 일상생활 도움 필요를 사용하여 건강수준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다.

사적이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도움 필요의 영

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14년 사적이전 수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일부 발견되었다.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한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기능상태가 나쁜 노인이 독립적으로 현금을 관리하고 소비하기 어려워 현금 

형태의 부양이 부적절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종사
상
지위

미취업(기준)

임금근로자 -0.532* -0.443* -0.767** -0.935*** -0.422** -0.272*

자영업자 -0.630*** -0.277† -1.374*** -0.829*** -0.198 -0.334**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45*** -1.324*** -0.278** -0.214*

χ2 또는 F 405.0 *** 344.6 *** 270.6*** 282.1*** 3.907*** 5.601***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p<.10, *p<.05, **p<.01, ***p<.001

<표 4-26> 노인 횡단 분석: 현재 종사상지위의 영향

<표 4-26>에서 현재 종사상지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미취업 노

인보다 취업 노인의 동거 가능성과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 및 수혜량이 작게 나

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이 부양 필요를 감소시켜 부양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자녀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생계

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해

둔다. 한편,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고 자영업자와 미취업의 사적이전 수혜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2008년 사적이전 분석 결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

영업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두 시점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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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취업 노인보다 자영업 노인의 동거 가능성과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낮

은 관계가 2008년에 비해 2014년에 대체로 약해지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미취업 노인과 자영업 노인의 부양 필요 차이가 시간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미취업과 자영업의 사적이전 수혜량 차이는 2008년보다 2014년

에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자산

0원 이하(기준)

0~3485만원 -1.513*** -1.283*** 0.096 0.420* -0.067 0.038

3485~12085만원 -1.529*** -1.356*** 0.180 0.293 0.071 0.214*

12085만원 초과 -0.981*** -0.953*** 0.014 -0.010 0.162 0.177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16*** -1.279*** -0.282** -0.202*

χ2 또는 F 452.7 *** 390.7 *** 271.0*** 292.9*** 3.975*** 5.759***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p<.10, *p<.05, **p<.01, ***p<.001

<표 4-27> 노인 횡단 분석: 자산의 영향

<표 4-27>에는 자산을 추가하였다. 먼저 동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

과 동거의 관계가 비선형으로 나타났다. 두 시점 모두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노

인의 동거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자산이 존재하는 노인 중에서는 1억 2,085만

원을 넘는 많은 자산을 가진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58) 이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없는 노인이 주거와 생계를 위해 동거에 의존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중자산보다 고자산 노인의 동거 가

능성이 높은 이유는 자녀보다 동거 선호가 강한 노인이 주거 및 생활비용을 지

불하거나 상속․증여에 대한 기대를 활용하여 자녀로부터 동거를 구매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동거를 통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동거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사적이전 수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0원 이하보다 0~3,485만원의 수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0~12,085만원보다 12,085만원 초과의 

58) 서술의 편의 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0원 이하일 때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0원 초과일 때 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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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즉, 자산과 동거의 비선형 관계와 

반대로, 중자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선형 관계가 

관찰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수준과 사적이전의 관계(<표 4-22>)와 마찬가지

로, 관찰되지 않은 자녀 경제력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무자산

보다 중자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중자산 노인 자녀의 

부양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중자산보다 고자산 노인의 사적

이전 수혜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고자산 노인의 부양 필요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사적이전 수혜량을 분석한 결과, 약하게나마 자

산이 많을수록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를 

기대하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앞

서 언급한 노인 자산과 관찰되지 않은 자녀 경제력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총소
득

0원(기준)

0~159만원/년 -0.064 -0.273 0.480** 0.064 -0.170† 0.098

159~752만원/년 -0.772*** -0.668** -0.032 -0.128 -0.450*** -0.139

752만원/년 초과 -0.430* -0.324 -0.614** -0.828** -0.299* -0.050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71*** -1.291*** -0.296** -0.199*

χ2 또는 F 456.0 *** 416.2 *** 276.8*** 298.7*** 4.382*** 5.920***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p<.10, *p<.05, **p<.01, ***p<.001

<표 4-28> 노인 횡단 분석: 총소득의 영향

<표 4-28>에는 사적이전을 제외한 총소득을 추가하였다. 동거 분석 결과, 

자산과 동거의 관계(<표 4-27>)와 유사하게, 중소득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비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두 시점 모두 0원과 0~159만원/년보

다 159~752만원/년의 동거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159~752

만원/년보다 752만원/년 초과의 동거 가능성이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의 동거 의존 

효과와 고소득 노인의 동거 구매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사적이전 수혜 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0원에 비해 0~752만원/년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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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낮지 않았지만 752만원/년 초과의 수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다. 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노인이 사적이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2008년에는 0원보다 0~159만원/년의 수혜 가능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다소 특이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 원인은 분

명하지 않지만, 2008년 총소득이 0~159만원/년인 노인의 72.8%가 0~49만원

/년의 사회복지수당소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수당 수급 노인

의 관찰되지 않은 경제적 필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인 총

소득과 관찰되지 않은 자녀 경제력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짐작

해볼 수 있다. 한편 사적이전 수혜량 분석 결과, 총소득의 사적이전 수혜량 구

축 효과가 2008년에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2014년에는, 0원과 나머지 범주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0~159만원/년과 159~752만원/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총소득과 사적이전 수혜량의 부적 관계가 부분적

으로 관찰되었다. 이처럼 총소득과 사적이전 수혜량의 부적 관계가 2014년보다 

2008년에 더 강하다는 분석 결과는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과 같이 노인의 경제

력이 강할수록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관계가 시간에 따라 약해질 가능성을 시사

한다. 단, 총소득과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의 부적 관계는 2008년보다 2014년

에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경제력이 사적이전을 감소시키는 영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명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시장
소득

0원(기준)

0~226만원/년 -0.355* -0.339* 0.045 -0.280† 0.050 -0.031

226~760만원/년 -0.251 -0.261 -0.577** -0.347† -0.195 -0.086

760만원/년 초과 -0.247 0.028 -0.485* -0.813** 0.237† 0.099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27*** -1.285*** -0.284** -0.202*

χ2 또는 F 453.4 *** 402.3 *** 277.6*** 302.5*** 4.420*** 5.581***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p<.10, *p<.05, **p<.01, ***p<.001

<표 4-29> 노인 횡단 분석: 시장소득의 영향

이하에서는 소득의 영향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총소득 

대신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 사회복지수당소득, 기초보장급여를 차례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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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표 4-29>에서 시장소득과 동거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시점 모두 0원에 비해 0~226만원/년의 동거 가능성이 낮았지만 

226~760만원/년, 760만원/년 초과의 동거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지 않아, 노인 경제력과 동거의 비선형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사적이전 수혜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시장소득이 많을수록 수혜 가능성

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적이전 수혜량 분석 결과에서는 시장소득과 수혜량

의 부적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고, 2008년에는 오히려 760만원/년 초과의 수혜

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시장소득이 사적이전의 수혜량보다는 수혜 가능성

을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시장
소득

0원(기준)

0~226만원/년 -0.629*** -0.446** -0.072 -0.384** 0.035 -0.077

226~760만원/년 -0.649*** -0.507** -1.021*** -0.712*** -0.314* -0.244**

760만원/년 초과 -0.574** -0.211 -0.971*** -1.215*** 0.161 -0.081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38*** -1.323*** -0.294*** -0.215*

χ2 또는 F 416.0 *** 361.2 *** 263.8*** 291.7*** 4.052*** 5.343***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p<.10, *p<.05, **p<.01, ***p<.001

<표 4-30> 노인 횡단 분석: 시장소득의 영향, 현재 종사상지위와 자산 비통제

<표 4-30>에서는, 경제활동과 자산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크게 결정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수 중 현재 종사상지위와 자산을 제외하고 시장소득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거와 사적이전 수혜 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현재 종사

상지위와 자산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시장소득과 동거 및 사적이전 수혜 가능

성의 부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하거나 자산수준이 높

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소득을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을 

받는 일련의 관계를 시사한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충분한 부양 때문

에 노인이 더 많이 근로하여 더 많은 시장소득을 얻게 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

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적이전 수혜량 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0원에 비해 226~760만원/년의 수

혜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지만 760만원/년 초과의 수혜량은 작지 않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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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저소득보다 중소득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량이 작은 이유

는 중소득 노인의 부양 필요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중소득보

다 고소득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량이 큰 관계는, 자산을 통제하지 않았음을 고

려하면, 고자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표 4-27>)

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공적
연금
소득

0원(기준)

0~109만원/년 -0.162 -0.226 0.036 0.033 -0.020 -0.281**

109~258만원/년 -0.018 -0.049 0.020 -0.011 -0.203* -0.164*

258만원/년 초과 -0.221 -0.059 -0.855*** -0.704*** -0.452** -0.150†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58*** -1.303*** -0.289** -0.193*

χ2 또는 F 453.7 *** 401.7 *** 284.7*** 299.7*** 4.342*** 5.713***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시장소득

†p<.10, *p<.05, **p<.01, ***p<.001

<표 4-31> 노인 횡단 분석: 공적연금소득의 영향

<표 4-31>에서 <표 4-29>의 모델에 공적연금소득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의 부적 관계가 관찰된다. 사적이전 수혜 

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0원, 0~109만원/년, 109~258만원/년보다 258만원/

년 초과의 수혜 가능성이 크게 낮았다. 사적이전 수혜량 분석 결과, 대체로 공

적연금소득이 존재하는 노인의 수혜량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즉, 공적연금소득

이 사적이전의 수혜 가능성과 수혜량을 모두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소득과 동거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32>에는 사회복지수당소득을 추가하였다. 동거 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당소득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적이전 수혜 분석 결과, 대

체로 사회복지수당소득이 존재하는 노인의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수당 수급 노인의 관찰되지 않은 경제력 수준이 낮아 부

양 필요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는 어렵다. 단, 예외적으로 2008년 110만원/년 초과의 수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사적이전 수혜량 분석 결과, 2008년에 0원보다 0~49만원/년의 수혜량

이 작게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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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사회
복지
수당
소득

0원(기준)

0~49만원/년 0.005 -0.039 0.500*** 0.586† -0.185* 0.151

49~110만원/년 -0.364 0.072 0.797* 0.615*** -0.083 -0.000

110만원/년 초과 0.453 0.036 -0.838 0.527** -0.310 0.087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63*** -1.320*** -0.276** -0.194*

χ2 또는 F 454.7 *** 404.6 *** 299.2*** 308.7*** 4.534*** 5.624***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시장소
득, 공적연금소득

†p<.10, *p<.05, **p<.01, ***p<.001

<표 4-32> 노인 횡단 분석: 사회복지수당소득의 영향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기초
보장
급여

0원(기준)

0~380만원/년 -2.677*** -1.383*** -0.986* -0.714* -0.349 -0.465*

380만원/년 초과 -1.980*** -2.463*** -0.635 -1.792** -0.394 0.562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227*** -1.371*** -0.288** -0.205*

χ2 또는 F 461.0 *** 468.2 *** 304.6*** 322.8*** 4.435*** 5.517***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시장소
득, 공적연금소득, 사회복지수당소득

†p<.10, *p<.05, **p<.01, ***p<.001

<표 4-33> 노인 횡단 분석: 기초보장급여의 영향

<표 4-33>에는 기초보장급여를 추가하였다.59) 동거 분석 결과, 두 시점 모

두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노인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

만 기초보장급여가 빈곤노인의 경제력 수준을 높여 동거 필요를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가구단위로 수급이 결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하면, 기초보장수급과 동거의 부적 관계는 동거가 기초보장수급을 어렵

게 하는 역인과관계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9) 기초보장급여의 일부 범주 사례 수가 지나치게 작아, 0~219만원/년과 219~380만
원/년 범주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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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 분석 결과, 대체로 기초보장수급 노인의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4년 0~380만원/년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

타나 기초보장급여와 수혜량의 부적 관계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해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사적이전이 기초보장급여를 감소시

키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희삼(2008: 91~93)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 과정에서 실제 사적이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능력을 평가하거나 간주부양비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확인한 기초보장급여와 사적이전의 부적 관계를 기

초보장급여가 빈곤노인의 부양 필요를 낮추어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인과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수급 노인을 부모로 둔 자녀의 관찰되지 않

은 경제력 수준이 낮아 사적이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시장소득 0.008 0.008 -0.035* -0.028 0.007 0.002

공적연금소득 0.003 0.011 -0.054* -0.074*** -0.029** -0.016†

사회복지수당소득 0.025 0.027 -0.125* 0.036 -0.018 -0.016

기초보장급여 -0.451*** -0.383*** -0.230* -0.320*** -0.101* -0.043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182*** -1.339*** -0.279** -0.191*

χ2 또는 F 464.7 *** 444.1 *** 272.4*** 309.4*** 3.908*** 5.496***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주: 각 소득원천은 100만원/년 단위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p<.10, *p<.05, **p<.01, ***p<.001

<표 4-34> 노인 횡단 분석: 각 소득원천의 영향(연속변수)

<표 4-34>에는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선행연구와 같이 여러 소득원천을 연

속변수 형태로 투입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동거 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기초보장급여의 부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소득원천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사적이전 분석 결과, 대체로 공적연금소득과 기초보장급여가 수혜 가능

성과 수혜량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시장소득과 사회복지수당소득이 2008년 수

혜 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한 

앞선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앞서 발견한 일부 비선형 관계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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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결과임을 언급해둔다. 한편, 몇몇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김

희삼, 2008: 88~89, 2014: 50; 손병돈, 2008: 358~360), 여러 소득원천 중 

기초보장급여와 사적이전의 부적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손자
녀

돌본 적 없음(기준)

돌본 적 있음 1.525*** 0.651 0.534† 2.106*** 0.087 0.058

동거
비동거(기준)

동거 - - -1.201*** -1.351*** -0.303*** -0.201*

χ2 또는 F 500.6 *** 413.2 *** 281.5*** 301.5*** 4.333*** 5.811***

통제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총소득

†p<.10, *p<.05, **p<.01, ***p<.001

<표 4-35> 노인 횡단 분석: 손자녀를 돌본 경험의 영향

<표 4-35>에는 여러 설명변수 중 마지막으로 손자녀를 돌본 경험을 추가하

였다. 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손자녀 돌봄과 동거 및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의 

정적 관계가 관찰된다. 그런데 손자녀를 돌본 적 있는 노인의 2008년 동거 가

능성과 2014년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특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손자녀 

돌봄과 부양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노

인과 자녀의 동거 성향이 약해지면서, 비동거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로 동거보다 사적이전 형태의 부양을 받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손자녀 돌봄과 사적이전 수혜량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표 4-20>~<표 4-35>의 모든 분석에서 동거가 사적이전 수혜 가능

성과 수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이전

이 동거를 일정하게 대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과 같이 노인

의 경제적․정서적․신체적 필요가 중요한 부양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

우, 저연령, 기능상태 양호, 취업 등의 특성이 동거 또는 사적이전을 감소시켰

고,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이 대체로 사적이전을 구축하였다. 한편, 교환 모델

로 설명할 수 있는 영향도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손자녀 돌봄 경험이 동거 및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자산과 사적이전 수혜량의 (약한) 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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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상속․증여에 대한 기대로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산/소득과 동거의 비선형 관계는 경제력 수준이 상당히 낮은 노인의 동거 의

존 효과와 경제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노인의 동거 구매 효과를 함께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밖에 자녀 수가 많고, 도시에 거주하며, 비농업부문에 종사

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았다.

2. 자녀 대상 분석

다음으로는 자녀를 대상으로 동거와 사적이전의 횡단적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자녀 대상 분석에서는 앞서 노인 대상 분석에 활용한 노인 특성 변수를 선형함

수 형태로 투입하여 노부모 특성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비동거 자녀

가 제공하는 가구 간 이전으로 사적이전을 정의하기 때문에, 동거 자녀는 개념

적으로 사적이전을 제공할 수 없다.60) 이에 이하에서는 전체 자녀를 대상으로 

동거를 분석한 후, 약 11~12%의 동거 자녀를 제외하고 비동거 자녀를 대상으

로 사적이전을 분석하였다. 이하의 서술에서는 편의 상 사적이전 분석의 결과변

수인 “사적이전 0원 초과”와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을 각각 “사적이전 

제공”과 “사적이전 제공량”으로 표현한다.

<표 4-36>에서는 노부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을 포함한 생존

형제 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형제가 많을수록 자녀의 

동거 및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과 제공량이 감소하는 관계가 관찰된다. 2008년 

사적이전 제공 분석에서는 1명과 나머지 범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명과 4명/5명 이상의 차이가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형제 수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와 동거의 부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동거 노인이 한 명의 자녀와 동거한다는 사실로 쉽게 설명할 수 있

다. 형제 수와 사적이전의 부적 관계는 개별 자녀의 사적이전이 다른 자녀의 사

적이전을 구축하는 효과와 여러 자녀가 사적이전 책임을 균등하게 분담하는 효

과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본 분석만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

다. 한편, 형제 수가 부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분석 결과는 형제가 많을

수록 노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손자녀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

60) 각주 55에서 설명하였듯이, 동거와 사적이전의 측정 기준 시점 차이로 인해 실제 
데이터에서 동거 자녀의 사적이전이 일부 관찰되지만, 동거 자녀의 사적이전 제공 비
율은 약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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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간 경쟁으로 부양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생존
형제
수

1명(기준)

2명 -1.131*** -0.632** 0.139 -0.566* -0.235 -0.408*

3명 -1.546*** -1.127*** -0.125 -0.829** -0.415 -0.457*

4명 -1.801*** -1.438*** -0.219 -0.870** -0.508† -0.632**

5명 이상 -2.193*** -1.820*** -0.340 -1.086*** -0.715** -0.897***

χ2 또는 F 664.8 *** 493.8 *** 237.5*** 167.5*** 4.067*** 6.740***

사례 수 10238 9560 9050 8589 984 1347

통제 노부모 특성1)

주: 자녀 횡단 분석의 사적이전은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자녀 횡단 분석의 사례 수는 <표 4-37>~<표 4-43>도 동일하다.
1) 노부모 특성은 성-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지역, 45세 당시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 자산, 사적이전 제외 총소득
을 투입하였다. <표 4-37>~<표 4-43>도 동일하다.

