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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일시 : 2009년 9월 25일( ) 09:40 ～ 17:30

■ 장소 : 서울 학교 호암교수회  컨벤션센터

주    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주최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통계학회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순   서

09:40~10:00 등  록

10:00~10:15 개회사 및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안상훈(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10:15~10:20 축  사

김원식 교수(한국사회보장학회장)

10:20~10:30 한국복지패널소개

10:30~11:40 session_1

제1주제 빈곤 (목련) 사회자: 윤진호(인하대학교 경제학과)

1.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구조 분석

발표자: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이소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저소득계층의 소득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발표자: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이상은(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따른 빈곤 실태 비교

발표자: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2주제 의료 (동백) 사회자: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횟수 궤적의 예측 요인

발표자: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홍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의료비 지출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연관성

발표자: 허순임(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토론자: 이수연(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제3주제 삶의 질 (창포) 사회자: 박승희(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여성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한계효과 분석 

발표자: 우재영(농협경제연구소)

토론자: 김상욱(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2.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발표자: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가족해체가 남녀 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발표자: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정림(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30~11:40 session_1

제4주제 사회보장제도 
(수련)

사회자: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및 특성

발표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김대철(국회예산정책처)

2. 장애로 인한 경제력 손실규모와 적정지원수준 추정

발표자: 강성호(국민연금연구원), 홍성우(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노동시장 활동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함의

발표자: 우해봉(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권혁진(국민연금연구원)

11:40~12:50 점  심

13:00~15:00

특별강연 (무궁화홀)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패널데이터 분석: 전통분석방법과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15:00~15:10 휴  식

15:10~16:20 session_2

제1주제 공공부조 (목련) 사회자: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태일(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상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김진욱(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자 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발표자: 허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현상(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수급자와 노동공급

발표자: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김을식(경기개발연구원)

제2주제 장애인 (동백) 사회자: 이성규(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장애인의 우울 예측 요인

발표자: 이현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서동명(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발표자: 전지혜(일리노이주립대학 박사과정)

토론자: 서동우(김포 한별병원 진료원장)

3. 불평등 사회에서 다양한 몸의 존중

발표자: 김선희(건양대학교 교양학부)

토론자: 김경미(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10~16:20 session_2

제3주제 아동 (창포) 사회자: 김혜란(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아동발달에 모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

발표자: 이상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수정(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발표자: 김광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선숙(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제4주제 통계 (수련) 사회자: 류제복(청주대학교 바이오정보통계학과)

1. 패널회귀모형에서 가중치를 활용한 회귀계수 추정

발표자: 김규성(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이영민(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전병돈(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박현아(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

2. 한국복지패널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결측 패턴연구

발표자: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재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변종석(한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3. 저소득층 장애인의 빈곤 원인분석에 관한 통계적 함의

발표자: 김종민(미네소타대학교 통계학과),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재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이영섭(동국대학교 통계학과)

16:20~16:30 휴  식

16:30~17:30 session_3

제1주제  노동 (목련) 사회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1. 한국복지패널에서의 일자리 이동을 포함한 노동 속성 변화에 관한 심층적 분석

발표자: 남기성(한국고용정보원)

토론자: 이기성(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2. 실업자의 가구자산과 직업훈련 참여

발표자: 이상헌(금융경제연구원)

토론자: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건강 (동백) 사회자: 김창엽(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 국내 식품 보장 현황 및 특성

발표자: 김기랑(한양대학교 지역사회보건연구소), 김미경(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토론자: 김혜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혜진(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강영호(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16:30~17:30 session_3

제3주제 대학원생논문경진대회1 (창포) 사회자: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표자: 전은정(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토론자: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정부 지역간 빈곤격차 변화 요인분석

발표자: 임채홍, 현승현, 김수용(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김수완(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른 고용

발표자: 박선혜, 강주희, 오혜정(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주제 대학원생논문경진대회2 (수련) 사회자: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한명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유조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표자: 박정숙, 권소라(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천덕희(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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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가구의 소비구조 분석

백학  (강원 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1 장 서론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체 인구의 10%를 넘어섰으며 빠른 속도록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은 길어지고 있다. 그동안 노인

들의 생산 역 뿐만 아니라 소비 역에서도 주요한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

다. 그 지만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의 삶에 한 사회  

심은 증 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  안녕은 사회 체의 안녕에 직․간 으로 향

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  안녕에 한 분석  근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빈곤층의 소비에 한 심은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학, 사회학, 경

제학 등의 학문에서 심을 받지 못했던 역이다. 이는 소비는 이데올로기 으로 사

인 역으로, 소비는 소비할 능력을 갖춘 개인들의 문제이며 지극히 개인 인 취향과 선

호의 문제로 간주된 것이다(이소정, 2007). 그 지만 최근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비에 

한 심들은 차 으로 증가하고 있고(이소정, 2009; 반정호, 김경휘, 2008; 이소정, 

2007; 여유진, 2002), 통 으로 소득을 심을 이루어졌던 빈곤 연구도 소비에 한 

심으로 차 확 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취약 계층의 안녕을 측정하기 해서는 소득

보다는 소비가 당하다고 지 한다(Meyer and Sullivan, 2007, 2003; Cutler and Katz, 

1991; Slesnic, 1993; Poterba, 1991). 노인은 소득이 을 때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인의 경제  안녕을 측정하기 해서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당하다는 것이다(Meyer and Sullivan, 2007). 이에 본 연구는 소비항목별 지출 특성을 

통해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의 소비구조는 가족구조, 가구의 산제약, 욕구, 사회문화  요소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차이가 있다. 가구의 소비구조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에서 본 연구는 

빈곤지 와 가구유형 측면에서의 차이를 심으로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를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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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 하여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의 특성과 소비패턴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  

복지 수 을 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  논의

1. 소비와 소비패턴에 한 이해

  경제학 용어로서 소비는 욕구를 충족하기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을 말

한다. 즉, 인간의 욕구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충족되며, 소비는 인간의 욕구가 

발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Maslow는  결핍 욕구(deficiency need)와 성장 욕구(growth 

need)에 기 해 인간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 안 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 의 

욕구, 자아실 과 월의 욕구를 성장 욕구로 계층화한다(Maslow, 1954).   Maslow의 

욕구이론에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 인 요인으로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차원으로의 바람, 즉 인간의 차원 인 것에 한 바람인 

‘필요’와 보다 고차원 인 것에 한 바람인 ‘선호’가 모두 포함된다. 소비는 인간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행 로서 소비에 반 되는 욕구의 차원에 따라 소비의 모습

은 달라질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선호에 따라 욕구의 우선순 는 달라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Maslow 욕구에 한 단계론  근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에 한 근은 개인이나 가구의 산제약, 욕구 는 선호의 함수 계로 표 하

는 미시 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화  요인 차원에서 소비사회의 소비양상을 이해

하는데 유용하다. 소비는 단순한 욕구충족을 넘어 사회문화  요인과 집단 간의 차이와 

모방의 과정을 포함하는 동태  차원의 문제이며(이소정, 2007), 소비의 개념은 차 확

되어 입고, 먹고, 여행하고 즐기는 것 등의 어떻게 사는가에 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

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윤미, 2008). 소비행 는 개인, 

즉 소비자 자신의 정체성, 가치, 기호, 사회  멤버십 등을 표 이라 할 수 있다(양건열, 

2003; 황윤미, 2008에서 재인용). Holt(1995)는 소비행 의 유형은 소비의 효용  가치와 

사용가치를 넘어서 사회문화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체험자체’(experience), ‘자기확

장’(integration), '사회유희'(play), '구별짓기‘(classification)의 개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체험자체는 소비는 소비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정서 ․주  차원을 체험을 말하고, 

자기확장은 소비자가 상의 의미를 획득하는 행 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유희는 다른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자원으로서 소비 상물을 사용하는 소비행 를 말하며 구별짓

기는 소비자가 소비 상물을 통해 타인과 그들 스스로를 구별짓기 한 소비행 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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컫는다(황윤미, 2008). 따라서 우리가 소비에 해 근할 때에는 개인의 다차원 인 욕

구와 사회문화  의미체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소비의 증가는 복지의 증가를 의미하며 소비는 물질 인 소비에 기 하고 

있다(Jackson and Marks, 1999). 사회가 경제 으로 발 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 량

은 증가하 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상품화되었고 사람들은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고자 한다. 그 속에서 자신의 복지를 증

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근원은 자신의 사용할 수 있는 자

원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에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개인의 보유한 

자산과 근로를 통한 소득, 사회  자원 등과 하게 련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

비는 주요하게 개인의 능력, 즉 개인의 보유한 자산과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

다. 특히 사회 인 집합  소비 체계가 미약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에서 

개인이 보유한 자산과 소득, 즉 개인의 경제  능력은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직․간 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 소비는 개인이나 가구가 가지고 있는 개별

 속성에 의해 형성되며, 소비의 수 이나 차원에 따라 소비는 특정하게 범주화될 수 

있다. 

  소비패턴은 소비활동 에 소비자 단 가 가지게 되는 사회 ․경제 ․정치  계

이며(Firat, 1978), 특정 생활조건 아래에서 생활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소비활동과 심

의 총체(Usitalo, 1980)로 정의할 수 있다(반정호, 김경휘, 2008에서 재인용). 소비패턴 정

의의 추상성에 차이가 있을 지라고 소비패턴은 소비를 통한 개인이나 가구의 다차원

인 계와 그들의 욕구와 선호를 총체 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 특성

  그동안 노인들의 생산 역 뿐만 아니라 소비 역에서도 주요한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 지만 소비사회에서 소비문화의 소외계층이었던 노인들은 소비사

회의 문화  향에 따라 극 인 소비문화의 주체로 동화되고 있다(이소정, 2009). 생

애과정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가 길어지고 노인의 사회  치에 한 

심이 증 되는 속에서 노인의 소비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노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체의 안녕 측면에서 요한 의미가 가진다. 

  일반 으로 노인의 소비특성은 가족 내의 경제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노인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

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경기변

동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감소,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실업 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정 숙, 2000). 근로연령계층의 소비는 소득 의존성이 높은 반면 노인들은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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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애 자산이 있어 소비의 소득 의존성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Meyer and Sullivan, 2007). 즉, 노인들의 소비에는 노인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자산 등 노인들의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이 반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는 

개인의 산제약과 욕구의 함수 계로 표 되는 미시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화  요

인과 집단 간 차이와 모방의 과정을 포함하는 동태  차원의 것이다. 그 에서도  소비

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외환 기를 후하여 소득과 소비구조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경제 기로 인한 소비구조의 변하 으며(박종규 2009; 김 ․

이 호, 2004; 정건화․남기곤, 1999), 경기변동의 충격에 해서 소비지출이 소득보다는 

덜 민감하다고 지 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기에서 가계소비의 변화를 분석한 한 연구

는 2009년 반의 가계소비 내역변화의 특징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외출형 소비는 

고 재택형 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박종규, 2009). 여기에서 우리가 착목할 지 은 

소득계층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라 반응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 이

호(2004)에 연구에 의하면 외환 기 이후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경기변동 충격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층은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 이므로 소비의 

화와 동질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한 필수재 심의 소비지

출이 이루어지며, 높은 차원의 욕구충족을 한 선택재에 한 소비지출은 감소하거나 

연기되는 경향이 있다. 외환 기 이후 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짐작  한다.1) 일반 으로 고소득층과 소득층의 소비격차가 확 되면 가계

소비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지 한다. 즉,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과 한계소

비성향이 상 으로 높은 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가계 체의 소비성

향이 낮아져 총소비를 축시키는 부정 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조성원, 2007). 

  선행 연구들은 빈곤지 와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패턴, 소비의 소득탄력성, 소비비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반정호․김경휘, 2008; 배미경․박 희, 2005; 양세정, 2005; 이선

형․김근홍, 2003; 여윤경․양세정, 2001). 이들 연구들은 가구의 구성  특성과 선호에 

따라 가구의 소비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이는 노인가구도 가구의 유형에 따라 

소비구조가 다름을 강력히 시사한다. 일반 으로 가계의 소비행동이 소비패턴의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  하나는 가족구조이며, 이러한 변수는 주로 가구원 수 형

태로 소비지출함수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다(배미경, 1998; 성 애, 양세정, 1997; Rubin 

and Koelln, 1996; McConnel and Deljavn, 1983).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 에 하나는 소

득계층에 계없이 노화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게 되어 체 으로 보건의료에 

한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정 숙, 2000). 노인의 특성 상 보건의료비는 조정이 상

으로 어려운 지출항목이다. 이와 함께 주거비 한 빈곤 노인에게는 부담이 많은 지

1) 도시가계조사 자료(1995-2002년)와 가계조사(2003-2005년)의 분기별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소득 계층 간 지출 양극화는 원천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양극화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결과를 보 다(남상호․임병인, 2008). 그

지만 보건의료, 주거 등은 약간씩 하락 추세를 보여주어 소득 계층 간 지출 양극화 상이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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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항목이다(정 숙, 2000).2) 일반가구에 비해서 노인가구는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주거

지출형, 의료지출형의 가능성이 높고, 교육지출형, 사회 계지출형, 여가지출형의 가능

성은 낮은 경향을 보 다(이소정, 2007). 이소정(2007)은 소득 노인가구 내에서 소비패

턴의 분포를 직 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소득 노인가구에서 의료지출형, 식료품지

출형, 사회 계형이 지배 인 소비패턴임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비와 련된 인구집단별 격차는 지출비목별 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확인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노인 빈곤가구에 을 두어 빈

곤의 지 와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소비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 하여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의 특성과 소비패

턴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  복지 수 을 악하

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 구조를 분석을 해서는 빈곤 지 를 결정할 수 있는 소득 정

보와 함께 구체 인 소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한다. 재까지 우리나라

에 이러한 조건을 갖춘 표성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의 한국노동패 (KLIPS),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 (KWPS)이 있다. 이들 자료 

에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는 한국복지패 은 한국복지패

은 국을 표하는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득층 가구를 충분하게 표

집하여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분석에 합한 자료라 단하 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구조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조사 3차년도

(2008년) 자료를 활용하 다. 한국복지패  3차년도 조사 자료는 6,314가구에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가구 여부는 가구주를 기 으로 단하 으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노인가구로 정의하 으며, 본 연구는 소득 정보가 있는 2,280 노인

가구의 정보를 활용하 다. 분석은 3차년도 자료의 가구 가 치를 용하여 이루어졌으

며, 가 치를 용한 후의 노인 가구 수는 1,504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2)  1999년 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의 복지지출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일수록 

재 생활에 필수 인 주거나 보건의료에 해서는 지출비 이 높은 반면, 미래의 소비에 결정 인 요성을 갖는 교육이나 개

인연  등에 해서는 지출비 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정건화․남기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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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인 가구주 가구  441가구(가 치 용 )가 가구 안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것

을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의 노인가구 정의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국복지패 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 소비구조는 가구의 소비지출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구의 소비지출은 한국복지패 의 정보에 따라 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 열수

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

비지출 등 12개 소비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총소비지출은 이들의 합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구조는 소비지출과 각 항목 소비수 을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2. 변수측정과 분석방법

  1) 빈곤지 와 노인가구 유형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빈곤지 는 소득을 기 으로 결정하 다. 본 연구의 분석 

단 는 가구이며, 빈곤의 지  한 가구 소득을 기 으로 삼았다. 가구 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을 이용하 으며, 소득 자료에서 (-)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0원) 처리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총소득(gross income)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사

이 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은 총소득에서 세 과 사회보

장세를 제한 후의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의 빈곤지 는 상 빈곤 개념을 이용하 으며, 상  빈곤선은 OECD 가구균등

화지수를 용한 후 소득 50%로 정의하 다. 상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가진 노

인 가구를 노인 빈곤가구로,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노인 비빈곤 가구로 구분하

다. 

  노인가구는 앞서 언 한 것처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정의하 다. 본 연

구는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비구조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해서 노인가구의 유형

을 크게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기타노인가구로 구분하 다. 노인독거가구는 가구

주가 노인인 1인 가구이며, 노인부부가구는 가구주가 노인이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2인가구이다. 노인부부가구는 다시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 다. 노인

부부가구1은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이며, 노인부부가구2는 가구

주는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2인가구이다.3) 마지막으로 기타노인가구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이다. 

3) 노인부부가구2의 배우자의 연령은 47~64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60.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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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탄력성

  경제  복지는 실제 소비지출의 성취정도와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정도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Magrabi et al., 1991). 이러한 차이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소득탄력성이다. 

소득탄력성은 한 가구의 소득이 1% 증가분에 따른 소비의 퍼센트 변화를 의미하는 것

으로 소득 수 의 변화에 따른 각 소비항목의 지출 수  변화 정도를 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의 개념이 반 된 가계의 총소비지출을 활용하여 소득

탄력성 지표를 구성하 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한 가구의 지출수 은 재 소득수

이 아닌 항상소득에 의존한다(Friedman, 1957). 따라서 본 연구는 총소득이나 가처분소

득을 이용하는 신, 항상소득의 리변수로 가구의 총소비지출을 이용하 다.4) 총소비

지출은 소득에 비해 일시 인 요소(transitory factors)의 향을 덜 받아 노년기나 은퇴

기의 경제  복지상태 평가에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욱 합할 것이다(Wang, 1995). 

  일반 으로 한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가구의 선호의 함수로 나타낸

다. 식(1)에서 총소비지출(항상소득 개념)을 반 하여 항목별 소비지출에 한 자연 수 

선형 계와 가구 선호를 나타내는 리변수와 항목별 소비지출의 선형 계를 가정하면 

식(2)의 모형이 설정된다. 식(2)에서 S jk는 가구 선호의 리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

주의 성, 연령, 교육수 ,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가구규모,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원

수(가구주 외), 취업가구원수(가구주 외), 주거형태, 지역 등의 가구특성 변수를 가구 선

호의 리변수로 활용하 다.5)  

C i
= f(Y,T)                                                          식 (1)  

( C i
 : 가구의 i항목 소비지출 규모, Y  : 가구의 가처분 소득6), T  : 가구의 선호)

lnC i
= a 0

+ a 1 lnΣC+ a 2 S j1+ a 3 S j2+......+ z i                                    식 (2)

( C i
 : 가구의 i항목 소비지출 규모, ΣC  : 가구의 총소비지출 규모, S jk  : j가구의 k번째 

인구사회학  특성, a 1
 : 가구의 i항목의 총소비지출에 한 소득탄력성)

  일반 으로 소득탄력성 지표는 소비자의 욕구와 실제 성취정도를 나태내주는 지표로

서 욕구의 수 이 높을수록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며, 증가된 소득을 그 항목에 투입

하는 소비행 를 하게 된다고 지 한다(반정호․김경휘, 2008). 식(2)에서 i항목의 소득

탄력성 a 1
에 따라 각 소비항목을 필수재와 선택재로 구분한다(Douglas, 1980). 본 연구

는 Douglas의 방식에 따라 각 소비항목을 필수재와 선택재로 구분하 으며, 구체 인 

4) 본 연구가 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빈곤가구의 경우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 수 이 상 으로 높아 소득변수를 활용하면 소

득탄력성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탄력성을 분석한 반정호와  김경휘(2008)의 연구에서도 지

되고 있다. 

5) 제4장의 분석에서 노인 빈곤가구 유형에 따라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 산출모형에서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가구규모, 다른 가구

원의 건강상태,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제외하 다. 

6) 본 연구에서 Y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가처분소득 신 총소비지출 규모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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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여윤경, 양세정(2001)의 방식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0.9미만일 때 1차재(필수재), 

0.9이상 1.3미만일 때 2차재( 선택재), 1.3이상일 때 3차재(선택재)로 구분하 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노인가구의 소비 구조를 분석하기 해서 일차 으로 가구의 소비지출항

목 지출수 과 그 비 , 각 소비항목의 소득탄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구의 소비패

턴을 악하기 해서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 다. 빈곤지 와 노인가구의 

향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서는 로짓분석을 하 다. 

제4장 분석결과

1. 노인가구의  경제  특성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구조를 분석하기 한 기 인 정보를 확인하기 하여 노인가

구의 빈곤율의 소비성향을 살펴보았다. 소득 50%를 기 으로 하여 빈곤지 를 살펴

본 상 빈곤을 심으로 살펴보면, 노인가구  53.2%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 가구의 빈곤율 20.4%에 비해 2.6배 높은 수 으로 노인가구의 경제  불안정한 삶

을 여실히 보여 다. 이는 노인의 빈곤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체 인구의 빈곤율

이 13.5%인 것에 비해 노인의 빈곤율은 42.8%로 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3.2배 높게 나

타난다. 즉, 노인은 가구나 개인으로보다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인구집단보다도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빈곤구조의 주요한 특징으로 노인의 빈곤 험이 높은 것

을 꼽을 수 있다. 

  노인가구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노인가구  노인의 빈곤율을 살펴보았다.7) 노인독

거가구의 상  빈곤율은 77.8%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 다. 노인부

부가구는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낮았지만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1의 빈

곤율은 53.9%로 체 노인가구의 빈곤율보다 높은 수 이었다. 배우자가 노인이 아닌 노

인부부가구2의 빈곤율은 36.8%로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17.1%p 낮았다. 평균 가구원이 

3.3명인 기타노인가구의 빈곤율은 25.3%로 노인가구  가장 낮다. 가구유형에 따른 노

인가구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 에서 노인독거가구와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

인부부가구의 빈곤 험이 상당한 수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분석에 포함된 1,504 노인가구의 가구유형은 노인독거가구 511(34.0%), 노인부부가구1 460(30.6%), 노인부부가구2 168(11.2%), 

기타노인가구 365(2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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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인가구 빈곤율

(단  : %)

노인가구 빈곤율 노인 빈곤율

상 빈곤

( 소득50%)

빈곤

(PL100)

빈곤

(PL120)

상 빈곤

( 소득50%)

빈곤

(PL100)

빈곤

(PL120)

체 53.2 27.1 39.8 42.8 22.5 33.3

노인독거 77.8 37.0 54.1 77.8 37.0 54.1

노인부부1 53.9 30.6 42.8 53.9 30.6 42.8

노인부부2 36.8 17.1 27.9 36.8 17.1 27.9

기타노인 25.3 13.4 21.6 21.3 11.7 18.8

  일반 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이 다르며, 소득일수

록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과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빈곤층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소득의 범

를 소득 10분   4분 까지로 확장하여 분석한 이소정(2007)의 연구에서는 소비성향

은 산층 이상에 비해 소득층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층의 소비성향은 1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만 근로계층을 상으로 상 빈곤계층( 소득 50% 기

)의 소비지출 수 을 살펴본 반정호, 김경휘(2008)의 연구는 근로빈곤계층의 소비지출

수 은 소득의 범 를 상회한다고 지 한다. 빈곤의 지 를 어떤 기 에 따라 결정하느

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체 으로 빈곤계층이 비빈곤계층에 비해 소득 비 소비

지출 수 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경우는 소비지출은 소득의 수 을 웃도는 

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노인가구의 소비성향(총소비지출/가처분소득)을 살펴본 결과(소비성향1), 

체 노인가구의 소비성향은 0.890으로 나타났다. 빈곤지 에 따라 소비지출수 을 비교

하면 노인 비빈곤 가구의 소비성향 0.813인 것에 비해 노인 빈곤가구는 1.158로 나타났

다. 이는 노인 빈곤가구는 가처분소득 규모를 넘어서는 수 에서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말해 다. 소득의 범 를 확장하여(가처분소득+기타소득)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비지출수 이 소득의 규모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수 은 0.979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빈곤가구는 소득을 넘어선 수 이나 소득의 부분을 소비하고 있

음을 보여 다. 

  노인 빈곤가구의 유형에 따라 소비성향을 보면, 노인독거가구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1, 기타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노인독거가구와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노인인 노인부부가구1의 소비성향은 노인빈곤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보다 낮은 특징이 있다. 특히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노인독거가구의 소비성향이 낮

은 것이 두드러진다.

  앞서의 분석결과에서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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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들 수 있다. 단선 으로 보면 노인 빈곤가구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무 제

하고 낭비 인 소비습 을 가진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에서 그러할 가능성

은 극히 낮아 보인다. 경제 불안정 시기의 특징은 가구의 소득구조는 불안정해져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은 부정기 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히 빈곤층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

는 비율이 높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소득의 부재나 불안정으로 인해 빈곤층은 제한된 

소득의 범 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 이들의 소비는 필수재를 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외환 기 이 이 1980년 에 80%를 유지하던 소득층의 소비성향이 외

환 기 직후인 1990년 에 90%로 증가했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 으로 볼 

때 노인 빈곤가구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요하게 필수재 주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의 부분 는 그 이상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실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8)9) 

여기에서  다른 의문은 소비지출에 부족한 소득을 노인 빈곤가구는 무엇을 보충하는

가이다.  일차 으로 노인가구의 축이나 부채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것으로 

상되며, 여기에서 축보다는 부채에 의존할 가능성 높을 수 있다. 

