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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단상(斷想)

사회통계국장 은순현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대가족 중심의 장자(長子)가

대가족 또는 4인 이상 가족 중심의 큰 규모의 주택 유형에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

제사와 가계를 승계하고 가부장의 권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요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청년층 1인가구의 증가는 독신 라이프 스타일의 강화로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비혼 증가와 저출산이라는 우울한 방향으로 귀결되기 쉽다. 또한 고령층 1인가구의

인 대가족제도는 급속히 해체되었고, 점차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증가는 고독사,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젊

사상에 기반한 핵가족제도가 확산되었다.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

은층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 공간을 나누

화를 특징적이고 집약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1인가구이다.

어 쓰려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대부분 부부와 자
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으로 바뀌었고(2017년 31.4%, 통계청 가구 추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이와 맞물려 가구 형태가 세분화된다면 1인가

최근에는 그마저도 분화되어 나홀로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20년 후에는 1인가구가

구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향후 폭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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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의 35.7%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대표 가구 형태가
될 전망이다.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계 자료에서 사회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1인가구 관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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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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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다단하다.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계를 살펴보면, 국가승인통계 중 지자체 작성 통계를 제외하더라도 ‘1인가구’ 또는
‘가구원수’ 항목 포함 통계는 현재 43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인가구 형성의 원인은 다양하다. 세대별로 보면 학업·구직 및 취업 등이 활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분야의 정확한 통계를 적시에 제공

한 청년층과 경제활동을 끝냈거나 거의 그 무렵에 접어든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은 등록센서스 같은 전수조사, 인구 및 가구 추계, 각종

다. 통계 수치에서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중은 2017년에 30대 이하에

표본가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흐름들을 추적하고, 세부 특성을

서 35.6%, 65세 이상에서 24.1%로 나타난다. 이러한 나홀로가구의 증가세는 사회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항목 개발과 더불어 기존 자료들을 종합한 다양한 분석을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을 위한 특화된 서

통해 1인가구 증가가 경제·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비스 산업이 양산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둘째, 주거와 관련해서 과거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