†p<.10, *p<.05, **p<.01, ***p<.001

<표 4-36> 자녀 횡단 분석: 생존형제 수의 영향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연령

39세 이하(기준)

40~44세 -0.701*** -0.385** -0.060 0.089 0.075 -0.057

45~49세 -0.602*** -0.611*** 0.133 0.193 0.062 -0.050

50~54세 -0.578*** -0.639*** 0.018 0.094 0.067 -0.122

55세 이상 -0.412** -0.530** -0.096 0.266 0.031 -0.081

χ2 또는 F 668.1 *** 497.0 *** 246.1*** 172.5*** 3.647*** 6.146***

통제 노부모 특성, 생존형제 수

†p<.10, *p<.05, **p<.01, ***p<.001

<표 4-37> 자녀 횡단 분석: 연령의 영향

<표 4-37>에는 <표 4-36>의 모델에 연령을 추가하였다. 우선 동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시점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거 가능성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비선형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기를 지

나, 취업․결혼과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 다시 부양을 위해 노부모와 동거하

는 생애주기 모습을 반영한다. 그런데 동거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연령이 2008년 

40~44세, 2014년 50~54세로 나타나, 자녀의 생애에서 부모와의 분가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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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이는 범주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

도를 고려하지 않은 잠정적인 해석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39세 이하 자녀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과 제공량을 분석한 

결과, 두 시점 모두 모든 범주 간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자녀 생애주기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성
-
출생
순서
-
결혼
상태

유배우 장남(기준)

무배우 장남 1.531*** 1.802*** -0.621* -0.332† 0.329* 0.146

유배우 장남아닌아들 -1.369*** -1.059*** -0.195* -0.230** -0.241*** -0.128**

무배우 장남아닌아들 1.007*** 1.716*** -0.602** -0.748*** 0.094 0.077

유배우 딸 -2.495*** -1.733*** -1.233*** -0.684*** -0.457*** -0.219***

무배우 딸 0.870*** 1.294*** -1.285*** -0.949*** -0.144 -0.093

χ2 또는 F 1197.2 *** 974.3 *** 385.2*** 244.9*** 5.781*** 7.098***

통제 노부모 특성, 생존형제 수, 연령

†p<.10, *p<.05, **p<.01, ***p<.001

<표 4-38> 자녀 횡단 분석: 성-출생순서-결혼상태의 영향

<표 4-38>에서 성-출생순서-결혼상태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두 시점 

모두 유배우 딸, 유배우 장남 아닌 아들, 유배우 장남, 무배우 딸, 무배우 장남 

아닌 아들, 무배우 장남의 순으로 동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반적으로 무배우 자녀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비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였거나 자녀의 배우자가 동거를 꺼리기 때문일 것으

로 짐작된다. 한편 유배우/무배우 하위집단 내에서 딸보다 아들의, 장남 아닌 

아들보다 장남의 동거 가능성이 높은 관계는 가부장적 부계가족 사회의 전통적

인 부양문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딸보다 아들의, 유배우 장남 아닌 

아들보다 유배우 장남의 제공 가능성과 제공량이 크게 나타나 전통적인 부양문

화의 영향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하지만 배우자의 존재가 사적이전 제공 가능

성과 제공량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무배우 아들보다 유배우 

아들의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는 결혼한 아들이 주된 경제

적 부양 책임을 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대체로 유배우 자녀의 사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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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량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분석 결과는 비혼 자녀의 지출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과 배우자와의 협상이 사적이전의 규모를 감소시킬 가능성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단, 2014년에는 유배우 자녀의 사적이전 제공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을 언급해둔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교육
수준

초졸 이하(기준)

중졸 0.175 0.277 0.265 0.315 0.119 0.034

고졸 0.583*** 0.699** 0.547† 0.734*** 0.355† -0.032

대졸 이상 0.438** 0.571* 1.048*** 1.190*** 0.434* 0.102

χ2 또는 F 1205.9 *** 975.6 *** 408.2*** 282.7*** 5.713*** 6.741***

통제 노부모 특성, 생존형제 수,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p<.10, *p<.05, **p<.01, ***p<.001

<표 4-39> 자녀 횡단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

<표 4-39>에서 교육수준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의 동거 가능성,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과 제공량이 크게 나타났다. 2014년 

사적이전 제공량 분석의 경우, 초졸 이하와 다른 범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지만,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교육수준의 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부모의 교육투자에 대한 대

가로 자녀가 부양을 제공한다는 가설로 해석해볼 수 있지만, 손병돈(1998: 

84)은 교육투자와 교육수준의 대응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교육투자가 부

모의 의무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주

장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과 부양의 정적 관계가 주로 경제력 수준이 높은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제공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동거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졸보다 대졸의 동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보다 대졸 자

녀의 부양의식이 비전통적이고 동거보다 사적이전 형태의 부양을 선호하는 성

향이 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40>에는 자녀 자신의 자녀 수를 추가하였다. 동거 분석 결과, 두 시

점 모두 1명/2명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전시효과(Cox & Stark, 1994)에 따라 (손)자녀 수가 부양을 증가시킨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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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대체로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0명보다 1명/2명의 동거 가능성이 낮

다는 분석 결과는 (손)자녀의 존재가 주거공간을 제약하고 노부모 돌봄에 필요

한 신체적․시간적 여력을 감소시켜 동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다. 1명/2명보다 3명 이상의 동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는 (손)자녀가 많

을수록 (손)자녀 돌봄과 가사 지원 필요가 클 가능성과 많은 (손)자녀를 출산

한 자녀의 부양의식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일 가능성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한편 

사적이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손)자녀 수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단, 2008

년에 0명보다 1명의 사적이전 제공량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는데, 이는 (손)자녀의 존재가 지출능력을 제약하여 사적이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약하게나마 지지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손)
자녀
수

0명(기준)

1명 -0.651*** -0.799*** 0.054 0.186 -0.228† 0.049

2명 -0.446*** -0.779*** -0.058 0.121 -0.164 0.036

3명 이상 -0.083 -0.278 -0.019 0.087 -0.205 -0.010

χ2 또는 F 1198.2 *** 998.3 *** 409.5*** 285.6*** 5.620*** 6.579***

통제 노부모 특성, 생존형제 수,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교육수준

†p<.10, *p<.05, **p<.01, ***p<.001

<표 4-40> 자녀 횡단 분석: (손)자녀 수의 영향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근로
비근로(기준)

근로 -0.035 -0.130 0.646*** 0.563*** 0.190* 0.055

χ2 또는 F 1197.8 *** 1003.0 *** 410.6*** 301.7*** 5.572*** 6.468***

통제
노부모 특성, 생존형제 수,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교육수준, (손)자
녀 수

†p<.10, *p<.05, **p<.01, ***p<.001

<표 4-41> 자녀 횡단 분석: 근로의 영향

<표 4-41>에서 근로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 자녀의 2008년/2014년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과 2008년 사적이전 제공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경제력이 사적이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한다. 하지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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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동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주택
소유

비소유(기준)

소유 -0.060 0.295** 0.540*** 0.500*** 0.057 -0.016

χ2 또는 F 1204.4 *** 1018.0 *** 434.1*** 310.6*** 5.505*** 6.322***

통제
노부모 특성, 생존형제 수,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교육수준, (손)자
녀 수, 근로

†p<.10, *p<.05, **p<.01, ***p<.001

<표 4-42> 자녀 횡단 분석: 주택 소유의 영향

<표 4-42>에서 주택 소유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2014년 동거 가능성과 2008년/2014년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녀 경제력이 부양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단, 동거 자녀가 노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사례가 많다면, 주택 소

유와 동거의 정적 관계가 부분적으로 역인과관계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을 언급해둔다. 한편, 주택 소유가 사적이전 제공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

다. 근로와 주택 소유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자녀 경제력이 동

거보다 사적이전에, 사적이전 제공량보다 제공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동거 사적이전 0원 초과 0원 제외 로그사적이전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손)
자녀
부모

돌본 적 없음(기준)

돌본 적 있음 2.692*** 1.614*** 1.234*** 2.435*** 0.426* 0.574**

χ2 또는 F 1237.7 *** 1022.9 *** 440.4*** 329.3*** 5.484*** 6.517***

통제
노부모 특성, 생존형제 수,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교육수준, (손)자
녀 수, 근로, 주택 소유

†p<.10, *p<.05, **p<.01, ***p<.001

<표 4-43> 자녀 횡단 분석: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의 영향

마지막으로 <표 4-43>에는 자녀 자신의 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을 추가하

였다. 표를 살펴보면, 두 시점 모두 부모가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자녀

의 동거 및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과 제공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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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로 부양이 제공될 것이라는 예측을 강하게 지지한다. 

그런데, <표 4-35>의 노인 대상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시간에 따라 (손)자녀 

돌봄과 동거의 관계가 약해지고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과의 관계가 강해지는 현

상이 관찰되었다. 즉,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로 동거가 아니라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자녀의 생애주기와 전통적인 부양문화가 

동거와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거 가능성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고, 대체로 아들, 특히 장남이 상대적

으로 많은 부양을 제공하였다. 배우자의 존재는 대체로 동거 가능성과 사적이전 

제공량을 감소시키고 사적이전 제공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음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근로하며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

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 경제력이 부양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인의 경제적 필요가 부양을 증가시킨다는 노인 대상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자녀 경제력과 부양의 정적 관계를 대체로 이타주의 모델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형제가 많을수록 적은 부양을 제공하였

고, 1~2명의 (손)자녀를 둔 자녀의 동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교환 

모델의 예측과 같이 부모가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제공하였다.

제 4 절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의 영향요인

1. 노인 대상 분석

본 절에서는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14

년 표본을 재가중하여 각 설명변수 분포를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한 후, 재가

중 전후 결과변수 분포 차이를 해당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이를 

위해 2014년 표본에 대해 <표 3-6>과 <표 3-7>의 분석 모델을 근거로 단계

적․누적적으로 설명변수 분포를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추정한다. 설명변수의 구

성과 형태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이론적․경험적 논의(2장)와 횡단적 영향요인 분

석 결과(3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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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중
표본

재가중치 추정 모델

1 자녀특성=CHAGE+CHFSM+CHEDU+CHNCH+CHWORK+CHHOWN

2 FML×(자녀특성)

3 FML×(자녀특성+AGE)

4 FML×(자녀특성+AGE+EDU)

5 FML×(자녀특성+AGE+EDU+RGN)

6 FML×(자녀특성+AGE+EDU+RGN+NCH)

7 FML×(자녀특성+AGE+EDU+RGN+NCH+NDHP)

8 FML×(자녀특성+AGE+EDU+RGN+NCH+NDHP+WORS)

9 FML×(자녀특성+AGE+EDU+RGN+NCH+NDHP+WORS+AST)

10 FML×(자녀특성+AGE+EDU+RGN+NCH+NDHP+WORS+AST+INC)

11 FML×(자녀특성+AGE+EDU+RGN+NCH+NDHP+WORS+AST+INC+GCH)

12 FML×(자녀특성+AGE+EDU+RGN+NCH+NDHP+WORS+AST+INC+GCH+CRSD)

주: 재가중치 추정을 위해 2008년과 2014년 결합 데이터에 대해 2014년 여부를 종
속변수로 한 로짓 모델을 분석할 때의 독립변수 구성을 의미한다. 각 단계별로 새
롭게 추가하는 설명변수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표 
4-63>도 동일하다. 설명변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CHAGE=자녀 연령, CHFSM=자녀 성-출생순서-결혼상태, CHEDU=자녀 교육
수준, CHNCH=자녀 (손)자녀 수, CHWORK=자녀 근로, CHHOWN=자녀 주택 
소유, FML=성-결혼상태, AGE=연령, EDU=교육수준, RGN=지역 및 45세 당
시 직업, NCH=생존자녀 수,　NDHP=일상생활 도움 필요, WORS=현재 종사상
지위, AST=자산, INC=총소득, GCH=손자녀를 돌본 경험, CRSD=동거
3절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45세 당시 직업, 일상생활 도움 필요,  
현재 종사상지위는 부부단위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고, 자녀 특성은 범주별 비율
을 사용하였다.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은 도시/시골과 농립어업/비농림어업의 조
합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종사상지위는 미취업/취업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4-44> 노인 재가중 분석: 재가중치 추정 모델

<표 4-44>에는 노인 대상 분석의 재가중치를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재가중 표본은 2014년 표본에 대해 제시된 설명변수의 분포를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적용한 가상 표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가중 표본1은 2014년 표본을 재가중하여 자녀 특성 분포를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한 가상 표본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4년 표본과 재가중 표본1

의 결과변수 분포 차이를 자녀 특성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재가중 표본1의 재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먼저 2008년과 2014년을 

결합한 데이터에 대해 2014년 여부를 종속변수로, 자녀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

입한 로짓 모델을 분석하여 각 사례가 2014년과 2008년에 속할 조건부 확률

을 추정한다. 이때 자녀 특성은 연령, 성-출생순서-결혼상태, 교육수준,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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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수, 근로, 주택 소유의 범주별 비율을 선형함수 형태로 투입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조건부 확률을 3장의 (식 8)에 대입하여 재가중치를 구한다. 이와 같이 

추정된 재가중치는 각 사례가 2008년에 속할 조건부 확률을 2014년에 속할 

조건부 확률로 나눈 값에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61)

재가중 표본2~11은 2014년 표본에 대해 노인 특성 분포를 단계적․누적적으

로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적용한 가상 표본을 의미한다. 각 

단계별 재가중치는 재가중 표본1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되, 성-결혼상태가 가

장 기본적인 특성임을 고려하여 여러 설명변수를 성-결혼상태와의 상호작용을 

허용한 형태로 로짓 모델에 투입한다.62) 이때 각 단계별로 재가중 전후 결과변

수 분포 차이를 해당 단계에 추가된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최종

적으로 재가중 표본12는 동거 비율까지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한 가상 표본

으로, 재가중 표본11과 재가중 표본12의 사적이전 분포 차이는 다른 변수를 모

두 통제한 상태에서 동거 변화가 사적이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재가중치를 추정한 후에는 재가중 표본의 설명변수 분포가 2008년과 유사하

게 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모든 설명변수 분포를 조정한 재가중 표본12와 

2008년 표본을 비교한 결과, 생존자녀 수가 2명인 비율과 5명 이상인 비율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비율(범주형 변수)과 평균(연속변수)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 분포가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된 것

으로 나타났다. 생존자녀 수 2명 비율과 5명 이상 비율 차이의 절대값은 각각 

3.8%p, 3.5%p로, 실제 2008년과 2014년 차이의 절대값인 9.5%p, 10.8%p보

다 훨씬 작았다. 즉, 로짓 모델 설정의 한계로 인해 생존자녀 수 분포가 완전히 

조정되지는 못하였지만, 2014년보다는 2008년의 분포에 가깝게 조정된 것이

다. 그밖에 자녀 중 무배우 딸 비율, 자녀 중 초졸 이하 비율의 차이가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그 차이의 절대값이 각각 0.9%p, 1.2%p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하에서 재가중 분석 결과를 서술할 때는 필요에 따라 이

와 같이 설명변수 분포가 완전히 조정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영향을 간단히 검

토할 것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표 4-45>를 

살펴보면, 자녀 특성 변화에 따라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각

각 4.1%p, 15.7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남, 고학력, 취업 등과 

61) 이때 재가중 전후 표본 규모가 유지되도록 재가중치의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62) 다양한 상호작용을 투입하면 여러 설명변수의 결합 분포를 2008년과 더욱 유사하

게 조정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을 많이 허용할수록 로짓 모델의 추정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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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노부모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양하는 특성을 가진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였

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노인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

문에 그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가중 표본1의 동거와 

사적이전 수준은 이하에서 노인 특성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녀 특성 변화의 영향은 차후 자녀 대상 재가중 분석

을 통해 다시 확인할 것이다.

구분 재가중 표본1 2014 표본 차이

동거 비율 26.2 30.3 4.1 ***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1.8 48.4 6.6     

0원 초과 비율 11.5 14.1 2.6 ***

0원 제외 평균 364.4 343.5 -20.9     

비동거 노인

평균 90.5 113.0 22.5 ***

0원 초과 비율 26.4 30.8 4.4 ***

0원 제외 평균 343.0 367.1 24.1 *

전체 노인

평균 77.7 93.4 15.7 ***

0원 초과 비율 22.5 25.7 3.2 ***

0원 제외 평균 345.8 363.2 17.4 †

주: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1차년도 가구ID 기준 클러스터를 추출하는 부트스트랩
을 1000회 실시하여 추정한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구하였
다.63) 이하의 재가중 분석도 동일하다.

†p<.10, *p<.05, **p<.01, ***p<.001

<표 4-45> 노인 재가중 분석: 자녀 특성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46>에서는 성-결혼상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 설명변수 분포 변화가 결과변수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ΔX→ΔY)은 설

명변수 분포 변화(ΔX)와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X→Y)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에 관한 정보를 함께 보고하였다.

63) 본 연구는 각 부트스트랩 표본마다 재가중치를 추정하여 재가중 분석의 표준오차를 
구한다. 그런데,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IPW 방법으로 가중치를 조정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중치 조정 전 표본에 대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
고 각 부트스트랩 표본마다 가중치를 조정한 후 재가중치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각 부트스트랩 표본에 대해 가중치 조정을 시도한 결과 로짓 모델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례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편의 상 가중치 조정이 이루어
진 표본에 대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가중
치 조정을 하지 않고 재가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결과가 거의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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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2

재가중
표본1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유배우 64.9 66.0 1.2 64.4 66.0 1.5 21.9 19.5 61.1

남성 무배우 3.9 4.8 0.9 4.0 5.4 1.3 15.8 43.8 136.5

여성 무배우 31.2 29.1 -2.1 31.6 28.7 -2.9 37.0 64.5 178.1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2 재가중 표본1 차이

동거 비율 26.6 26.2 -0.4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1.9 41.8 -0.2   

0원 초과 비율 11.6 11.5 -0.2   

0원 제외 평균 360.5 364.4 3.9   

비동거 노인

평균 97.0 90.5 -6.4 *

0원 초과 비율 27.2 26.4 -0.8   

0원 제외 평균 357.1 343.0 -14.1 *

전체 노인

평균 82.3 77.7 -4.6   

0원 초과 비율 23.0 22.5 -0.5   

0원 제외 평균 357.5 345.8 -11.7   

주: ΔX는 설명변수 분포 변화를, X→Y는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를, Δ
X→ΔY는 설명변수 분포 변화가 결과변수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X→Y에 보고한 수치는 횡단 분석으로 추정한 조건부 평균으로, 자세한 추정 방법
은 본문에 서술하였다. 통계적 유의도는 ΔX→ΔY에 보고한 차이에 대해서만 제
시하였다. 이하의 재가중 분석도 동일하다.