<표 2> 노인가구의 소비성향

노인가구 노인 빈곤가구

체

(n=1,504)

비빈곤

(n=704)

빈곤

(n=800)

노인독거

(n=398)

노인부부1

(n=248)

노인부부2

(n=62)

기타노인

(n=92)

소비성향1 0.890 0.813 1.158 1.110 1.145 1.266 1.235 

소비성향2 0.811 0.758 0.979 0.971 0.932 1.152 1.011 

부채(만원/년) 1753.2 2910.9 731.5 323.7 1000.8 1368.8 1349.2 

* 소비성향1 : 총소비지출/가처분소득

* 소비성향2 : 총소비지출/(가처분소득+기타소득)

2.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지출의 기본 특성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의 기본 인 특성은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규모와 항목별 지출 

8)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 특성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체 비빈곤 빈곤

소득규모 소득있는
가구비율

소득규모 소득있는
가구비율

소득규모 소득있는
가구비율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총소득 145.6 100.0 - 243.8 100.0 - 59.1 100.0 -

가처분소득 137.5 - - 228.4 - - 57.6 - -

근로소득 36.9 25.3 40.4 72.2 29.6 54.9 5.8 9.8 21.1

사업소득 21.2 14.5 34.8 38.3 15.7 38.1 6.1 10.3 30.4

재산소득 15.6 10.7 35.3 29.7 12.2 44.8 3.2 5.3 22.6

공 이 소득 34.7 23.9 99.6 56.0 23.0 99.6 15.9 27.0 99.6

사 이 소득 37.3 25.6 99.6 47.7 19.5 99.4 28.1 47.6 99.9

9)  각주 6)의 주석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인 빈곤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57.6만원이다. 노인 빈곤가구  노인독거가구는 

44.4만원, 노인부부가구1 66.5만원, 노인부부가구2 68.9만원, 기타노인가구 82.6만원으로 나타난다. 노인 빈곤가구 에서 노인독

거가구의 소득의 가장 낮으며,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하여 22~38만원이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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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으로 살펴보았다. 먼  소비상목별 지출 규모를 보면,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은 122

만원이었으며, 비빈곤 가구는 186만원, 빈곤가구는 67만 원 선이었다. 체 으로 비빈곤

가구의 소비지출은 빈곤가구의 소비지출의 2.8배 더 많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가정식비

가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열수도비의 규

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지 에 따라 지출규모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출 

규모가 큰 소비항목을 비슷하 다. 그 지만 각 항목별 지출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

으며, 모든 소비항목에서 빈곤지 에 따라 지출 규모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노인 비빈곤가구는 기타소비지출이 4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정식비가 

35만원, 교통통신비가 26만원, 보건의료비가 22만 원 선이었다. 노인 빈곤가구는 가정식

비가 2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12만원, 보건의료비와 열수도

비가 8만원 정도 다. 지출 규모와 계없이 각 항목별 지출규모에서 교육비, 외식비, 피

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에서 빈곤지 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노인 빈곤가구의 유형에 따라 총소비지출의 규모 한 큰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소비

항목에서 가구유형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노인독거가구와 기

타노인가구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사이에도 각 

항목별 소비지출 규모에 차이가 드러난다. 

<표 3>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 규모 

(단  : 만원/월)

노인가구 노인 빈곤가구

체 비빈곤 빈곤 t

노인

독거

(a)

노인

부부1

(b)

노인

부부2

(c)

기타

노인

(d)

F
사후검

(Scheffe test)

총소비지출 122.4 185.6 66.6 24.173*** 49.3 76.2 87.2 102.0 97.553*** 
a-b*** a-c*** a-d*** 

b-c*** b-d*** c-d***

가정식비 27.4 35.2 20.6 23.235*** 16.0 24.2 25.2 27.2 115.830*** 
a-b*** a-c*** a-d*** 

b-d***

외식비 7.7 13.6 2.5 18.153*** 1.7 2.2 3.8 5.8 32.994*** 
a-c*** a-d*** b-c*** 

b-d***

주거비 7.5 11.1 4.3 3.056** 4.2 3.6 4.2 6.7 2.910* b-d*

열수도비 10.4 13.1 8.0 19.232*** 6.5 9.2 9.5 9.9 46.910*** a-b*** a-c*** a-d***

가구가사용품비 2.4 3.5 1.5 7.983*** 1.2 1.7 1.6 2.6 7.688*** a-d*** b-d*

피복신발비 3.6 5.9 1.6 16.242*** 1.2 1.7 1.9 2.7 21.364*** 
a-b** a-c* a-d*** 

b-d*** c-d*

보건의료비 14.8 22.2 8.2 11.394*** 4.6 12.8 12.2 8.9 28.346*** a-b*** a-c*** a-d*

공교육비 1.8 3.3 0.4 5.392*** 0.0 - - 3.1 24.188*** a-d*** b-d*** c-d***

사교육비 1.3 2.5 0.3 5.062*** - - - 2.6 40.952*** a-d*** b-d*** c-d***

교양오락비 3.8 6.8 1.2 11.609*** 1.0 1.2 1.8 1.6 4.026** a-c*

교통통신비 15.4 25.8 6.3 16.064*** 4.0 7.2 10.2 11.1 58.054*** 
a-b*** a-c*** a-d*** 

b-c** b-d***

기타소비지출 26.2 42.6 11.8 18.086*** 8.8 12.3 16.9 20.1 14.311*** a-c** a-d***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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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특성은 인 규모보다는 각 소비지출이 총소비지출에서 차

지하는 비 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당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소득수 에서 각 소

비항목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 이 가구의 소비특성을 더욱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체 으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비(가정식비+외식비)가 차지하는 비 이 

큰 특징을 보 다. 체 으로 노인가구는 소득의 1/3 정도를 식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빈곤가구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 이 컸다. 특히 노인 빈곤가구의 경우 가정식비가 비

빈곤가구에 비해 11.7%p 높은 33.8%를 가정식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 지만 빈곤가구

의 외식비 지출 비 은 작게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노인가구에서 지출 비 이 큰 소비지출 항목은 보건의료비, 

열수도비, 교통통신비 등이다. 비빈곤가구에 비해 빈곤가구는 열수도비와 주거비를 

더 지출하는 반면 외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는 게 지출하는 경향을 보 다.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12%정도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비는 빈곤가구가 약간 지만 빈곤

지 에 계없이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노화로 인한 건강에 한 욕

구 증가와 의료비 지출의 특성과 련되어 있을 것이다. 노인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비

은 가구가사용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 빈곤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항목별 지출 비 을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소비

지출  가정식비의 비 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소비지출 14.6%, 열수도비 

14.4%, 보건의료비 9.2%, 주거비 7.9% 순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구1 한 가

정식비가 차지하는 비 이 34.1%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15.8%, 보건의

료비 14.9%, 열수도비 12.7%, 교통통신비 9.3%, 주거비 4.6% 순이었다. 노인부부가구2

는 노인부부가구1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노인부부가구1에 비해 가정식비, 열수도

비의 비 이 작은 반면, 교통통신비와 기타소비지출, 외식비의 비 이 다소 높은 차이가 

있었다. 기타노인가구의 경우는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가정식비, 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에서 지출비 이 고 외식비와 교육비의 지출 비 은 크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 항목별 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정식

비, 외식비, 주거비, 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공․사  교육비, 교통통신비에서 가구유형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기타소비지출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 검증 결과 가구유형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 을 가구유형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면, 노인독거가

구는 가정식비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가구에 비해 열수도비와 주거

비의 지출비 이 컸다. 그리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가구 구성 특성상, 즉 2명의 노인

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건의료비의 지출비 이 높은 특징을 보 다. 노인 빈곤가구  기

타노인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정식비의 비 은 은 반면 외식비 비 과 교통통신

비의 비 이 높았으며, 보건의료비 지출 비 은 은 특징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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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 비  

(단  : %)

노인가구 노인 빈곤가구

체 비빈곤 빈곤 t

노인

독거

(a)

노인

부부1

(b)

노인

부부2

(c)

기타

노인

(d)

F
사후검

(Scheffe test)

가정식비 28.3 22.1 33.8 -22.865*** 35.1 34.1 30.8 29.8 7.551*** a-c* a-d*** b-d*

외식비 5.0 6.8 3.4 11.908*** 3.3 2.7 4.2 5.6 8.218*** a-d*** b-d***

주거비 5.6 4.8 6.3 -3.105** 7.9 4.6 4.2 5.5 7.303*** a-b***

열수도비 11.0 8.4 13.2 -17.812*** 14.4 12.7 11.4 10.8 12.312*** a-b** a-c** a-d***

가구가사용품비 2.1 2.0 2.3 -1.650 2.4 2.2 2.0 2.4 0.389 -

피복신발비 2.7 3.1 2.4 5.940*** 2.5 2.2 2.0 2.8 2.983* -

보건의료비 12.0 12.8 11.2 2.288* 9.2 14.9 14.1 8.2 16.789*** 
a-b*** a-c* b-d***

c-d*

공교육비 0.8 1.4 0.4 4.278*** 0.1 - - 2.9 31.775*** a-d*** b-d*** c-d***

사교육비 0.6 1.0 0.3 3.729*** - - - 2.7 36.377*** a-d*** b-d*** c-d***

교양오락비 2.4 3.1 1.8 6.915*** 2.1 1.6 2.1 1.5 3.325* -

교통통신비 10.9 12.8 9.2 9.444*** 8.5 9.3 11.5 10.4 7.631*** a-c** a-d* b-c*

기타소비지출 18.4 21.7 15.6 10.391*** 14.6 15.8 17.8 17.5 2.946* -

3. 노인 빈곤가구의 소득탄력성

  노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의 소득항목별 소득탄력성은 빈곤지

와 노인 빈곤가구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지 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하면, 가정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를 제외한 소비항목에

서 빈곤가구의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탄력성은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항목의 

지출액 변화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소득탄력성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노인빈곤가구

의 소비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빈

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소득에 따라 탄력 으로 소비구조를 변화시켜 자신들의 선

호를 극 으로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지 은 소득의 

변화에 민감한 소비항목이 무엇인가이다. 만약 가구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우선 으로 

지출해야하는 즉, 소득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은 필수재의 소득탄력성이 높다면, 생

활유지에 기본 으로 필요한 필수재를 안정 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소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노인 빈곤가구의 주거비와 피복신발비, 보건의료

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비와 피복신발비는 

인간생활에 필수 인 요소로 생각되는 바, 이들 항목의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 불안정  생활의 불안정을 시사한다. 

  노인가구  비빈곤가구에 비해 빈곤가구의 소득탄력성이 체 으로 높지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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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수 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노인가구 체 으로 보면 외식비, 피복신발비, 보

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은 1에 가깝거나 1을 넘었으며, 가정식

비, 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교육비의 소득탄력성은 낮은 특징을 보 다. 비빈곤가

구에서 소득탄력성이 1에 가깝거나 1을 넘는 소비항목은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 정도

고, 빈곤가구에서는 외식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가 1에 가깝거나 1을 넘었

으며, 보건의료비는 1.6으로 가장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 다. Douglas의 방식에 따르면 

소득탄력성이 1에 가깝거나 1 언 리에 있는 소비항목은 2차재( 선택재)로 필수재에 비

해 생활에서의 필수성은 낮지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비항목으로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성을 동시에 반 하는 소비항목이다.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은 노인 빈곤가구는 외

식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에 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노인 빈곤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에서 에 띄는 결과는 기타

노인가구와 다른 노인가구 사이의 차이이다. 기타노인가구의 경우 교양오락비의 소득탄

력성만이 1에 가까운 반면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외식비, 피복신발비, 보건의

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이 1에 가깝거나 1을 넘어서는 특징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노인가구와 다른 노인가구의 가구의 선호의 차이를 반 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소득탄력성에서 차이가 있다. 노인독거

가구와 노인부부가구1은 피복신발비와 보건의료비의 소득탄력성이 에 띄게 높고, 노인

부부가구2는 주거비와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앞

서 빈곤지 에 따른 소득탄력성 비교에서 빈곤가구의 주거비의 높은 소득탄력성은 노인

부부가구2의 향이며, 보건의료비의 높은 소득탄력성은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1

의 향이라 할 수 있다. 

<표 5>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항목별 소득 탄력성

노인가구 노인 빈곤가구

체 비빈곤 빈곤 노인독거 노인부부1 노인부부2 기타노인

가정식비 .448 .479 .365 .368 .381 .440 .695

외식비 1.034 .781 .961 1.183 1.183 1.252 .713

주거비 .821 .795 1.072 .873 .872 1.041 .734

열수도비 .423 .373 .510 .448 .448 .377 .430

가구가사용품비 .557 .481 .745 .707 .707 .627 .433

피복신발비 .930 .784 .907 1.082 1.802 1.166 .689

보건의료비 .935 .728 1.663 1.504 1.504 .904 .623

공교육비 .170 .251 .079 .010 - - .454

사교육비 .085 .138 .074 - - - .258

교양오락비 1.023 1.011 .677 1.074 1.074 1.234 .909

교통통신비 1.031 .906 1.118 1.140 1.140 1.241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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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은 앞의 <표 5>의 결과를 이용하여 소비항목을 필수재, 선택재, 선택재로 구

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소득탄력성이 0.9이하인 소비항목은 선택재, 0.9이상 

1.3미만인 소비항목은 선택재, 1.3이상인 소비항목을 선택재로 구분하 다.   

<표 6>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탄력성 규모별 지출비목 분류

노인가구 노인 빈곤가구

체 비빈곤 빈곤 노인독거 노인부부1 노인부부2 기타노인

ε < 0.9

(필수재)

ε <0.5

사교육비

공교육비

열수도비

가정식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열수도비

가정식비

가구가사용품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가정식비

공교육비

가정식비

열수도비

가정식비

열수도비

열수도비

가정식비

사교육비

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굥교육비

0.5 ≦ ε 

<0.9

가구가사용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신발비

외식비

주거비

열수도비

교양오락비

가구가사용품비

가구가사용품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피복신발비

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0.9 ≦ ε < 1.3

( 선택재)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외식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외식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ε ≧ 1.3

(선택재)
- -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 - -

4.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패턴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을 악하기 해서 소비패턴은 노인가구 체(n=1,504)를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노인의 소비패턴의 유형을 분석하기 해 각 소비지출 

항목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을 심으로 노인가구의 지배 인 소비패턴을 유

형화하 다. 군집분석은 군집은 6개로 고정한 후 시행하 다. 6개의 군집  첫 번째 군

집은 총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35.06%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으며, 체 노인가

구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 가정식비의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26%수 이었다. 따

라서 첫 번째 군집을 의료지출형으로 명명하 다. 두 번째 군집은 가정식비를 제외하고 

특정 소비항목의 비 이 에 띄게 크지는 않지만 외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비

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이들 비 의 합은 36.86%이었다. 외식비, 교

양오락비, 교통통신비는 여가활동과 직․간 으로 련된 소비항목이라는 에서 두 

번째 군집을 여가지출형으로 명명하 다. 세 번째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공․사  교

육비 지출 비 이 20.85%로 두드러지게 큰 특징을 보인다. 한 다른 군집에 비해 가정

식비의 비 이 은 반면 외식비의 비 이 다소 크게 나타난다. 세 번째 군집은 다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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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비해 교육비 지출 비 이 커 교육지출형으로 명명하 다. 네 번째 군집은 주거비와 

열비의 비 이 총소비지출의 31.78%를 큰 비 을 차지한다. 따라서 네 번째 군집은 주

거지출형으로 명명하 다. 다섯 번째 군집은 기타소비지출 비 이 32.01%로 가장 높았으

며, 나머지 모든 소비항목의 비 의 체 평균 수 이었다. 기타소비지출의 세부 구성은 

한국복지패  자료의 한계로 악하기 어렵지만, 기타소비지출은 담배, 이․미용품 구입 

 서비스, 장신구, 경조사, 교제비용 등을 포함하는 항목이다. 기타소비지출은 사회  

계와 직․간 으로 련이 있어(이소정, 2007) 계지출형으로 명명하 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군집은 가정식비가 43.38%로 월등히 큰 비 을 차지한다. 그 지만 외식비와 

주거비의 비 은 은 특징이 있다. 가정식비의 비 이 커 여섯 번째 군집은 식비지출형

이라 명명하 다. 

<표 7>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분석

1 2 3 4 5 6 체

가정식비 25.98 23.77 21.00 27.20 28.24 43.38 30.62 

외식비 2.52 10.76 7.85 3.52 3.78 1.97 4.48 

주거비 2.13 2.61 3.50 20.79 3.40 1.83 5.06 

열수도비 10.46 9.10 7.58 10.99 10.33 17.02 11.89 

가구가사용품비 1.57 1.64 2.30 5.99 1.32 1.92 2.28 

피복신발비 1.93 4.03 2.78 2.13 2.02 2.66 2.59 

보건의료비 35.06 7.77 6.10 7.72 7.47 7.11 12.18 

공교육비 0.03 0.15 11.65 0.05 0.04 0.05 0.62 

사교육비 0.04 0.08 9.30 0.06 0.01 0.02 0.48 

교양오락비 1.35 4.68 1.68 1.46 1.52 1.89 2.15 

교통통신비 8.17 16.42 11.54 8.17 9.86 9.17 10.39 

기타소비지출 10.76 18.99 14.72 11.93 32.01 12.98 17.26 

의료

지출형

여가

지출형

교육

지출형

주거

지출형

계

지출형

식비

지출형
-

  각 소비지출 항목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을 이용하여 도출된 노인가구의 소

득패턴 유형을 빈곤지 와 노인가구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 다. 

체 노인가구는 교육지출형과 주거지출형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다른 유형은 비

슷한 분포를 보 다. 비빈곤가구에는 여가지출형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지출형이 20.%를 차지하 다. 그리고 빈곤가구와 달리 식비지출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하 다. 노인 빈곤가구는 식비지출형이 34.3%로 나타나 노인 빈곤가구의 

1/3이 식비지출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지출형이 20.4% 다. 의료지출형

과 계지출형의 비율은 빈곤지 에 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 다. 빈곤지 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패턴의 특징을 정리하면, 비빈곤가구는 여가를 즐기거나 사회  계를 

돈독히 하기 한 지출유형이 60% 가량이며 의료비 지출이 지배 인 유형은 16%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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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비교하여 빈곤가구는 여가지출형은 비 이 고 가정내 식비 지출이 지배 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패턴 유형을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41.2%가 식

비지출형에 해당하여 다른 어떤 노인 빈곤가구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지출형 

한 20.6%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노인부부가구(노인부

부가구1)는 식비지출형이 31.9%를 차지하 으며, 의료지출형 24.6%, 계지출형은 23.0%

다. 노인부부가구2는 계지출형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출형이  29.0%로 그 

다음을 이었다. 노인부부가구는 노인독거가구나 기타노인가구에 비해 의료지출형의 비율

이 높은데, 이는 가구 내 노인수와 비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노인가구

는 계지출형, 식비지출형, 교육지출형의 20%로 비슷한 분포를 보 다. 정리하면 노인

독거가구는 식비와 주거비가 지배 인 소비패턴을 보이며, 노인부부가구는 두 명의 노인

의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반 하여 의료지출형이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그 지만 

노인부부가구의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배우자도 65세 노인부부 가구는 

식비지출형이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노인부부가구는 계지출형의 비율이 

높았다. 

<표 8>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패턴 유형 분포

노인가구 노인 빈곤가구

체 비빈곤 빈곤 노인독거 노인부부1 노인부부2 기타노인

의료지출형 16.3 16.0 16.7 12.3 24.6 29.0 6.5 

여가지출형 22.8 37.3 10.0 9.8 8.1 14.5 14.0 

교육지출형 6.3 10.5 2.6 0.3 - - 21.5 

주거지출형 13.3 10.4 15.9 20.6 12.5 9.7 9.7 

계지출형 20.5 20.5 20.4 15.8 23.0 32.3 24.7 

식비지출형 20.7 5.3 34.3 41.2 31.9 14.5 23.7 

Chi-square 319.752*** 209.333***

  소비패턴에 따라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성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기 해 소비패

턴별 소비성향을 살펴보았다. 소비성향은 가구의 총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으로 나 어 

산출하 다. 체 인 소비패턴별 소비성향을 보면, 소비패턴에 따라 소비성향을 차이를 

보인다.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소비성향이 크고 식비지출형의 소비성향이 가장 작은 

것이 특징 이다. 빈곤지 에 따라 소비성향 차이를 보면, 체 으로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식비지출형 빈곤가구의 소비성향은 다른 유형과 달리 1

보다 작게 나타난다. 식비지출형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59만원으로 가장 낮은 소득수

을 보 다. 이와 연동하여 볼 때 식비지출형에 속하는 노인가구는 가정식비 외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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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복지향상을 한 다른 소비를 제 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이소정(2007)은 소비지출형을 안정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안정형’이라기보다 ‘최소 지출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빈곤가구

는 빈곤가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작지만, 여기에서는 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식비지출형

의 소비성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체 으로 볼 때 의료지출형과 주거지출형

의 소비성향이 컸던 것과 비교하여 노인 빈곤가구에서는 계지출형, 의료지출형, 여가

지출형의 소비성향이 강한 것도 여겨 볼만하다.

  노인 빈곤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성향의 차이도 드러난다. 소비성향이 가장 낮은 

노인독거가구  계지출형의 소비성향이 가장 컸으며, 노인부부가구1은 의료비출형과 

여가지출형이, 노인부부가구2는 주거지출형과 계지출형의 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기타노인가구는 여가지출형과 계지출형의 소비성향이 크게 나타난다. 

<표 9> 소비패턴별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성향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계지출형 식비지출형 체

체

노인 체 1.013 0.785 0.907 1.034 0.932 0.880 0.890 

노인비빈곤 0.918 0.754 0.889 0.956 0.804 0.632 0.813 

노인빈곤가구 1.232 1.204 1.130 1.191 1.312 0.968 1.158 

노인 

빈곤

가구

노인독거 1.087 1.000 0.881 1.133 1.401 0.955 1.110 

노인부부1 1.266 1.202 - 1.128 1.120 0.943 1.145 

노인부부2 1.148 1.227 - 1.502 1.323 0.921 1.266 

기타노인 1.223 1.358 1.126 1.196 1.353 0.956 1.235 

* 소비성향 = 총소비지출/가처분소득

  빈곤지 와 노인가구유형의 소비패턴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해서 로짓분석을 실시하

다. 각 소비패턴별로 2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 다. 첫 번째 모형은 빈곤지 와 노인

가구유형의 향을 주요하게 분석하기 한 모형이며, 두 번째 모형은 가구의 인구사회

학  특성을 추가 으로 투입하여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지

와 노인가구유형의 향을 분석하기 한 모형이다. 

  먼  의료지출형 소비패턴 결정 모형을 보면, 빈곤지 보다는 노인가구유형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1이 의료지출형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고 기타노인의 경우는 그 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지만 가구

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투입한 이후에는 노인부부가구(1, 2 모두)가 노인독거가구에 비

해 의료지출형에 포함되었다. 이는 가구의 노인 수와의 련성을 반 한 결과로 가구에 

노인이 많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한다. 가구의 인구사회

학  특성의 향을 보면, 가구주구 65~744세에 비해 75-84세일 때, 가구주가 만성질환

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의료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그리고 가구주가 경제활동

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 근로자인 경우는 의료지출형 소비패턴을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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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가구 특성 에서는 주거유형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지출형 소비패턴 결정 모형을 보면, 빈곤지 와 가구유형이 모두 향을 

미치고 있었다. 빈곤한 가구에 비해 빈곤하지 않은 가구가, 한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기타노인가구가 여가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빈곤지 와 가구유형의 향은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다.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보면, 

가구주의 성, 연령, 경제활동상태, 가구규모, 주거형태가 향을 미쳤다. 가구주가 남성이

고 나이가 고, 임 근로자일 때 여가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으며, 가구원 수가 을수

록, 월세에 비해 자기 주택에 거주할 때 여가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교육지출형 소비패턴 결정 모형을 보면, 빈곤지 보다는 가구유형이 향이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기타노인구가에서 교육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에서는 가구주의 성, 연령, 가구규모, 주거유형이 향을 미치

고 있었다. 가구주가 여성일 때, 75~84세일 때, 가규규모가 클 때, 자가보다는 기타주거

형태일 때 교육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가구의 인구사회학  구성에서 노인 빈곤가구

에서 가구규모가 큰 조손가구에서 교육지출형 소비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주거지출형 소비패턴 결정 모형을 보면, 빈곤할수록 주거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구유형의 향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노인독거가구

가 주거지출형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가구의 인구사회  특성에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와 주거

형태가 주거지출형 소비패턴 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구주가 실업이나 비경제활

동 상태이고, 자기주택이 아닌 월세일 때 주거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계지출형 소비패턴 결정 모형을 보면, 가구의 인구사회학  요인을 통제한 이후의 

결과에서 빈곤한 노인가구일수록 계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으며,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2일 때 계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에서는 가

구주의 성, 연령, 가구규모, 주거형태가 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구주가 남성이고 상

으로 나이가 을 때 계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그리고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세나 월세에 비해 자기주택에 거주할 때 계지출이 지배 인 소비패턴을 보 다. 