†p<.10, *p<.05, **p<.01, ***p<.001

<표 4-46> 노인 재가중 분석: 성-결혼상태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먼저 ΔX를 살펴보자. 시간에 따른 성-결혼상태 변화를 기술적으로 살펴보

면, 2008~2014년 동안 여성 무배우 비율이 2.1%p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재가중 분석에서는 자녀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결혼상태 변화

의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자녀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결혼상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가중 표본2와 재가중 표본1의 성

-결혼상태 분포 차이를 보고하였다. 재가중 표본2는 자녀 특성과 성-결혼상태

가 모두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된 가상 표본이고, 재가중 표본1은 자녀 특성

만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된 가상 표본이므로, 두 표본의 성-결혼상태 분포 

차이를 자녀 특성을 2008년과 유사하게 통제하였을 때의 성-결혼상태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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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표를 살펴보면,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 무배우 비율

이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가중 표본2와 2008년 표본의 성-

결혼상태 분포 차이는 재가중치 추정을 위한 로짓 모델 설정의 한계로 인해 발

생한 오차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 X→Y에는 자녀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결혼상태별로 결과변수

의 조건부 평균(margin)을 추정하여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결혼상태별 

동거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첫째, 재가중 표본1을 활용하여 자녀 특성

과 성-결혼상태를 독립변수로, 동거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모델을 추정한다. 

이때 여러 독립변수를 선형함수 형태로 투입한다. 둘째, 추정된 모델을 활용하

여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의 성-결혼상태별 동거 비율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유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은 표본의 모든 사례가 실제로 관찰된 자녀 특성 

값을 갖지만 성-결혼상태의 값이 모두 유배우라고 가정하고 예측한 각 사례별 

동거 확률의 평균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

적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3절의 횡단 분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사적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동거/비동거 노인의 평균을 각각 추정하여 보

고하였다. 첫째, 재가중 표본1을 활용하여 자녀 특성, 성-결혼상태와 동거를 독

립변수로, 사적이전을 종속변수로 한 투파트 모델을 추정한다. 이때 투파트 모

델은 사적이전 수혜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모델과 로그사적이전을 종속변수로 

한 OLS 모델로 구성하고, 동거를 포함한 여러 독립변수를 선형함수 형태로 투

입한다. 둘째, 추정된 모델을 활용하여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의 성-결혼

상태-동거별 사적이전 평균을 예측한다.64) 예를 들어, 유배우 동거 노인의 사

적이전 평균은 전체 표본이 유배우 동거 노인이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관찰된 

자녀 특성 값을 활용하여 예측한 각 사례별 사적이전의 평균으로 추정한다.

X→Y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보다 남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이 낮게, 사적이전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3절의 

2014년 횡단 분석 결과(<표 4-20>)와 대체로 유사하다.

ΔX와 X→Y를 종합하면, 성-결혼상태 변화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상대

적으로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큰 여성 무배우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였

으므로,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감소할 것으로 예

64) 투파트 모델의 두 번째 모델에서 로그변환된 사적이전을 결과변수로 사용하기 때문
에, Duan(1983)의 “smearing estimate”로 사적이전 평균을 추정하였다(Belotti, 
Deb, Manning, & Norton,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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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ΔX→ΔY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결혼상태 변화가 전체 노인의 동

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을 각각 0.4%p, 4.6만원/년 감소시켰지만, 그 감소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6.4만원/년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수

혜 비율 감소보다는 수혜량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간에 따라 

여성 무배우 비율이 감소하는 성-결혼상태 변화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의 사적이전 수혜량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하의 재가중 분석 결과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ΔX

와 X→Y는 보조적인 정보일 뿐, 다음과 같은 점에서 ΔX와 X→Y를 기계적으로 

결합한 추론이 ΔX→ΔY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해둔다. 첫

째, ΔX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편의 상 설명변수의 한계 분포 변화를 보고하였

지만, 통제변수의 하위집단별 설명변수의 조건부 분포 변화가 재가중 분석 결과

를 결정한다. 둘째, X→Y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횡단 분석 모델을 선형함수 형

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복잡한 관계를 제대로 요약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가중 분석에서는 설명변

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를 모수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없다.

<표 4-47>에서는 자녀 특성과 성-결혼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연령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으므로, 시간에 

따라 고연령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가 부양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재가중 분석 결과, 연령 변화에 따른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

이 각각 0.3%p, 0.4만원/년으로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예

측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자녀 특성과 성-결혼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80세 이상 비율 증가량이 1.3%p에 불과하고 65~69세 비율이 오히려 2.6%p 

증가하는 등 연령 증가 추이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자녀 연령과 노인 연령의 강한 상관관계가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8~2014년 동안 자녀 연령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노인 연령

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따라서 노인 연령 변화가 부양 변화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자녀 연령보다 노인 연령이 인과적으로 선행

한다고 가정한다면, 본 분석에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후술할 무통제 재가중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노인 연령 

변화의 영향을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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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3

재가중
표본2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65~69세 27.4 24.5 -2.9 27.8 30.4 2.6 25.4 22.9 74.6

70~74세 31.9 26.7 -5.2 31.8 27.1 -4.8 24.1 32.9 97.8

75~79세 21.3 24.5 3.2 21.0 21.9 0.9 25.7 39.3 111.1

80세 이상 19.4 24.3 4.9 19.4 20.6 1.3 32.0 53.7 143.7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3 재가중 표본2 차이

동거 비율 26.4 26.6 0.3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1.1 41.9 0.9   

0원 초과 비율 11.5 11.6 0.1   

0원 제외 평균 355.6 360.5 4.9   

비동거 노인

평균 96.6 97.0 0.4   

0원 초과 비율 27.2 27.2 -0.1   

0원 제외 평균 354.3 357.1 2.7   

전체 노인

평균 81.9 82.3 0.4   

0원 초과 비율 23.1 23.0 -0.1   

0원 제외 평균 354.5 357.5 3.0   

†p<.10, *p<.05, **p<.01, ***p<.001

<표 4-47> 노인 재가중 분석: 연령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48>에서는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ΔX를 살펴보

면, 여러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제하였을 때 교육수준 증가 추이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는 주로 자녀 교육수준

과 노인 교육수준의 강한 상관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X→Y

를 살펴보면, 대졸 노인의 동거 비율과 초졸 미만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상대

적으로 낮은 관계가 관찰된다. 최종적으로 ΔX→ΔY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변

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표

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가중 표본4와 2008년 표본의 교육수준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재가중 표본4의 교육수준 분포가 

2008년 분포에 좀 더 가까웠더라면, 교육수준 증가 추이가 좀 더 강하게 나타

났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수준 변화에 따른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이 좀 더 커졌

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 본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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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타당할 것이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4

재가중
표본3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초졸 미만 29.7 20.6 -9.1 27.8 25.1 -2.7 25.8 25.7 78.8

초졸 32.9 30.3 -2.6 33.8 33.0 -0.7 27.1 40.0 114.4

중졸 12.4 15.9 3.5 12.9 15.1 2.3 27.9 40.5 117.0

고졸 16.6 22.1 5.5 16.3 17.8 1.5 28.6 38.4 112.9

대졸 이상 8.4 11.2 2.8 9.3 9.0 -0.3 19.3 40.3 117.0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4 재가중 표본3 차이

동거 비율 26.3 26.4 0.0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0.6 41.1 0.4   

0원 초과 비율 11.3 11.5 0.2   

0원 제외 평균 358.0 355.6 -2.5   

비동거 노인

평균 95.2 96.6 1.4   

0원 초과 비율 27.2 27.2 0.1   

0원 제외 평균 350.0 354.3 4.4   

전체 노인

평균 80.8 81.9 1.1   

0원 초과 비율 23.0 23.1 0.1   

0원 제외 평균 351.0 354.5 3.5   

†p<.10, *p<.05, **p<.01, ***p<.001

<표 4-48> 노인 재가중 분석: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49>에서는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3절

의 <표 4-23>에서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과 부양의 횡단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읍면부와 비읍면부의 차이,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의 차이가 중요

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지역을 도시/시골로, 45세 당시 직업을 농

림어업/비농림어업으로 구분한 후, 이를 조합하여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는 도시 노인

의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을 받는 시골-농림어업 노인의 비율

이 증가한 결과,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각각 

0.7%p, 2.6만원/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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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5

재가중
표본4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도시-비농림어업 58.2 64.9 6.8 60.2 59.0 -1.2 30.4 37.6 118.7

도시-농림어업 9.5 6.2 -3.3 9.8 7.1 -2.6 30.6 33.9 111.8

시골-비농림어업 13.9 13.8 -0.0 13.3 14.0 0.7 24.8 25.3 85.3

시골-농림어업 18.5 15.0 -3.4 16.7 19.8 3.1 14.2 17.9 63.3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5 재가중 표본4 차이

동거 비율 27.0 26.3 -0.7 **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39.7 40.6 0.9   

0원 초과 비율 11.1 11.3 0.3   

0원 제외 평균 358.5 358.0 -0.4   

비동거 노인

평균 97.8 95.2 -2.6 †

0원 초과 비율 27.5 27.2 -0.4   

0원 제외 평균 354.9 350.0 -4.9   

전체 노인

평균 82.1 80.8 -1.3   

0원 초과 비율 23.1 23.0 -0.1   

0원 제외 평균 355.3 351.0 -4.3   

†p<.10, *p<.05, **p<.01, ***p<.001

<표 4-49> 노인 재가중 분석: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

화․산업화는 시골에 거주하거나 농림어업에 종사한 노인의 비율을 감소시킬 것

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ΔX에 보고하였듯이,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도시

-비농림어업 비율이 1.2%p 감소하고 시골-농림어업 비율이 3.1%p 증가하는 

등 예측과 불일치하는 방향의 추이가 관찰된다. 이는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와 통제변수 변화의 관계가 강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비농림어업 노인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 증가 

추이를 통제하면 도시-비농림어업 비율 증가 추이가 약해진다. 즉, 여러 특성

을 통제하였을 때 일반적인 도시화․산업화 추이에 반하여 도시-비농림어업 비

율이 감소하고 시골-농림어업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가 부양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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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가중 표본5와 2008년 표본의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분포에 작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재가중 

표본5의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분포가 2008년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더라면, 

도시-비농림어업 비율이 감소하고 시골-농림어업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가 약

해졌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부양 감소량의 절대값이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한편, 여러 통제변수의 분포를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한 재가중 표

본4의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분포가 이미 2008년 분포에 상당히 근접하였

다. 이는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분

포 변화의 변량이 그다지 크지 않아 그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만으로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가 부양을 일정하

게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6

재가중
표본5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1명 5.2 5.5 0.3 6.5 5.5 -0.9 12.3 21.5 79.4

2명 14.2 23.7 9.5 16.7 22.9 6.2 23.7 22.7 83.7

3명 25.5 30.6 5.1 25.7 29.6 4.0 28.5 30.5 108.2

4명 23.4 19.2 -4.2 23.5 19.2 -4.3 28.9 40.8 128.1

5명 이상 31.6 20.9 -10.8 27.6 22.7 -5.0 31.2 36.6 116.9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6 재가중 표본5 차이

동거 비율 27.6 27.0 -0.6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1.8 39.7 -2.1   

0원 초과 비율 11.6 11.1 -0.5   

0원 제외 평균 361.4 358.5 -2.9   

비동거 노인

평균 101.6 97.8 -3.9 †

0원 초과 비율 28.9 27.5 -1.3 *

0원 제외 평균 352.1 354.9 2.8   

전체 노인

평균 85.1 82.1 -3.1   

0원 초과 비율 24.1 23.1 -1.0 *

0원 제외 평균 353.3 355.3 2.0   

†p<.10, *p<.05, **p<.01, ***p<.001

<표 4-50> 노인 재가중 분석: 생존자녀 수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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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에서는 생존자녀 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 많은 자녀를 

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기 때문에, 생존자녀 수가 감소하는 변화

가 부양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재가중 분석 결과, 생존자녀 수 변화에 

따라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3.9만원/년,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1.3%p 

감소하였고,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비록 재가중 표본6과 2008년 표본의 생존자녀 수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재가중 표본6의 생존자녀 수 분포가 2008년 분포에 더 가까웠더

라면 생존자녀 수 감소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녀 수 

변화에 따른 사적이전 감소량이 더 컸을 것이다. 즉, 재가중치 추정 로짓 모델 

설정의 한계로 인한 편의가 존재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65)

<표 4-51>에서 일상생활 도움 필요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

의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0.3%p 증가하였다. 이는 기능상태가 나빠 독립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표 4-25>), 시간에 따라 기능상태가 나쁜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여 사

적이전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상생활 도움 필

요 변화가 동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5)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 중 초졸 이하 자녀 비율의 평균이 재가중 표본6과 2008년 
표본 사이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1.0%p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재
가중 표본6과 재가중 표본5의 차이는 0.1%p에 불과하여, 재가중 표본 간 결과변수 
분포 차이를 비교하는 본 분석에서 해당 변수가 충분히 통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하에서도 분석에 따라 재가중 표본과 2008년 표본 사이에 유배우 장남 아닌 아들 
비율의 평균, 초졸 이하 자녀 비율의 평균, 초졸 미만 비율, 생존자녀 수 2명/5명 이
상 비율 등 몇몇 통제변수 분포의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지만, 재가중 표본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재가중 분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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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7

재가중
표본6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일상생활 도움불필요 88.6 90.3 1.7 88.7 90.4 1.7 25.5 35.8 111.7

일상생활 도움필요 11.4 9.7 -1.7 11.3 9.6 -1.7 44.5 25.7 88.9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7 재가중 표본6 차이

동거 비율 27.8 27.6 -0.2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1.5 41.8 0.3   

0원 초과 비율 11.4 11.6 0.1   

0원 제외 평균 362.8 361.4 -1.4   

비동거 노인

평균 100.8 101.6 0.8   

0원 초과 비율 28.6 28.9 0.3   

0원 제외 평균 352.9 352.1 -0.8   

전체 노인

평균 84.3 85.1 0.8   

0원 초과 비율 23.8 24.1 0.3 †

0원 제외 평균 354.3 353.3 -0.9   

†p<.10, *p<.05, **p<.01, ***p<.001

<표 4-51> 노인 재가중 분석: 일상생활 도움 필요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52>에서는 현재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 종사상

지위와 부양의 횡단적 관계를 분석한 3절의 <표 4-26>에서 취업과 미취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현재 종사상지위를 취업/미취

업으로 범주화하였다. 취업 노인의 부양 필요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취업 비

율이 증가하는 변화가 부양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재가중 분석 결과, 취

업 비율 변화가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과 수혜 비율을 각각 6.8만원/년, 

1.5%p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과 수혜 비율이 각각 

5.1만원/년,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노인 취업 비율의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통

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2014년 동안 65세 이상 고용률이 

30.3%에서 31.3%로 1.0%p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그림 2-1>). 이와 달리 본 

분석에서 취업 비율 증가량이 크게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취업 비율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예를 

들어, 고연령 노인의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연령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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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통제하면 취업 비율 증가 추이가 강해진다. ΔX를 살펴보면, 재가중 표

본8과 재가중 표본7의 취업 비율 차이가 9.3%p로 2008년과 2014년의 차이인 

4.7%p보다 컸다. 둘째, 본 분석에서 유배우 노인의 취업상태를 부부 중 1명이

라도 취업하였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표 4-3>을 살펴보면, 개인단위 취업 

비율 증가량이 2.5%p로 부부단위 취업 비율 증가량 4.7%p보다 작았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8

재가중
표본7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미취업 70.9 66.2 -4.7 71.6 62.3 -9.3 29.2 40.9 130.8

취업 29.1 33.8 4.7 28.4 37.7 9.3 24.9 14.2 54.3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8 재가중 표본7 차이

동거 비율 28.0 27.8 -0.2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2.3 41.5 -0.9   

0원 초과 비율 11.6 11.4 -0.1   

0원 제외 평균 366.2 362.8 -3.4   

비동거 노인

평균 107.7 100.8 -6.8 ***

0원 초과 비율 30.0 28.6 -1.5 **

0원 제외 평균 358.3 352.9 -5.3   

전체 노인

평균 89.4 84.3 -5.1 ***

0원 초과 비율 24.9 23.8 -1.1 **

0원 제외 평균 359.3 354.3 -5.0   

†p<.10, *p<.05, **p<.01, ***p<.001

<표 4-52> 노인 재가중 분석: 현재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한편,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취업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적이전이 감소하

여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인 경제활동과 사적이전이 서로에게 부적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하면, 취업 비율 증가가 사적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크기가 표에 보

고된 것보다 작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역인과관계의 가능성과 

크기에 대한 단서를 찾기는 어렵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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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9

재가중
표본8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0원 이하 19.5 11.1 -8.4 20.5 12.0 -8.5 42.9 27.1 94.7

0~3485만원 31.5 22.7 -8.8 30.1 24.7 -5.4 22.3 38.1 117.2

3485~12085만원 28.5 35.8 7.3 27.8 36.0 8.2 22.7 35.6 118.5

12085만원 초과 20.5 30.4 9.9 21.7 27.3 5.6 33.0 34.1 117.8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9 재가중 표본8 차이

동거 비율 29.1 28.0 -1.1 †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4.0 42.3 -1.6   

0원 초과 비율 11.3 11.6 0.3   

0원 제외 평균 390.0 366.2 -23.8   

비동거 노인

평균 105.4 107.7 2.2   

0원 초과 비율 30.9 30.0 -0.8   

0원 제외 평균 341.6 358.3 16.6 *

전체 노인

평균 87.6 89.4 1.8   

0원 초과 비율 25.2 24.9 -0.3   

0원 제외 평균 347.9 359.3 11.4   

†p<.10, *p<.05, **p<.01, ***p<.001

<표 4-53> 노인 재가중 분석: 자산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53>에서 자산66)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

이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주거와 생계를 자녀에게 의존해

야 하는 무자산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산 변화

에 따라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량이 16.6만원/년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

간에 따라 노인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기대하는 자녀의 사적이

전 제공량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자산과 사적이전 수혜량의 

횡단적인 정적 관계(<표 4-27>)가 관찰되지 않은 자녀 경제력의 영향을 반영

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가중 표본9와 2008년 표본의 자산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존

66) 재가중 분석에서 연속변수 형태의 자산을 사용한 결과, 재가중 표본과 2008년 표
본의 자산 평균 차이가 800만원을 넘는 등 자산 분포가 2008년과 충분히 유사하게 
조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주형 변수 형태의 자산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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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데, 이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면 동거 비율 감소량이 다소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해둔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10

재가중
표본9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0원 16.0 5.0 -11.0 15.9 4.5 -11.4 38.7 41.5 137.1

0~159만원/년 31.0 26.4 -4.7 29.0 27.7 -1.3 31.6 46.5 153.2

159~752만원/년 31.5 38.0 6.5 31.7 40.4 8.7 24.7 31.2 106.6

752만원/년 초과 21.5 30.6 9.1 23.4 27.4 4.0 30.6 17.4 72.9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10 재가중 표본9 차이

동거 비율 30.8 29.1 -1.7 †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36.1 44.0 7.9   

0원 초과 비율 10.8 11.3 0.5   

0원 제외 평균 334.1 390.0 55.9   

비동거 노인

평균 109.9 105.4 -4.5   

0원 초과 비율 31.2 30.9 -0.3   

0원 제외 평균 352.4 341.6 -10.8   

전체 노인

평균 87.2 87.6 0.4   

0원 초과 비율 24.9 25.2 0.3   

0원 제외 평균 350.0 347.9 -2.1   

†p<.10, *p<.05, **p<.01, ***p<.001

<표 4-54> 노인 재가중 분석: 총소득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54>에서 총소득67)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필요가 커 동

거 의존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무소득 노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노

인의 동거 비율이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사적

이전을 받는 고소득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4.5만원/년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68) 한편, 

67) 자산과 마찬가지로, 연속변수 형태의 총소득을 사용하였을 때 재가중 과정에서 총
소득 분포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범주형 변수 형태의 총소득을 사용하였다.

68)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 중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의 재가중 표본9와 재가중 표본
10 차이가 1.8%p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4-5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약 
1.8%p 규모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차이에 따른 동거 비율 변화량이 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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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중 표본10과 2008년 표본의 총소득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재

가중 표본10의 총소득 분포가 2008년 분포에 더 가까웠더라면 총소득 증가 추

이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고, 따라서 총소득 변화에 따른 부양 감소량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a1

재가중
표본9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0원 53.3 47.5 -5.7 54.1 52.6 -1.5 30.4 36.4 125.0

0~760만원/년 33.9 35.4 1.5 32.3 32.6 0.2 25.1 29.3 106.1

760만원/년 초과 12.9 17.1 4.2 13.5 14.8 1.3 31.7 18.2 80.8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a1 재가중 표본9 차이

동거 비율 29.1 29.1 -0.0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3.5 44.0 0.4

0원 초과 비율 11.3 11.3 0.0

0원 제외 평균 386.9 390.0 3.1

비동거 노인

평균 106.0 105.4 -0.6

0원 초과 비율 31.1 30.9 -0.3

0원 제외 평균 340.7 341.6 0.9

전체 노인

평균 87.9 87.6 -0.3

0원 초과 비율 25.3 25.2 -0.2

0원 제외 평균 346.7 347.9 1.2

†p<.10, *p<.05, **p<.01, ***p<.001

<표 4-55> 노인 재가중 분석: 시장소득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이하에서는 소득원천별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총소득 대신 시장소

득, 공적연금소득, 사회복지수당소득, 기초보장급여를 단계적․누적적으로 투입한 

재가중 분석을 실시하였다.69) 이때 각 소득원천을 4개 범주를 갖는 형태로 투

때문에, 총소득 변화가 동거 비율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69) 소득보다 선행하는 통제변수와 함께 시장소득을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재가

중 표본a1, 시장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조정하는 재가중 표본a2, 시장소득, 공적연금
소득과 사회복지수당소득을 조정하는 재가중 표본a3,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 사회
복지수당소득과 기초보장급여를 조정하는 재가중 표본a4를 구성한 후, 재가중 표본9
와 a1의 차이, a1과 a2의 차이, a2와 a3의 차이, a3과 a4의 차이를 각각 시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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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을 때 부트스트랩 표본의 재가중치를 구하기 위한 로짓 모델의 추정 과

정에서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례가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

에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를 통합하고, 사회복지수

당소득, 기초보장급여를 수급 여부를 측정한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4-55>에서 시장소득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의 동거 비

율 변화량이 미미하였고, 사적이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고소득 노인의 비율

이 증가하여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0.3만원/년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표를 살펴보면, 재가중 표본a1과 2008년 

표본의 시장소득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재가중 표본9의 시장소득 분

포가 이미 2008년과 가깝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여러 특성

을 통제하였을 때 시장소득 분포 변화의 변량이 크지 않고 그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본 분석 결과는 시장소득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시장소득 변화의 영향에는 취업 비율과 자산 증가로 인한 시

장소득 증가의 영향이 제외되었다. 이와 달리, <표 4-56>에서는 현재 종사상

지위와 자산을 통제하지 않고 시장소득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70) 재가중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을 많이 받는 무소득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을 적게 받는 고소득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과 수혜 비율이 각각 3.8만원/년, 1.1%p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ΔX를 살펴보면,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시장소득 0원 비율이 8.3%p 감소

하고 760만원/년 초과 비율이 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

에 따르면, 재가중 전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0원 비율이 각각 6.6%p,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근로소득 증가, 부분적으로 자산소득 증가가 시장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취업 비율과 자산이 증가하여 

시장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그 결과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확

인되는 것이다.

단, 본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다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소득 

평균 증가량과 비교하면 사적이전 평균 감소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본 분석에

서는 시장소득을 범주형 변수 형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탄력성을 구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재가중 표본b와 재가중 표본7의 시장소득 평균 

공적연금소득, 사회복지수당소득, 기초보장급여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70) 나머지 통제변수는 <표 4-55>와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 144 -

차이를 확인해볼 수는 있다. 재가중 전후 시장소득 평균 증가량은 76.1만원/년

으로 사적이전 평균 감소량 3.8만원/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시장소득 증가의 

사적이전 구축 효과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다지 강하지 않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둘째, 사적이전이 감소하여 취업 비율이 증가하고 시장소득수준

이 향상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b

재가중
표본7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0원 53.3 47.5 -5.7 53.6 45.3 -8.3 29.5 45.1 137.5

0~760만원/년 33.9 35.4 1.5 33.2 36.9 3.7 23.5 25.5 86.5

760만원/년 초과 12.9 17.1 4.2 13.2 17.8 4.6 30.9 13.8 55.7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b 재가중 표본7 차이

동거 비율 27.9 27.8 -0.1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1.4 41.5 0.1   

0원 초과 비율 11.6 11.4 -0.1   

0원 제외 평균 357.4 362.8 5.4   

비동거 노인

평균 106.2 100.8 -5.4 **

0원 초과 비율 30.1 28.6 -1.5 ***

0원 제외 평균 352.8 352.9 0.1   

전체 노인

평균 88.1 84.3 -3.8 *

0원 초과 비율 24.9 23.8 -1.1 **

0원 제외 평균 353.4 354.3 0.8   

†p<.10, *p<.05, **p<.01, ***p<.001

<표 4-56> 노인 재가중 분석: 시장소득 변화의 영향, 현재 종사상지위와 자산 
비통제

(단위: %, %p, 만원/년)

<표 4-57>에서는 공적연금소득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의 횡단적 부적 관계가 분명하고, 공적연금 수급률이 

20.0%p나 증가하는 등 공적연금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비동거 노인과 전

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각각 6.5만원/년, 3.5만원/년 감소하였다. 비록 재

가중 표본a2와 2008년 표본의 공적연금소득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만, 보고된 수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로 인한 편의는 크지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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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후 재가

중치의 최대값을 제한하거나 통제방법을 변경한 추가 분석에서 공적연금소득 

변화에 따른 사적이전 평균 감소량이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표 4-81>, <표 4-83>), 공적연금소득 증가가 

사적이전을 일정하게 감소시킨다는 결론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단, 재가중 전

후 공적연금소득 평균 증가량이 74.2만원/년으로 사적이전 평균 감소량보다 훨

씬 크게 나타나, 공적연금소득 증가가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효과의 크기는 비교

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a2

재가중
표본a1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0원 66.3 46.8 -19.5 67.4 47.4 -20.0 30.0 41.5 138.0

0~258만원/년 24.0 34.9 10.9 21.9 34.5 12.6 28.3 31.8 107.9

258만원/년 초과 9.7 18.2 8.6 10.7 18.1 7.4 27.8 18.7 74.8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a2 재가중 표본a1 차이

동거 비율 29.4 29.1 -0.3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0.5 43.5 3.1   

0원 초과 비율 10.2 11.3 1.1   

0원 제외 평균 397.8 386.9 -10.9   

비동거 노인

평균 112.6 106.0 -6.5   

0원 초과 비율 31.9 31.1 -0.8   

0원 제외 평균 352.7 340.7 -12.0   

전체 노인

평균 91.4 87.9 -3.5   

0원 초과 비율 25.5 25.3 -0.2   

0원 제외 평균 358.0 346.7 -11.3   

†p<.10, *p<.05, **p<.01, ***p<.001

<표 4-57> 노인 재가중 분석: 공적연금소득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58>에서 사회복지수당소득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사회복지수당 수급률이 12.4%p 증가하는 변화가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비율을 1.4%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재가중 표본a3과 2008년 표본

의 사회복지수당 수급률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재가중 표본a3의 수급률



- 146 -

이 2008년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더라면 수급률 증가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났

을 것이므로, 수급률 증가가 사적이전 수혜 비율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은 달라지

지 않는다. 이처럼 공적이전 확대가 사적이전을 구축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

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회복지수당 수급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가

능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표 4-32>). 하지만 이와 같은 횡단

적 관계가 관찰되지 않은 노인 경제력의 영향을 반영한 허위관계일 가능성이 

커, 인과적인 관점에서 본 분석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71)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a3

재가중
표본a2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비수급 48.7 40.8 -7.9 45.0 32.5 -12.4 29.1 24.2 100.5

수급 51.3 59.2 7.9 55.0 67.5 12.4 29.5 37.9 132.3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a3 재가중 표본a2 차이

동거 비율 29.7 29.4 -0.4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36.6 40.5 3.9   

0원 초과 비율 10.5 10.2 -0.3   

0원 제외 평균 348.6 397.8 49.2   

비동거 노인

평균 109.4 112.6 3.2   

0원 초과 비율 30.5 31.9 1.4 †

0원 제외 평균 358.5 352.7 -5.8   

전체 노인

평균 87.7 91.4 3.7   

0원 초과 비율 24.6 25.5 1.0   

0원 제외 평균 357.2 358.0 0.7   

†p<.10, *p<.05, **p<.01, ***p<.001

<표 4-58> 노인 재가중 분석: 사회복지수당소득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59>에서는 기초보장급여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보장수급 노

인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기초

보장수급률이 증가한다면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71)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 중 대졸 자녀 비율의 평균과 공적연금소득 0원 비율의 재가
중 표본a2와 재가중 표본a3 차이가 약 2%p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분
석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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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표를 살펴보면,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보장수급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초보장급여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a4

재가중
표본a3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비수급 94.6 96.0 1.4 93.9 93.8 -0.1 31.5 32.8 123.7

수급 5.4 4.0 -1.4 6.1 6.2 0.1 7.2 9.2 44.3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a4 재가중 표본a3 차이

동거 비율 29.7 29.7 -0.0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37.6 36.6 -0.9   

0원 초과 비율 10.6 10.5 -0.1   

0원 제외 평균 355.4 348.6 -6.8   

비동거 노인

평균 109.6 109.4 -0.3   

0원 초과 비율 30.5 30.5 -0.0   

0원 제외 평균 359.1 358.5 -0.6   

전체 노인

평균 88.2 87.7 -0.5   

0원 초과 비율 24.6 24.6 -0.0   

0원 제외 평균 358.6 357.2 -1.4   

†p<.10, *p<.05, **p<.01, ***p<.001

<표 4-59> 노인 재가중 분석: 기초보장급여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60>에서는 손자녀를 돌본 경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손

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는 부양을 감소시킬 것

으로 예측된다. 재가중 분석 결과,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1.4%p 감소함에 따라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과 사

적이전 평균이 각각 0.2%p, 1.3만원/년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148 -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11

재가중
표본10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돌본 적 없음 96.1 98.2 2.1 96.3 97.7 1.4 30.5 28.1 116.4

돌본 적 있음 3.9 1.8 -2.1 3.7 2.3 -1.4 46.3 110.7 245.8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11 재가중 표본10 차이

동거 비율 31.0 30.8 -0.2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38.3 36.1 -2.2   

0원 초과 비율 11.5 10.8 -0.7   

0원 제외 평균 333.2 334.1 0.9   

비동거 노인

평균 111.1 109.9 -1.1   

0원 초과 비율 31.7 31.2 -0.5   

0원 제외 평균 350.7 352.4 1.7   

전체 노인

평균 88.5 87.2 -1.3   

0원 초과 비율 25.4 24.9 -0.5   

0원 제외 평균 348.3 350.0 1.7   

†p<.10, *p<.05, **p<.01, ***p<.001

<표 4-60> 노인 재가중 분석: 손자녀를 돌본 경험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마지막으로 <표 4-61>에서는 동거 변화가 사적이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ΔX를 살펴보면, 재가중 표본12와 재가중 표본11의 동거 비율 차

이가 5.3%p로, 2008년 표본과 재가중 표본11의 동거 비율 차이가 6.3%p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노인의 여러 특성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감소

량이 약 5.3~6.3%p임을 의미한다. 실제 2008~2014년 동거 비율 감소량이 

7.0%p임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감소량

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재가중 분석 결과, 이와 같은 동거 변화에 따라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1.0%p 증가하였다. 즉, 시간에 따라 사적이

전 형태의 부양이 동거 형태의 부양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거 비율 감소량보다 사적이전 수혜 비율 증가량이 훨씬 작아,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한편, 재가중 표본12의 동거 비율이 2008

년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더라면, 동거 변화에 따른 사적이전 증가량이 조금 더 

크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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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12

재가중
표본11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비동거 62.7 69.7 7.0 63.7 69.0 5.3 - - 121.5

동거 37.3 30.3 -7.0 36.3 31.0 -5.3 - 31.0 -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12 재가중 표본11 차이

동거 비율 36.3 31.0 -5.3 ***

사적이전

동거 노인

평균 41.2 38.3 -2.9   

0원 초과 비율 11.7 11.5 -0.2   

0원 제외 평균 351.6 333.2 -18.4   

비동거 노인

평균 110.4 111.1 0.7   

0원 초과 비율 31.7 31.7 0.0   

0원 제외 평균 348.7 350.7 2.0   

전체 노인

평균 85.3 88.5 3.3   

0원 초과 비율 24.4 25.4 1.0 *

0원 제외 평균 349.2 348.3 -0.9   

†p<.10, *p<.05, **p<.01, ***p<.001

<표 4-61> 노인 재가중 분석: 동거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62>에서는 이상의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여러 노인 특성 변화가 전체 노인의 동거 비율을 4.8%p, 비동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을 20.5만원/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간

에 따른 노인 특성 변화가 부양을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별 여성 노인이 감소하고, 취업, 자산,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부양 필요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 한편, 생존자녀 수 감소는 

공급 측면에서 사적이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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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실제 변화량 -7.0 *** 3.2 8.1 10.8 †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자녀 특성 4.1 *** 6.6 22.5 *** 15.7 ***

노인 특성 -4.8 *** 3.4 -20.5 * -10.8     

  성-결혼상태 -0.4 -0.2 -6.4 * -4.6     

  연령 0.3 0.9 0.4 0.4     

  교육수준 0.0 0.4 1.4 1.1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7 ** 0.9 -2.6 † -1.3     

  생존자녀 수 -0.6 -2.1 -3.9 † -3.1     

  일상생활 도움필요 -0.2 0.3 0.8 0.8     

  현재 종사상지위 -0.2 -0.9 -6.8 *** -5.1 ***

  자산 -1.1 † -1.6 2.2 1.8     

  총소득 -1.7 † 7.9 -4.5 0.4     

    시장소득1 -0.0 0.4 -0.6 -0.3     

    시장소득2 -0.1 0.1 -5.4 ** -3.8 *

    공적연금소득 -0.3 3.1 -6.5 -3.5     

    사회복지수당소득 -0.4 3.9 3.2 3.7     

    기초보장급여 -0.0 -0.9 -0.3 -0.5     

  손자녀 돌봄 -0.2 -2.2 -1.1 -1.3     

동거 -5.3 *** -2.9 0.7 3.3     

주: 시장소득1은 현재 종사상지위와 자산을 통제한 분석 결과를, 시장소득2는 통제
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의미한다. <표 4-75>~<표 4-85>도 동일하다.

†p<.10, *p<.05, **p<.01, ***p<.001

<표 4-62>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요약

(단위: %p, 만원/년)

2. 자녀 대상 분석

이하에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제공한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재가중 분석을 실시한다. <표 4-63>에는 자녀 대상 분석에 필요한 재가

중치를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가중 표본1은 2014년 표본에 대해 노

부모 특성 분포를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적용한 가상 표본

이고, 재가중 표본2~10은 2014년 표본에 대해 자녀 특성과 동거 분포를 단계

적․누적적으로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적용한 가상표본이다. 

재가중치를 추정하기 위한 로짓 모델에는 노부모 성-결혼상태와의 상호작용을 

허용하여 노부모와 자녀의 여러 특성 변수를 선형함수 형태로 투입한다. 재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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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추정한 후 모든 설명변수 분포를 조정한 재가중 표본10과 2008년 표본을 

비교한 결과, 모든 설명변수의 범주별 비율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배우 장남 아닌 아들 비율의 차이가 p<.10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그 차이의 절대값이 1.2%p로 크지 않았다. 이하

에서는 노인 대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설명변수 분포가 완전히 조

정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재가중
표본

재가중치 추정 모델

1 노인특성=OFML×(노인특성C=OAGE+OEDU+ORGN+ONDHP+OWORS+OAST+OINC)

2 OFML×(노인특성C+NSB)

3 OFML×(노인특성C+NSB+AGE)

4 OFML×(노인특성C+NSB+AGE+FSM)

5 OFML×(노인특성C+NSB+AGE+FSM+EDU)

6 OFML×(노인특성C+NSB+AGE+FSM+EDU+NCH)

7 OFML×(노인특성C+NSB+AGE+FSM+EDU+NCH+WORK)

8 OFML×(노인특성C+NSB+AGE+FSM+EDU+NCH+WORK+HOWN)

9 OFML×(노인특성C+NSB+AGE+FSM+EDU+NCH+WORK+HOWN+GCH)

10 OFML×(노인특성C+NSB+AGE+FSM+EDU+NCH+WORK+HOWN+GCH+CRSD)

주: 설명변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FML=노인 성-결혼상태, OAGE=노인 연령, OEDU=노인 교육수준, ORGN=노
인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ONDHP=노인 일상생활 도움 필요, OWORS=노인 
현재 종사상지위, OAST=노인 자산, OINC=노인 총소득, NSB=생존형제 수,　
AGE=연령, FSM=성-출생순서-결혼상태, EDU=교육수준, NCH=(손)자녀 수, 
WORK=근로, HOWN=주택 소유, GCH=(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 CRSD=동
거
노인 특성 변수의 형태와 범주는 노인 재가중 분석과 동일하다.