  마지막으로 식비지출형 소피패턴 결정 모형을 보면, 빈곤지 가 다른 어떤 소비패턴 

유형보다도 강력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빈곤한 노인가구에서 식비지출형 소비패

턴이 더 나타나고 있다. 가구유형의 향을 보면,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가구유형이 식비지출형 소비패턴 결정에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통제이후에

는 그 통계  유의도는 상실되었다. 이는 식비지출형 소비패턴은 가구유형보다는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더 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 , 

가구주의 성, 연령, 주거형태, 지역이 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주가 여성이고, 나이가 많

을 때 소비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으며, 월세에 비해 자가일 때, 군 지역에 거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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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지출형 소비패턴을 보 다. 이는 군 지역 여성 고연령 빈곤층은 자기주택을 소유하

고 있더라도 가정식비 지출이 지배 인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0-1> 빈곤지 와 가구유형이 소비패턴 결정에 미치는 향(로짓분석)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 교육지출형

의료Ⅰ 의료Ⅱ 여가Ⅰ 여가Ⅱ 교육Ⅰ 교육Ⅱ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상수 -1.643*** .171 -1.717*** .520 -.937*** .162 .453 .348 -5.681*** .871 -7.838*** 1.023 

빈곤여부 빈곤 -0.142 .153 -.240 .163 -1.449*** .151 -1.369*** .161 -.289 .283 -.439 .352 

가구유형

(노인독거)

노인부부1 .656*** .168 1.091** .354 .163 .187 -.023 .252 -15.374 1871.209 -14.625 1802.491 

노인부부2 .239 .242 .959* .401 .416+ .231 -.022 .291 -15.423 3100.837 -14.336 3064.340 

기타노인 -1.209*** .277 -.266 .605 .758*** .187 1.300*** .332 4.696*** .867 4.073*** .914 

성별 여성 .033 .272 -.885*** .215 1.385*** .323 

연령

(65-74세)

75-84세 .301+ .170 -.718*** .192 .902** .340 

85세이상 .027 .325 -.534 .391 -15.696 3842.653 

건강(좋음) 안좋음 .549* .221 -.068 .170 -.469 .315 

경제활동상태

(실업/비경활)

임 근로 -1.001** .332 .459* .195 .133 .342 

비임 근로 -.148 .195 .013 .178 -.327 .365 

가구규모 가구규모 -.368 .286 -.530*** .127 .736*** .135 

주거유형

(자가)

세 .416+ .232 .129 .230 -.116 .460 

월세 -.909** .322 -.530* .262 .455 .468 

기타 .268 .214 -.012 .235 .899* .448 

지역

(서울)

역시 -.167 .240 .323 .202 .126 .364 

소도시 -.055 .211 .096 .188 .014 .347 

군지역 -.033 .252 -.128 .248 -.547 .555 

-2LL
Nagelkerke 

R 2

1265.331
.078

1215.985
.130

1431.566
.174

1368.332
.229

434.818
.446

375.73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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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빈곤지 와 가구유형이 소비패턴 결정에 미치는 향(로짓분석)

주거지출형 계지출형 식비지출형

주거Ⅰ 주거Ⅱ 계Ⅰ 계Ⅱ 식비Ⅰ 식비Ⅱ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상수 -1.480*** .176 -1.717*** .460 -1.700*** .163 -.515 .366 -2.180*** .198 -2.640*** .552 

빈곤여부 빈곤 .152 .173 -.159 .199 .093 .141 .284+ .151 1.878*** .192 1.835*** .200 

가구유형
(노인독거)

노인부부1 -.671*** .188 -.726* .336 .432+ .166 .242 .260 -.449** .157 .414 .353 

노인부부2 -.703* .282 -.863* .412 1.019*** .210 .630* .292 -1.312*** .311 -.153 .449 

기타노인 -1.131*** .248 -1.401* .562 .056 .199 .204 .387 -1.281*** .244 -.246 .550 

성별 여성 -.144 .260 -.476* .222 .868*** .252 

연령
(65-74세)

75-84세 .305 .198 -.345* .169 .183 .166 

85세이상 -.220 .389 -1.162** .438 1.111*** .285 

건강(좋음) 안좋음 .074 .234 -.172 .163 -.023 .198 

경제활동상태
(실업/비경활)

임 근로 -.832* .349 .127 .206 -.027 .281 

비임 근로 .006 .237 .097 .174 .225 .203 

가구규모 가구규모 .135 .209 -.280+ .158 -.423 .303 

주거형태
(자가)

세 -.205 .331 -.479* .239 .090 .232 

월세 2.369*** .221 -.414+ .228 -1.584*** .302 

기타 -.509+ .305 -.366 .223 .104 .193 

지역
(서울)

역시 -.771 .274 .129 .200 -.018 .266 

소도시 -.107 .233 -.255 .190 .333 .238 

군지역 -.002 .291 -.374 .236 .527* .269 

-2LL
Nagelkerke 

R 2

1140.494
.046

963.417
.245

1493.346
.030

1456.096
.067

1274.776
.248

1173.837
.334

제 5 장 요약  논의

  본 연구는 노인 빈곤가구에 을 두어 빈곤의 지 와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소비구

조의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은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 하여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의 특성과 소비패턴 등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노인 빈곤

가구의 욕구와 경제  복지 수 을 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분설결과의 요약과 그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빈곤지 , 가구유형, 소비패턴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비성향에 차이

가 있었다. 일반 으로 소득일수록 소비성향이 강하다는 지 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서도 빈곤지 에 따라 소비성향 비교한 결과, 노인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소비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빈곤가구는 소득을 넘어선 수 이나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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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 빈곤가구는 소득의 부분을 소비하고 부족한 부

분은 부채를 통해 충당할 가능성과 조사에서 악되지 않은 부정기  소득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노인 빈곤가구 에서는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와 기타노인가구의 소비성향이 강하 다. 한 소비패턴에 따라서 소비성향

에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소비성향이 크고 식비지출형의 소비성향

이 가장 작았다. 빈곤가구 에서는 계지출형,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의 소비성향이 

강하 으며, 노인독거가구  계지출형의 소비성향이 가장 컸으며, 노인부부가구1은 

의료비출형과 여가지출형이, 노인부부가구2는 주거지출형과 계지출형의 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노인가구는 여기지출형과 계지출형의 소비성향이 크게 나타난

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지 와 더불어 노인가구의 구성  특성과 욕구에 따라 소비구조

가 상이함을 보여 다.  

  둘째, 빈곤지 와 가구유형에 따라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과 항목별 지출수   비

의 차이가 있었다. 비빈곤가구의 소비지출은 빈곤가구의 소비지출의 2.8배 더 많게 나타

났으며, 노인 빈곤가구는 모든 부분의 소비지출항목에서 비빈곤가구보다 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에서 소비항목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본 

결과, 체 으로 노인가구는 소득의 1/3 정도를 식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빈곤가구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 이 컸다. 모든 소비항목에서 빈곤지 에 따른 소비지출 비 의 차

이를 보 으며, 노인 빈곤가구는 열수도비와 주거비를 더 지출하는 반면 외식비, 교양

오락비, 교통통신비는 게 지출하는 경향을 보 다. 노인 빈곤가구의 유형에 따라서도 

소비지출 비 에 차이가 있었다. 가구유형에 계없이 가정식비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컸으며, 노인독거가구는 기타소비지출, 열수도비, 주거비의 지출 비 이 크고, 노인부

부가구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 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

인 빈곤가구는 가정식비에 소득의 상당부분은 지출하고 있어 노인의 욕구 해결과 자기

개발을 한 소비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셋째, 노인가구의 소득항목별 소득탄력성은 빈곤지 와 노인 빈곤가구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 빈곤가구는 가정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를 제외한 소비항

목에서 비빈곤가구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아,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가 비빈곤가구에 비

해 소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소득에 따라 탄력 으로 소비구조를 변화시켜 자신들의 선호를 극 으로 반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노인 빈곤가구의 주거비와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등의 항목

에서 소득탄력성이 높고, 노인독거가구의 보건의료비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은 주의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거비와 피복신발비는 인간생활에 필수 인 요소로 생각

되는 바, 이들 항목의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 불안정  생활

의 불안정을 시사한다. 한 소득탄력성이 소비항목에 한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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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 빈곤가구는 외식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

비, 보건의료비에 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 다. 

  넷째, 노인가구를 상으로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의료지출형, 여가지출형, 교육지

출형, 주거지출형, 계지출형, 식비지출형 6개의 유형이 도출하 다. 소비패턴을 이용하

여 노인가구의 소득패턴이 빈곤지 와 노인가구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식

비지출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계지출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지 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패턴의 특징을 정리하면, 비빈곤가구는 여가

를 즐기거나 사회  계를 돈독히 하기 한 소비패턴이 지배 인 것과 비교하여 빈곤

가구는 여가지출형은 비 이 고 가정내 식비 지출이 지배 이었다. 특히 노인독거가구

는 식비지출형의 비 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노인부부가구는 두 

명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반 하여 의료지출형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그 지만 노인부부가구의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배우자도 65세 노인부

부 가구는 식비지출형이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노인부부가구는 계지출형

의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로짓분석을 통해 빈곤지 와 노인가구유형의 소비패턴 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빈곤할 수록 식비지출형이 가능성이 높은 여가지출형 가능성은 낮게 나타

났다. 그리고 노인부부가구는 의료지출형과 계지출형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거지출

형일 가능성은 낮았다. 기타가구는 교육지출형, 여가지출형일 가능성은 높고, 의료지출

형, 주거지출형, 식비지출형 가능성은 낮았다.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가구의 소비

패턴 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하게 가구주의 성, 연령, 경제활동상태, 주거형태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인구사회학  특성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여성가구주 노인가구는 교육지출형과 식비지출형일 가능성이 

높고, 남성가구주 노인가구는 계지출형이나 여가지출형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

때 가구주가 여성인 노인가구에서 교육지출형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이들 가구가 조손

가족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식비지출이 지배 인 유형은 주요하게 군지역의 여성 고연령

층에게 주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남성가구주 노인가구는 빈곤하더라도 나이

가 을수록 계지출형의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에서 월세 노인가구는 주

거지출이 지배 인 소비패턴을 보이고, 자가의 경우는 계지출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다. 

  지 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

수재를 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보 다. 이 때 필수재 지배형의 

소비는 노인 빈곤가구의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등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소비 구조

 제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  안녕과 삶의 안정성을 

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지원체계가 일차 으로 구축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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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특히 노인가구 에서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노인부부가구1)는 빈곤에 

노출 험이 크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므로 이들에 한 지원체계가 무엇보다도 시

한 것으로 단된다. 그와 동시에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노인이 사회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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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의 소득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Income Mo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석상훈 (국민연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 조사』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의 

소득변화 과정을 유형화하고 그 결정요인을 비모수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통

하여 규명하 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소득이동성을 살펴보면 3년 동안 산층에서는 소득분 의 

하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계층에서는 동일 소득분 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아 산층의 몰락과 빈곤의 고착화 상이 감지되고 있다. 둘째, 빈곤지속집단의 소득은 빈곤선의 

60% 수 에 머물러 있으며 빈곤탈출집단의 기소득은 빈곤선의 70% 수 에 있으며 이들 집단에서 근로

소득이 상승하여 빈곤선의 140% 이상으로 발생하면 빈곤한 상태를 완 히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빈곤선의 120% 내외로 증가하게 되면 빈곤에 재진입할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

의 동태  유형은 빈곤경험 횟수에 따라 유형화되며 이들은 매우 이질 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빈곤지 의 동태  변화를 결정하는데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취업자

의 수이며 그 다음이 가구주의 고용상태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고용과 

소득의 단 로 인한 반복빈곤 상은 지속빈곤으로 추락할 험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소

득지원만이 아니라 취업 지원, 일자리의 질 하락을 억제하기 한 제도  장치의 마련, 그리고 한 소

득을 보장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보여 다.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외환 기 이후 빈곤 문제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빈곤에 한 정의와 범 에 련된 논의1)

에서부터 그 황과 원인  추세가 심층 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추세와 연 된 

빈곤의 지속성 는 빈곤탈출과 련된 연구를 통해 장기 빈곤  소득이동성 분석 

등으로 연구의 과 범 를 확장하고 있다2). 빈곤과 련한 많은 연구들은 분석 상과 

시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 으로 노후 비의 미비로 인한 노인빈곤층의 빈곤의 고착

1) 빈곤의 정의와 범 에 한 논 을 정리한 표 인 연구로는 박능후(2004)의 연구가 있으며, 이를 빈곤에 한정하여 살펴

본 황덕순(2005)의 연구가 있다.

2) 우리나라의 빈곤연구는 2000년 반부터 종단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빈곤의 이행과정에 한 동태  분석이 시작되었다. 

이에 한 표 인 연구로는 재호 외(2001), 이병희 외(2002), 구인회(2002, 2003, 2005), 홍경 (2004), 석상훈(2007), 성명재

(2005, 2007), 조용수 외(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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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상과 반복 인 실직과 임 으로 인한 근로빈곤층3)의 증가를 지 하고 있다. 특

히, 근로빈곤층은 실직하더라도 노동시장으로부터 완 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은 빈

곤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며, 이들은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주로 빈곤선 주 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재빈곤화하는 비 이 높아 고용과 소득의 단 로 인한 반복빈곤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계층에는 빈곤지속집단과 반복빈곤집단이 혼재되어 형

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이들 집단의 양 인 측면과 동

시에 변화의 방향성에 한 것이다. 즉, 동일한 수치의 빈곤율을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빈곤층의 다수가 일시 으로 빈곤을 경험한 후 이내 빈곤을 탈피하는 이동성이 높은 집

단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고, 반 로 이동성이 낮아 장기빈곤을 경험하는 빈곤층이 다수

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빈곤경험가구의 구성과 특성은 매우 이질 이기 때문

에 이들 집단에 지원도 다양하게 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행 빈곤지속

집단을 심으로 하는 빈곤정책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빈곤층을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

를 보여 다4). 따라서 실효성 있는 탈빈곤 정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빈곤층의 다양한 

특성과 동태  변화를 고려하여 특성화된 공공부조제도와 극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강신욱 외,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 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한 선행 작업으로써 농어 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체 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 을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국복지패 조사』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의 소득변화 과정을 유형화하고 

그 결정요인을 비모수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통하여 규명하

고자 한다. 이를 해 이장에 이어 2장에서는 분석 방법  분석 자료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소득계층을 동태 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소득변화의 특징을 살펴본

다. 4장에서는 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층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탈빈

곤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외환 기 이후 빈곤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두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이다. 근로빈곤층에 한 표 인 연구로는 송호

근(2002), 김 란(2004, 2005), 이태진 외(2004), 박능후 외(2005), 정진호 외(2005), 홍경 (2005), 재호(2006), 김교성 외(2006), 

이병희 외(2006), 노 명(2006), 노 명 외(2008), 이병희 외(2008) 등이 있다.

4)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빈곤지속집단의 소득 지원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되

어 있는 근로의욕 하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한 활성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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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석방법  자료 소개

1. 의사결정나무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자료 내에 존재하는 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

형화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의 하나이다. 나무구조에 의하여 모형이 표 되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고 나무구조로부터 어떤 입력변수(독립변수)가 목표변수(종속변수)를 설명

하기 하여 요한지를 쉽게 악할 수 있다. 즉, 유용한 입력변수를 찾아내고 입력변

수간의 다양한 교호효과 즉,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결합하여 목표변수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5).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분석의 목 과 자료구조에 따라서 한 분리기 6)과 분리규칙7) 

그리고 정지규칙8)을 지정하고 의사결정나무를 얻으면 분류오류를 크게 할 험이 높거

나 부 한 추론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하고 이익도표(gain chart)나 험도표

(risk chart) 는 검증용 자료에 의한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 등을 이용하여 타당

성 평가를 한 후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해서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4.5와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

들이 제안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CART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9). CART는 지니지수(Gini Index; 이산형 목표변수인 경우) 

는 분산의 감소량(연속형 목표변수인 경우)을 이용하여 마디 내 동질성을 최 화시키

는 알고리즘이다. 즉, CART 알고리즘은 불순도(impurity)라는 마디 내 이질성

(heterogeneity)을 최소화하여 자식마디 내 목표변수값들이 최 한 동질 으로 되도록 부

모마디를 분리한다. 

  CART 알고리즘에서 지니지수는 각 마디에서의 불순도를 재는 척도 의 하나로써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5)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독립변수들의 상호 결합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는 에서 회귀분석과는 의 차이가 있다. 한 회귀분석과는 달리 선형성(linearity)이나 정

규성(normality) 는 등분산성(equal variance) 등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모수  방법이다.

6) 분리기 은 하나의 부모마디로부터 자식마디들이 형성될 때 측변수의 선택과 범주의 병합이 이루어 질 기 의 의미한다. 즉, 

어떤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 목표변수의 분포를 가장 잘 구별해 주는지를 악하여 자식마디가 형성되는

데, 목표변수가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 사용되는 분리기 이 달라진다. 

7) 분리규칙은 부모마디로부터 형성되는 부모마디로부터 형성되는 자식마디의 개수가 2개로 제한되는 이지분리(binary split)와 3

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다지분리(multiway split)로 나뉘어 진다. 

8) 정지규칙은 뿌리마디를 최  몇 단계의 수 으로 분리할 것인가와 부모마디와 자식마디의 최소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

정하여 나무 키우기를 제한한다. 

9) 각 알고리즘의 비교는 허명회(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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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c

i=1
p(i)(1-p( i))= 1- ∑

c

i=1
p(i) 2=1- ∑

c

i=1
(n i/n)

2

  여기서, n은 그 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찰치의 수를 말하고, n i는 목표변수의 i번째 

범주에 속하는 찰치의 수를 말한다. CART 알고리즘은 지니지수를 가장 크게 감소시

켜주는 측변수와 그 변수의 최 분리를 자식마디로 선택하는데, 지니지수의 감소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ΔG=G-
n L
n
G L-

n R
n
G R

  여기서 n은 부모마디의 측치의 수를 말하고, n L과 n R은 각각 자식마디의 측치

의 수를 의미한다. 즉, 자식마디로 분리되었을 때 분순도가 가장 작도록 자식마디를 형

성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자식마디에서의 불순도 가 합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

하다(최종후․서두성, 1999).

  p(L)G L+p(R)G R=
n L
n
G L+

n R
n
G R

2. 분석자료

  소득계층의 소득변화를 살펴보기 해서는 동일한 소득가구의 연간 소득정보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과  표집함으로써 빈곤층과 소득

층의 실태에 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 조

사10)』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의 소득  가구주의 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소득계층의 소득변화의 수 은 사용하는 원자료의 특징과 소득  

소득계층의 정의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의 

구축과정과 소득  소득계층의 정의를 소개한다.

  첫째, 사용된 소득은 근로소득, 연 소득, 이 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한 경상소득

을 사용하고 각 조사시 의 명목소득을 비교하기 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각 조사

시 의 명목소득을 실질소득으로 환하 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농어 과 제주도를 포함하는 국단  조사이기때문에 근로소득에는 임 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농림어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임 근로자 가구

10) 한국복지패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517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 등을 조사하고 2차로 1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가구와 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여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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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농어가 가구는 사업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임 근로자 가구와는 상

호 이질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과 농림어업소득은 순소득(연간 총

매출액 - 연간 총비용)의 개념으로 측정되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나 농작물의 작황

결과에 따라 0 는 마이 스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나 국

세청에서 근로소득 추계시 마이 스값을 존재하는 경우 해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

여 0의 값을 부여하는 방법에 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출하 다11). 

  둘째, 산출된 가구소득은 가구규모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감안해주기 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용하 으며 여기에서는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어 주는 

OECD 방식을 활용하 다. 따라서 이하에서 사용되는 소득은 명목 경상소득을 실질소득

으로 환한 후 가구원수로 조정한 균등화소득이며 빈곤지 의 정을 한 빈곤선도 

균등화소득에서 소득의 50%를 설정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소득계층을 의도 으로 과 표집하 기 때문에 반

드시 가 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 제시되는 모든 자료는 가 치를 사용

하여 제공하 다. 한 각 시 에 한 비율은 해당 시 의 가 치로 가 화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1~3차년도 자료를 연계한 패 자료의 비율을 제시할 때에는 조사기

에서 가구자료에는 종단가 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 으로 3차년도 횡단가 치

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12). 

  이러한 기 에 따라 본 자료를 통해 산출된 빈곤율은 1차년도 20.6%, 2차년도 20.9%, 

3차년도 20.4%로 20%선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다면 빈곤층 내부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

III. 소득계층의 유형화  소득변화 추이

1. 소득계층의 연간 이동

  소득계층의 소득변화를 본격 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체 가구의 소득변화에 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균등화소득 기  각 소득분 의 이동 상황은 <표 1>과 

같다. 먼 , 3차년도(2008년)를 기 으로 2차년도(2007년)에 소득분  1분 이면서 3차년

도에도 1분 를 유지하는 가구의 비율은 56.2%이고 2차년도 소득분  5분 이면서 3차

년도에도 동일한 소득분 를 유지한 가구의 비율은 29.1%이며 2차년도 소득분  10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에서는 조사된 소득을 OECD에 정의 따라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들 소득이 순소득의 개념으로 근되었다는 과 사 이 소득에 민간보험소득이 합산되어 있다는 을 유의해야 

한다.

12) 패 자료를 연결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례의 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락된 사례의 일부는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는 소득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 패 자료를 분석시 종단가 치가 아닌 3차년도 횡단가 치를 사용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편의(bias)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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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동일 소득분  유지율이 더욱 높아져 69.5%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소득분  변화는 해당 소득분 에서 1단계 상승하거나 1단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상향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연간 소득분  이동은 소득

분  양극단에서는 소득분  유지율이 상당히 높아 소득 양극화 상을 보여주고 있으

며 소득분 가 이동하더라도 해당 소득분  주변에서의 이동하고 반 으로 소득이동

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분석 기간을 연장하여 3개년 동안의 소득분 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의 

결과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차년도(2006년)에 소득분  1분 이면서 3차년

도에도 1분 를 유지하는 가구의 비율은 46.6%이고 1차년도 소득분  5분 이면서 3차

년도에도 동일 소득분 를 유지하는 가구의 비율은 13.3%이며 1차년도 소득분  10분

이면서 3차년도에도 동일 소득분 를 유지하는 가구의 비율은 46.2%로 1년간의 동일 소

득분  유지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 이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소득분  변화는 해당 소

득분 에서 1단계 는 2단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특히, 5분  이하의 소득

분 에서는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소득분 의 이동

(단  : %)

 

 

3차년도
체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2

차

년

도

1분 56.2 27.8 8.5 3.5 1.8 0.8 0.8 0.2 0.5 - 100.0

2분 23.0 36.2 24.0 8.8 4.2 2.1 0.8 0.8 0.2 - 100.0

3분 7.1 18.4 32.7 23.3 7.8 4.2 3.2 1.2 1.8 0.3 100.0

4분 5.5 7.5 17.4 29.7 20.0 11.5 4.7 2.3 0.8 0.6 100.0

5분 1.8 3.5 7.5 18.4 29.1 20.0 12.6 4.6 2.2 0.3 100.0

6분 1.1 1.8 4.9 8.0 19.3 30.2 21.8 10.9 1.1 1.0 100.0

7분 1.3 1.2 1.5 4.2 10.2 20.6 28.5 19.6 9.9 3.0 100.0

8분 0.2 0.5 1.2 1.7 5.0 8.8 19.9 36.2 20.7 6.0 100.0

9분 0.8 0.7 0.5 1.7 1.8 2.0 5.8 18.0 47.9 20.8 100.0

10분 0.2 0.3 0.2 - 1.6 2.2 2.8 6.7 16.6 69.5 100.0

1

차

년

도

1분 46.6 23.0 12.9 5.9 3.4 3.4 1.4 2.0 0.3 1.1 100.0

2분 43.8 27.7 15.8 7.0 2.4 2.1 0.3 0.6 0.3 0.0 100.0

3분 28.2 33.4 19.8 6.3 2.9 3.4 2.3 2.1 1.0 0.5 100.0

4분 18.6 27.3 24.5 13.3 7.2 4.7 2.3 1.2 0.7 0.2 100.0

5분 6.7 13.5 24.5 22.8 13.3 9.9 3.7 3.0 1.9 0.6 100.0

6분 6.3 10.1 14.5 21.4 17.0 12.3 8.7 5.8 3.1 0.8 100.0

7분 2.5 3.5 8.4 14.3 22.9 17.6 13.4 9.6 5.9 1.9 100.0

8분 1.0 1.6 2.7 6.5 14.5 22.5 25.1 16.1 6.8 3.1 100.0

9분 1.2 1.5 2.0 4.8 6.7 10.7 17.9 22.8 22.5 10.0 100.0

10분 0.3 0.5 1.0 2.0 2.1 2.6 4.7 12.8 27.8 46.2 100.0

주 : 비율은 3차년도 조사 자료의 가 치로 가 화한 수치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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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계층의 동태  유형화

  앞의 소득분  이동성을 통해 3년 동안 산층에서는 소득분 의 하향 이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계층에서는 동일 소득분 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상 으

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에서는 재까지 제공되는『한국복지패 조사』의 1~3차년

도 조사에서 조사 상 가구의 빈곤지 에 을 맞추어 소득계층의 동태 으로 유형

화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1차년도 조사와 2차년도 조사 그리고 3차년도 조사에서의 빈

곤지 를 조합하여 소득계층의 동태  양상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3차년도 연

결자료에서 1차년도에 빈곤한 가구의 비율은 22.3%이고 이들 빈곤 가구  2차년도에 

빈곤 가구로 남아있는 비율은 70%이고 빈곤을 탈출한 가구의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빈곤한 가구  3차년도에도 빈곤한 가구(유형1)의 비율은 

81%이고 빈곤에 탈출한 가구(유형2)의 비율은 19%로 빈곤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차년도는 빈곤하 지만 2차년도에는 빈곤 탈출에 성공한 가구  3차년도

에 다시 빈곤에 진입한 가구(유형3)의 비율은 28%이고 2차년도에 이어 3차년도에도 빈

곤하지 않은 가구(유형4)의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한편, 1차년도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77.7%이고 이들 빈곤하지 않은 가구  2

차년도에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비율은 7%이고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93%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빈곤하지 않았으나 2차년도에 빈곤

에 진입한 가구  3차년도에도 빈곤한 가구(유형5)의 비율은 48%이고 3차년도에 다시 

빈곤 탈출에 성공한 가구(유형6)의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년도에 이어 2차

년도에도 빈곤하지 않은 가구  3차년도 들어와 빈곤에 진입한 가구(유형7)의 비율은 

4%이고 3개년 동안 모두 빈곤하지 않은 가구(유형8)의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3개년 모두 빈곤한 빈곤지속집단(유형1)과 3개년 모두 빈곤하지 않은 

비빈곤지속집단(유형8),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집단(유형2와 유형4), 빈곤에 진입한 집단

(유형5와 유형7), 빈곤에서 탈출했다가 재진입한 집단(유형3), 그리고 비빈곤에서 빈곤했

다가 빈곤으로부터 재탈출한 집단(유형6)으로 다시 분류가 가능하다. 결국 기 년도에 

빈곤한 가구는 빈곤을 계속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도 계속 

빈곤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차년도 기 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구  

61%는 3개년 모두 빈곤한 빈곤지속집단(유형1)이 차지하고 14%는 2개년 연속으로 빈곤

을 경험하는 집단(유형5)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일시 빈곤을 경험한 집단(유

형7)이거나 빈곤에 재진입한 집단(유형3)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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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빈곤지 의 동태  변화

(단  : 가구, %)

P N

1,341 4,662 

P N P N

935 406 351 4,311 

P N P N P N P N

755 180 114 292 167 184 194 4,117 

유형1

(12.6)

유형2

(3.0)

유형3

(1.9)

유형4

(4.0)

유형5

(2.8)

유형6

(3.1)

유형7

(3.2)

유형8

(68.7)

주 : 1) P는 빈곤계층을, N은 비빈곤계층을 의미함.

    2) 비율은 3차년도 조사 자료의 가 치로 가 화한 수치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연결패 자료

3. 소득계층의 유형별 소득변화 추이

  다음으로 소득계층의 유형별 소득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자. 체 가구의 소득은 

1차년도 127.4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이 보다 7.4% 증가한 136.8만원, 그리고 3차년도에는 

144.8만원으로 2차년도에 비해 5.8% 증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변화의 정도와 방향

은 소득계층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해 각 유형별 소득변화를 

살펴보자(<표 3>과 [그림 1] 참조). 먼 , 3개년 조사 모두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1차년도 39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이 보다 

9.3% 증가한 41.7만원, 그리고 3차년도에는 여기에 5.4% 증가하여 44.9만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빈곤선( 소득의 50%)을 기 으로 보았을 때13) 빈곤선을 기 으로 1차

년도 61.2, 2차년도 62.4, 그리고 3차년도 62.1로 빈곤지속집단은 략 으로 빈곤선의 

60% 반의 소득수 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모두에서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1차년도 161.8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평균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8.4% 증가한 175.4

만원, 그리고 3차년도에는 여기에 5.2% 증가한 18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체 소

득 가구와 같은 방향으로 소득의 증가를 보 다.

  다음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가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집단(유형2, 유형4)의 경우 2차

년도부터 빈곤에서 벗어난 유형4는 1차년도 46.5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여기에 116.3%로 

증하여 100.6만원으로 빈곤에서 나고 3차년도에도 13.5% 증가하여 114.3만원인 것으로 

13) 빈곤선을 100으로 소득수 을 조정하여 각 소득의 수 이 빈곤선을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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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편, 3차년도에 빈곤에서 벗어난 유형2는 1차년도 45.6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이 보다 11.3% 증가한 50.8만원, 그리고 3차년에는 여기에 73.1%로 증하여 87.9만원으

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빈곤선을 기 으로 보았을 때 유형4는 1차년

도 73.0에서 2차년도 147.1로 그리고 3차년도 157.9로 완 히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유형

2는 1차년도 71.6, 2차년도 74.2에서 3차년도에는 121.4로 빈곤에서 벗어났다. 

  다음으로 비빈곤의 상태에 있다가 빈곤에 진입한 빈곤진입집단(유형5, 유형7)의 경우 

2차년도부터 빈곤에 진입한 유형5는 1차년도 83.8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여기에 40.2% 

감한 50.1만원으로 빈곤에 진입하게 되고 3차년도에는 8.2%로 다소 증가하 지만 54.2

만원으로 여 히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차년도에 빈곤에 

진입한 유형7은 1차년도 94.5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6.9%로 다소 증가한 101.0만원을 유

지하다가 3차년도에는 여기에 45.5% 감한 55.0만원으로 빈곤한 상태로 진입하 다. 이

를 빈곤선을 기 으로 보았을 때 유형5는 1차년도 131.5에서 2차년도 73.3으로 빈곤에 

진입하고 3차년도에도 74.9로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형7은 1차년도 148.4, 2

차년도 147.7에서 3차년도에는 76.0으로 빈곤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빈곤에서 탈출했다가 재진입한 집단(유형3), 그리고 비빈곤에서 빈곤했다

가 빈곤으로부터 재탈출한 집단(유형6)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유형3은 1차년도 46.5만

원에서 2차년도에는 이 보다  75.0% 증가한 81.4만원으로 빈곤에서 벗어났으나 3차년도

에는 여기에 32% 감하여 55.3만원으로 다시 빈곤으로 재진입하 으며, 유형6은 1차년

도 94.4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여기에 37.4% 감한 59.1만원으로 빈곤에 진입하 으나 3

차년도에 다시 66.6% 증한 98.4만원으로 반등하여 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빈곤선을 기 으로 보았을 때 유형3은 1차년도 73.0에서 2차년도 119.0으로 빈곤에

서 탈출하 으나 3차년도에는 63.0으로 다시 빈곤한 상태에 되돌아왔으며 유형6은 1차년

도 148.2에서 2차년도 86.4로 빈곤에 진입하 으나 3차년도에는 다시 136.0으로 소득수

이 향상되어 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이 짧아 해석에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빈곤지속집단은 빈곤선의 60% 수

에 머물러 있으며 빈곤에서 탈출을 경험한 집단은 빈곤선의 70% 수 에 있는 집단으로 

이들 집단에서 소득증가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100% 이상 증가하게 되면 빈곤한 

상태에서 완 히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빈곤선의  140% 이상). 반면에 소득의 증가

가 60% 내외에 머물게 되면 다시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빈곤선

의 120% 내외). 그리고 빈곤선의 130%내외의 집단은 소득감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빈곤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빈곤취약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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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계층의 유형별 소득변화 추이( 소득)

(단  : 월평균, 만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득변화율

1차→2차 2차→3차

빈곤지속 유형1 39.0 42.6 44.9 9.3 5.4 

비빈곤지속 유형8 161.8 175.4 184.5 8.4 5.2 

빈곤탈출
유형2 45.6 50.8 87.9 11.3 73.1 

유형4 46.5 100.6 114.3 116.3 13.5 

빈곤진입
유형5 83.8 50.1 54.2 -40.2 8.2 

유형7 94.5 101.0 55.0 6.9 -45.5 

빈곤재진입 유형3 46.5 81.4 55.3 75.0 -32.0 

비빈곤재진입 유형6 94.4 59.1 98.4 -37.4 66.6 

체 127.4 136.8 144.8 7.4 5.8 

빈곤선 63.7 68.4 72.4 7.4 5.8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로 조정한 실질소득임.

    2) 해당 연도의 가 치로 가 한 수치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연결패 자료

[그림 1] 빈곤선 비 소득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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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빈곤선( 소득의 50%)을 100으로 조정한 수치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연결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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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계층의 유형별 소득구성

  다음으로 소득계층의 유형별 소득구성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 , 먼 , 3개년 조사 

모두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총소득은 1차

년도 38.0만원, 2차년도 41.6만원, 3차년도 44.7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

득에서 임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의 비 은 1차년도 25.1%, 2차년도 

23.3%, 3차년도 22.3%, 재산소득의 비 은 1차년도 3.9%, 2차년도 3.4%, 3차년도 3.9%,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15.4%, 2차년도 16.8%, 3차년도 18.3%, 공 이 소득의 

비 은 11.6%, 2차년도 13.7%, 3차년도 14.6%로 나타났다.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공 이 소득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3개년 조사 모두

에서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총소득은 1차년도 

186.8만원, 2차년도 207.7만원, 3차년도 222.6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득

에서 임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의 비 은 1차년도 87.8%, 2차년도 86.7%, 

3차년도 86.0%, 재산소득의 비 은 1차년도 3.6%, 2차년도 4.2%, 3차년도 4.3%,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3.9%, 2차년도 4.0%, 3차년도 5.2%, 공 이 소득의 비 은 

4.7%, 2차년도 5.2%, 3차년도 5.2%로 나타났다. 비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근로소득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가 빈곤에서 벗어난 빈곤탈출집단(유형2, 유형4)의 경우 

유형2의 총소득은 1차년도 42.3만원, 2차년도 48.4만원, 3차년도 96.6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득에서 임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의 비 은 1차년도 

43.9%, 2차년도 43.5%, 3차년도 50.5%, 재산소득의 비 은 1차년도 5.0%, 2차년도 4.2%, 

3차년도 3.7%,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32.3%, 2차년도 32.5%, 3차년도 33.7%, 

공 이 소득의 비 은 18.8%, 2차년도 19.7%, 3차년도 12.1%로 나타났다. 빈곤을 2회 

경험하다가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유형2는 유사집단인 유형4에 비해 사 이 소득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형4의 총소득은 1차년도 43.0만원, 2차년도 119.6만원, 3차

년도 132.7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득에서 임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한 근로소득의 비 은 1차년도 54.5%, 2차년도 69.8%, 3차년도 71.7%, 재산소득의 비

은 1차년도 2.5%, 2차년도 5.0%, 3차년도 5.7%,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10.4%, 

2차년도 21.4%, 3차년도 21.7%, 공 이 소득의 비 은 6.7%, 2차년도 9.8%, 3차년도 

10.1%로 나타났다. 빈곤을 1회 경험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유형4는 유사집단인 유형

2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빈곤의 상태에 있다가 빈곤에 진입한 빈곤진입집단(유형5, 유형7)의 경우 

유형5의 총소득은 1차년도 90.7만원, 2차년도 47.2만원, 3차년도 49.9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득에서 임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의 비 은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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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2차년도 41.0%, 3차년도 37.1%, 재산소득의 비 은 1차년도 6.6%, 2차년도 2.3%, 

3차년도 2.2%,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22.1%, 2차년도 15.0%, 3차년도 17.1%, 

공 이 소득의 비 은 11.2%, 2차년도 10.6%, 3차년도 11.8%로 나타났다. 2차년도부터 

2회 연속 빈곤을 경험한 유형5은 유사집안인 유형7에 비해 사 이 소득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형7의 총소득은 1차년도 113.0만원, 2차년도 117.3만원, 3차년도 51.2

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득에서 임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근로소

득의 비 은 1차년도 77.3%, 2차년도 72.2%, 3차년도 57.1%, 재산소득의 비 은 1차년도 

2.4%, 2차년도 3.8%, 3차년도 1.8%,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16.2%, 2차년도 

18.5%, 3차년도 12.5%, 공 이 소득의 비 은 7.0%, 2차년도 10.3%, 3차년도 7.7%로 나

타났다. 3차년도에 빈곤을 1회 경험한 유형7는 유사집단인 유형5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빈곤에서 탈출했다가 재진입한 집단(유형3), 그리고 빈곤했다가 재탈출한 

집단(유형6)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유형3의 총소득은 1차년도 43.6만원, 2차년도 93.8만

원, 3차년도 50.9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득에서 임 소득과 사업소득

을 합산한 근로소득의 비 은 1차년도 41.1%, 2차년도 46.3%, 3차년도 36.5%, 재산소득

의 비 은 1차년도 7.5%, 2차년도 5.8%, 3차년도 5.4%,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33.3%, 2차년도 36.8%, 3차년도 38.8%, 공 이 소득의 비 은 18.1%, 2차년도 11.0%, 3

차년도 19.2%로 나타났다. 빈곤을 2회 경험한 유형3은 빈곤을 1회 경험한 유형6에 비해 

사 이 소득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형6의 총소득은 1차년도 113.0만원, 2차

년도 53.3만원, 3차년도 112.8만원으로 각 시 별 소득구성 비율은 총소득에서 임 소득

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의 비 은 1차년도 74.5%, 2차년도 59.3%, 3차년도 

68.1%, 재산소득의 비 은 1차년도 4.3%, 2차년도 6.1%, 3차년도 5.3%, 사 이 소득의 

비 은 1차년도 13.5%, 2차년도 18.3%, 3차년도 16.3%, 공 이 소득의 비 은 7.7%, 2

차년도 16.2%, 3차년도 10.3%로 나타났다. 빈곤을 1회 경험한 유형6은 빈곤을 2회 경험

한 유형3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소득계층의 유형별 소득구성은 빈곤의 경험 횟수와 연 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빈곤을 3회 경험한 빈곤지속집단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공 이

소득의 비 이 높으며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의 경우 사 이 소득의 비 이 높다. 

그리고 빈곤을 1회 경험한 집단은 상 으로 근로소득의 비 이 높으며 이러한 근로소

득의 비 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빈곤집단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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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계층의 유형별 소득구성(평균소득)

(단  : 월평균,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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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연결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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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득계층의 유형별 분포  결정요인 분석

1. 소득계층의 유형별 분포

  상호 이질 인 소득계층의 소득변화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 집단의 특

성이 1차년도 기 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먼 , <표 4>는 소득계층의 유형

이 가구구성의 특성과 가구주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

과이다. 분포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을 경험하는 횟수에 따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에서는 빈곤의 유형을 3개년 모두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빈곤

지속집단(유형1)과 3개년 모두 빈곤하지 않은 비빈곤지속집단(유형8), 그리고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과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

6, 유형7)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 ,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

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에 거

주하는 비율은 23.0%,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63.9%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

집단(유형8)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23.1%, 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24.6%,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52.3%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

이 높은 반면에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

형3과 유형5의 경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18.8%, 17.4%, 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25.3%, 25.8%,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55.9%, 56.8%이며 유형2의 

경우 빈곤지속집단과 유사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3.8%, 역시에 거주하는 비율

이 25.6%,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빈

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9% 로 비슷하고 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23.1%, 32.1%, 

21.1%,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57.5%, 48.9%, 59.8%로 2

차년도에 일시 빈곤을 경험한 유형6은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역시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원수와 취업자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가구원수는 평균 1.8명이며 취업자수는 평균 0.6명인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가구원수는 평균 3.2명이며 취업자수는 평균 1.4명으로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가구원수와 취업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

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의 경우 가구원수는 평균 2.2~2.5명, 취업자수는 

평균 0.6~0.8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빈곤을 1회 경험한 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이 보다 다소 높아 가구원수는 평균 2.7~3명, 취업자수는 평균 0.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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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율이 45.8%,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7%,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이 1.6%, 일반가구의 

비율이 50.9%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단독가구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

율이 8.3%,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2%, 일반가구의 비율은 90.5%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일반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2와 유형3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율이 각각 21.7%, 26.3%,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각각 3.9%, 3.5%,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은 각각 3.9%, 0.9%, 일반가구의 비율은 각각 70.6%, 69.3%이며 유형5의 경우 단독

가구의 비율이 34.7%,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8%,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이 0.6%, 일

반가구의 비율이 62.9%로 나타나 2차년도부터 2개년 연속을 빈곤을 경험하는 유형5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

년 조사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

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15.1%, 14.1%, 18.0%,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유형4, 유

형6, 유형7이 각각 5.8%, 4.3%, 5.7%, 소년소년가장가구의 비율은 유형4에서 0.3%, 일반

가구의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78.8%, 81.5%, 76.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계층의 유형이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먼 ,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53.7%, 여성의 비율이 46.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90.9%, 여성의 비율이 

9.1%로 부분 남성가구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2와 유형5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각각 64.4%, 

63.3%, 여성의 비율이 각각 35.4%, 36.7%인 반면에 유형3의 경우 남성의 비율은 74.1%, 

여성의 비율은 25.9%로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3개년 조사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남성

의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71.6%, 76.0%, 75.3%, 여성의 비율은 28.4%, 

24.0%, 2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가구주

의 평균 나이는 67.8세인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46.1세로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가구주의 나이가 높으며 비빈곤

지속집단의 경우에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60  반인 반면에 

빈곤을 1회 경험한 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50  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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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구주의 교육수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졸 이하의 비율이 72.8%, 졸의 비율이 11.7%, 고졸의 비율이 11.2%, 졸 이상이 4.3%

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교육수 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졸 이하의 비율이 10.6%, 졸의 

비율이 10.1%, 고졸의 비율이 40.0%, 졸 이상이 39.3%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교육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2와 유형5의 경우 졸 이하의 비율이 각각 

53.1%, 53.5%, 졸의 비율이 각각 14.7%, 16.0%, 고졸의 비율이 24.2%, 20.1%, 졸 이

상의 비율이 각각 8.0%, 10.4%이며 유형3의 경우 졸 이하의 비율이 48.4%, 졸의 비

율이 13.2%, 고졸의 비율이 28.5%, 졸 이상의 비율이 9.8%로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교육수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  유형4와 유형7의 졸 이하의 비율은 각각 32.9%, 

29.6%, 졸의 비율은 각각 13.1%, 19.4%, 고졸의 비율은 각각 35.9%, 37.3%, 졸 이상

의 비율은 각각 18.1%, 13.7%이며 유형6의 경우 졸 이하의 비율은 27.9%, 졸의 비

율은 14.6%, 고졸의 비율은 42.7%, 졸 이상의 비율은 14.8%로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교육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근로능력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35.9%,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16.1%,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39.4%,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8.5%인 것으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

해 고령인 계로 근로가능자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낮고 단순

근로미약자의 비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93.1%,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3.0%,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2.6%,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2와 유형3

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각각 54.75, 57.7%,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각각 12.8%, 

13.5%,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각각 25.5%, 23.4%,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각각 

7.0%, 5.3%이며 유형5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68.2%,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8.7%,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19.6%,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3.5%로 2차년도부터 2개년 연

속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유형5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근로가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

형6, 유형7)  유형6과 유형7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각각 82.0%, 80.3%, 단순근로

가능의 비율이 각각 6.4%, 7.7%,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각각 8.6%, 6.5%,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각각 2.9%, 5.5%이며 유형4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은 74.8%, 단순근로가

능의 비율은 5.8%,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은 12.2%,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7.2%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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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소득계층의 유형별 인구사회학  분포

(단  : %)

빈곤

지속

비빈곤

지속
반복빈곤 일시빈곤

유형1 유형8 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4 유형6 유형7

가

구

정

보

지역

서울 13.0 23.1 13.8 18.8 17.4 19.4 19.0 19.1 

역시 23.0 24.6 25.6 25.3 25.8 23.1 32.1 21.1 

도 63.9 52.3 60.6 55.9 56.8 57.5 48.9 59.8 

가구원수 1.8 3.2 2.5 2.4 2.2 2.7 3.0 2.7 

취업자수 0.4 1.4 0.6 0.6 0.8 0.8 1.2 1.0 

가구

형태

단독가구 45.8 8.3 21.7 26.3 34.7 15.1 14.1 18.0 

한부모가구 1.7 1.2 3.9 3.5 1.8 5.8 4.3 5.7 

소년소녀가장가구 1.6 - 3.9 0.9 0.6 0.3 - -

일반가구 50.9 90.5 70.6 69.3 62.9 78.8 81.5 76.3 

가

구

주

정

보

성별
남성 53.7 90.9 64.6 74.1 63.3 71.6 76.0 75.3 

여성 46.3 9.1 35.4 25.9 36.7 28.4 24.0 24.7 

나이 67.8 46.1 60.7 61.7 60.1 53.5 52.1 53.1 

학력

졸 이하 72.8 10.6 53.1 48.4 53.5 32.9 27.9 29.6 

졸 11.7 10.1 14.7 13.2 16.0 13.1 14.6 19.4 

고졸 11.2 40.0 24.2 28.5 20.1 35.9 42.7 37.3 

졸 이상 4.3 39.3 8.0 9.8 10.4 18.1 14.8 13.7 

근로

능력

상태

근로가능 35.9 93.1 54.7 57.7 68.2 74.8 82.0 80.3 

단순근로가능 16.1 3.0 12.8 13.5 8.7 5.8 6.4 7.7 

단순근로미약자 39.4 2.6 25.5 23.4 19.6 12.2 8.6 6.5 

근로능력 없음 8.5 1.3 7.0 5.3 3.5 7.2 2.9 5.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연결패 자료

  다음으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자.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

우 상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0.3%, 임시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2.1%, 일용직임 근로

자의 비율이 6.8%,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비율이 1.4%, 자 자의 비율이 18.6%, 무 가

족종사자의 비율이 0.7%, 실업자의 비율이 5.8%,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64.2%로 나

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상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44.7%, 임시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15.1%, 일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6.8%,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비율이 0.1%, 고용주의 비율이 3.7%, 자 자의 비율이 16.8%, 무 가족종사

자의 비율이 0.4%, 실업자의 비율이 2.0%,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10.4%로 비빈곤지

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상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

형2와 유형3의 경우 상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1.2%, 1.7%, 임시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7.2%로 같으며, 일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7.9%, 8.0%,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비율이 각각 1.5%, 0.6%, 고용주의 비율이 유형3의 경우 1.2%, 자 자의 비



- 44 -

율이 각각 23.7%, 28.6%, 무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유형2의 경우 1.2%, 실업자의 비율이 

각각 10.1%, 3.9%,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각각 47.3%, 48.9%이며 유형5의 경우 상용

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1.3%, 임시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15.0%, 일용직임 근로자의 비

율이 16.2%,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비율이 0.3%, 자 자의 비율이 20.7%, 무 가족종사

자의 비율이 2.4%, 실업자의 비율이 5.4%,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38.9%로 유형5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임시/일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3개년 조사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  유형6

과 유형7의 경우 상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14.8%, 14.6%, 임시직임 근로자의 비

율이 각각  한편3%, 14.1%, 일용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8.8%, 15.7%,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비율이 각각 0.9%, 1.0%, 고용주의 비율이 각각 3.1%, 1.4%, 자 자의 비율

이 각각 21.3%, 24.9%, 무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유형7의 경우 0.9%, 실업자의 비율이 

각각 7.0%, 5.7%,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각각 24.8%, 21.5%이며 유형4의 경우 상용직

임 근로자의 비율이 7.6%, 임시직임 근로자의 비율이 13.3%, 일용직임 근로자의 비율

이 13.4%,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비율이 0.7%, 고용주의 비율이 1.3%, 자 자의 비율이 

23.6%, 무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0.4%, 실업자의 비율이 7.9%,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31.7%로 유형4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종사하는 업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자.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

우 농림어업의 비율이 60.2%, 공업의 비율이 4.9%, 건설업의 비율이 4.9%, 운수,통신/

기,가스,수도사업의 비율이 2.2%,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1.9%, 융/부동산업이 1.3%, 

기타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이 14.6%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

(유형8)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율이 4.4%, 공업의 비율이 22.8%, 건설업의 비율이 

12.6%, 운수,통신/ 기,가스,수도사업의 비율이 12.3%,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4.0%, 융/

부동산업이 4.8%, 기타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이 29.1%로 나타나 비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공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2와 유형3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율이 각각 46.7%, 42.6%, 공업의 비율이 각각 4.0%, 5.6%, 건설업

의 비율이 각각 1의 집단에 14.8%, 운수,통신/ 기,가스,수도사업의 비율이 각각 1.3%, 

1.9%,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각각 2윰 집단에 9.3%, 융/부동산업이 각각 2.7%, 1.9%, 기

타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이 각각 13.3%, 24.1%이며 유형5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율이 

23.4%, 공업의 비율이 11의 집단에건설업의 비율이 11의 집단에운수,통신/ 기,가스,수

도사업의 비율이 3.2%,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7.0%, 융/부동산업이 3.2%, 기타공공서

비스업의 비율이 29.8%로 나타나 유형5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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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기타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  유형6과 유형7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

율이 각각 14.4%, 16.7%, 공업의 비율이 각각 8.8%, 15.2%, 건설업의 비율이 각각 

14.4%, 18.8%, 운수,통신/ 기,가스,수도사업의 비율이 각각 12.8%, 7.2%, 도소매/음식숙

박업이 각각 22.4%, 21.7%, 융/부동산업이 각각 4.8%, 2.2%, 기타공공서비스업의 비율

이 각각 22.4%, 18.1%이며 유형4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율이 20.3%, 공업의 비율이 