<표 4-63> 자녀 재가중 분석: 재가중치 추정 모델

<표 4-64>에서는 우선 노부모 특성 변화가 자녀가 제공한 부양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노부모 특성 변화가 전체 자녀의 동

거 비율을 1.7%p 감소시키고 사적이전 제공 비율을 1.2%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자녀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영향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재가중 표본1의 동거와 사적이전 수준

은 자녀 재가중 분석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 특성 변화가 부양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은 앞선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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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가중 표본1 2014 표본 차이

동거 비율 12.4 10.7 -1.7 **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8 3.6 1.9    

0원 초과 비율 0.7 0.9 0.2    

0원 제외 평균 247.4 407.4 160.0    

비동거 자녀

평균 41.8 43.8 2.1    

0원 초과 비율 14.3 15.3 1.0 †

0원 제외 평균 292.5 286.0 -6.5    

전체 자녀

평균 36.8 39.5 2.7    

0원 초과 비율 12.6 13.8 1.2 *

0원 제외 평균 292.1 286.8 -5.3    

†p<.10, *p<.05, **p<.01, ***p<.001

<표 4-64> 자녀 재가중 분석: 노인 특성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녀 특성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우선 <표 4-65>에서는 자녀 본인을 포함한 생존형제 수 변화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때, 노인 대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설명변수 분포 변화(ΔX)와 설명

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X→Y)에 관한 정보를 함께 보고하였다. 단, 3

절의 횡단 분석과 마찬가지로, 설명변수와 사적이전의 횡단적 관계를 추정할 때

는 비동거 자녀를 대상으로 한 투파트 모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변수 범

주별 사적이전 평균을 예측하였다.72)

표를 살펴보면, 생존형제 수 감소 추이와 생존형제 수와 부양의 횡단적인 부

적 관계가 결합된 결과, 전체 자녀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각각 

1.1%p, 3.2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따라 부양 책임을 분

담할 수 있는 형제의 규모가 감소하여 자녀 1인당 부양 제공량이 증가하는 효

과를 분명하게 실증한다. 비록 재가중 표본2와 2008년 표본의 생존형제 수 분

포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여 생존형제 수 분포가 완전히 조정되지는 못했지만, 

재가중 표본2의 생존형제 수 분포가 2008년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더라면 생존

형제 수 감소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므로, 생존형제 수가 감소하여 부

양이 증가하였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72) 비동거 자녀를 대상으로 투파트 모델을 추정한 후, 동거 자녀를 포함한 전체 자녀
에 대해 설명변수 범주별 사적이전 평균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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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2

재가중
표본1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1명 1.6 1.9 0.3 1.6 1.8 0.2 30.6 128.3

2명 8.0 14.5 6.5 8.8 15.2 6.4 22.1 78.6

3명 19.9 25.8 5.9 20.6 26.5 5.9 13.2 46.9

4명 23.7 22.3 -1.4 23.5 22.2 -1.3 11.9 36.6

5명 이상 46.8 35.5 -11.3 45.5 34.4 -11.1 7.1 24.0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2 재가중 표본1 차이

동거 비율 11.3 12.4 1.1 ***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3 1.8 0.4   

0원 초과 비율 0.6 0.7 0.1   

0원 제외 평균 228.7 247.4 18.7   

비동거 자녀

평균 37.8 41.8 4.0 ***

0원 초과 비율 13.9 14.3 0.4   

0원 제외 평균 271.5 292.5 20.9 ***

전체 자녀

평균 33.6 36.8 3.2 **

0원 초과 비율 12.4 12.6 0.2   

0원 제외 평균 271.3 292.1 20.8 ***

†p<.10, *p<.05, **p<.01, ***p<.001

<표 4-65> 자녀 재가중 분석: 생존형제 수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66>에서는 연령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ΔX를 살펴보면, 자

녀 연령 증가 추이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하지만 X→Y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단조증가하거나 단조감소하지 않아, 

연령 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재가중 분석 결과, 연령 변화에 따

른 부양 변화량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67>에서 성-출생순서-결혼상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

으로 동거 성향이 강한 무배우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 자녀의 동거 비율

이 1.0%p 증가하였다. 재가중 표본4의 성-출생순서-결혼상태 분포가 2008년 

분포에 더 가까웠더라면 동거 비율 증가량이 조금 더 컸을 가능성도 있다. 한

편,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을 많이 제공하는 장남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사

적이전을 적게 제공하는 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

과 제공 비율이 각각 0.9만원/년, 0.4%p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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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3

재가중
표본2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39세 이하 25.6 17.8 -7.8 25.9 19.2 -6.8 12.6 40.4

40~44세 23.8 22.1 -1.7 23.5 24.7 1.3 10.7 35.1

45~49세 21.4 22.5 1.1 21.7 23.4 1.7 9.7 39.0

50~54세 15.4 17.4 2.0 15.6 16.0 0.4 11.3 34.2

55세 이상 13.7 20.2 6.5 13.3 16.7 3.4 12.9 49.9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3 재가중 표본2 차이

동거 비율 11.3 11.3 -0.1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3 1.3 -0.0   

0원 초과 비율 0.6 0.6 -0.0   

0원 제외 평균 220.4 228.7 8.3   

비동거 자녀

평균 37.8 37.8 -0.0   

0원 초과 비율 13.7 13.9 0.2   

0원 제외 평균 276.5 271.5 -5.0   

전체 자녀

평균 33.7 33.6 -0.0   

0원 초과 비율 12.2 12.4 0.2   

0원 제외 평균 276.2 271.3 -4.9   

†p<.10, *p<.05, **p<.01, ***p<.001

<표 4-66> 자녀 재가중 분석: 연령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출생순서-결혼상태 추이를 보

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ΔX를 살펴보면, 재가중 전후 장남 비율이 감소

하고 딸 비율이 증가한 것과 달리, 실제 2008~2014년 동안 장남 비율이 증가

하고 딸 비율이 유지되는 추이가 관찰된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차

이는 주로 생존형제 수 변화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형

제가 많은 아들보다 형제가 적은 아들이 장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존형

제 수와 장남 가능성의 관계는 부적이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아들이 

없는 부모의 추가 출산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생존형제 수와 딸 가

능성의 관계는 정적이다. 따라서 생존형제 수 감소 추이가 장남 비율을 증가시

키고 딸 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생존형제 수 변화를 통제하면 장남 비율이 

증가하고 딸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가 약해지거나 반전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

대, <표 4-67>에서는 생존형제 수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장남 비율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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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4

재가중
표본3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유배우 장남 20.2 21.4 1.3 20.1 17.4 -2.8 12.9 57.9

무배우 장남 4.5 5.7 1.2 5.1 6.0 0.9 35.5 63.3

유배우 장남아닌아들 21.3 18.6 -2.7 20.2 17.9 -2.3 6.3 40.9

무배우 장남아닌아들 5.5 5.7 0.2 5.4 7.2 1.9 34.1 39.1

유배우 딸 42.8 41.5 -1.3 42.8 43.1 0.3 1.9 28.4

무배우 딸 5.7 7.0 1.3 6.4 8.4 2.1 29.6 32.5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4 재가중 표본3 차이

동거 비율 10.3 11.3 1.0 ***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3 1.3 0.1   

0원 초과 비율 0.6 0.6 0.0   

0원 제외 평균 226.0 220.4 -5.6   

비동거 자녀

평균 38.4 37.8 -0.6 †

0원 초과 비율 14.0 13.7 -0.3 **

0원 제외 평균 274.9 276.5 1.6   

전체 자녀

평균 34.6 33.7 -0.9 **

0원 초과 비율 12.6 12.2 -0.4 ***

0원 제외 평균 274.7 276.2 1.5   

†p<.10, *p<.05, **p<.01, ***p<.001

<표 4-67> 자녀 재가중 분석: 성-출생순서-결혼상태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68>에서는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자

녀가 더 많은 부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시간에 따라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변화가 부양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재가중 

분석 결과, 교육수준 변화에 따른 부양 변화량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중 표본5의 교육수준 분포가 완전히 조정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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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5

재가중
표본4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초졸 이하 10.5 6.4 -4.0 10.2 5.8 -4.4 6.9 24.0

중졸 11.9 8.3 -3.6 11.4 8.8 -2.6 7.8 31.2

고졸 42.8 40.7 -2.1 42.5 44.6 2.1 10.0 32.6

대졸 이상 34.8 44.6 9.7 35.9 40.8 4.9 11.7 50.3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5 재가중 표본4 차이

동거 비율 10.1 10.3 0.2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2 1.3 0.0   

0원 초과 비율 0.5 0.6 0.0   

0원 제외 평균 229.5 226.0 -3.4   

비동거 자녀

평균 38.5 38.4 -0.0   

0원 초과 비율 13.8 14.0 0.2   

0원 제외 평균 279.4 274.9 -4.5   

전체 자녀

평균 34.7 34.6 -0.1   

0원 초과 비율 12.4 12.6 0.2   

0원 제외 평균 279.2 274.7 -4.5   

†p<.10, *p<.05, **p<.01, ***p<.001

<표 4-68> 자녀 재가중 분석: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69>에서는 자녀 자신의 자녀 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Δ

X를 살펴보면,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손)자녀 수가 감소하는 추이가 뚜

렷하게 관찰된다. 하지만 X→Y를 살펴보면, 1~2명의 (손)자녀를 둔 자녀의 동

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적이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선형 관계가 

나타나 (손)자녀 수 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73) 재가중 분석 결

과, (손)자녀 수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가중 표본6의 (손)자녀 수 분포가 완전히 조정되지 못한 것으로 인

한 편의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3) (손)자녀 수와 동거의 비선형 관계는,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자녀의 존재
가 주거공간과 노부모 돌봄 능력을 제약하는 효과와 (손)자녀 돌봄 및 가사지원 필
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손)자녀 수와 
사적이전의 비선형 관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손)자녀 수와 부양의 복잡한 관계
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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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6

재가중
표본5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0명 14.4 18.2 3.7 14.6 17.5 2.9 15.4 30.7

1명 15.8 18.8 3.1 16.5 20.5 4.0 7.3 45.3

2명 55.3 52.1 -3.2 54.0 50.5 -3.5 7.1 43.7

3명 이상 14.5 10.9 -3.6 14.9 11.5 -3.5 12.6 37.3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6 재가중 표본5 차이

동거 비율 9.9 10.1 0.2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2 1.2 0.1   

0원 초과 비율 0.5 0.5 0.0   

0원 제외 평균 231.2 229.5 -1.7   

비동거 자녀

평균 38.3 38.5 0.2   

0원 초과 비율 13.8 13.8 -0.0   

0원 제외 평균 278.1 279.4 1.3   

전체 자녀

평균 34.6 34.7 0.1   

0원 초과 비율 12.5 12.4 -0.0   

0원 제외 평균 277.9 279.2 1.3   

†p<.10, *p<.05, **p<.01, ***p<.001

<표 4-69> 자녀 재가중 분석: (손)자녀 수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70>에서는 근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ΔX를 살펴보면, 여

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시간에 따라 근로 비율이 6.7%p 증가하였다. 추가적

인 분석에 따르면, 재가중 전후 남성 자녀와 여성 자녀의 근로 비율 증가량이 

각각 3.9%p, 9.6%p로 나타나,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자녀 세대 고용률 증

가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X→Y를 살펴보면, 근로 자

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관계가 확인되어 근로 비율 증가 

추이가 사적이전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가중 분석 결과, 근로 변화

에 따라 비동거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과 제공 비율이 각각 1.0만원/년, 0.4%p 

증가하였고,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과 제공 비율이 각각 0.9만원/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재가중 표본7의 근로 비율이 2008년 표

본보다 1.1%p 낮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적이전 증가량이 다소 과대추정되었

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편의의 크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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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7

재가중
표본6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비근로 34.4 27.6 -6.7 35.5 28.8 -6.7 8.6 30.6

근로 65.6 72.4 6.7 64.5 71.2 6.7 10.3 43.3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7 재가중 표본6 차이

동거 비율 9.9 9.9 0.1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1 1.2 0.1   

0원 초과 비율 0.5 0.5 0.0   

0원 제외 평균 227.4 231.2 3.8   

비동거 자녀

평균 37.3 38.3 1.0 *

0원 초과 비율 13.4 13.8 0.4 ***

0원 제외 평균 278.4 278.1 -0.3   

전체 자녀

평균 33.7 34.6 0.9 *

0원 초과 비율 12.1 12.5 0.3 **

0원 제외 평균 278.2 277.9 -0.2   

†p<.10, *p<.05, **p<.01, ***p<.001

<표 4-70> 자녀 재가중 분석: 근로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71>에서는 주택 소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을 소유한 자녀

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

가 부양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ΔX를 살펴보면, 실제 2008~2014년 주

택 소유 비율 변화량이 0.4%p에 그친 반면,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주택 

소유 비율이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주로 연령, 교육수준, 근로와 같은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연령과 주택 소유의 정적 관계 때문에 연령 증

가 추이가 주택 소유 비율을 증가시키므로, 연령 변화를 통제하면 주택 소유 비

율 증가 추이가 약해지거나 반전될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 

근로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 소유 비율이 증가하는 영향을 

제거하면 주택 소유 비율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재가중 분석 결과, 주택 소유 변화에 따라 전체 자녀의 동거 비율이 0.1%p 

감소하였고, 비동거 자녀와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제공 비율이 각각 0.2%p, 

0.1%p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 약화가 부양을 감소시킨다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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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돈, 2005: 258~261)을 약하게나마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만

약 재가중 표본8의 주택 소유 비율이 2008년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더라면, 주

택 소유 비율 감소 추이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므로, 주택 소유 변화가 부

양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 주택 소유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한편, 동거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

아 소유하게 되는 역인과관계가 주택 소유 변화와 동거 변화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해둔다.

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8

재가중
표본7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비소유 60.3 59.9 -0.4 61.6 65.8 4.2 8.6 34.5

소유 39.7 40.1 0.4 38.4 34.2 -4.2 12.5 47.6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8 재가중 표본7 차이

동거 비율 10.0 9.9 -0.1 *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1 1.1 -0.0   

0원 초과 비율 0.5 0.5 -0.0   

0원 제외 평균 227.7 227.4 -0.3   

비동거 자녀

평균 37.7 37.3 -0.4   

0원 초과 비율 13.6 13.4 -0.2 †

0원 제외 평균 277.5 278.4 0.8   

전체 자녀

평균 34.0 33.7 -0.3   

0원 초과 비율 12.3 12.1 -0.1 †

0원 제외 평균 277.3 278.2 0.8   

†p<.10, *p<.05, **p<.01, ***p<.001

<표 4-71> 자녀 재가중 분석: 주택 소유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표 4-72>에서는 자녀 자신의 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 변화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 X→Y를 살펴보면,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이 있는 자녀의 동거 

비율과 사적이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ΔX를 살펴보면,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의 분포가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가중 분석 결과,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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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9

재가중
표본8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돌본 적 없음 98.9 99.3 0.4 99.0 99.2 0.2 9.8 37.7

돌본 적 있음 1.1 0.7 -0.4 1.0 0.8 -0.2 27.6 200.8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9 재가중 표본8 차이

동거 비율 10.1 10.0 -0.1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1 1.1 0.0   

0원 초과 비율 0.5 0.5 0.0   

0원 제외 평균 228.0 227.7 -0.4   

비동거 자녀

평균 38.1 37.7 -0.4   

0원 초과 비율 13.7 13.6 -0.1   

0원 제외 평균 278.7 277.5 -1.2   

전체 자녀

평균 34.3 34.0 -0.3   

0원 초과 비율 12.3 12.3 -0.1   

0원 제외 평균 278.5 277.3 -1.2   

†p<.10, *p<.05, **p<.01, ***p<.001

<표 4-72> 자녀 재가중 분석: (손)자녀를 부모가 돌본 경험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마지막으로 <표 4-73>에서는 동거 변화가 사적이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ΔX를 살펴보면, 실제 2008~2014년 동거 비율 감소량이 1.2%p

인데, 여러 특성 변화를 통제하면 동거 비율 감소량이 2.0%p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관찰되지 않은 요인의 동거 감소 효과가 비교적 크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재가중 분석 결과, 동거 변화에 따라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 

제공 비율, 제공량이 각각 1.1만원/년, 0.3%p, 2.3만원/년 증가하였다. 단, 동거 

비율 감소량보다 사적이전 제공 비율 증가량이 훨씬 작아 동거 감소에 따른 사

적이전 증가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4>에서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생존형제 수 감소

가 부양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한편 무배우 비율과 근로 

비율 증가는 부양 증가 요인으로, 장남 비율 감소와 딸 비율 증가, 주택 소유 

비율 감소는 부양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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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ΔX X→Y

2008
표본

2014
표본

차이
재가중
표본10

재가중
표본9

차이
동거
비율

사적이전 평균
비동거 자녀

비동거 88.1 89.3 1.2 87.9 89.9 2.0 - 40.6

동거 11.9 10.7 -1.2 12.1 10.1 -2.0 - -

구분
ΔX→ΔY

재가중 표본10 재가중 표본9 차이

동거 비율 12.1 10.1 -2.0 ***

사적이전

동거 자녀

평균 1.2 1.1 -0.1   

0원 초과 비율 0.5 0.5 -0.0   

0원 제외 평균 243.0 228.0 -15.0   

비동거 자녀

평균 37.6 38.1 0.4 **

0원 초과 비율 13.6 13.7 0.0   

0원 제외 평균 276.4 278.7 2.3 **

전체 자녀

평균 33.2 34.3 1.1 ***

0원 초과 비율 12.0 12.3 0.3 ***

0원 제외 평균 276.2 278.5 2.3 **

†p<.10, *p<.05, **p<.01, ***p<.001

<표 4-73> 자녀 재가중 분석: 동거 변화의 영향

(단위: %, %p, 만원/년)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실제 변화량 -1.2 ** -2.6 9.0 *** 8.1 ***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노인 특성 -1.7 ** 1.9 2.1 2.7     