16.9%, 건설업의 비율이 12.4%, 운수,통신/ 기,가스,수도사업의 비율이 6.8%, 도소매/음

식숙박업이 19.8%, 융/부동산업이 1.7%, 기타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이 22.0%로 나타나 

유형4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농림어업의 비율과 공업의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종사하는 직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자.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

우 문직의 비율이 0.4%, 문직의 비율이 0.4%, 사무직의 비율이 0.4%, 서비스직의 

비율이 5.3%, 매직의 비율이 5.7%, 기능직의 비율이 58.6%,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29.1%로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기능직에 종사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문직의 비율이 9.7%, 

문직의 비율이 8.3%, 사무직의 비율이 20.2%, 서비스직의 비율이 7.3%, 매직의 비

율이 8.3%, 기능직의 비율이 32.4%,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13.9%로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문직과 문직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2와 유형3의 경우 문직의 비율이 각각 2.6%, 3.8%, 문직의 비율이 

1.3%, 3.8%, 사무직의 비율이 유형2의 경우 1.3%, 서비스직의 비율이 각각 14.5%, 9.4%, 

매직의 비율이 각각 3.9%, 3.8%, 기능직의 비율이 각각 52.6%, 50.9%,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각각 23.7%, 28.3%이며 유형5의 경우 문직의 비율이 1.1%, 사무직의 비율이 

2.2%, 서비스직의 비율이 10.9%, 매직의 비율이 6.5%, 기능직의 비율이 37.0%, 단순노

무직의 비율이 42.4%로 나타나 유형5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단순노무직의 

비율과 기타공공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  유형6과 유형7의 경우 문직의 비율이 

각각 4.8%, 2.2%, 문직의 비율이 4.8%, 4.3%, 사무직의 비율이 각각 5.6%, 6.5%, 서

비스직의 비율이 각각 14.3%, 15.8%, 매직의 비율이 각각 12.7%, 7.9%, 기능직의 비율

이 각각 34.9%, 34.5%,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각각 23.0%, 28.8%이며 유형4의 경우 문

직의 비율이 3.4%, 문직의 비율이 2.3%, 사무직의 비율이 8.5%, 서비스직의 비율이 

11.9%, 매직의 비율이 10.8%, 기능직의 비율이 35.2%,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27.8%로 

나타나 유형4의 경우 유사집단 에서 상 으로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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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득계층의 유형별 경제사회  분포

(단  : %)

빈곤경험 회수 3회 없음 2회 1회

유형1 유형8 유형2 유형3 유형5 유형4 유형6 유형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임 근로자 0.3 44.7 1.1 1.8 1.2 7.6 14.8 14.5 

임시직임 근로자 2.1 15.1 7.3 7.0 15.0 13.4 19.1 14.0 

일용직임 근로자 6.9 6.8 7.8 7.9 16.2 13.4 8.7 15.5 

자활/공공근로 1.5 0.1 1.7 0.9 0.6 0.7 1.1 1.0 

고용주 - 3.7 - 0.9 - 1.4 3.3 1.6 

자 업자 18.6 16.8 23.5 28.9 20.4 23.7 21.3 24.9 

무 가족종사자 0.7 0.4 1.1 - 2.4 0.3 - 1.0 

실업자 5.7 2.0 10.1 3.5 5.4 7.9 7.1 5.7 

비경제활동인구 64.3 10.4 47.5 49.1 38.9 31.6 24.6 21.8 

산업

농림어업 60.2 4.4 46.7 42.6 23.4 20.3 14.4 16.7 

공업 4.9 22.8 4.0 5.6 11.7 16.9 8.8 15.2 

건설업 4.9 12.6 12.0 14.8 11.7 12.4 14.4 18.8 

운수,통신/ 기,가스,수도사업 2.2 12.3 1.3 1.9 3.2 6.8 12.8 7.2 

도소매/음식숙박업 11.9 14.0 20.0 9.3 17.0 19.8 22.4 21.7 

융/부동산업 1.3 4.8 2.7 1.9 3.2 1.7 4.8 2.2 

기타공공서비스업 14.6 29.1 13.3 24.1 29.8 22.0 22.4 18.1 

직업

문직 0.4 9.7 2.6 3.8 - 3.4 4.8 2.2 

문직 0.4 8.3 1.3 3.8 1.1 2.3 4.8 4.3 

사무직 0.4 20.2 1.3 - 2.2 8.5 5.6 6.5 

서비스직 5.3 7.3 14.5 9.4 10.9 11.9 14.3 15.8 

매직 5.7 8.3 3.9 3.8 6.5 10.8 12.7 7.9 

기능직 58.6 32.4 52.6 50.9 37.0 35.2 34.9 34.5 

단순노무직 29.1 13.9 23.7 28.3 42.4 27.8 23.0 28.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연결패 자료

2. 빈곤의 동태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앞의 분석으로부터 빈곤을 경험하는 횟수에 따라 빈곤이 유형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책 으로 심을 가지는 것은 경험의 횟수 보다는 빈곤의 동태  변화 양상이다. 탈빈

곤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빈곤경험의 횟수도 연 이 있을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

책마련을 해서는 빈곤한 상태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지 는 빈

곤으로 진입하게 되는지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빈곤의 지

속과 빈곤으로의 진입 그리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빈곤의 동태  측면을 결정하는 요인에 한 정교한 분석을 사건사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재까지 입수가 가능한 3개년도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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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동태  변화 양상을 빈곤지속(유형1)과 빈곤탈

출(유형2와 유형4), 그리고 빈곤진입(유형5와 유형7)로 구분하고 이에 한 결정요인을 비

모수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도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회귀분석과는 달리 개

별 독립변수가 목표변수(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독립변수

들의 상호 결합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니지수(Gini index)를 분리기 으로 사용하여 이지

분리(binary split)를 수행하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정지규칙으로는 최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4), 최소 이스수

(minimum number of cases: parent node = 50, child node = 20)로 설정하 다. 의사결

정나무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빈곤으로의 탈출이나 진입직 의 개인특성별수들

뿐 아니라, 이행시 에서의 가구특성  고용특성의 변화를 포착하는 변수들로 구성된

다. 가구특성의 변화는 거주지역, 가구원수, 취업자수와 빈곤이행시기에 가구원수의 변화 

 취업자수의 변화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가구원수의 변화는 이행 직  연도의 가구원

수가 이행년도에서 동일한 경우를 기 변수로 하여, 가구원수가 늘었는지, 혹은 감소하

는지를 측정하 다. 그리고 가구주특성의 변화는 가구주의 성별, 학력, 나이 등의 인구

사회학  정보와 가구주의 변동 여부, 그리고 고용상태  건상상태의 변화로 측정한다. 

고용상태  건강상태의 변화는 이행 직 연도의 상태가 이행 연도에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측정하 다.

<표 6>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측정단

변수명 측정단

목표변수 빈곤유형 1.빈곤지속, 2.빈곤탈출, 3.빈곤진입

가구

정보

거주지역 1.서울, 2. 역시, 3.도

가구원수(1차) 연속형

가구원수(2차) 연속형

가구원수(3차) 연속형

가구원수변화(1차→2차) 연속형(2차년도 가구원수 - 1차년도 가구원수)

가구원수변화(2차→3차) 연속형(2차년도 가구원수 - 1차년도 가구원수)

취업자수(1차) 연속형

취업자수(2차) 연속형

취업자수(3차) 연속형

취업자수변화(1차→2차) 연속형(2차년도 취업자수 - 1차년도 취업자수)

취업자수변화(2차→3차) 연속형(3차년도 취업자수 - 2차년도 취업자수)

가구주

정보

성별 1.남성, 2.여성

학력 1.고졸미만, 2.고졸이상

나이 연속형

고용상태변동(1차→2차) 1.정규직→정규직, 2.정규직→비정규직, 3.비정규직→정규직, 4.비정규직→비정규직

고용상태변동(2차→3차) 1.정규직→정규직, 2.정규직→비정규직, 3.비정규직→정규직, 4.비정규직→비정규직

건강상태변화(1차→2차) 1.좋음→좋음, 2.좋음→나쁨, 3.나쁨→좋음, 4.나쁨→나쁨

건강상태변화(2차→3차) 1.좋음→좋음, 2.좋음→나쁨, 3.나쁨→좋음, 4.나쁨→나쁨

가구주변동(1차→2차) 0.가구주 변동 없음, 1.가구주 변동

가구주변동(2차→3차) 0.가구주 변동 없음, 1.가구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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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는 빈곤의 동태  변화 양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해 목표변수를 3개년 

동안 소득계층의 빈곤지  변화(빈곤지속, 빈곤탈출, 빈곤진입)로 설정하여 의사결정나

무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체 표본(1,516가구)에 가운데 3개년 모두에서 빈곤한 상태

에 있는 빈곤지속집단(유형1)은 46.9%, 빈곤탈출집단(유형2와 유형4)은 30.3%, 빈곤진입

집단(유형5와 유형7)은 23.8%로 나타났다14). 먼 , 체 빈곤지속의 평균 보다 높은 빈곤

유지율을 보이는 집단(마디 14)은 역시나 도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주의 교육수 은 고

졸 미만인 가구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취업자가 없는 경우로 79.3%의 높은 빈곤지

속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빈곤탈출의 경우 1차년도 취업자가 있으면서 가구주의 고용상

태는 1차년도 비정규직에서 2차년도 비정규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2차년도에 취업자수

가 증가하는 집단(마디 18)의 경우 빈곤탈출율이 7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

구주가 1차년도에 정규직이면서 2차년도에도 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마디 12)의 경우 빈

곤탈출율이 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진입집단의 경우 마지막으로 빈곤진입

의 경우는 가구주의 교육수 은 고졸 이상이면서 1차년도에는 취업자가 있고 1차년도 가

구주의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이면서 2차년도에 비정규직을 유지하지만 3차년도에 취업자

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집단(마디 15)의 빈곤진입율이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빈곤지 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변

수로는 취업자의 수이며 그 다음이 가구주의 고용상태(정규/비정규직)의 변화이며 그 다

음이 가구주의 교육수 이나 나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상태가 반복되는 유형3과 유형6은 분석 상과는 이질 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분석과정에서 제외하 다. 한 결측치 처리과

정에서 표본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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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빈곤유형별 결정요인

주 : 3차년도 조사자료의 가 치로 가 화한 수치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1~3차년도 연결패 자료

  이상의 결과를 이익도표로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이익도표의 Index(%) 값을 통해

서 특정 마디에서 목표 범주인 빈곤유형 비율이 체 표본의 빈곤유형 비율에 비해 높

거나 낮은 마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 , 빈곤지속집단의 경우 

Index(%)의 값이 가장 큰 마디는 역시나 도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주의 교육수 은 

고졸 미만인 가구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취업자가 없는 집단(마디 14)임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은 체 빈곤지속의 비율 45.8% 보다 1.7배나 더 높게 빈곤이 지속되고 있

다. 다음으로 빈곤탈출집단의 경우 1차년도 취업자가 있으면서 가구주의 고용상태는 1차

년도 비정규직에서 2차년도 비정규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2차년도에 취업자수가 증가

하는 집단(마디 18)으로 이 집단은 체 빈곤탈출 비율인 30.3% 보다 2.42배나 더 높게 

빈곤탈출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가 1차년도에 정규직이면서 2차년도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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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을 유지하는 집단(마디 12)은 체 빈곤탈출 비율 보다 18.8배나 더 높게 빈곤탈출

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진입집단의 경우는 가구주의 교육수 은 고졸 이상이

면서 1차년도에는 취업자가 있고 1차년도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이면서 2차년도

에 비정규직을 유지하지만 3차년도에 취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집단(마디 15)으로 

체 빈곤진입 비율 23.8% 보다 16.9배나 높은 빈곤진입율을 보이고 있다.

<표 7> 빈곤유형에 한 이익도표

순
빈곤지속 빈곤탈출 빈곤진입

Node Index(%) Node Index(%) Node Index(%)

1 14 173.0% 18 242.0% 12 180.0%

2 16 132.4% 12 188.3% 15 169.7%

3 13 130.9% 4 159.9% 17 149.1%

4 8 126.9% 17 157.1% 16 121.6%

5 4 100.4% 15 92.2% 13 84.0%

6 15 68.9% 8 90.8% 8 60.0%

7 17 36.7% 13 65.9% 18 45.9%

8 18 34.1% 14 38.7% 14 37.6%

9 12 .0% 16 34.1% 4 22.9%

주 : Node = 노드(집단) 번호, Index(%) = 100 × (목표범주의 비율 / 체 목표범주의 비율)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 조사』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소득계층의 소득변화 과정을 유형화하고 그 결정요인을 비모수  방법인 의사결정

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통하여 규명하 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소득이동성을 살펴보면 3년 동안 산층에서는 소득분 의 

하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계층에서는 동일 소득분 에 머물러 있

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아 산층의 몰락과 빈곤의 고착화 상이 감지되고 있다.  

 둘째, 빈곤선을 기 으로 빈곤지속집단의 소득은 빈곤선의 60% 수 에 머물러 있으며 

빈곤탈출집단의  기소득은 빈곤선의 70% 수 에 있으며 이들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상승하여 소득변화가 빈곤선 기 의 140% 이상으로 발생하면 빈곤한 상태를 완 히 탈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가 빈곤선의 120% 내외로 발생하게 되면 

빈곤에 재진입할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선의 130% 내외의 소득수

에 있는 집단은 소득감소시 빈곤으로 진입할 험이 높은 빈곤취약집단인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소득계층의 유형은 빈곤경험 횟수에 따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빈곤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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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험한 빈곤지속집단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공 이 소득의 비 이 높으며 빈곤

을 2회 경험한 집단의 경우 사 이 소득의 비 이 높다. 그리고 빈곤을 1회 경험한 집

단은 상 으로 근로소득의 비 이 높으며 이러한 근로소득의 비 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빈곤집단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은 빈곤

으로부터 탈출하 지만 소득이 주로 사 이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빈곤

으로 추락할 험이 높은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소득계층의 유형별 분포 한 빈곤경험 횟수에 따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통상 으로 알려져 있듯이 빈곤경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역시나 도에 거주할 가능성

이 높으며 가구원수는 작고 취업자수도 작으며 단독가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가구주의 특성으로는 빈곤경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이거나 고령일 가능

성이 높으며 교육수 은 낮으며 근로능력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도 빈곤경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

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종은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하면 빈곤지 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가

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취업자의 수이며 그 다음이 가구주의 고용상태

의 변화와 교육수  그리고 나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고용과 소득의 단 로 인한 반복빈곤 상은 지속빈곤으

로 추락할 험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소득지원만이 아니라 취업 지원, 

일자리의 질 하락을 억제하기 한 제도  장치의 마련, 그리고 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보여 다. 한 앞으로 빈곤의 고착화와 

련하여 노인빈곤과 여성가구주빈곤 문제와 더불어 농어민에 한 정책  고려도 있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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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지출에 따른 빈곤 실태 비교:

삶의 수  방식을 활용하여

Comparing Poverty of Households with or without disabled people based on income and comsumption: 

Using the standard of living approach

이선우 (인제  사회복지)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를 소득  지출에 따라 비교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

상태를 정확히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해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추정하고자 삶의 수  

방식을 활용하 다. 그 결과 추가비용을 포함했을 때,  빈곤선에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소득 기

으로 26.8%로,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11.2% 포인트 증가하 으며, 지출 기 으로 24.7%로, 12.7% 포

인트 증가하 다. 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소득을 기 으로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보다 세 배 이상 

높았으며, 지출을 기 으로는 4 배 이상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상  빈곤선에서 장애인가구의 빈

곤율은 소득 40% 수정 빈곤선에서는 소득 기 으로 34.0%에서 41.7%로 7.7% 포인트 상승하 고, 지

출 기 으로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2.2%에서 39.7%로 7.5% 포인트 상승하 다. 소득 50% 수정 

빈곤선에서는 소득 기 으로 42.6%에서 47.8%로 5.2% 포인트 상승하 으며, 지출 기 으로는 40.8%에서 

47.4%로 6.6%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해 보

면, 소득 40%를 사용한 경우 소득 기 으로는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1.93배, 

지출 기 으로는 1.99배 더 높았다. 소득 50%를 사용한 경우, 소득 기 으로는 1.86배, 지출 기 으로

는 1.81배 높게 나타났다.

제 1 장 서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실

업률에 비해 더 높을 뿐 아니라, 취업장애인의 경우에도 임 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뿐 아니라, 2005년  2008년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지속 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이다. 그로 인해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제

으로 열악하여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러 연구들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에 해서 논의를 해 왔다(변용찬외, 2007; 변용찬외, 2004; 오세란, 2002; 조

흥식·유동철, 2002).

  지 까지 부분의 장애인가구 빈곤 연구들은 주로 최 생계비  소득을 빈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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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고,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을 추정하 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두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다. 첫째, 빈곤을 소득의 

부족으로 측정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과 비교하는 근법의 제약이다. 

Heady(2008)는 빈곤의 척도로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개념 으로 잘못되었으며, 타당도

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빈곤은 낮은 물질  생활수 이기 때문에 빈곤의 척도는 가

구의 지출과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 하 다. 따라서 특정 가구의 지출 수 이 정

하다면 비록 가구의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빈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같

이 소득에 기반을 둔 빈곤 척도의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오래 동안 인식되어 왔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특정 가구의 삶의 수 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소득은 상당히 합리

인 안이다. 그러나 소득 국가에서는 서구 국가와 달리 비공식 시장, 물 이 , 교

환, 그리고 가족 내 생산을 통해 많은 지출을 한다. 체 으로 지출이 더 바람직한 지

표가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Deaton, 1999; Braithwaite & Mont, 2009 재인

용).

  첫째, 재 소비는 재 생활수 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

다. 이는 효용의 수 이 실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

로 소비 척도가 가능한 한 포 이어야 한다.

  둘째, 재 소비는 한 장기간의 평균 복리에 가장 근 하는 척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소비는 소득보다 훨씬 덜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 으로 소비에 한 자료가 더 정확하게 수집되어 왔다. 농업  비공식 부

문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 경향이 있다.  일부 응답자들은 세 과 그 외의 우려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신고 소득이 측정된 소비보다 낮은 것이 형 이며, 특히 높은 계층

에서 그 다.

  빈곤 연구의 경향과 련된 두 번째 문제는 동일한 수 의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Sen의 잠재능력 근론

(Capability approach)에서는 빈곤이 단순히 물질  재화의 함수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향을 미치는 삶의 수 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서 자원을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환시키는 능력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좋은 주거에서 생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가정을 꾸미

고 유지할 수 있는 것 등이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데 요하다(Braithwaite and Mont, 

2009). 그 게 때문에 삶의 수 이란 단순히 소득으로 측정할 수 있는 투입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결과 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측정하기 해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 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교통비, 의료비,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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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치료비 등 비장애인가구와 달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인

해 동일한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삶의 수 을 향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실제로 빈곤을 경험하는 장애인가구의 비율에 비해 더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실태를 비교하면서 기존 연구들

이 활용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외에 가구의 지출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빈곤의 개념  

의미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한 여기에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

한 새로운 빈곤선을 제시하고, 그 빈곤선을 기 으로 할 때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Berthoud, Lakey & 

McKay(1993)와 Zaidi & Buchardt(2003)의 삶의 수  근을 사용하고자 한다. 결과 으

로 가구의 소득 신 가구의 지출과 삶의 수  근을 사용했을 때 장애인가구의 빈곤 

상태가 어느 정도 더 악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  배경

1. 빈곤의 측정

    빈곤의 측정에는 기 이 되는 선, 즉 빈곤선(poverty line)과 빈곤선과 비교되어 해

당 가구의 빈곤 여부를 단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먼  빈곤의 기 이 되는 빈곤선에는 

 빈곤선과 상  빈곤선이 있다.  빈곤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활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말한다.  빈곤의 개념은 Rowntree가 1899년 York시 

조사에서 ‘총수입이 육체  효율성의 유지에만 필요한 최 수 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

한 가구’를 1차  빈곤으로 규정한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이정우, 1991; 김미곤외, 

2004 재인용). 따라서 Rowntree의  빈곤을 정의하기 해서 ‘육체  효율성의 유

지에만 필요한 최 수 ’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 ’이라는 개념이 순수하게 

의미하는 바와 달리 ‘최 수 ’을 둘러싼 논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여

기서 ‘ ’이란 시 ·장소  차이를 뛰어 넘는 개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최

수 ’은 시 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 를 들어, 우리나라

의 1960년  ‘최 수 ’과 2000년  ‘최 수 ’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 미국의 ‘최

수 ’과 우리나라의 ‘최 수 ’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곤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일반  통념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  빈곤은 에서 언 한  빈곤의 한계를 인정하고, 특정 사회에서 특정 가



- 57 -

구가 다른 가구들보다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하면 빈곤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수 과 비하여 상 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김미곤외, 2004: 56-57), 일반 으로 상  빈곤선은 소득

의 일정 비율로 결정한다. 

  Fiegehen, Lansley, and Smith(1977)에 따르면 사회가 보장하는 삶의 수 은 사회의 

발  상태를 반 하며, 그에 따라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상  

빈곤의 개념이 나타났으며, 상  빈곤의 입장에서 빈곤의 정도는 역사 으로 으

로 정의된 삶의 수 이 아니라 그 시 의 수 과 련하여 단을 내리게 된다.

  상  빈곤에 해서 Sen(1983)은 상 성을 시 의 변화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필품의 품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해서는  빈곤의 

이나 상  빈곤의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빈곤 에서도 빈곤선은 

여러 변수들의 함수이며, 이 변수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 의 변화에 따라 기 이 변하면 빈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나 

사회의 일부는 평균 이하의 소득을 받는다는 에서 항상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다. 상

 빈곤에서는 체 사회가 경제 으로 성장하거나 반 로 불황의 늪에 빠져도 소득

의 분포가 바 지 않는 한 빈곤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지만 상  빈곤의 

수 과 계없이 기근을 경험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빈곤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상

 빈곤 에서 보면 빈곤은 없앨 수 없으며, 따라서 빈곤정책은 실질 으로 성공하

기 불가능하다. 언제나 빈곤은 남아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상  빈곤은 빈곤의 개념을 

불평등의 개념과 혼동하게 만들 험이 내포되어 있다. 완 히 상  의 빈곤은 사

실 불평등의 문제이다.

  빈곤선과 상  빈곤선 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빈곤선을 사용하

고 있다. 최 생계비 계측 조사를 새로이 할 때마다  빈곤선 신 상  빈곤선

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물량방식을 활용한  

빈곤선에 가까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빈곤선에 의한 최 생

계비 계측 신 상  빈곤선에 의한 최 생계비 계측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  빈곤

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환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빈곤선으로는 빈곤기 선(poverty thresholds)와 빈곤지침선

(poverty guidelines)이 있는데, 통계  목 으로 사용하는 빈곤기 선은 반물량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목 으로 사용하는 빈곤지침선은 빈곤기 선을 단순화한 것이

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여 히  빈곤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국의 빈곤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빈곤선은 공식 부가 여 척도

(Official Supplementary Benefit Scale)이다. 이는 국인의 평균 소득 수 에 따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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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정되고 있다. 한 OECD와 유럽 연합은 균등화분포를 활용한 가구 소득의 

60%를 사용하고 있다.

  빈곤 연구에서는  빈곤선과 상  빈곤선을 함께 사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빈곤선을 사용하고 있다. 홍경 (2005)은  빈곤선으로는 한국노동

패 조사자료  2차년도(1999) 조사자료에 수록된 가구의 연간 총소득(비경상소득 포

함)을 균등화지수(균등화 탄력성 0.5)로 조정한 균등화소득의 분포를 활용하여 소득

을 구하고, 이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하 다. 상  빈곤선으로는 

해당년도의 소득분포를 활용하여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하 다.

  구인회(2004)는 Sen의 근법에 기반을 둔 빈곤 개념을 사용하 는데, Sen의 

간  근이 “빈곤을 불평등 개념으로 해소하는 상 주의  근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빈곤의 개념에 욕구가 사회 으로 결정된다는 상 주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 “ 빈곤은 빈곤선의 설정에 사

회의 생활수  변화를 반 한다는 에서 빈곤감소요인으로서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시하는 상  빈곤개념을 일부 반 한다. 그러나 빈곤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

득수 의 상승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여 히 요성을 지닌다는 에서는 

빈곤의 개념과 유사한 이 있다.”(구인회, 2004: 64).

  이와 같이 빈곤의 근이 개념 으로 우월하다는 단을 내리고, 경상소득을 소

득에 한 자료로 사용하여, 빈곤선으로 빈곤선, 상 빈곤선, 빈곤선의 세 가

지 빈곤선을 제시하 다. 빈곤선으로는 2000년도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 2000년 이

 최 생계비로는 2000년도 기 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액수를 이

용하 다. 상 빈곤선으로는 소득의 40%를 이용하 으며, 소득은 균등화지수로 

나  균등소득의 분포에서 얻었다. 빈곤선의 경우 1988년,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 계측한 최 생계비, 2000년 정부가 공표한 최 생계비를 이용하 다.

  장애인가구를 상으로 빈곤율을 추정한 빈곤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변용찬외

(2004)는 빈곤선에 한 특별한 언 이 없지만 정부의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하여 

 빈곤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빈곤선 아래 있는 장애인이 2004년 등록장애인의 

4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변용찬외(2007)는  빈곤선으로 2003년 경상

소득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추정하 으며, 경상소득의 

경우 장애인가구는 빈곤율이 18.58%로 일반가구 9.23%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소득 40%, 50%  60%를 사용하여 추정한 상  빈곤에서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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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수  근

  빈곤 상태에는 지출 외에도 다른 개인 ·사회   환경  요인들도 향을 미친다. 

한 장애인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가구에서 삶의 수 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재화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다. 를 들어,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는 재활치료에 한 비용, 는 교통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비용 등을 장애인가구에서

는 추가로 지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가구에서처럼 삶의 수 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들게 된다.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  근은 응답자의 주  비용에서 추가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마틴과 화이트

(Martin and White, 1988), Disablement Income Group(1988), 라지(Large, 1991) 등이 활

용하 다. Wooley(2004)는 주  근으로 장애아동가구가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했어야 하지만 못했던 비용도 포함하여 추정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섭․정소연

(1997)을 포함하여, 이선우 외(2000), 변용찬 외(2001, 2006) 등에서 주  근을 사용

하 다. 주  근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계측하기 때문에 의

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비장애인도 지출하는 비용이 과  계측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비교  근은 유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출 양식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매튜와 트

러스코트(Matthews and Truscott, 1990)와 존스와 오도넬(Jones and O'Donnell, 1995)이 

이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특정 장애인과 유사한 비장애인을 찾거나 설정해야 하

는 어려움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셋째, 삶의 수  근으로 버타우드, 이키 그

리고 맥 이(Berthoud, Lakey, and McKay, 1993)와 자이디와 부카르트((Zaidi and 

Burchardt, 2003)가 활용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미곤외(2005)  이선우(2005)에서 장

애인의 추가비용을 계측하는데 사용하 으나, 두 연구 모두 장애종류  장애정도를 고

려하지 않았다. 넷째, 산 표  근은 주  근과 유사하지만 포커스 그룹이 합리

인 삶의 수 을 해 필요한 품목의 목록을 개발한다는 에서 다르다. 이 방법을 활

용한 연구로 돕슨과 미들톤(Dobson and Middleton, 1998)과 스미스 외(Smith et al., 

2004)의 연구가 있다(이선우, 2008).

  그 에서 본 연구는 삶의 수  근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삶의 수  근이 주

 근이나 산 표  근 등의 다른 근들과 달리 각 개인이나 문가가 장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지출의 수 에 해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 을 가졌기 때문이다.

  삶의 수 (standard of living) 근은 버타우드, 이키, 맥 이(1993)가 처음 제안하

고, Zaidi & Burchardt(2003)가 발 시킨 것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

을 일정하게 놓고, 그 삶의 수 을 만족시키기 한 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들

에 따르면 일반 으로 삶의 수 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높아질 것으로 상되는데, 장애

인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가구보다 욕구가 더 많은 가구에서는 동일한 소득으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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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은 낮아지게 된다.

  삶의 수 과 소득이 선형 계에 있다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 과 소

득과의 계는 <그림 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소득 B는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A와 동일한 

삶의 수 을 제공한다. 따라서 BA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된다.

  삶의 수  방식에서 요한 쟁 은 종속변수가 되는 가구의 삶의 수 을 측정하는 척

도이다. 삶의 수 을 나타내는 변수로 Berthoud, Lakey, and McKay(1993)는 7가지 소비

내구재의 소유여부, 축 능력 등의 복합문항, 일상  사회활동 참여 등의 복합문항 등

을 사용하 다. Zaidi & Burchardt(2003)는 소비내구재의 소유여부, 축유무  가구 재

정상황에 한 자가 평가 항목을 삶의 수  변수로 사용하 다. 이선우(2005)는 Zaidi & 

Burchardt(2003)와 동일하게 내구소비재 8가지, 축의 유무, 그리고 가구의 경제상황에 

한 자가 평가를 삶의 수  척도로 사용하 다. 한 이선우(2008)는 축의 유무  

내구소비재의 소유여부  생활여건을 포함하는 복합척도를 활용하 다. 따라서 삶의 수

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다양한 지표가 사용될 수 있는데, Zaidi & Burchardt(2003)에 

따르면 단순히 소득을 나타내는 삶의 수  지표가 아니라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

  한편, 요한 독립변수는 가구 소득, 장애여부이며, 그 외 소득과 삶의 수 의 계에

서 요한 변수들( 를 들면, 자가여부, 지역, 가구원 수, 아동의 수  가구주의 연령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

C 비장애인
C

장애인

BA
삶의 수

소득

<그림 1> 삶의 수 , 소득  장애의 계(Zaidi & Burchard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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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자료  빈곤선의 정의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 조사의 2008년 자료이며, 표본분석을 한 표

 가 치를 사용하 다.

2. 빈곤선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으로 2007년 최 생계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자료에

서 가구원 수는 최  8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8인에 한 최 생계비까지 제시하 다.

〈표 1〉2007년 최 생계비

가구원 수 2007년 최 생계비

1인 435,921

2인 734,412

3인 972,866

4인 1,205,535

5인 1,405,412

6인 1,609,630

7인 1,813,848

8인 2,018,066

  본 연구에서 상  빈곤선은 균등화 탄력성 0.5를 사용한 균등화소득 분포에서 

소득 40%, 50%를 구하여 사용하 으며, 그 결과 소득 40%는 1,256,667원, 소득 

50%는 1,517,075원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비교

1.  빈곤선에 의한 빈곤 실태

  소득을 기 으로 할 때 체 가구  최 생계비의 100% 미만의 빈곤가구는 9.8%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는 15.6%, 비장애인가구는 8.7%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약 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100% 이상 120% 미만의 가구도 장애인가구 8.1%, 

비장애인가구 4.5%로 장애인가구가 약 두 배 가까이 더 많았으며, 120% 이상 15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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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가구도 11.8%  6.7%로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200%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장애인가구가 47.1%, 비장애인가구가 69.5%로 비장애인가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출 기 으로 보면, 가구의 생활비가 최 생계비의 100% 미만인 가구는 체 

7.1%로 소득 기 에 따른 분포와 비교하면 2.7%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가구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12.0%, 비장애인가구는 6.2%로 역시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6% 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기 으로 

본 빈곤가구의 비율에 비하면 3.6%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가

구의 비율이 비장애인가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역시 소득 기 으로 비교

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 기 으로 150% 미만에서는 장애인가구

의 비율이 비장애인가구의 비율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150% 이

상 200% 미만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층에서는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16.0%로 비장애인가구의 15.0%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2〉2007년 최 생계비에 따른 빈곤가구 분포

　

　

소득 기 지출 기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체

100%미만
461 159 620 329 122 451

8.7% 15.6% 9.8% 6.2% 12.0% 7.1%

120%미만
238 82 320 220 89 309

4.5% 8.1% 5.1% 4.2% 8.8% 4.9%

150%미만
353 120 473 386 144 530

6.7% 11.8% 7.5% 7.3% 14.2% 8.4%

200%미만
565 177 742 793 163 956

10.7% 17.4% 11.8% 15.0% 16.0% 15.1%

200%이상
3680 479 4159 3569 499 4068

69.5% 47.1% 65.9% 67.4% 49.1% 64.4%

체
5297 1017 6314 5297 1017 63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KOWEPS 3차년도 자료

2. 상  빈곤선에 의한 빈곤 실태

  다음으로 상  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가구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  소득 

40%인 1,256,667원을 사용하여 빈곤가구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상  빈곤선과 비교하

여 100% 미만의 빈곤가구는 소득 기 으로 체 가구의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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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한 장애인가구  100% 미만의 빈곤가구는 34.0%로 체 장애인가구의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장애인가구  100% 미만의 빈곤가구는 21.6%로 장애

인가구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빈곤선에 의한 빈곤가구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

의 빈곤율은 15.6%에서 34.0%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비장애인가구 역시 8.7%에서 

21.6%로 2.5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40%의 빈곤선을 사용

하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격차는 상 으로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빈곤선을 사용할 때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이의 비율은 0.79 으나, 상

 빈곤선을 사용할 때 차이의 비율은 0.36이었다.

〈표 3〉 소득 40%에 따른 빈곤가구 분포

　

　

소득 기 지출 기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체

100%미만
1142 346 1488 1060 328 1388

21.6% 34.0% 23.6% 20.0% 32.2% 22.0%

120%미만
207 84 291 322 82 404

3.9% 8.3% 4.6% 6.1% 8.0% 6.4%

150%미만
377 95 472 468 117 585

7.1% 9.3% 7.5% 8.8% 11.5% 9.3%

200%미만
688 127 815 873 135 1008

13.0% 12.5% 12.9% 16.5% 13.2% 16.0%

200%이상
2883 365 3248 2574 357 2931

54.4% 35.9% 51.4% 48.6% 35.0% 46.4%

체
5297 1017 6314 5297 1019 63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KOWEPS 3차년도 자료

  다음으로 소득 40%의 빈곤선에서 지출을 기 으로 빈곤가구의 실태를 살펴보았

다. 지출 기 으로 소득 40%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가구는 체 가구의 

22.0%로 소득 기 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장애인가구  빈곤 장

애인가구는 32.2%, 비장애인가구  빈곤가구는 20.0%로 두 집단의 차이는 12.2% 포인

트로 나타났다. 따라서 100% 미만 빈곤가구의 비율 차이는 소득과 지출이 큰 차이가 없

었다. 반면에 100% 이상 120% 미만의 두 번째 계층에서는 장애인가구는 8.0%, 비장애

인가구는 6.1%로 1.9%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여 소득 기 의 차이 4.4% 포인트 차이에 

비해 상당히 어든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 계층분포를 살펴보

았다. 먼  소득을 기 으로 할 때, 100% 미만의 빈곤가구는 소득 40%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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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에서 28.4%로 4.8% 포인트 증가하 다. 그러나 장애인가구를 보면 34.0%에서 

42.6%로 7.6% 포인트 증가하여, 증가폭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장애인가구

는 21.6%에서 25.7%로 4.1%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  많은 

가구들이 소득 40%와 50%의 빈곤선 사이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출 기 으로 보면, 100% 미만의 빈곤가구는 소득 40% 기  22.0%에서 28.6%

로 6.6% 포인트 증가하 다.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32.2%에서 40.8%로 8.8% 포인트 증가하 으며, 비장애인가구는 20.0%에서 26.2%로 

6.2% 포인트 증가하 다. 따라서 지출 기 에서도 소득 기 에 비해서는 차이가 었지

만 여 히 장애인가구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소득 50%에 따른 빈곤가구 분포

　

　

소득 기 지출 기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체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체

100%미만
1360 433 1793 1388 415 1803

25.7% 42.6% 28.4% 26.2% 40.8% 28.6%

120%미만
285 68 353 409 92 501

5.4% 6.7% 5.6% 7.7% 9.1% 7.9%

150%미만
510 111 621 600 116 716

9.6% 10.9% 9.8% 11.3% 11.4% 11.3%

200%미만
806 115 921 934 123 1057

15.2% 11.3% 14.6% 17.6% 12.1% 16.7%

200%이상
2336 290 2626 1966 270 2236

44.1% 28.5% 41.6% 37.1% 26.6% 35.4%

체
5297 1017 6314 5297 1016 63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삶의 수  근의 활용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장애인가구는 재활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의료비, 교

통비  주거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동일한 자원으

로도 동일한 삶의 수 을 향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고려

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를 재추정할 필요가 있다.

  삶의 수  근에서 핵심 문제  하나는 삶의 수 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Berthoud, 

Lakey & McKay(1993), Zaidi & Buchardt(2003), 이선우(2005)  이선우(2008) 등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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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삶의 수 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사용했던 변수들은 소비내구재의 소유여부, 

축의 유무, 주 인 경제상태 등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복지

패 조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활용했던 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항목들은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신 한국복지패 조사에는 생활여건에 한 14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집세 문제로 이사 경험’, ‘공과  미납 경험’, ‘ 기, 화, 수도가 끊긴 경험’, 

‘공교육비 체납 경험’, ‘난방하지 못한 경험’,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신용불량의 경험’, 

‘건강보험 여자격 정지 경험’, 그리고 식생활 련 6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에

서 식생활 련 6개 문항이 식생활 수 에 한 지나치게 많은 문항을 포함하여 삶의 

수  척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먹을 것이 떨어졌어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의 두 가지 항목을 포함시켜,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생활여건의 복합지표를 삶의 수  척도로 채택하 다.

  한 독립변수로는 이선우(2008)에서 사용했던 가구소득(경상소득의 제곱근)  장애

인가구여부를 포함시켰으며, 통제변수로는 17세 미만 아동의 수, 지역, 자가소유여부, 가

구주의 성별  연령을 포함시켰다.

  1)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삶의 수 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와 같이 평균은 0.40이며, 

비장애인가구의 평균은 0.36, 장애인가구의 평균은 0.57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351). 본 연구에서 삶의 수 은 수가 높을수록 생활여건

이 좋지 않은 것이며, 결과 으로 삶의 수 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삶의 수 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

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5〉삶의 수  비교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통계값

비장애인가구 5297 .3636 .98599 .01355 t=-5.351

장애인가구 1017 .5746 1.18089 .03702 p<0.0005

체 6314 .3976 1.02276

  한편 다른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경상소득은 장애인가구는 3,017.4

만원인 반면에 비장애인가구는 3,983.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가구는 58.0세로 비장애인가구의 50.0세에 비해 8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 내 17세 미만의 아동 수를 보면, 장애인가구는 0.49

명인데 반해, 비장애인가구는 0.77명으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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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독립변수의 비교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통계값

경상소득

(만원)

비장애인가구 5297 3983.1922 3816.48958 52.44001 t=9.485

장애인가구 1017 3017.4378 2783.75343 87.27687 p<0.0005

체 6314 3827.5865 3686.73405

가구주의 

연령

비장애인가구 5297 49.8479 15.01059 .20625 t=-17.392

장애인가구 1017 57.9523 13.32753 .41785 p<0.0005

체 6314 51.1537 15.04935

17세 미만 

아동수

비장애인가구 5297 .7697 .95116 .01307 t=9.496

장애인가구 1017 .4850 .86073 .02699 p<0.0005

체 6314 .7238 .94294

  지역의 분포, 자가유무  가구주 성별의 분포를 보면, 〈표 7〉과 같이 분포되어 있

다.

〈표 7〉독립변수의 빈도분포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지역

서울 1318 20.9

역시 1551 24.6

시 2811 44.5

군 633 10.0

합계 6314 100.0

자가유무

비자가 2882 45.6

자가 3432 54.4

합계 6314 100.0

남자 5132 81.3

가구주 성별 여자 1182 18.7

합계 6314 100.0

  2) 삶의 수 에 한 회귀분석

  삶의 수 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소득  장애인가구여

부의 두 독립변수는 삶의 수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삶의 수

은 수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은 삶의 수 을 높이는 

반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삶의 수 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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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삶의 수 에 한 회귀분석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 오차오류 베타 공차 VIF

(상수) 1.139 .078 　 14.642 .000 　 　

경상소득제곱근 -.010 .001 -.236 -16.732 .000 .699 1.430

역시1) -.037 .036 -.016 -1.027 .305 .600 1.666

시1) -.143 .032 -.070 -4.469 .000 .566 1.768

군1) -.203 .047 -.060 -4.288 .000 .716 1.396

자가유무 -.388 .026 -.190 -14.930 .000 .858 1.166

장애인가구여부 .164 .033 .059 4.890 .000 .950 1.053

가구주 연령 .002 .001 .036 2.417 .016 .618 1.618

남성 -.116 .034 -.044 -3.400 .001 .818 1.223

아동 수 .104 .015 .096 7.025 .000 .744 1.344

Adj R2 = 0.125

        1) 기 범주: 서울시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장애인가구의 계수 ÷ 경상소득의 계수

= 0.164 ÷ -.010 = -16.4

  경상소득의 계수는 경상소득 제곱근의 계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결과 으로 

268.96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삶의 수 을 리

기 해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연 268.96만원의 경상소득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 

  결과 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선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선에 비해 연 268.96만원 는 

월 22.4만원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선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그 결과, 장애인가구의 빈곤선은 최하 11.1%에서 최고 51.39%까지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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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추가비용을 포함한 빈곤선

구분 빈곤선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따른 빈곤선 증가율

 빈곤선

1인 435,921 659,921 51.39 

2인 734,412 958,412 30.50 

3인 972,866 1,196,866 23.02 

4인 1,205,535 1,429,535 18.58 

5인 1,405,412 1,629,412 15.94 

6인 1,609,630 1,833,630 13.92 

7인 1,813,848 2,037,848 12.35 

8인 2,018,066 2,242,066 11.10 

상  빈곤선
40% 1,256,667 1,480,667 17.82 

50% 1,517,075 1,741,075 14.77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인상된 빈곤선을 

용하여 재추정할 필요가 있다. 먼 , 최 생계비를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인상된 빈곤선

을 사용하면, 소득 기 으로 빈곤선의 100% 미만인 가구는 체 장애인가구의 26.8%로, 

이 보다 11.2% 포인트 증가하 으며, 지출 기 으로는 100% 미만의 장애인가구는 

12.0%에서 24.7%로 12.7% 포인트 증가하여 소득 기 보다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가구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소득을 기 으로 보면 비장애인가구보

다 세 배 이상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출을 기 으로는 4 배 이상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상  빈곤선에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인상된 빈곤선을 사용하여 장애인가

구의 빈곤율을 재추정하 다. 우선, 소득 40%를 수정한 빈곤선에서는 소득 기 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4.0%에서 41.7%로 7.7% 포인트 상승하 다. 한 지출 기 으

로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2.2%에서 39.7%로 7.5% 포인트 상승하여, 소득 기   

지출 기 의 상승폭은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 50%를 수정한 빈곤선에서는 소득 기

으로 42.6%에서 47.8%로 5.2% 포인트 상승하 으며, 지출 기 으로는 40.8%에서 

47.4%로 6.6%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장애인가구의 빈

곤율과 비교해 보면, 소득 40%를 사용한 경우 소득 기 으로는 장애인가구가 비장

애인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1.93배, 지출 기 으로는 1.99배 더 높았다. 소득 50%를 

사용한 경우, 소득 기 으로는 1.86배, 지출 기 으로는 1.81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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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빈곤선 비 100% 미만의 빈곤가구 비율 비교

　 빈곤가구의 비율

　 비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추가비용 포함)

최 생계

비

소득
461 159 273

8.7% 15.6% 26.8%

지출
329 122 251

6.2% 12.0% 24.7%

소득 

40%

소득
1142 346 425

21.6% 34.0% 41.7%

지출
1060 328 404

20.0% 32.2% 39.7%

소득 

50%

소득
1360 433 486

25.7% 42.6% 47.8%

지출
1388 415 482

26.2% 40.8% 47.4%

  결론 으로  빈곤선을 사용하는 경우 상  빈곤선을 사용할 때보다 장애인가

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를 상당히 과

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론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소득을 기 으로 할 때가 지출을 기 으로 할 때보다 최 생

계비에서는 2% 내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비용을 고려할 때 장애

인가구의 빈곤율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빈곤선을 사용할 때 빈곤율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빈곤선

으로 추정할 때는 반드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상  빈곤선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추가비용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 상 으로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  빈

곤선을 사용한다면 추가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추정이 내포하

고 있는 오차는 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

는 추가비용을 포함한  빈곤선을 사용하거나, 는 상  빈곤선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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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횟수 궤 의 측요인

- 기노년과 후기노년의 측요인 차이비교 -

강상경(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론

  통계청(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경제  상황이 유사한 나라들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

회로 진입할 것으로 측된다. 인생주기에 있어서 노년기의 특징은 다양한 신체  질병

의 증가로 (Cohen, 1990),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윤정, 2008; 

Laporte, Nauenberg, and Shen, 2008; Lemstra, Mackenbach, Neudorf, and 

Nannapaneni, 2009). 빠른 속도의 고령화 상과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경향

을 고려할 때,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측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에 한 이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건강불평등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불평등 상을 

해소하는데 요한 정책  함의나 실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지 까지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연구는 횡단자료의 분석에 한 것이 부분이었

으며 ( , 주수 , 2007; Brown, Barner, Bohman, and Richards, 2009; Kaur, 

Stechuchak, Coffman, Allen, and Bastian, 2007; Laporte, et al., 2008; Lemstra, et al., 

2009, 등), 종단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연도별 의료서비스 이용수 을 비교하거나 각 연도

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 , 서윤정, 2008; 도세록, 

2005, Kjerulff, Frick, Rhoades, and Hollenbeak, 2007, 등). 이러한 근방법은 모집단 

체 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책  차원에서 거시 으로 근할 때는 국가 체 인 연도별 의료서비스 이

용 황의 변화에 따른 산계획이나 의료서비스의 국가 체 인 수요·공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정책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도별 비교는 개

인내 인 의료서비스 이용변화의 궤 이 어떠하며 개인내 인 의료서비스 이용변화의 

궤 을 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개

인내  변화 양상과 다양성 (within-person variation)을 살펴보고 이것의 측요인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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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것은 개인  수 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변화 련요인을 이해하고 개인  차

원에서 필요한 정책  실천  개입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 

횡단연구의 장 인 개인간 다양성 (between-person variation, inter-individual variation)

과 개인내  변화 궤 의 다양성 (within-person variation, or intra-individual variation)

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이용하여 

외래의료 서비스1) 이용궤   측요인을 살펴본다. 

  속한 고령화 향으로 노년기가 상 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같은 노년기 안에 속

하는 사람들의 신체·심리·사회 인 특징은 연령 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Laslett, 

1989; Neugarten, 1996). 즉 노년 기에는 신체  건강상태나 심리사회  상태가 장년기

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노년후기에는 노년 기와는 달리 신체  건강이 악화되

고 심리사회  상태도 상 으로 더 부정 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체  

건강이나 심리사회  상태의 노년기 내 연령 별 차이는 노년기 내에서도 기노년과 

후기노년 간에 의료서비스 이용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변화궤   측요인을 노년기 체 으로 살펴보고, 

기노년과 후기노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집단분석을 통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II. 이론  배경

1. 의료서비스 이용모형

  의료서비스의 이용행태를 악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측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오랜 심사가 되어왔는데, 이용서비스 이용요인에 한 연구모

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 의 하나가 앤더슨 모형 (Andersen Model)이다 (정경

균, 김 기, 문창진, 조병희, 김정선, 1991). 앤더슨 모형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

정하는 개인요인으로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자원요인(Enabling factors),  욕

구요인(Need factors), 등이 있다 (Andersen, 1995). 선행요인은 의료욕구(즉, 건강문제) 

발생이 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말하

는데, 나이나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  특징이나 교육이나 계층 등의 사회경제  요인을 

포함한다 (Andersen and Newman, 1973). 자원요인은 개인이 실제 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근성을 높이고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소득수 이나 

1) 의료서비스 형태는 입원, 외래, 건강검진,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이용형태에 따라서 측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 , 정기검진은 자원요인이 입원이나 외래는 욕구요인이 유의할 수 있음), 한국 복지패 데이터에서 입원이나 건강검진

의 미 이용자가 무 많아서 통합 으로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만 을 맞춘다.



- 73 -

가족자원 등을 포함한다 (Andersen and Newman, 1973). 욕구요인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필요하게 만드는 건강수 과 련된 요인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주  건강상태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건상상태인 질환이나 장애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Andersen and 

Newman, 1973). 이러한 앤더슨 모형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측요인을 살펴보는데 유용

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앤더슨 모형은 횡단 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살펴보기 해서 

범 하게 사용되어왔지만, 의료서비스의 변화궤 을 살펴보는데 이용된 은 많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앤더슨 모형을 용하여 횡단  의료서비스 이용 측요인 뿐 아니라 

종단 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변화를 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료서비스 이용의 측요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앤더슨 모형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dersen, 1995). 기존의 연구들은 성별, 연

령, 교육,  사회경제  지  등의 선행요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한 련이 있

다는 것을 보여 다. 성별과 의료서비스와의 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일반 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가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 다 (Kjerulff, et al., 2006; Kaur, 

et al., 2007). 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상 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수 이 높다 

(Laporte, et al., 2008). 한 사회경제 으로 수 자의 지 에 있는 사람이나 (한경훈, 

2008), 교육수 이 낮은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다 (서윤정, 2008; 주수 , 2007; 

Laporte, et al., 2008; Lemstra, et al., 2009). 이러한 사회경제  지 요인에 따른 의료서

비스 이용의 차이의 원인은 기본 으로 사회경제  지 에 따른 건강불평등 양상으로 

인해서 상 으로 지 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더 부정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신호성, 2009; Lemstra, et 

al., 2009)      소득수 이나 가족의 지원은 의료욕구가 있을 때 실질 으로 의료서비스

로 근을 용이하게 한다 (Andersen, 1995; Andersen and Newman, 1973). 하지만 소득

수 의 경우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Lemstra, et al., 

2009; Laporte, et al., 2008), 소득수 이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김태일, 최윤 , 이경희, 2008; 서윤정, 2008). 소득수 이 의료이용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주로 북미쪽 연구에서 보여지고 (e.g., Lemstra, et al., 2009; 

Laporte, et al., 2008), 소득수 이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는 주로 한국

의 연구들이다 (김태일, 최윤 , 이경희, 2008; 서윤정, 2008).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공공

의료보험이 있는 한국의 경우 소득에 계없이 의료 근성이 보장되어 있고, 공공의료보

험 제도가 미약한 북미국가의 경우 소득수 이 보험의 유무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득수 이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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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황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은 체 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이나 건강특성별로 살펴볼 때는 항상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

는 연구도 있다 (Laporte, et al., 2008).