자녀 특성 2.3 *** 0.7 3.7 † 2.5     

  생존형제 수 1.1 *** 0.4 4.0 *** 3.2 **

  연령 -0.1 -0.0 -0.0 -0.0     

  성-출생순서-결혼상태 1.0 *** 0.1 -0.6 † -0.9 **

  교육수준 0.2 0.0 -0.0 -0.1     

  (손)자녀 수 0.2 0.1 0.2 0.1     

  근로 0.1 0.1 1.0 * 0.9 *

  주택 소유 -0.1 * -0.0 -0.4 -0.3     

  (손)자녀 부모 돌봄 -0.1 0.0 -0.4 -0.3     

동거 -2.0 *** -0.1 0.4 ** 1.1 ***

†p<.10, *p<.05, **p<.01, ***p<.001

<표 4-74>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요약

(단위: %p,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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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분석

1) 성-결혼상태 하위집단별 분석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가중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을 

추가하였다. 먼저 <표 4-75>~<표 4-80>에는 노인 성-결혼상태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앞선 전체 집단 재가중 분석에서 구성한 각 단계

별 재가중 표본에 대해 성-결혼상태별로 결과변수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

다. 예를 들어, <표 4-75>에 보고한 연령 변화의 영향은 시간에 따른 노인 연

령 변화가 유배우 노인의 동거와 사적이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자녀 특성 4.5 *** 4.8 12.7 *** 9.3 ***

노인 특성 -1.8 2.5 -17.2 ** -12.2 **

  성-결혼상태 -0.3 -0.8 0.6 0.4     

  연령 0.3 0.9 0.4 0.4     

  교육수준 0.2 0.2 0.5 0.4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2 0.4 -1.2 -0.8     

  생존자녀 수 -0.6 -1.0 -3.5 -2.7     

  일상생활 도움필요 -0.0 0.6 0.8 0.8     

  현재 종사상지위 0.1 0.0 -4.8 ** -3.8 **

  자산 -0.4 1.3 -2.8 -1.7     

  총소득 -0.7 1.0 -5.2 -3.5     

    시장소득1 -0.1 -0.2 -0.3 -0.2     

    시장소득2 -0.2 -0.7 -3.3 † -2.7 †

    공적연금소득 0.2 2.6 -9.2 ** -6.7 *

    사회복지수당소득 0.1 -0.1 1.5 1.1     

    기초보장급여 0.2 -0.1 0.5 0.3     

  손자녀 돌봄 0.0 -0.1 -2.0 -1.6     

동거 -4.7 ** 0.1 0.3 2.7 **

†p<.10, *p<.05, **p<.01, ***p<.001

<표 4-75>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유배우

(단위: %p, 만원/년)

<표 4-75>~<표 4-77>의 노인 대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 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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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노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 남성 무배우 노인의 사례 수가 2008년 155명, 2014년 16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

하에서는 유배우 노인 분석과 여성 무배우 노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노

인 분석 결과(<표 4-62>)와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자녀 특성 4.1 -48.0 16.9 6.9     

노인 특성 -2.6 -47.8 -6.5 -19.6     

  성-결혼상태 -0.4 -6.6 -7.9 -8.2     

  연령 -0.7 24.1 1.3 5.2     

  교육수준 -0.2 -27.3 -1.8 -7.5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1 12.6 -1.9 1.1     

  생존자녀 수 -1.6 -60.9 -2.0 -17.6     

  일상생활 도움필요 -3.9 27.5 8.3 6.3     

  현재 종사상지위 0.2 -12.7 -1.5 -4.1     

  자산 -1.2 -62.5 3.7 -16.9     

  총소득 5.2 58.1 -4.8 22.1     

    시장소득1 -0.0 3.0 -0.1 0.7     

    시장소득2 0.3 1.4 -0.3 0.7     

    공적연금소득 1.2 2.5 0.2 3.7     

    사회복지수당소득 2.3 76.8 5.6 28.6     

    기초보장급여 -1.1 -18.9 -7.2 -12.1     

  손자녀 돌봄 0.0 -0.0 0.0 -0.0     

동거 -12.4 * -29.2 2.2 -31.4     

†p<.10, *p<.05, **p<.01, ***p<.001

<표 4-76>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남성 무배우

(단위: %p, 만원/년)

표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의 영향이 여성 무배우 노

인에게 집중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여성 무배우 노인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

보면,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는 도시-비농림어

업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을 받는 시골-농림어업 비율이 증가

한 결과, 여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이 1.6%p 감소하고 비동거 여성 무배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9.1만원/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재가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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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분포가 완전히 조정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편의

를 고려하면, 부양 감소량이 다소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자녀 특성 3.1 * 16.2 *** 51.0 *** 31.4 ***

노인 특성 -8.2 ** 4.4 -26.2 0.7     

  성-결혼상태 1.1 -2.4 -10.7 -9.1     

  연령 0.4 -0.0 0.5 -0.3     

  교육수준 -0.3 2.8 3.1 3.4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1.6 ** 0.5 -9.1 † -2.7     

  생존자녀 수 -0.1 1.0 -2.6 -1.0     

  일상생활 도움필요 -0.2 0.2 -0.3 0.2     

  현재 종사상지위 -0.7 † -0.9 -14.1 * -7.4 *

  자산 -2.2 * 0.1 14.1 12.0 †

  총소득 -4.0 † 7.4 -6.3 7.0     

    시장소득1 0.2 0.8 -0.9 -0.5     

    시장소득2 -0.0 0.5 -11.1 * -6.3 †

    공적연금소득 -1.5 2.3 -3.6 1.5     

    사회복지수당소득 -1.8 1.8 2.4 5.3     

    기초보장급여 -0.3 -0.1 -2.4 -0.7     

  손자녀 돌봄 -0.7 -4.2 -0.8 -1.2     

동거 -5.7 ** -1.1 -3.0 8.1 *

†p<.10, *p<.05, **p<.01, ***p<.001

<표 4-77>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여성 무배우

(단위: %p, 만원/년)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을 가장 많이 감소시켰던 현재 종사상지위 변화는 유배

우 노인과 여성 무배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을 각각 3.8만원/년, 7.4만원/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 무배우 노인의 경우, 유배우 노인과 달

리, 취업 비율 증가에 따른 동거 비율 감소량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는 유배우 노인과 달리 여성 무배우 노인

의 취업과 동거의 부적 관계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배우 노인과 달리, 자산 변화가 여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 비율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

는 자산이 없어 동거 의존 성향이 강한 여성 무배우 노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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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산 변화가 여성 무배우 노인의 사적이

전 평균을 12.0만원/년 증가시켰는데, 이는 여성 무배우 노인의 자산수준이 증

가함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기대하는 자녀가 더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자산 변화와 사적이전 변화의 정적 관계가 관찰되지 않

은 자녀 경제력의 영향을 반영한 허위관계일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해둔다.

소득원천별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종사상지위와 자산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시장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영향이 두 집단 모두 확인되었지만, 

공적연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영향은 유배우 노인에게만 나타

났다. 유배우 노인 대상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을 

많이 받는 공적연금 비수급 노인의 비율이 20%p 이상 감소함에 따라 유배우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이 6.7만원/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 증가의 사

적이전 구축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동거 비율 감소에 따른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이 두 집단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라 사적이전이 동거를 부분적으로 대

체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노인 특성 -0.4 0.5 -4.0 -3.4     

자녀 특성 2.3 *** 0.3 6.3 ** 4.9 *

  생존형제 수 1.3 *** 0.1 5.8 ** 4.7 **

  연령 -0.3 * 0.1 -0.3 -0.1     

  성-출생순서-결혼상태 1.4 *** -0.2 -0.5 -1.0 *

  교육수준 -0.0 0.1 1.8 ** 1.7 **

  (손)자녀 수 0.1 0.2 -0.3 -0.3     

  근로 0.0 0.1 0.8 0.8     

  주택 소유 -0.0 -0.1 -0.6 -0.6     

  (손)자녀 부모 돌봄 -0.0 0.0 -0.4 -0.3     

동거 -2.2 *** -0.1 0.3 1.1 **

†p<.10, *p<.05, **p<.01, ***p<.001

<표 4-78>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유배우 부모

(단위: %p, 만원/년)

<표 4-78>~<표 4-80>에는 노부모 성-결혼상태별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를 보고하였다. 노인 대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남성 무배우 노인의 자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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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아(<표 4-79>), 이하

에서는 전체 자녀 분석 결과(<표 4-74>)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유배우 노인 

자녀와 여성 무배우 노인 자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노인 특성 0.1 19.6 -2.2 -0.3     

자녀 특성 1.6 11.9 5.8 6.0     

  생존형제 수 1.2 9.9 4.9 5.1     

  연령 0.7 -1.3 3.8 3.3     

  성-출생순서-결혼상태 0.1 1.9 -1.3 -1.1     

  교육수준 0.1 0.9 1.1 1.1     

  (손)자녀 수 -0.2 -0.9 -2.7 -2.5     

  근로 -0.2 1.2 -0.8 -0.6     

  주택 소유 -0.1 0.1 0.7 0.6     

  (손)자녀 부모 돌봄 0.0 0.0 0.0 0.0     

동거 -4.1 * 0.0 0.9 1.8     

†p<.10, *p<.05, **p<.01, ***p<.001

<표 4-79>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남성 무배우 부모

(단위: %p, 만원/년)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노인 특성 -3.2 *** 0.8 9.8 ** 9.9 **

자녀 특성 2.5 *** 0.1 0.5 -0.5     

  생존형제 수 0.9 ** 0.0 1.9 † 1.3     

  연령 0.2 -0.1 -0.2 -0.3     

  성-출생순서-결혼상태 0.8 * 0.1 -0.7 -0.9 *

  교육수준 0.5 * -0.0 -2.3 -2.2     

  (손)자녀 수 0.3 0.0 1.1 0.8     

  근로 0.2 0.0 1.4 * 1.2 *

  주택 소유 -0.3 * 0.0 -0.2 -0.1     

  (손)자녀 부모 돌봄 -0.1 0.0 -0.4 -0.4     

동거 -1.6 * -0.0 0.6 * 1.1 *

†p<.10, *p<.05, **p<.01, ***p<.001

<표 4-80>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여성 무배우 부모

(단위: %p, 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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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존형제 수 감소에 따른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이 유배우 노인 자녀 대

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는 주로 여

성 무배우 노인 자녀의 생존형제 수 감소 추이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자녀 대상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연령과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이 하위집단별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연령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로 동거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39세 이하 자녀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유배우 노인 자녀의 동거 비율이 0.3%p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제공하는 고학력 자녀의 비율이 증가한 결과, 유배우 

노인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이 1.7만원/년 증가하고 여성 무배우 노인 자녀의 

동거 비율이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로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 평균이 증가하고 주택 소유 비율

이 감소하여 동거 비율이 감소하는 영향이 여성 무배우 노인 자녀에게 상대적

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경제력이 부양 필요가 큰 여성 무배우 노인이 

받는 부양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재가중치 최대값 제한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 분포가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되도록 2014년 표

본에 재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례에 지나치게 큰 재가중치가 적용

될 경우 해당 사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

다. 예를 들어, <표 4-54>에 보고한 재가중 표본10에는 재가중치 값이 27을 

넘는 사례가 1명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사례와 같은 특성을 갖는 노인의 비율

이 2014년에 비해 2008년에 27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큰 

값을 갖는 재가중치가 2008년과 2014년의 불균형한 설명변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재가중치 추정을 위한 로짓 모델 설정의 한

계 때문에 나타난 극단치라면 이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 

4-81>과 <표 4-82>에는 Altonji, Bharadwaj, and Lange(2012: 802~803)

를 따라 재가중치의 최대값을 10으로 제한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

펴보면, 전반적으로 재가중치 최대값 제한으로 인해 추정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

았고, 가중치의 분산이 감소함에 따라 표준오차가 다소 감소하여 일부 설명변수

의 통계적 유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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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자녀 특성 4.1 *** 6.6 22.5 *** 15.7 ***

노인 특성 -4.8 *** 2.9 -18.8 ** -9.7 †

  성-결혼상태 -0.5 -0.2 -6.7 * -4.7 †

  연령 0.3 0.9 0.4 0.4     

  교육수준 0.0 0.4 1.4 1.1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6 ** 0.9 -2.3 † -1.1     

  생존자녀 수 -0.5 -2.1 -4.0 * -3.1 †

  일상생활 도움필요 -0.2 0.3 0.8 0.8     

  현재 종사상지위 -0.2 -0.9 -6.7 *** -4.9 ***

  자산 -1.3 * -1.6 3.9 3.2     

  총소득 -1.6 * 7.4 -4.4 0.2     

    시장소득1 -0.0 0.4 -0.5 -0.2     

    시장소득2 -0.1 0.1 -5.2 ** -3.6 *

    공적연금소득 -0.2 2.7 -6.0 † -3.3     

    사회복지수당소득 -0.2 3.9 1.1 2.1     

    기초보장급여 -0.1 -0.9 -0.3 -0.5     

  손자녀 돌봄 -0.2 -2.2 -1.3 -1.5     

동거 -5.0 *** -3.3 0.5 2.6     

†p<.10, *p<.05, **p<.01, ***p<.001

<표 4-81>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재가중치 최대값 10 제한

(단위: %p, 만원/년)

구체적으로 <표 4-81>을 살펴보면, 기존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표 

4-6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몇몇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이 추가적

으로 확인된다. 먼저 성-결혼상태와 생존자녀 수 변화에 따른 전체 노인의 사

적이전 평균 감소량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여성 무

배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생존자녀 수가 감소하는 변화가 사적이전을 감소

시켰다는 결론을 강화한다. 또한 공적연금소득 변화에 따른 비동거 노인의 사적

이전 평균 감소량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

금 확대가 사적이전을 구축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한편 <표 4-82>를 

살펴보면, 기존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표 4-74>)와 달리, 주택 소유 변화가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동거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경제력 약화가 부양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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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노인 특성 -1.7 *** 1.9 2.0 2.7     

자녀 특성 2.2 *** 0.7 3.8 * 2.6 †

  생존형제 수 1.1 *** 0.4 4.0 *** 3.1 **

  연령 -0.1 -0.0 -0.2 -0.2     

  성-출생순서-결혼상태 1.0 *** 0.1 -0.7 † -1.0 **

  교육수준 0.2 0.0 1.1 0.9     

  (손)자녀 수 0.2 0.1 -0.2 -0.3     

  근로 0.0 0.1 0.9 * 0.8 *

  주택 소유 -0.1 * -0.0 -0.5 † -0.4     

  (손)자녀 부모 돌봄 -0.0 0.0 -0.4 -0.3     

동거 -2.0 *** -0.1 0.4 ** 1.1 ***

†p<.10, *p<.05, **p<.01, ***p<.001

<표 4-82>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재가중치 최대값 10 제한

(단위: %p, 만원/년)

3) 통제 방법 변경

본 연구의 각 단계별 재가중 분석에서는 설명변수 보다 선행하는 통제변수 

의 분포를 조정한 재가중 표본과 와  분포를 모두 조정한 재가중 표본을 비

교하여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재가중하지 않은 2014년 표본과 통제변수를 조건부로 한 설명변

수의 분포, 즉  분포를 조정한 재가중 표본을 비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때  분포를 조정하는 재가중치는 와  분포를 모두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분포만 조정하는 재가중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DiNardo, Fortin, & 

Lemieux, 1996: 1022). <표 4-83>과 <표 4-84>에는 이와 같이 통제 방법

을 변경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4-83>을 살펴보면, 기존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표 4-62>)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이 다수 발견된다. 성-결혼상태

와 현재 종사상지위, 시장소득 변화가 사적이전뿐만 아니라 동거 비율을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일상생활 도움 필요 변화가 

사적이전 평균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공적연금

소득 변화가 사적이전 평균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

다. 한편 사회복지수당 수급률 증가에 따라 사적이전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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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관찰되지 않은 노인 경제력의 영향을 반영

한 허위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동거 변화에 따른 사적이전 평균 증

가량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성-결혼상태 -0.7 † -2.1 -7.3 * -5.2 *

  연령 0.3 1.1 0.8 0.7     

  교육수준 0.1 0.5 2.2 1.6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5 ** 0.5 -2.3 * -1.1     

  생존자녀 수 0.0 -0.6 -2.5 -1.9     

  일상생활 도움필요 -0.3 0.8 0.6 0.9 †

  현재 종사상지위 -0.4 * -0.6 -6.0 *** -4.0 ***

  자산 -1.8 *** 3.8 0.9 3.0     

  총소득 -1.0 † 1.6 -4.7 -2.1     

    시장소득1 -0.0 0.4 -0.5 -0.2     

    시장소득2 -0.5 * 0.1 -5.2 ** -3.2 **

    공적연금소득 -0.4 -2.0 -7.3 * -5.4 *

    사회복지수당소득 -0.0 4.4 † 4.5 † 4.5 *

    기초보장급여 -0.1 -1.0 -0.4 -0.5     

  손자녀 돌봄 -0.1 -0.5 -2.8 -2.0     

동거 -5.8 *** -3.3 1.6 3.5 †

†p<.10, *p<.05, **p<.01, ***p<.001

<표 4-83>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통제 방법 변경

(단위: %p, 만원/년)

<표 4-84>에서도 기존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표 4-7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영향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동거 성향이 강한 

39세 이하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동거 비율이 0.3%p 감소하였고, 상대적

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고학력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이 1.5만원/년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 소유 비율 감소가 전체 자

녀의 사적이전 평균을 0.6만원/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자녀 경제력 약화가 

부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한편,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근로 비율이 증가하여 동거 비율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지만,74) 그 감소량이 0.1%p로 크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74)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는 여러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비근로 자녀보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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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수 변화에 따른 동거 비율 증가량도 0.1%p로 크지 않았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생존형제 수 1.0 *** 1.0 2.9 *** 2.4 ***

  연령 -0.3 ** 0.1 0.2 0.3     

  성-출생순서-결혼상태 1.1 *** 0.1 -1.0 *** -1.4 ***

  교육수준 0.1 0.2 1.7 *** 1.5 ***

  (손)자녀 수 0.1 † -0.1 0.3 0.2     

  근로 -0.1 † 0.3 1.4 *** 1.3 ***

  주택 소유 -0.1 0.0 -0.7 ** -0.6 **

  (손)자녀 부모 돌봄 -0.0 0.0 -0.3 -0.3     

동거 -2.3 *** -0.7 0.4 ** 1.2 ***

†p<.10, *p<.05, **p<.01, ***p<.001

<표 4-84>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통제 방법 변경

(단위: %p, 만원/년)

4) 재가중 기준 시점 변경

<표 4-85>과 <표 4-86>에서는 재가중 기준 시점을 변경하여, 2008년 표

본에 대해 설명변수 분포를 2014년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적용하는 

재가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표 4-62>)와 비교하

여 <표 4-85>를 살펴보면, 기존 분석에서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성-결혼상태,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생존자녀 수, 자산, 총소득, 

시장소득 변화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몇몇 설명변수의 

경우 기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영향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

다. 예를 들어, 현재 종사상지위 변화가 사적이전뿐만 아니라 동거 비율을 

1.3%p 감소시켰고, 손자녀를 돌본 경험 변화가 동거 비율을 0.6%p 감소시켰

다. 이처럼 재가중 기준 시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시점의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표 4-2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4

년보다 2008년의 취업과 동거의 부적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2008년 표본

자녀의 동거 비율이 1.0%p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추정한 로짓 분석 
결과에서 근로와 동거의 부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 172 -

을 재가중할 때 취업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재가중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노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횡단적 관계를 전제로 한 분석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자녀 특성 5.0 *** 0.3 14.7 † 5.6     

노인 특성 -8.3 † -6.8 -11.0 -3.4     

  성-결혼상태 -0.8 -0.0 -4.1 -1.8     

  연령 0.3 -0.4 -0.2 -0.5     

  교육수준 0.6 -0.2 2.9 1.2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5 0.0 0.3 0.6     

  생존자녀 수 -0.6 -3.6 -3.3 -3.0     

  일상생활 도움필요 -0.4 1.0 1.5 1.6     

  현재 종사상지위 -1.3 * -0.4 -9.6 ** -5.0 *

  자산 -1.3 4.2 1.7 3.5     

  총소득 -3.6 -7.0 -0.0 -0.2     

    시장소득1 -0.1 -0.5 -0.2 -0.3     

    시장소득2 -0.7 -1.6 -4.4 -2.8     

    공적연금소득 -1.4 -4.2 -8.3 -5.9     

    사회복지수당소득 -1.3 -0.8 0.5 0.8     

    기초보장급여 -0.3 -0.4 -0.6 -0.4     

  손자녀 돌봄 -0.6 † -0.4 -0.2 0.1     

동거 -5.4 * -0.1 11.3 11.8     

†p<.10, *p<.05, **p<.01, ***p<.001

<표 4-85>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재가중 기준 시점 변경

(단위: %p, 만원/년)

<표 4-86>에서도 기존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표 4-7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영향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연령 변화가 동거 비율을 

0.5%p 감소시켰고, 교육수준 변화가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을 1.4만원/년 

증가시켰다. 한편 기존 분석에서 확인한 생존형제 수 감소의 전체 자녀 사적이

전 평균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는 2014년보다 2008년의 생존형제 수와 사적이전의 횡단적인 부적 관계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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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노인 특성 -0.8 * 0.0 3.5 3.3     

자녀 특성 1.6 *** -2.5 † 3.4 2.1     

  생존형제 수 0.9 *** -1.9 † 2.6 1.8     

  연령 -0.5 *** -0.7 0.2 0.3     

  성-출생순서-결혼상태 1.1 *** -0.2 -1.7 † -2.0 *

  교육수준 0.2 0.1 1.7 * 1.4 †

  (손)자녀 수 -0.2 -0.2 0.4 0.4     

  근로 -0.1 0.3 * 1.3 ** 1.2 **

  주택 소유 0.0 0.1 -1.1 -1.0     

  (손)자녀 부모 돌봄 -0.0 -0.0 -0.1 -0.0     

동거 -2.2 *** -0.3 0.5 1.2 *

†p<.10, *p<.05, **p<.01, ***p<.001

<표 4-86>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재가중 기준 시점 변경

(단위: %p, 만원/년)

5) 통제 수준 변경

본 연구는 설명변수 간 인과관계 순서를 가정한 후 각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

을 분석할 때 선행변수를 통제하는 분석 전략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 

순서의 오설정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다

른 특성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분석과 모두 통제한 분석을 실시하여 통제 수준 

변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노인 연령을 예로 들면, 첫째, 노인 연령 분포만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한 재가중 표본과 2014년 표본을 비교하는 분석과, 둘

째, 노인 연령을 포함한 모든 특성(동거 제외)을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한 재

가중 표본과 노인 연령을 제외한 모든 특성(동거 제외)을 2008년과 유사하게 

조정한 재가중 표본을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표 4-87>과 <표 4-88>에는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무통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4-87>을 살펴보면, 모든 설명변수 변화가 동거 또는 

사적이전 변화에 적어도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각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에 해당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다른 특성 변화의 영향이 포함되므로, 전반

적으로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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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성-결혼상태 -0.4 * 0.3 -3.0 * -1.7 †

  연령 0.6 ** 2.2 † 4.2 ** 3.2 **

  교육수준 -0.9 *** -0.5 -3.3 † -1.8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5 ** 1.2 2.6 * 1.8 *

  생존자녀 수 -0.4 -3.2 -5.8 ** -4.7 **

  일상생활 도움필요 -0.4 * 0.0 -1.4 † -0.7     

  현재 종사상지위 -0.6 *** -1.5 ** -6.2 *** -4.4 ***

  자산 -3.3 *** 0.8 -1.5 1.4     

  총소득 -2.5 *** -3.3 -21.3 *** -13.8 ***

    시장소득 -0.8 ** -1.8 * -7.3 *** -5.1 ***

    공적연금소득 -1.9 *** -3.7 † -14.2 *** -9.6 ***

    사회복지수당소득 0.3 * 1.7 † 4.6 *** 3.5 ***

    기초보장급여 0.1 0.6 * 0.9 † 0.8 *

  손자녀 돌봄 -0.1 -0.6 -3.9 † -2.9 †

동거 -7.0 *** 0.0 0.0 4.5 ***

†p<.10, *p<.05, **p<.01, ***p<.001

<표 4-87>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무통제

(단위: %p, 만원/년)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따르면 대체로 무통제 분석보다 여러 특성을 

통제한 기존 분석을 신뢰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무통제 분석에서 성-결혼상

태, 연령과 같이 외생성이 강한 특성 변화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노인 재가중 분석(<표 4-62>)에서는 자녀 특성을 모두 통제하였기 때문에, 성

-결혼상태와 연령 변화의 영향을 분석할 때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표를 살펴보면, 기존 분석보다 무통제 분석에서 성-결혼상

태 변화가 부양을 감소시키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도가 증가하였지만, 그 크기는 

오히려 조금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연령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기존 분석에

서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무통제 분석에서 상대적

으로 많은 부양을 받는 고연령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여 동거와 사적이전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연령을 포함한 다른 특성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예측과 같이, 노인의 고령화가 부양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의 

영향이 기존 분석과 무통제 분석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무통제 분석 결

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부양을 받는 도시-비농림어업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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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을 받는 시골-농림어업 노인의 비율

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동거와 사적이전이 증가하였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생존형제 수 1.0 *** 0.8 3.6 *** 2.9 ***

  연령 -0.3 ** -0.6 0.6 0.6     

  성-출생순서-결혼상태 1.0 *** -0.3 0.4 * -0.1     

  교육수준 0.2 * 0.5 3.8 *** 3.4 ***

  (손)자녀 수 0.8 *** 0.4 0.4 0.1     

  근로 0.2 *** 0.2 1.9 *** 1.7 ***

  주택 소유 -0.0 -0.0 0.1 0.1     

  (손)자녀 부모 돌봄 -0.0 0.0 -1.0 † -0.9 †

동거 -1.2 *** 0.0 0.0 0.5 **

†p<.10, *p<.05, **p<.01, ***p<.001

<표 4-88>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무통제

(단위: %p, 만원/년)

<표 4-88>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통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존 분석(<표 4-74>)보다 대체로 통계적 유의도가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성-출생순서-결혼상태 변화가 기존 분석에서 비동거 자녀와 

전체 자녀의 사적이전 평균을 감소시킨 것과 달리, 무통제 분석에서 비동거 자

녀의 사적이전 평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

한 차이는 주로 성-출생순서-결혼상태 추이의 차이로 설명된다. <표 4-67>

에 보고한 바와 같이, 생존형제 수를 포함한 여러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시간

에 따라 생존형제 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남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

런데 장남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므로, 무통제 분석 결과 성-출

생순서-결혼상태 변화가 사적이전을 증가시킨 것이다.

<표 4-89>와 <표 4-90>에는 동거를 제외한 다른 특성을 모두 통제한 완전

통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제 수준이 높아지면 추정치의 크기

가 감소하거나 통계적 유의도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89>를 살펴보면, 자산과 총소득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과적 

관점에서 완전통제 분석의 통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분석 결과를 

보다 신뢰한다. 예를 들어, 완전통제 분석에서 현재 종사상지위 변화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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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전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작아졌는데, 이는 주로 취

업 비율이 증가하여 자산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효

과를 제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노인 비동거 노인 전체 노인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성-결혼상태 0.4 0.8 1.2 0.7     

  연령 -0.0 3.8 1.1 1.9     

  교육수준 0.0 2.8 5.1 4.4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0.3 1.7 0.1 0.8     

  생존자녀 수 -0.6 -1.3 -4.6 -3.2     

  일상생활 도움필요 0.1 0.2 0.7 0.5     

  현재 종사상지위 0.0 -0.4 -1.3 -1.0     

  자산 -1.4 † -0.6 5.1 4.4     

  총소득 -1.8 † 5.6 -4.3 -0.1     

    시장소득 -0.0 -0.1 -0.8 -0.6     

    공적연금소득 -0.6 2.8 -7.2 -3.8     

    사회복지수당소득 -0.4 2.8 2.2 2.7     

    기초보장급여 -0.0 -1.0 -0.3 -0.5     

  손자녀 돌봄 -0.2 -2.2 -1.1 -1.3     

동거 -5.3 *** -2.9 0.7 3.3     

†p<.10, *p<.05, **p<.01, ***p<.001

<표 4-89> 노인 재가중 분석 결과, 완전통제

(단위: %p, 만원/년)

<표 4-90>에서 자녀 대상 완전통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분석(<표 

4-74>)과 달리, 연령 변화가 동거 비율을 0.5%p 증가시키고 성-출생순서-결

혼상태 변화가 동거 비율을 0.5%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본 연구는 인과적 관점에서 완전통제 분석보다 기존 분석 결과를 신뢰

한다. 예를 들어, 완전통제 분석에서 저연령 자녀의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은 횡단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상태를 통제함으로써 결혼하지 않은 저

연령 자녀의 동거 성향이 강한 영향을 제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런데 연령이 결혼상태보다 선행하므로, 이와 같은 완전통제 분석 결과를 인과관

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한편 기존 분석과 마찬가지로 완전통제 분석에서 생존형

제 수 변화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생존형제 수 감소가 부양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강하여 통제 수준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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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구분
동거 비율 

변화량

사적이전 평균 변화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전체 자녀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

  생존형제 수 0.6 ** 0.4 2.7 * 2.3 *

  연령 0.5 * 0.2 -0.5 -0.7     

  성-출생순서-결혼상태 -0.5 *** 0.0 -0.6 -0.4     

  교육수준 0.2 0.0 -0.0 -0.1     

  (손)자녀 수 0.2 † 0.0 0.3 0.2     

  근로 0.0 0.1 0.9 * 0.8 *

  주택 소유 -0.1 * -0.0 -0.4 -0.3     

  (손)자녀 부모 돌봄 -0.1 0.0 -0.4 -0.3     

동거 -2.0 *** -0.1 0.4 ** 1.1 ***

†p<.10, *p<.05, **p<.01, ***p<.001

<표 4-90> 자녀 재가중 분석 결과, 완전통제

(단위: %p, 만원/년)

6) 소결

이상의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공적연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 비록 기존 분석

에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재가중치 최대값을 제한하거

나 통제 방법을 변경한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확인되었고, 특히 공적연금소

득 변화가 주로 유배우 노인의 사적이전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성-결혼상태, 현재 종사상지위, 시장소득 변화가 동거를 감소시

켰다. 기존 분석에서는 해당 영향요인의 사적이전 감소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지만, 통제 방법을 변경한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동거 감소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현재 종사상지위 변화는 주로 여성 무배우 노인의 

동거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자녀 특성 변화의 영향이 

재가중치 최대값을 제한하거나 통제 방법을 변경한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확인

되었다. 동거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20~30대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동

거가 감소하였고, 고학력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적이전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 변화의 동거 감소 효과와 교육수준 변화의 사적이전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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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배우 노인 자녀에게, 교육수준 변화의 동거 증가 효과는 여성 무배우 노인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제 수준에 따라 노인 연령과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자녀 성-출생

순서-결혼상태 변화의 영향이 달라졌다. 노인 연령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 연령을 통제한 기존 분석에서는 그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인 연령

의 외생성을 가정한 무통제 분석에서는 노인의 고령화가 동거와 사적이전을 증

가시키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노인 지역 및 45세 당시 직업 변화의 영향을 살

펴보면, 기존 분석 결과와 반대로, 무통제 분석에서 도시화․산업화가 동거와 사

적이전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출생순서-결혼상태 변화의 영향

을 살펴보면, 생존형제 수를 통제한 기존 분석에서는 장남 비율이 감소하고 딸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지만, 생존형제 수를 통제하지 않은 무통

제 분석에서는 장남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노인의 동거 감소가 사적이전을 증가시켰다. 동거 변화에 따른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평균 증가량이 기존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

만, 유배우/여성 무배우 하위집단별 분석과 통제방법을 변경한 분석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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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8~2014년의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동거와 사적이전의 추이를 

기술적으로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동거와 사적이전의 횡단적 영향요인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재가중 방법으로 설명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동거와 사적이

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동거와 사적이전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자녀

의 부양행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서 여러 차례 논의한 

바와 같이, 동거 노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적이전을 받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동거가 감소하는 변화가 사적이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동거를 사적

이전의 영향요인에 포함하고 동거/비동거 하위집단별 사적이전 분포를 확인하

는 방식으로 동거와 사적이전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양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

째, 노인과 자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과 자녀의 여러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에서 

누락 변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대상 분석에서 자녀 특성을, 

자녀 대상 분석에서 노인 특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ΔX→ΔY)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가중 분석을 실시할 때 시간에 따른 설명변수 분포의 변화(ΔX)와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X→Y)를 함께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37.3%에서 30.3%로 7.0%p 감

소하여 동거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이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노인이 받은 

사적이전의 평균이 82.7만원/년에서 93.4만원/년으로 10.8만원/년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사적이전의 감소 추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총소득 평

균 대비 사적이전 평균의 비율은 14.4%에서 12.5%로 감소하여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사적이전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데이터의 

한계를 고려하면 사적이전의 장기적인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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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비율이 11.9%에서 10.7%로 1.2%p 

감소하였고,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사적이전의 평균이 31.4만원/년에서 

39.5만원/년으로 8.1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와 사적이전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가 대체로 부양을 감소시켰다. 노인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시장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적이전이 감소하였고, 추가 분

석에서 동거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와 생계를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동거가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라 노인의 경제력 수준이 향상되면서 

부양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독립적으로 현금을 관리하고 지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상태가 나쁜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는 오히려 

사적이전을 조금 증가시켰지만, 그 영향이 강하지는 않았다.

둘째,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가 부양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감소시키는 

효과가 모두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고학력 자녀와 

취업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적이전이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동거 성

향이 강하고 많은 사적이전을 제공하는 주택 소유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동거와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 경제력이 부양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교육수준과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주택 소유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녀 경제력 변화의 방향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단, 주택 소

유 변화에 따른 동거 비율 감소량의 크기가 0.1%p에 불과하고, 동거 자녀가 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택 소유 변화

가 동거를 감소시키는 영향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률이 약 20%p 증가하는 등 공적연금소득이 크게 증가하

여 사적이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 확대의 사적이전 구축 효과가 

실증되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수당의 수급률이 증가하여 사

적이전이 증가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지만, 이는 관찰되지 않은 노인 

경제력과 사회복지수당 수급의 부적 관계를 반영한 허위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았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수당소득과 기초보장급여의 내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시간에 따른 출산율 하락이 부양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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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면, 자녀가 많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받기 때문에, 노

인의 자녀 수가 감소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형제가 많은 자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의 형제 수

가 감소하여 동거와 사적이전이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인과 자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인과 자녀의 연령, 성, 결혼상태 변화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우선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노인의 고령화가 동거와 사적이전을 증가시켰지

만, 자녀 연령을 포함한 여러 특성을 통제하면 이러한 영향이 사라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거 성향이 강한 20~30대 자녀의 비율이 감소하여 동거가 감소하

는 영향이 추가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 무배우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

는 변화는 주로 사적이전을, 부분적으로 동거를 감소시켰고, 무배우 자녀의 비

율이 증가하는 변화는 동거를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형제 수를 통제

하지 않으면 장남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증가하였지만, 자녀의 형제 수를 

통제하면 장남 비율이 감소하고 딸 비율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

여섯째,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시골에 거주하거나 농림

어업에 종사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양을 받기 때문에,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시골-농림어업 노인 비율이 감소하고 도시-비농림어업 노인 비율이 증가

하는 변화는 부양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여러 특성을 통제한 재가중 분석에서 

오히려 시골-농림어업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비농림어업 비율이 감소하여 부

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가중 절차의 한계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시화․산업화가 동거와 사적이전을 증가시키지만, 여

러 특성을 통제하면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다른 특성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감소가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노인 대상 분석과 자녀 대상 분석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단, 동거 비율 

감소량보다 사적이전 수혜/제공 비율 증가량이 훨씬 작게 나타나, 동거가 감소

하여 사적이전이 증가하는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감소량이 상당

히 크게 나타났다. 재가중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거를 제외한 특성을 모두 

조정한 재가중 표본과 2008년 표본의 동거 비율 차이가 노인과 자녀 각각 

-6.3%p, -1.8%p로 나타나 실제 2008~2014년 변화량 -7.0%p, -1.2%p에 

맞먹는 규모임이 확인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자녀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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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양의식 변화가 동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동거는 경제적 

부양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정되는 생활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Chee, 2000: 27; Knodel & Ofstedal, 2002: 163), 시간에 따

라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문화적 변화가 동거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거를 포함한 모든 특성을 조정한 최종 재가중 표본과 

2008년 표본의 사적이전 평균 차이는 노인과 자녀 각각 2.6만원/년, 1.8만원/

년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이론적 함의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동거와 사적이전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의 경험

적 타당성을 정교하게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횡단적 영향요인 분석 결과로부터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이타주의 모델과 교환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력과 관련된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사적이전을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논의에 추가적으로 기여하였다.