  욕구요인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필요하게 만드는 건강수 과 련된 요인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주  건강상태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인 질환이나 장애 등의 요

인을 포함하는데, 일반 으로 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한다 (Andersen and Newman, 1973). 

3. 측요인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령차

  앤더슨 모형에 기반한 기존의 부분의 연구들은 인구학  는 사회경제  지  등

의 선행요인이나 소득이나 가족 계 등의 자원요인  건강상태나 장애등의 욕구요인들

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한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하지만 생애주기  에

서 보면 심리사회  특징이나 경제  지   건강특성은 발달단계에 따라서 상이하고 

(Erickson, 1959; 1982), 측요인들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측요인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서 실증 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측요

인이 연령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Laporte, et al., 

2008). 특히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년기의 장기화는 통 인 노년구분인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사회경제  특성이나 건강상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Laslett, 

1989; Neugarten, 1996),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의 측요인을 살펴 에 있어서 연령 차

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75세 미만의 기노년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년 간에 의료서비스 이용궤 의 측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4. 연구모형  연구문제

  문헌에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앤더슨 모형을 이용하여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본 연구가 기존의 횡단  연구와 다르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궤

의 측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종속변수는 복지패 에 나타난 3년간 외래의료서비

스 이용횟수의 변화궤 이다. 본 연구의 목 이 어떠한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이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궤 에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독립변수는 복지패

데이터에서 포함 가능한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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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앤더슨 모형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이용궤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은 기존의 의료서비스 이용 측요인에 한 횡단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답하고자 한다. 

1. 노년기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의 변화궤 은 어떠한가?

2. 노년기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의 변화궤 의 측요인은 무엇인가?

3. 기노년과 후기노년의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의 변화궤 은 측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 2,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

하 다. 한국복지패 은 서울을 포함한 7개 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에 거주하

는 7,072가구의 가구원 14,469명이 참석한 국 인 표성을 지닌 종단  조사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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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복지패 은 2006년에 국민실태조사에 참여한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 추출을 통

해 추출한 후, 소득계층별로 층화하여 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표

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에 하여 조사를 수행하여 1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하

다. 한국복지패 의 2차년도 조사는 2007년에, 3차년도 조사는 2008년데 이루어졌다. 

재 복지패 은 3차 년도까지의 종단데이터가 완성이 되었고, 재 2009년에는 4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패 데이터로 완성된 

한국복지패 의 1차, 2차,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며, 노년기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의 

종단  변화를 살펴보고,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의 궤 을 측하는 기 변수를 살펴보

기 해서 2006년인 1차년도 기 으로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 4,919명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노년 기와 노년후기의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궤 의 측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해서 4,919명의 참석자를 60세에서 75세까지의 기노년기 노인들 

3,635명과 75세 이상 후기노년기 노인들 1,284명에 해서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횟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은 한국복지패 의 ‘건강  의료’ 부분에서 물어본 지난 일 년간 

응답자들이 이용한 외래진료 횟수로 측정하 다. 외래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의 분포가 첨

도가 높아서 정상분포의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분석에서는 로그변환 한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분석에 포함하 다. 

  2)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궤  측변수

    (1) 선행요인 (Predisposing Factors)

  통제변수는 앤더슨 모형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측요인으로 이론화된 변수들을 

심으로 선정되었다. 앤더슨 모형에서 선행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사회 인구학  특

성이나 생물학  특성 등의 쉽게 변할 수 없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선

행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 여부를 포함하 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리코

딩한 명목변수를 사용하 다. 연령은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측정한 연속변수를 

사용하 다. 교육은 무학(1), 졸(2), 졸(3), 고졸(4), 문 졸(5), 졸(6)로 나 어서 

측정하여 서열변수로 사용하 다. 수 여부는 수 상자의 경우는 1로, 비수  상자

의 경우는 0으로 코딩한 명목변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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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요인 (Enabling Factors)

  앤더슨 모형에서 자원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의료 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원요인을 소득과 가족 계를 포함하

다.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 어서 가구원 1인당 소득을 측정하 다. 가구원 

1인당 소득의 첨도가 높아서 정상분포에서 벗어났으므로 로그변환 한 변수를 분석에 사

용하 다. 가족 계는 한 문항으로 구성된 응답자가 평가한 정  가족 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부터 5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정  가족 계를 

나타낸다. 

    (3) 욕구요인 (Need Factors)

  앤더슨 모형에서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를 이용하게 하는 직 인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실제로 신체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주 으로 단할 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욕구요인으로 주  

건강상태와 신체  건강상태인 질병유무,  장애유무를 분석에 포함하 다. 주  건

강상태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

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등 1 - 5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 수

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나타내도록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신체  건강변수는 

장애유무와 질병유무를 포함하 다. 장애유무는 15개의 법  장애유형  한 개의 장애

라도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고 하나도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한 명목변수를 사용하

다. 질병유무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투병 는 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고, 

투병이나 투약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한 명목변수를 사용하 다.

3. 분석방법

  기술통계를 해서는 SPSS 15를 사용하 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해서는 AMOS 

7을 사용하 다. 기술통계에서는 연속변수에 해서는 독립 t-test를 실시하여 기노년

과 후기노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고, 명목변수에 해서는 기노년과 후기노년 

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콰이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하여 AMOS 7.0을 사용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의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서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횟수의 발달궤 을 추정하 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해서는 AMOS 7.0을 통해

서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모형(Conditional Model)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횟수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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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요인을 검증하 다.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해서는 AMOS 7.0을 통해서 연

구문제 2를 해서 형성한 조건부 모형에 하여 기노년과 후기노년 간에 측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 집단분석(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

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에 기반을 둔 패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분석에서는 투입된 모든 변수의 정보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면서 분

석하는 최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 다. 

  모형의 합도를 악하기 해서는 합지수인 콰이스퀘어 값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 합지수인 IFI(Incremental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 다. 본 연구와 같이 모형이 복잡한 경우 콰이스

퀘어 값을 통한 모형 합도 검증보다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한 RMSEA를 사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RMSEA는 주로 0.06미만이면 모형 합도가 좋고, 0.08미만이면 모형이 수

용가능하다고 단된다. 증분 합지수는 투입된 변수들인 기 모형을 바탕으로 최종모형

이 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IFI와 CFI 모두 0.90 이상이면 모형이 

합하고 수용가능하다고 단된다 (Hu & Bentler, 1998).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변수의 기술 통계치를 노년 기와 노년후기의 비교

를 통해서 요약한 것이다.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래서비스 이용횟수는 1차 년도

에 26.11회 (로그변환값=2.27), 2차 년도에 29.25회 (로그변환값=2.53), 3차 년도에 27.41회 

(로그변환값=2.53)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들의 조사기간인 3년 동안 외래의료 서비스 이

용은 증가하 다가 약간 감소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평균은 횡단  평균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의 개인내  변화의 궤 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인내  변화궤

은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체 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41.2%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이를 연령별로 나 어 살펴

보면 기노년에서는 42.8%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후기노년기에는 36.6%로 나타나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성 참가자의 비율이 여성 참가자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다 (c2 = 15.01, p<.00). 평균연령은 체 으로 70.51세로 나타났는데, 이를 연령별로 

나 어 살펴보면 기노년들의 평균연령은 67.05세로 나타났고, 후기노년의 평균연령은 

80.30세로 나타났다 (t=98.36, p<.00). 체집단의 교육 평균은 2.85로서 노인인구 층의 

교육수 이 졸과 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나 어서 살펴보면 



- 79 -

기노년의 평균교육은 2.88이고 후기노년의 평균교육은 2.69로서 기노년기의 참가자의 

교육수 이 후기노년기 참가자의 교육수  보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34, 

p<.01). 평균 으로 참가 노인의 약 11%거 수 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

펴보면 기노년의 경우 수 자의 비율이 약 10.1%이고 후기노년의 수 자 비율이 약 

13.8%로 기노년에 비해 후기노년의 수 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2 = 13.13, 

p<.00). 

  연구참가자의 평균 가구원 소득은 1인당 약 6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  별로 

살펴보면 기노년의 경우 가구원 소득 평균이 약 660만원(로그변환값=6.25)이고 후기노

년의 가구원 소득 평균이 약 519만원(로그변환값=6.04)으로 나타나 기노년의 가구원 

소득이 후기노년의 가구원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9.48, p<.00). 주  건강

상태는 기노년의 경우 약 3.77이고 후기노인의 경우 약 3.43으로 나타나 기노인들이 

후기노인들 보다가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더 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0.21, p<.00). 체 참가자의 약 12%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노인의 약 12.4%가 그리고 후기노인의 약 11.1%가 장애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게도 기노인들이 후기노인들 보다가 장애가 있는 비율

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 다 (c2 

= 1.56, ns). 체 참가자의 약 73%가 만성질환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노인의 경우 약 71.6%가 그리고 후기노인의 약 

77.6%가 최소한 하나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노인 보다가 후기노

인 사이에서 만성질환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2 = 18.13, p<.00).  

<표 1> 기술통계: 연구참여자의 특성

외 래 진 료
외 래 진 료
외 래 진 료

성

종 속 변 수

변 수 영 역

외 래 서 비 스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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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부 모형

  <그림 2>는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한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 궤 의 무조건부 모

형과 분석의 결과표를 보여 다. 콰이스퀘어 값은 유의하게 나왔으나 (c2(1) = 33.73, 

p<0.00), 다른 모형 합도가 수용가능하게 나타나 본 무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단된다 (RMSEA=0.074; IFI=0.99; CFI=0.99). 그림에서 오른쪽 표의 체 

(N=4,919 참고)분석 결과에 정리된 것처럼, 노인들의 기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는 

연구기간인 3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출발 에서는 평균 약 27.39

회 (로그변환값=2.33) 정도의 외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 고 (p<.00),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해마다 약 0.391회 (로그변환값=0.097) 정도씩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가 증가했다 

(Mean slope= 0.097, p<.00). 기 회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와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의 

기울기는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내었다 (r= -0.440, p<.00). 이는 기에 외래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노인이 그 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으로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를 증가시키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외

래의료 서비스 이용의 출발 과 기울기의 변량이 유의하여 (출발  변량 = 858.639 (로

그변환 값의 변량=1.097), p<.00; 기울기 변량 = 128.412 (로그변환 값의 변량=0.180, 

p<.00),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출발 과 기울기의 변량을 설명하는 측변수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RMSEA = 0.074
IFI = 0.990
CFI = 0.990

외래이용
Intercept

외래이용
횟수 1

외래이용
횟수 3

외래이용
횟수 2

e1 e2 e3

외래이용
Slope

1

1

1
21

0

출발

출발

75세 미만 (n=3,635) a

전체 (N=4,919)

분석대상

[그림 2] 우울증상 궤 의 무조건부 모형과 다 집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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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외래진료횟수의 궤 이 기노년과 후기노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해서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5세 미만 (n=3,635)과 75세 이상 

(n=1,284)으로 나 어 정리하 다. 그림에서 오른쪽 표의 체 (N=4,919 참고)분석 결과

에 정리된 것처럼, 노인들의 기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는 연구기간인 3년 동안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75세 미만과 7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진료서비스 이

용궤 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c2(2)=5.125, p<.10). 이는 출발  평균과 기울기 평균 

가운데 최소한 하나에서 기노인과 후기노인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후검

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기노인의 출발  평균은 약 26.885 (로그변환값=2.318)이 고, 

후기노인의 평균은 약 28.821 (로그변환값=2.369) 지만, 이 두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c2(1)=0.087, ns), 출발 에서 두 연령집단의 외래의료이용횟

수는 유사한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외래이용의 변화속도에서 기노인의 경우 연간 

약 0.486회(로그변환값=0.114) 증가시켰는데 후기노인의 경우 연간 약 0.146회 (로그변환

값=0.045)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기노인이 후기노인 보다가 훨씬 속하게 외래진료

횟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c2(1)=5.005, p<.05). 결론 으로 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외래진료횟수 궤 은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 으로 기노인의 외래진료 횟수 증가속도

가 후기노인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빨랐다. 

3. 조건부모형

  <그림 3>은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한 조건부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통   합지수인 콰이스퀘어 값은 유의하게 나왔으나 (c2(10) = 66.83, p<0.00), 콰

이스퀘어 값은 모형이나 샘  사이즈에 민감하여 샘 사이즈와 모형복잡성을 고려한 

안  합지수를 보아야 한다. 안  합지수인 RMAEA가 0.034로 수용범 인 

0.08 미만으로 나타나 모형이 합하다고 단된다. 한 기모형 비 최종모형의 

성을 보여주는 증분 합지수인 IFI와 CFI가 모두 0.90이상으로 나타나 의 조건부 모

형은 합하다고 단된다 (IFI=0.994; CFI=0.994). <그림 3>의 결과는 full path 모형 분

석에서 경로의 표 화된 계수를 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과 외래의

료서비스 이용횟수의 궤 의 계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와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과의 계와 일치하는 것들이 부분이었으나 상이한 계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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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횟수
출발점

외래횟수
기울기

성별 (남=1)

연령

교육

수급여부(1)

LN소득

가족관계

주관적건강

만성질환(1)

장애 (1)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t: -.413 ***

t: -.102 ***

Notes:
• +p<.1, *p<.05, **p<.01, ***p<.001
• 실선: 출발점예측경로, 점선: 기울기예측경로
• t-60세 이상 전체

모형적합도:
• RMSEA = .034
• IFI = .994
• CFI = .994

외래 궤적

t: -.162 **

t: -.019ns

t: .007 ns

t: .018 ns

t: .051 *

t: -.172 ***

t: .022 ns

t: .602 ***

t: -.049 **

t: -.062 *

t: .041 **

t: .002 ns

t: .003 ns

t: .009 ns

t: -.074 **

t: -.072 ***

t: -.048*

[그림 3] 조건부모형의 분석결과 

  먼  남성은 기에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여성보다 낮았는데 (b=-.102, p<.00), 시간

이 지남에 따라서도 여성보다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속도가 느렸다 (b=-.074, p<.01, [그

림4] 참고).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의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수 이 낮았는데 

(b=-.072, p<.0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연령층 보다가 상 으로 외래서비스 이

용 증가 속도가 낮았다 (b=-.048, p<.05, [그림5] 참고). 교육이 높은 노인일수록 기 외

래의료 서비스 이용수 이 낮았고 (b=-.049, p<.0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속도가 

교육수 이 낮은 사람들보다가 상 으로 느렸다 (b=-.062, p<.05, [그림6] 참고). 수

자는 비수 자에 비해서 기 외래진료 수 은 높았지만 (b=.041, p<.01), 시간에 따른 

외래서비스 이용 속도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b=.002, ns, [그림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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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외래궤적(전체)

남성외래궤적

여성외래궤적

p<.00

p<.05

[그림4] 성별 외래궤

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고연령

저연령

p<.00

p<.05

[그림5] 연령별 외래궤

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고학력

저학력

p<.01

p<.05

[그림6]교육별 외래궤

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비수급

수급

p<.01

p>.10

[그림7] 수 여부별 외래진료궤

  선행요인의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궤 에 한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원요인의 

향력을 살펴보면, 소득은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횟수 궤 의 출발 이나 변화속도에 유

의한 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각각 b=.003, ns; b=.009, ns, [그림8] 참고). 가족 계는 

출발 의 외래진료 수 에는 향력을 주지 않았지만 (b=.018, ns), 가족 계가 더 정

인 노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속도가 빨랐다 (b=.051, 

p<.05, [그림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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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저소득

고소득

p>.10

p>.10

[그림8] 소득수 별 왜래진료 궤

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부정관계

긍정관계

p>.10

p<.05

[그림9] 가족 계별 외래진료 궤

  선행요인과 자원요인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욕구요인의 경우 장애유무를 제외

한 주  건강이나 만성질환 여부가 외래서비스 이용궤 과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

었다. 즉 주  건강을 더 정 으로 평가하는 노인일수록 외래서비스 이용횟수가 작

았으나 (b=-.172, p<.0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 변화속도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b=.022, ns, [그림10] 참고).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 보

다가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많았으나 (b=.602, p<.0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질

환이 없는 노인들보다 외래의료 횟수를 증가시키는 속도는 상 으로 느렸다 (b=-.162, 

p<.01, [그림11] 참고). 장애여부는 기 외래진료 횟수 수 과 시간에 따른 변화의 속도

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각각, b=-.019, ns; b=.007, ns, [그림12] 참고). 

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긍정적

부정적

p<.00

p>.05

[그림10] 건강별 외래궤

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무질환

유질환

p<.00

p<.01

[그림11] 질환별 외래궤

시간

외래진료
횟수

출발점

평균 (전체)

유장애

무장애

p>.10

p>.10

[그림12] 장애별 외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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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 집단분석 결과

  에서 체집단을 상으로 조건부모형을 통해서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이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횟수의 궤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외래진

료 궤 을 측하는데 있어서 기노년과 후기노년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지를 확

인하기 해서 75세 미만의 기노년과 75세 이상의 후기노년 간의 측요인 상이성 여

부를 검증하기 해서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13]은 조건부모델의 다 집단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다 집단분석 결과는 외래서비스 이용횟수 궤 의 측요인에 있어서 체 19개의 경

로가운데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경로가 기노년과 후기노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c2(19)= 161.475, p<.00). [그림 13]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 가족

계, 주  건강, 만성질환, 장애에 있어서는 기노년이나 후기노년의 측요인이 외래

서비스 이용횟수 궤 에 미치는 향력이나 향의 방향성은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체 노인집단의 향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 교육, 수 여부, 

소득 (즉, 그림에서 a, b, c, d로 표시한 박스 안에 있는 경로들)의 향력들은 두 집단 

간이나 체집단과 유의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외래횟수
출발점

외래횟수
기울기

성별 (남=1)

연령

교육

수급여부 (1)

LN소득

가족관계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1)

장애 (1)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t: -.413 ***

o: -.101 *** y: -.136 ***t: -.102 ***

Notes:
• +p<.1, *p<.05, **p<.01, ***p<.001
• 실선: 출발점예측경로
• 점선: 기울기예측경로
• t: 60세 이상 전체
• o: 75세 이상
• y: 60-75세

외래 궤적

o: -.380 ***

y: -.336 ***

t: -.162 **

t: -.019ns

t: .007 ns

t: .018 ns

t: .051 *

t: -.172 ***

t: .022 ns

t: .602 ***

t: -.049 **

t: -.062 *

t: .041 **

t: .002 ns

t: .003 ns

t: .009 ns

t: -.074 **

t: -.072 ***

t: -.048*

y: .038 ns

y: .053 +

y: -.049 *

y: -.055 ns

y: .025 ns

y: .029 ns

y: .019 ns

y: .055 +

y: .010 ns

y: .067 *

y: -.194 ***

y: -.001 ns

y: .601 ***

y: -.278 ***

y: -.012 ns

y: -.097 **

y: .031 +

o: -.071 **

o: -.044 **

o: .009 ns

o: -.044 **

o: -.047 *

o: .042 **

o: .004 ns

o: ,005 ns

o: .014 ns

o: .016 ns

o: .048 *

o: -.161 ***

o: -.021 ns

o: .543 ***

o: -.136 **

o: -.016 ns

o: .011 ns

연령별 경로차이 비교:
• ♦2(19)=161.475, p<.00

a

b

c

d

[그림 13] 조건부모델의 다 집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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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4]는 박스 a에 정리된 연령이 외래진료 궤 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기노년

과 후기노년의 차이를 보여 다. 구체 으로 후기노년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발 의 

외래진료 횟수가 고 (b=-.044, p<.01)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령에 따른 횟수 변화속

도가 차이가 없었지만 (b=.009, ns), 기노인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외래진료 횟수가 많

고 (b=.031, p<.1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령에 따른 외래진료 횟수 변화속도도 상

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 다 (b=.053, p<.10). 이러한 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해서 연령과 외래진료궤  출발   기울기의 두 경로에 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의 외래진료궤 에 미치는 향력이 기노년과 후기노년

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c2(2)=115.763, p<.00), 이러한 기노년

과 후기노년의 차이는 출발 에서도 나타났고 (c2(1)=65.804, p<.00) 기울기에서도 나타

났다 (c2(1)=16.390, p<.00). 

시 간
출 발 점

평 균 (전 체 )

고 연 령

저 연 령

노 년 전 기

p<.1 0

외 래 진 료
횟 수

p<.1 0

시 간
출 발 점

평 균 (전 체 )
고 연 령

저 연 령

노 년 후 기

외 래 진 료
횟 수

p > .1 0

 [그림14] 연령 별 외래진료 궤 비교

  [그림15]는 [그림13]의 박스 b에 정리된 교육이 외래진료 궤 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서 기노년과 후기노년의 차이를 보여 다. 구체 으로 후기노년기에는 교육이 높을수

록 출발 의 외래진료 횟수가 고 (b=-.044, p<.01)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래진료횟

수도 빠르게 감소하 다 (b=-.047, p<.05), 기노인들도 교육수 이 높을수록 기 외래

진료 횟수가 었으나 (b=-.048, p<.05)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교육수 에 따른 외래

진료 횟수 변화속도는 차이가 없었다 (b=-.055, ns). 이러한 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해서 교육과 외래진료궤  출발   기울기의 두 경로

에 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출발   기울기-c2(2)=.603, ns; 출발 -c2(1)=.219, ns; 기울기-c2(1)=.476,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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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 점

노 년 전 기

시 간

평 균 (전 체 ) 고 학 력

저 학 력

외 래 진 료
횟 수

p > .1 0

시 간
출 발 점

평 균 (전 체 )
고 학 력

저 학 력

노 년 후 기

p<.0 1

외 래 진 료
횟 수

p< .0 5

[그림15] 교육수 별 외래진료 궤 비교

  [그림16]는 [그림13]의 박스 c에 정리된 수 여부가 외래진료 궤 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기노년과 후기노년의 차이를 보여 다. 구체 으로 후기노년기에는 수 노인이 

출발 의 외래진료 횟수가 많았으나 (b=.042, p<.01)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수 여부에 

따른 외래진료횟수의 변화속도는 차이가 없었다 (b=.004, ns). 하지만 노년 기에는 수

여부가 외래진료 수 이나 변화속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다 (출발 -b=-.025, 

ns; 기울기-b=-.029, ns). 이러한 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해서 수 여부와 외래진료궤  출발   기울기의 두 경로에 한 사후검증을 실시

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   기울기

-c2(2)=3.012, ns; 출발 -c2(1)=1.960, ns; 기울기-c2(1)=1.876, ns).

출 발 점

노 년 전 기

시 간

평 균 (전 체 ) 비 수 급

수 급

p>.1 0

외 래 진 료
횟 수

p>.1 0

시 간
출 발 점

평 균 (전 체 )
비 수 급

수 급

노 년 후 기

p<.0 1

외 래 진 료
횟 수

p> .1 0

[그림16] 수 여부별 외래진료 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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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7]는 [그림13]의 박스 d에 정리된 소득수 이 외래진료 궤 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기노년과 후기노년의 차이를 보여 다. 구체 으로 후기노년기에는 소득수 이 

출발 의 외래진료 횟수 수 이나 (b=.005, ns) 변화속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니 않

았다 (b=.014, ns). 하지만 노년 기에는 소득수 에 따른 출발 에서의 외래진료 횟수에

는 차이가 없었지만 (b=.019, ns) 소득수 이 높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다 (b=.059, p<.10). 이러한 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인지를 알아보기 해서 교육수 과 외래진료궤  출발   기울기의 두 경로에 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   기울기-c2(2)=1.283, ns; 출발 -c2(1)=1.250, ns; 기울기-c2(1)=0.214, ns).

출 발 점

노 년 전 기

시 간

평 균 (전 체 )

저 소 득

고 소 득

p>.1 0

외 래 진 료
횟 수

p<.1 0

노 년 후 기

시 간

외 래 진 료
횟 수

출 발 점

평 균 (전 체 )

저 소 득

고 소 득

p>.10

p>.1 0

[그림17] 소득수 별 외래진료 궤 비교

V. 논의

  노년기는 심리·사회·경제  상황의 격한 변화와 더불어 신체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Cavanaugh & Blanchard-Fields, 2002). 우리사회의 격한 

인구 고령화 상을 고려할 때 신체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악하는 것은 시기 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연구는 횡단자료나 종단자료의 기술  비교에 을 두고 있어서 개인체계내 인 

의료서비스 이용궤 에 한 연구가 미흡하 고,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노년기의 의료서

비스 이용양상이 종단 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이러한 변화를 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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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노년기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의 궤 을 추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궤 의 측요인을 기노년과 후기노년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무조건부 모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평균 으로 연간 약 27회 정

도의 외래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 평균 약 0.39회 정

도의 외래진료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는 외래진료횟수가 꾸 히 증

가한다는 것을 보여 다. 다 집단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노년기의 외래진료 이용궤

은 기노년과 후기노년이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출발 에 있어서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 속도

에 있어서는 기노년이 후기노년보다 상 으로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노년기의 노인들의 건강상태의 악화속도가 후기노년기의 건강상태의 

악화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 표면 으로 나타나는 수명의 연장 상에 

기노년기에 속히 증가하는 의료서비스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단된다. 