첫째,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과 같이, 노인의 부양 필요와 자녀의 부양 제공 

능력이 클수록 많은 부양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취업 노인의 동거와 사적이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노인

의 시장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사적이전을 구축하였으며, 고학력, 취업, 주택 

소유 자녀의 동거 또는 사적이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필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빈곤노인이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타주의 모

델의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환 모델의 예측을 지지하는 증거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손자녀 

돌봄 경험이 노인과 자녀의 동거와 사적이전을 증가시켰고, 약하게나마 사적이

전을 받는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사적이전 수혜량이 증가하는 관계가 관찰되

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기대로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단, 노인 자산과 사적이전의 관계는 관찰되지 않은 자녀 경제력의 영향으로 설

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적이전뿐만 아니라 동거의 영향요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부양을 설

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조금 더 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녀보다 노인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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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강하고 동거가 자녀에게 규모의 경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적이전과 달리, 경제력이 강한 노인이 경제력이 약한 자녀로부터 동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횡단적 영향요인 분석 결과, 노인 자산/소득과 동거의 비선형 

관계가 관찰되어 경제력이 약한 노인이 동거에 의존하는 효과와 경제력이 강한 

노인이 동거를 구매하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부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시간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도시화․산업화, 저출산․고령화, 대규모 인구 이동, 보편교육 확대, 공

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 개인주의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존재하지만

(Jones, 1993: 291; Mason, 1992: 18), 이러한 거시적 관점의 진단을 미시

적 부양 관련 이론과 연결하여 경험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와 시간에 

따른 설명변수 분포 변화를 결합하여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부

양의 횡단적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미시적 이론과 부양 추이를 설명하는 거시적 

이론을 방법론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 3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2008~2014년 동안 주로 동거가 감소하여 노인이 자

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부양이 대체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록 사적

이전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동거 비율 감소량이 7.0%p인데 반해 사적이전 수혜 

비율 증가량이 3.7%p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자녀와 동거하거나 자녀로부터 사

적이전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2.5%p 감소하였다. 동거와 사적이전을 제외한 자

녀와 노인의 모든 특성을 조정한 노인 재가중 표본11과 2008년 노인 표본을 

비교하면, 동거 비율이 6.3%p 감소하고 사적이전 수혜 비율이 3.4%p 증가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동거하거나 사적이전을 받는 비율이 1.5%p 감소하였다. 

즉, 본 연구의 영향요인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사적이전을 받는 노인의 사적이전 수혜량 평균이 

대략 월 30만원으로 일반적인 자녀의 근로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동거 감소와 같은 규모로 사적이전 수혜가 증가하더라도 

노인의 경제적 삶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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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적 부양 감소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는 

결국 가족, 시장, 국가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노인의 고용률과 자산, 시장소득이 증가하여 부양이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이 노인의 자립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노인 고용률 증가에 따른 

사적이전 평균 감소량이 5.1만원/년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그 영향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2008~2014년 노인 개인단위 

고용률 증가량이 크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

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저연령, 시골, 농어업 종사 노인의 비율

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통제하면 고용률 증가량이 

커진다. 또한 부부 내에서 근로소득이 공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부단위 고용

률 추이를 살펴보면, 그 증가량이 더욱 커진다. 이처럼 노인 고용률이 실질적으

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양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건강하

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

는 변화는, 사적 부양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향

상시키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Martin, 1990: 113; Mason, 

1992: 25). 이에 따르면, 노인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노력

이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시장소득 평균 

증가량이 이로 인한 사적이전 평균 감소량보다 훨씬 크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

과는 시장소득수준 향상이 노인의 경제적 삶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퇴직 후 재취업이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한 “강요된 선택”이라면(방하

남․신인철, 2011), 사적 부양 감소 때문에 노인이 질 낮은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인 고용률 증가

와 부양 감소의 관계가 역인과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 이러한 상이한 관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근로생애를 연장하고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노인 고용의 질

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해둔다. 후자의 관점을 받아들이

더라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증가한다면 사적 부양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경제

적 필요를 적절하게 흡수하여 노인의 삶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 

근로소득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의 보고(황선재․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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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15)는 노인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소득분배를 악화

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이 상당수 존재

하는 상황에서, 최근 노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정책적 담론이 공적/사적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6~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술하

듯이, 공적이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성

숙과 발전이 부양 변화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본적으로 공

적연금이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현상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이 자녀로부

터의 경제적 부양을 감소시켜 노후소득보장 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가족 유

대를 약화시키거나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Chan, 2005: 273; 김희삼, 2014: 81~82). 공적연금소득이 증가

하여 사적이전이 감소하였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지적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적연금 확대의 의의가 

작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서 공적연금소득 평균 증

가량이 이로 인한 사적이전 평균 감소량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공적연금 확대

가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크기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 확대가 노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삶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적이전과 달리 공적연금급여가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금현섭․백승주, 

2014). 자녀의 부양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사적이전보다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의 경제활

동으로 수급권을 획득한 공적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공적연금 

확대가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삶의 질을 개선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적 부양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원천 중에서 대

체로 시장소득보다 공적연금소득이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비록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노인 소득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하지만(박경숙, 2001; 최현수, 2002), 최근 공적연금 수급률이 상당히 증가하

면서 시간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원진, 201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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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적연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여러 제도의 조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여유진․김미곤․권문일․최옥금․최준영, 2012: 131~161; 

여유진․김미곤․김수정․박종현 ․백승호․이상호․이승윤․정준호․주은선․김성아․조한나, 

2017: 221~269). 하지만 본 연구는 주로 내생성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기초

노령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수당소득과 기초보장급여의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셋째, 출산율 하락에 따라 노인의 자녀 수가 감소하는 추이가 효과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과제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녀 수가 감소하여 노인이 받는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영향을 관찰하였는데, 노

인의 자녀 수와 동거의 정적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녀 수 감소 

추이가 노인의 동거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크다. 한편 자녀의 관점에서 살펴보

면, 형제 수가 감소하여 자녀의 동거와 사적이전이 증가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자녀의 평균적인 부양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부양으로 충족되지 않는 노인의 경제적 필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의 자녀 수 감소 추이는 중단기적 정책 개입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영향요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의 자녀 수 분포

는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완료된 출산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Knodel, 

Chayovan, & Siriboon, 1992: 95), 급격한 출산율 하락 추이가 진정된 이후 

시기의 출산연령 인구가 노인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게 되기 전까지는 자녀 수 

감소 추이가 지속될 것이다. 게다가 만혼․비혼 확산,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노동시장 불안정성 심화, 양육비․교육비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저출

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정성호, 2013: 33)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

결되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분간 노인의 자녀 수가 지속적으

로 감소할 것이고 이러한 추이가 단기간에 역전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우선,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자녀가 없거

나 부족한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세대가 집합적으로 노인 세

대를 부양하는 공적 부양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의 자녀 

수 감소는 결국 전체 사회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을 의미하므로,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 역시 출산율 하락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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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생애를 연장하고 노인의 자립을 강화하는 과제

를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물론, 산업화 이후에도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의 노인

은 자녀로부터 많은 경제적 부양을 받아왔다. 사적 부양제도는 역선택이나 도덕

적 해이를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ugent, 1985: 78), 노인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적 부양제도는 노인의 경제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

거나 부양 부담이 자녀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

를 갖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가구 내 지위가 약

한 여성 자녀에게 집중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Silverstein, 2006: 171).

무엇보다도, 사적 부양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

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동거 감소가 부분적

으로 사적이전 증가로 대체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사적 부양제도가 해체

되는 추이는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

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감소량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 결과는 부양 규범의 약화

에 따라 사적 부양제도를 지탱하는 사회적 합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0~2016년 동안 65세 이

상 인구 중 노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8.4%에서 

27.2%로 증가하였고,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8.3%에서 

32.6%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17g: 26). 이는 전통 사회와 같이 효 사상을 

토대로 자녀가 노인을 일방적으로 부양하기를 권장하는 사회로 되돌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사적 부양을 강제하거나 사적 부양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Chan, 2005: 281; Jiang, 1995: 145; Martin, 1988: S110), 이미 대중교육 

확대와 함께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증대하는 사회적 

변화가 크게 진행된 상황에서 사적 부양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Ogawa & Retherford, 1997: 91; 김희

삼, 2008: 122~123). 결론적으로, 사적 부양 감소에 대응하여 시장을 통한 노

인의 자립과 국가를 통한 공적 부양을 함께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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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기간이 길지 않아 장기적인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기능상태가 나쁜 노인

의 동거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시간에 따라 기능상태가 향상되는 변화가 

동거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도움 

필요 변화에 따른 동거 비율 감소량이 0.2%p로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는데, 이는 주로 2008~2014년 동안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이 1.7%p밖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하여 일상

생활 도움 필요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변화가 관찰된다면, 이로 인해 동거가 

감소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감소량이 크게 나타

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석 모델의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 않아 관찰된 

부양 추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가중 분석에서 관찰되지 않은 결과변

수 변화량이 크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

선,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 것이 부양 변화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재가중 분석을 통해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지만, 횡단적 영향요인 분석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몇몇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따라서 

Blinder-Oaxaca 분해 등과 같이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횡단적 관계 변화가 

부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

녀 경제력과 부양의식의 변화와 같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분석

하지 못한 요인의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한다.

셋째, 자녀 경제력 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교육수준, 근로, 주택 소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소득, 자산, 지출 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경제력 지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자녀 경제력 약화가 부양을 감소시킨다는 가설

(손병돈, 2005: 258~261)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자녀 경제력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여러 특성 변화의 영향을 분석할 때 누락 

변수로 인한 편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부양의식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 189 -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거 비율 감소량이 크다는 사실은 부양의

식과 같은 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작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간에 따라 부

양의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노인과 자녀의 동거 선호나 노

후 책임 주체에 대한 견해 등을 측정한 데이터로 부양의식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부양의식의 내생성과 부양행위가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양적 방법으로 부

양의식의 인과적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부양의식 변화

와 그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한경혜․김상

욱(2010: 6)이 지적하였듯이, 가부장적 부양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의 노인과 

자녀의 세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녀 부부 중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특성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고, 이를 후속연

구의 과제로 남긴다.

여섯째, 몇몇 설명변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할 때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의 가

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고용률과 시장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동거와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이는 역인과관계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수당소득과 기

초보장급여의 경우 노인 또는 자녀의 관찰되지 않은 경제력과의 상관관계가 크

기 때문에 그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 영향요인에 초점

을 맞추어 내생성을 통제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여 정보의 손실이 발

생하였다. 소득/자산을 연속변수 형태로 사용한 재가중 분석에서 그 분포가 제

대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소득/자산을 범주형 변수 형태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소득/자산 변화에 따른 동거와 사적이전 변화의 정

확한 탄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득/자산의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과제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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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차 3차 4차 5차

포함 제외 차이 포함 제외 차이 포함 제외 차이 포함 제외 차이

남성 39 50 12 *** 39 53 14 *** 40 51 11 *** 41 49 8 **

여성 61 50 -12 *** 61 47 -14 *** 60 49 -11 *** 59 51 -8 **

65~69세 36 40 4 33 40 7 * 30 40 9 *** 31 40 9 **

70~74세 30 34 4 30 29 -0 28 30 2 27 28 1

75~79세 18 16 -2 20 16 -3 22 19 -3 22 20 -2

80세 이상 16 10 -6 *** 18 15 -3 20 12 -8 *** 21 13 -8 ***

유배우 62 85 23 *** 62 85 23 *** 62 85 23 *** 63 84 21 ***

무배우 38 15 -23 *** 38 15 -23 *** 38 15 -23 *** 37 16 -21 ***

대도시 37 43 6 † 38 46 8 * 39 44 4 39 42 3

중소도시 30 29 -0 30 30 -0 31 29 -1 31 36 6 †

읍면부 33 28 -5 † 32 24 -8 ** 30 27 -3 30 21 -9 ***

초졸 미만 39 26 -13 *** 36 22 -14 *** 32 19 -13 *** 28 18 -10 ***

초졸 33 33 0 33 35 1 33 33 1 33 31 -2

중졸 10 15 4 † 12 16 5 † 13 17 4 † 15 20 5 *

고졸 12 17 5 * 14 18 4 † 16 21 6 * 17 23 5 *

대졸 이상 5 9 4 * 6 9 3 7 10 3 † 8 9 2

건강 좋은 편 18 23 5 * 17 21 4 16 26 10 *** 15 25 10 ***

건강 보통 39 37 -2 38 41 2 41 40 -0 45 42 -2

건강 나쁜 편 43 40 -4 45 39 -6 * 43 33 -10 *** 40 33 -7 *

도움 불필요 80 82 2 81 86 5 * 82 85 3 83 86 3

도움 필요 20 18 -2 19 14 -5 * 18 15 -3 17 14 -3

임금근로자 6 6 -0 7 8 1 7 9 2 9 10 1

자영업자 17 13 -4 † 18 13 -6 * 16 16 -1 16 14 -2

미취업 77 82 4 75 80 5 † 76 75 -1 75 76 1

자가 아님 17 17 -0 18 16 -2 18 15 -4 17 18 0

자가 83 83 0 82 84 2 82 85 4 83 82 -0

자녀 1명 5 4 -1 6 3 -3 † 6 4 -2 6 5 -1

자녀 2명 14 17 3 16 21 5 19 24 4 † 23 29 6 †

자녀 3명 25 33 8 ** 27 37 10 ** 28 34 5 † 30 35 5

자녀 4명 24 20 -4 † 23 13 -9 *** 21 18 -3 20 15 -5 *

자녀 5명 이상 32 26 -6 * 29 26 -3 25 20 -5 * 22 16 -6 *

사례 수 3594 369 3618 316 3576 479 3750 390

주: 생존자녀가 있는 노인 중 최종 표본 포함 집단과 제외 집단에서 해당 항목이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원 자료에 제공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해당 항목 더미 변수를 종속변수로, 최종 표본 포함 여
부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으로 1차년도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p<.10, *p<.05, **p<.01, ***p<.001

<부표 1> 최종 표본 포함 집단과 제외 집단의 특성 차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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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ing the trend in economic 

old-age support from children in Korea

- A focus on coresidence and private transfers -

Lee, Wonj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derly people suffer from severe poverty in Korea where traditional 

family support has dwindled while a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has not yet matured. To construct a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response to elderly poverty, we need to understand the 

reason of the declining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y economic old-age support from children changed 

from 2008 to 2014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ir 

children affect coresidence of the elderly with their children? (2) How 

do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ir children 

along with the change in coresidence among them affect private 

transfers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the changes in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changes in outcome variables using a reweighting method.

The analyses on the elderly sample show that coresidence of the 

elderly with their children has declined fast. The percentage of the 

elderly who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dropped by 7.0%p, from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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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to 30.3% in 2014. Meanwhile, private transfers did not 

decrease as the average private transfers received by the elderly 

slightly increased by 108 thousand won/year, from 827 thousand 

won/year to 934 thousand won/year. The ratio of the average private 

transfers to the average total income of the elderly decreased from 

14.4% to 12.5%, however, which shows that the importance of private 

transfers in old-age income security has been gradually weakened. On 

the other hand, we found from the analyses on the children sample 

that the percentage of children who coreside with their elderly parents 

decreased by 1.2%p, from 11.9% to 10.7%, and that the average 

private transfers provided by children increased by 81 thousand 

won/year, from 314 thousand won/year to 395 thousand won/year.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on the influences of several factors on 

the changes in coresidence and private transfer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argely contributed to the weakening support from children. As 

the elderly work more and earn more market income, they receive less 

private transfers and are less likely to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do not have any 

asset and inevitably rely on their children for residence and living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coresidence with children. These results 

imply that increasing economic power of the elderly reduces support 

from children.

(2) Both strengthening and weakening effect of the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n their support to the elderly 

parents were found. The improvements in education and employment of 

children contributed to more private transfers, while the decline i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 their own housing contributed to less 

private transfers. Whereas the economic power of children obviously 

affects their support to elderly parents, the direction of the trend of 

their economic power is not clear.

(3) The significant expansion of public pension, with an approx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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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receive public 

pension benefit, crowded out private transfers. Meanwhile,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public transfers other than public pension were not 

accurately estimated due to endogeneity problem.

(4) The decreasing birthrate affects old-age support from children. 

As the elderly with more children receive more private transfers from 

them,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contributed to less 

private transfers among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as children 

with more siblings provide less support to their elderly parent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iblings contributed to more coresidence and 

private transfers amo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due to lowering fertility works as a burden to both 

elderly and their children.

(5) The effects of changing age, gender, marriage of the elderly and 

children were found. The unconditional change in the ag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increased coresidence and private transfers, although the 

effect diminished whe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cluding age 

were controlled for.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40 years of age with relatively high propensity of coresidence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coresidence.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female elderly without a spouse reduced coresidence and 

private transfers, whereas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hildren 

without a spouse raised coresidenc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oldest sons contributed to more private transfers when the number 

of siblings was not taken into account, while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oldest sons an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daughters contributed to less private transfers when the number of 

siblings was controlled for.

(6)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not clear. 

The unconditional changes in the distributions of farming engagement 

and urban 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creased coresidence and 

private transfers, although the effects largely disappeared whe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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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for.

(7) The decline in coresidence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private 

transfers. However, the effect was not strong in that the size of the 

change in coresidence was much bigger than the size of the 

corresponding change in private transfers receipt/provision.

(8) The unexplained decrease in coresidence was considerably large, 

which suggests that the unobserved factors, such as the rapid change 

in culture and social norm, may have exerted substantial influences on 

the decline in coresiden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cross-sectional determinants of coresidence and private 

transfers, this study performed a systemic analysis to explain the trend 

in economic old-age support from children. The results help to predict 

the future of old-age support and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a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

Keywords : old-age support, coresidence, private transfers, trend 

analysis, reweigh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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