  조건부 모형의 분석결과는 외래의료서비스 측요인들과 우울궤 의 계가 횡단연구

의 그것들과 유사한 것도 있지만 외래의료 횟수의 증가속도와의 계에서는 상이한 

들도 발견되었다. 먼  선행요인들인 성별, 연령, 교육,  수 여부와 외래진료 횟수의 

변화궤 과의 계를 보면 성별과 우울궤 간에는 상한 로 부 계를 나타내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은 외래진료를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외래

진료 횟수 증가속도가 남성에 비해서 빨랐다. 이는 신체  특징이나 사회구조  특징 때

문에 여성이 남성보다가 건강상태가 더 좋지않아서 의료서비스 이용도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Kaur, et al., 2007; Kjerulff, et al., 2007). 한 연구결과가 

고연령일수록 그리고 교육수 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고 외래진료 증가 횟수

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도 고연령층이나 교육수 이 

낮은 사람들이 건강상태가 상 으로 열악하고 건강악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Lemstra, et al., 2009). 수 자는 비수 자에 비해서 상 으로 높은 외래서

비스 이용수 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서비스 이용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없

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년기의 수 자들이 의료보호 혜택으로 인해서 

상 으로 의료서비스로의 근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경훈, 2008). 선행

요인의 결과를 보면 체 으로 건강불평등 양상이 성별, 연령, 교육, 등의 요인에 따라

서 존재를 하고, 이러한 건강불평등으로 인한 건강수 의 차이가 의료이용의 차이로 연

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호성, 2009).

  자원요인인 소득의 경우 외래진료 횟수 수 에도 향을 주지 않았고, 외래진료 변화

속도에도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상은 북미국가처럼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확립되어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득이 의료서비스로의 근성에 향을 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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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보험제도가 확립되어있어서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

는 국가에서는 소득수 이 외래서비스 이용수 이나 변화속도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가족 계는 노년기에 외래이용 횟수의 수 에는 유의미한 향을 주지않

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  가족 계를 가진 노인들의 외래진료횟수가 상

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노년기에 가족지원이라는 자원이 있을 

때 가족의 도움으로 더 용이하게 의료서비스로의 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Andersen, 1995; Andersen and Newman, 1973).

  기존연구에서 욕구요인들인 건강상태 변수들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Andersen, 1995; Andersen and Newman, 1973). 본 연구에서는 주  건

강상태와 만성질환은 외래진료 횟수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

유무는 외래진료 횟수수 이나 변화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더 부정 으로 평가할수록 외래진료횟수가 높았는데, 주  건강상

태에 따라서 외래진료 횟수의 변화속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주

으로 평가하는 건강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되어 기 의료서비스 이용에

서 나타난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 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기에는 상 으로 높은 외래진료 횟수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외래진료 횟수의 증가속도가 상 으로 둔화되었다. 이는 기에 만성질환이 있었던 노

인들이 외래진료를 통해서 검진, 질병진단, 처방  수령, 등의 원인으로 외래서비스를 자

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김정주, 2007), 질병이 치료되거나 만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서 차 으로 외래진료횟수를 여가는 것으로 단된다. 장애는 기수 이나 외래서

비스 이용횟수의 변화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가 질

병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r=.112, p<.00), 장애효과가 질

병에 의해서 설명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하지만 구체 인 메카니즘은 향후 연

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다 집단분석 결과 외래진료 측변수들과 외래진료 궤 간의 경로에서 기노년과 

후기노년 간에 유의한 차이 을 보인 경로는 연령과 외래진료 궤 간의 경로이다. 기

노년기에는 고 연령층일수록 외래진료 횟수가 낮았고 이러한 차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

라서도 지속된 반면, 후기노년기에는 고 연령일수록 외래진료 횟수가 높았고 시간이 흐

름에 따라서도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기노년기에는 건강유지나 

질병치료를 해서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하지만 후기노년기에는 시설이나 입원의료서비

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연령과 외래이용서비스의 계에 한 보

다 구체 인 메카니즘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선행요인의 연구결과

에서 보여지듯이 노년기 의료이용서비스의 불평등 양상은 측요인에 따른 건강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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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이나 실천  개입은 지

속 으로 인구사회학  특성이나 경제  지 에 따른 건강불평등 양상을 해소하는 방향

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의 외래의료서비스 궤 의 측

요인은 자원요인 보다가는 욕구요인이 상 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

는 자원요인의 감소는 일반  노인들이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이므로 노인 간의 차이

가 많지 않지만, 건강상태의 변화 속도는 노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향후 노인의료서비스 련 정책이나 개입의 방향은 건강상태의 악화를 

방하고 질병의 발 은 최 한 늦은 시기로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를 해서는 치료 주의 근보다는 방 주의 의료  개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암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외래의료서비스 궤 의 측요인이 기노년과 후기노년

의 연령  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정책이나 개입이 노년기 안

에서도 노년 기나 후기 등의 발달단계에 합하게 생애주기 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

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가 앤더슨 모형을 이용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궤 의 측요인을 살펴보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목

이 출발 의 특성이 외래서비스 이용궤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었으므로 출

발 의 노인의 특성들을 측요인으로 모형화하 다. 하지만 소득, 가족 계, 건강상태 

련 변수들은 개념 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변변수들이기 때문에 시변변수로 모

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시변변수로 모형화하여 외래

진료 횟수의 궤 과 측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분석상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확  앤더슨 모형(Andersen, 1995)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다고 

나타난 환경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나 가족의 

환경특성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 궤 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확  앤더슨 모형(Andersen, 1995)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소득이나 가족 계 

등의 자원요인이나 주  건강이나 질병상태 등의 욕구요인에 다시 향을 주는 환류

경로의 요성을 언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해서 이러

한 환류과정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류경로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여야 측요인과 의료서비스 이용간의 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 데이터의 한계나 분

석방법의 한계로 알려지지 않은 우울궤 의 측요인을 국 표샘 인 한국복지패 데

이터를 이용하여 살펴 으로써 향후 유사한 연구의 바탕을 제공하 다는 에서 그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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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연 성

허 순 임 (서울시립  행정학과)

1. 서론

  공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한 여수 을 높이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향상시켜 궁극 으로 건강수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의 97%가 단일 재원인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보장을 제공받고 있으나, 여 수 이 낮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 한 과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보장률이 2004년 61.3%, 2005년 61.8%, 2006년 64.3%, 2007년 64.6%로 차 개

선되고 있으나(김정희 등, 2004; 2006; 2007; 2008), 선진국의 보장률이 75-80%인 것과 

비교할 때 여 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의료에 한 수요가 증

가하고 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의료비의 지속 인 증가가 측되는 가운데 의

료서비스에 한 보장성 확 에 한 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부담 의료비를 경감하기 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공공 역에서

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는 세 인상을 통한 국고지원 확 가 가능하고, 민간 역

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

장성을 개선하기 하여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을 통한 공  재원 증가가 어렵기 때

문에 민간 역의 재원조달을 통해 사회 반의 의료보장 수 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경제

부처와 생명보험업계를 심으로 꾸 히 제기되어 왔다(이상이 등, 2005). 국내에서 추진

되어 온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구체 인 내용은 2002년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그 동

안 상해보험사에서만 매가 가능하던 실손보상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생명보험회사도 

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지속 으로 

성장하 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 가 

국민 의료보장 개선에 기여하려면 의료서비스에 한 수요에 부합해야 하며, 민간의료보

험이 이 부분에 정 인 역할을 한다면 체 인 의료보장 수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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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 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는 것이며, 구체

으로는 의료  필요가 보험 가입에 유의한 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기존연구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에 한 재원조달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을 상

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조 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

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 은 험분산 원리에 기 하는 이며, 험분산 방식과 보험

료 산정기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체 국민이 가입 상이 되어 건강에 한 험을 

 국민이 나눠가지는 사회보험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제한된 상에 해 분산하게 

되므로 보험자는 자신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험분산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보험자는 

가능하면 건강한 사람을 선택 으로 가입시키고자 고 험군을 배제하는 반면

(cream-skimming), 가입자는 본인의 험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료

에 한 수요가 측될 때 가입하고자 할 것이다(adverse selection). 이러한 두 가지 형

태의 험선택(risk selection)은 비효율을 야기하게 되며, 민간의료보험 역이 커질수록 

보험자의 험선택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역에서는 가입자의 피해를 

일 수 있는 험분산 방식을 제도 으로 정립하느냐가 요한 정책과제이다. 만약 보

험자의 가입자 선택에 한 제한이 없다면, 의료수요가 높은 집단이 가입에서 배제되므

로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 

  민간의료보험과 련한 다른 문제는 지불능력이다. 보험료 산정은 험 정도에 비례하

며 동일한 험수 일 경우 여수 이 높으면 보험료는 높아지므로, 지불능력에 따라 

보장수 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제도 으로 험군의 가입 배제를 막기 해 험분산

에 유리한 집단 험 산정방식(community rating)이 용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지

불할 능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다는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득수 이 높

은 계층이 보험재정에 더 많이 기여하여 지불능력이 낮은 소득층에 해 보조하는 사

회연 를 추구하는 사회보험과 다른 이다. 설사 소득층에 한 보험료 지원 등의 정

책수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원 상 선정문제와 지원수 에 따라 한계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에 한 필요가 높은 반면 소

득수 은이 낮은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 의 불리함을 가지게 되어 사회 체 인 의

료보장 수 과 건강수 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부분 험군 선택이 존재

함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노동패 자료를 분석한 김성옥의 연구(2005)는 여

성, 은 연령층, 기혼자, 교육수 이 높은 경우에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나 만성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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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경우는 가입률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윤태호 등(2005)은 2004년 부산 시민건강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교육과 소득수 이 높은 경우와 은 연령, 주  건강수 이 좋

은 경우 가입률이 높음을 보 다.

  NHS 의료체계를 운 하는 국에서 제공되는 민간의료보험은 기시간을 이는 것

이 주 목 이므로 국내 상품과 여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King and Mossialos

의 연구(2005)는 가입에 유의한 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학력과 소득을 제시하고 있

어 지불능력이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기존연구는 단면조사자료를 사

용하 기 때문에 의료에 한 필요가 가입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일반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 의료비는 의료에 한 필요를 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비 지출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기 해서는 개인단 의 분석보다 가구

단 의 분석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의료비지출과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이 가구의 지불능

력에 좌우되므로, 개인단 의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한 수요와 가

입의 불일치를 일 수 있다. 가령, 가구 내에 고가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원에 한 

보험가입은 거부당하 고 다른 가구원에 한 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

우에 가구 단 에서는 수요와 보험가입이 상 성을 보일 수 있지만 개인단 에서는 그

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패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 의료비가 가입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분석단 가 가구라는 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3. 연구방법

1. 자료와 변수

  1) 자료

  본 연구는 2008년에 실시된 3차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3차 조사 상

은 6,314가구이며, 건강  의료에 한 설문에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황과 가구

단 의 월간 민간의료보험료에 한 내용을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3차 조사의 가구

자료를 사용하 고, 분석에 과거 의료비를 포함하기 해 가구단 의 보건의료비를 제공

하는 1차 조사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 다.1) 1차 조사(2006년)에서는 7,072가구를 상

으로 조사를 완료하 으며, 3차 조사 가구는 모두 1차 조사 가구에 포함되었다.2)

1) 2차 조사에서는 보건의료비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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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가구단 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가입 수  월 민간의료보험료를 사

용하 다. 2008년 조사에서 지난 1년 간 각 가구원에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를 조사

하 으므로 가구단 로 합산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가 1개 이상이면 가입 가구로 식

별하는 이산변수(가입가구/비가입가구)로 정의하 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는 가구단

로 합산한 숫자를 의미한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포함하 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소득가구 

여부, 의료보장형태(의료 여 상 여부), 가구원 수를 포함하 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

록 민간의료보험에 한 수요와 (+)의 계를 보일 것으로 상되며, 가구규모를 고려한 

균등화소득의  60% 미만의 소득가구와 의료 여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 한 지

불능력이 부족하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상된다. 한 과거 보

건의료비와 만성질환 가구원 존재여부는 가구의 의료에 한 수요를 악하는 변수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묻는 시

(즉, 2007년)의 보건의료비도 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다는 가입 이 의 의료비 

지출(즉, 2005년)이 향을 미칠 것이고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의료비가 증가한 경우 

가입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단하 다.

  의료서비스에 한 필요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는 건강보험에 한 인식이 다를 것이

다. 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여부가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포함되었다. 통제변

수로는 성별과 연령을 포함하 다. 

  3차 복지패 자료의 가구  가구주 특성에 한 분포를 보면, 4인가구가 28.9%로 가

장 많고, 2명(24.1%), 3명(21.3%), 1명(16.5%), 5명 이상(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

득가구가 26.7%, 의료 여가구가 8.1%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고,3) 만성질환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의 비율이 37%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나이는 30 와 40 가 약 반(47.3%)을 차지하 고, 남성가구주가 압도 으

로 높았다(81.3%). 가구주의 교육수 은 등교육이 가장 많았고 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학교 미만보다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다수(72.5%) 다. 경

제활동상태로는 임 근로자가 반을 넘었고(52.9%),4) 상용직 가장 많았으며, 고용주 

2) 즉, 89.3%가 패 로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 여 상자가 약 3.8%인데, 이는 개인단  기 이므로 가구단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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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 업 17.2%, 실업자가 2.8%,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23%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월 보건의료비는 3차조사에서는 12.4만원, 1차조사에서는 10만원 수 이었고, 두 연도 사

이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경우가 반이 넘었다(54.5%).

<표 1> 독립변수의 정의와 분포

변수 정의/범주 빈도(%) 추가설명

<가구특성>

가구원 수 1명 16.5

 2명 24.1

3명 21.3

4명 28.9

5명 이상 9.2

소득수
소득가구

일반가구

26.7

73.3

소득가구: 가구규모 균등화 

소득  60% 미만

의료보장형태
의료 여

건강보험

8.1

91.9 

만성질환자 유무
있음

없음

63.0

37.0

없음(비 해당)/

있음(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투병․투약) 

<가구주 특성>

나이

30세 미만 4.3

30-39세 23.1

40-49세 24.2

50-59세 16.5

60-69세 17.3

70세이상 14.6

성별
여성

남성

18.7

81.3

교육수

학교 미만 22.2

․고등학교 45.0

학교이상 32.8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2.5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별거배우자 없음 20.5

미혼 7.0

경제활동상태

고용주 4.2 - 임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로 등 포함

- 무 가족 사자는 자 업자에 

포함시킴

임 근로자 52.9

자 업자 17.2

실업자 2.8

비경제활동인구 22.9

<의료비>

의료비증가 가구비율

(1차-3차)
54.5

3차 조사 보건의료비가 1차 

조사보다 증가한 경우

2005년 의료비

(2007년 의료비)

9.97 만원

(12.4 만원)

1차조사 월 가구 보건의료비

(3차조사 월 가구 보건의료비)

4) 임 근로자는 상용직 39.1%, 임시직 5.3%, 일용직 8.0%, 자활근로 0.5%의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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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이산변수( /아니오)로 정의되므로, 이와 련 요인을 악

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가입가구에 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와 월 민간의료보험료에 해서는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 OLS)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1. 민간의료보험 가입 황

  2007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은 65.1%로 나타났다. 윤희숙의 연구(2008)

에서는 2007년 기 으로 63.7%가 가입한 것으로 보고하 는데, 이는 개인단 로 악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가구단  가입률은 기존 연구와 상당히 근 하다고 단할 수 있다. 

체 평균 가구 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는 2.5개, 월 평균 보험료는 12.1만원으로 나타

났고, 가입가구만을 상으로 보면 가구 당 3.85개의 상품에 가입하 고 18.6만원의 보험

료를 지불하 다. 가입가구의 경우 1인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와 보험료는 각각 1.2개

와 5.8만원으로 악되었다.

  한, 1차 조사와 3차 조사 사이에 보건의료비가 증가한 가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비의 증가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향을  가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민간의료보험 가입 황

구분 체 상 가입가구 상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 비율

  - 보건의료비 증가 가구  가입비율

  - 보건의료비 감소 가구  가입비율

65.1%

67.4%

62.4%

-

가구 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 2.5개 3.9개

가구 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12.1만원 18.6만원

1인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 - 1.2개

1인당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 - 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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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료보험 가입 련 요인

  1) 민간의료보험 가입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구원 수를 들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와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가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나이가 30 인 

경우 30세 미만에 비해 더 많이 가입하고, 60세 이상에서는 유의하게 낮다. 가구주가 미

혼인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고 없음에 상 없이 가입 가능성이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

우에 odds가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표 3>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Model 2

Odds Ratio 신뢰구간(95%)

<가구특성>

가구원 수
(ref: 1명)

 2명 1.478** (1.126, 1.940)

3명 2.428** (1.776, 3.318)

4명 3.108** (2.188, 4.416)

5명 이상 3.054** (2.008, 4.645)

소득수
(ref: 일반가구)

소득가구 0.363** (0.301, 0.437)

의료보장형태
(ref: 건강보험)

의료 여 0.769 (0.590, 1.002)

만성질환자유무
(ref: 없음)

있음 0.906 (0.750, 1.096)

<가구주 특성>

나이
(ref: 30세 미만)

30-39세 1.591* (1.052, 2.406)

40-49세 0.980 (0.638, 1.506)

50-59세 0.977 (0.624, 1.529)

60-69세 0.532** (0.337, 0.838) 

70세이상 0.138** (0.084, 0.227)

성별
(ref: 남성)

여성 2.011** (1.509, 2.681)

교육수
(ref: 학미만)

․고등학교 1.683** (1.375, 2.058)

학교이상 1.452** (1.119, 1.883)

결혼상태
(ref: 미혼)

배우자 있음 3.439** (2.392, 4.945)

배우자 없음 1.889** (1.306, 2.733)

경제활동상태
(ref: 고용주)

임 근로자 1.033 (0.657, 1.625)

자 업자 0.958 (0.594, 1.546)

실업자 0.928 (0.493, 1.748)

비경제활동인구 1.016 (0.621, 1.661)

의료비
의료비증가
(1차-3차)

1.174* (1.002, 1.376)

2005년 의료비 0.9999 (0.997, 1.003)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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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소득가구의 경우는 일반가구에 비해 뚜렷하게 가입 가능성

이 낮아 지불능력이 요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1차 조사와 3차 조사 사이에 의료비가 

증가한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1차 조사의 의료비 수

은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민간의료보험 가

입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의료에 

한 수요가 높아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었으나 유의한 상 성을 보이지 않

았다. 이미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악된 경우에는 가입 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2)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와 보험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와 월 보험료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해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공통 으로 (+)의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취약계층인 소득가구와 의료 여가구는 가입 수와 보험료에 해 (-)의 계를 

나타내 지불능력이 요함을 알 수 있고, 만성질환자 유․무는 유의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구주의 교육수 이 높은 가구와 의료비가 증가한 경우에 보험가입 수에는 유

의한 향을 보 으나 보험료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 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소득원이 불확실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보험료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나이가 30 와 40 인 경우 가입 수가 늘어난 반면, 보험료는 40 와 50 에 높은 것은 

30~40 가 미래를 비해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하고 40~50 의 험률이 높아 보험료

에 반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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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민간의료보험 가입 수와 월 보험료에 한 OLS 회귀분석 결과

변수
보험가입 수 월 보험료

회귀계수 (Std. Err.) 회귀계수 (Std. Err.)

<가구특성>

가족 수

(ref: 1명)

2명 0.419** (0.149) 4.896** (1.586)

3명 1.125** (0.176) 8.124** (1.879)

4명 2.175** (0.207) 12.312** (2.290)

5명 이상 2.766** (0.302) 13.194** (2.217)

가구소득

(ref: 일반가구)
소득가구 -0.692* (0.113) -5.359** (0.662)

의료보장형태

(ref: 건강보험)
의료 여가구 -0.424* (0.180) -3.175** (0.961)

만성질환자유무

(ref: 없음)

만성질환자 

있음
0.061 (0.125) -0.890 (0.772)

<가구주 특성>

나이

(ref: 30세 미만)

30-39세 0.642** (0.172) 2.203 (1.288)

40-49세 0.771** (0.211) 3.086* (1.569)

50-59세 0.268 (0.213) 3.351* (1.653)

60-69세 -0.088 (0.216) 0.741 (1.818)

70세이상 -0.027 (0.267) -0.511 (2.130)

성별

(ref: 남성)
여성가구주 0.258 (0.137) 1.632 (1.687)

교육수

(ref: 학미만)

학교, 

고등학교
0.328** (0.122) 1.331 (0.892)

학교이상 0.343* (0.165) 2.281* (1.139)

결혼상태

(ref: 미혼)

배우자 있음 0.918** (0.217) 0.038 (3.279)

배우자 없음 0.509 (0.221) -0.982 (3.653)

경제활동

(ref: 고용주)

임 근로자 -0.206 (0.309) -4.454 (2.425)

자 업자 -0.723 (0.318) -5.187* (2.517)

실업자 -0.702 (0.381) -5.761* (2.808)

비경제활동인구 -0.758 (0.332) -6.803* (2.602)

의료비

의료비증가

(1차-3차)
0.229* (0.112) 1.171 (0.686)

2005년 의료비 0.002 (0.003) 0.026 (0.02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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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 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 특히 

의료에 한 필요가 어느 정도의 연 성을 가지는 지 분석하 다. 의료  필요는 민간의

료보험 가입을 악한 시 보다 2년 앞선 시 의 의료비를 리변수로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의료비지출 수 보다 2년 사이의 의료비 증가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유의한 향

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의료이용의 증가를 상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

는 것을 의미하는 가입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

가 있다. 첫째, 의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여와 련 없는 역( . 성형수술)의 비용

도 포함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의료에 한 수요를 모두 반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 복지패 조사의 의료비는 안경 등의 보건의료용품도 포함하고 있어 건강보험 여와 

련하여 악하는 의료비 개념과 차이가 있다. 한, 의료수가의 인상과 새로운 비 여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악하기 해서는 보험가입 후 의료

이용이 늘어난 정도를 분석하여 단하여야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한 설문이 3

차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하기 어렵다. 셋째, 의료  필요를 측정하

는 리변수로 의료비를 사용하 으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역선택은 개인단 에서 

용되는 개념이므로 가구단 의 분석에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넷째, 실손보상형 

상품이 본격 으로 출시된 것은 2008년 5월 이후이고 이 에 주로 매된 상품은 일부 

증질환에 해 일정액을 지 하는 정액보상형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 인 의료서비

스 이용행태와 연  지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으로는, 첫째 의료비의 증가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이다. 두 번째로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가입에 해 유의한 연

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이 미약할 수 있다는 과, 특히 지불능력

이 부족한 소득가구와 의료 여가구의 (-) 계로 볼 때 건강보험에 한 보완  역할

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을 들 수 있다. 의료  수요가 높고 지불능력이 취약한 경우 보

장성 확 에 한 필요가 크지만 이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의 불리함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단 에 한 것이다. 가구단 의 분석이 지불능력이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한 집합 인 의사결정을 반 하는데 유리하고, 앞서 언 한 로 개인단  분석에서는 

의료비로 측정된 의료에 한 필요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제 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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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개선할 수 있지만, 가구원의 의료에 한 필요를 나타내는 건강수 에 해 집합

인 측정이 쉽지 않은 단 이 있다. 

  둘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가능성을 단하려면 개인단 의 분석이 유리한 이 있으므로 향후 개인단

 분석을 함께 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의료비 지출을 의료수요의 리지표로서의 유용성은 의료비가 의료수요를 얼마

나 잘 반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재의 의료서비스 구성에는 비 여서비스가 많기 때

문에 제한 을 가진다. 특히, 복지패 조사의 의료비 범 가 넓기 때문에 과 평가의 가

능성이 있다. 앞으로 의료비 측정항목을 세분화하고, 여러 해에 걸쳐 연속 으로 의료비 

자료가 축 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3차 복지패 조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시기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비지출과 가입과의 연 성을 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 여러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한 보

완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확인하 다. 한 의료  필요  지불능력

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에 해 가입자를 보호할 정책수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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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한계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Women's Life Satisfaction and their Marginal Effects

우 재 영1)

  본 연구는 여성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한계효과에 하여 복지패 3차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화로짓

(Odered Logit)분석을 실행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화계수를 기 으로 볼 때, 각 변수들 에서 생활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간 잦은 의견충돌(-0.1229), 소득 가정 해당여부(-0.0702), 가구원수

(-0.0539)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가족간 의견충돌이 많고, 소득 가정에 해당될 때, 가구

원수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들의 표 화계수를 살펴보면 여가생활만족도(0.6002), 사회  친분 계만족도

(0.3609), 최종학력(0.1677),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0.1338),  정  생활태도(0.1167), 인터넷사용

(0.0994), 배우자유무(0.0986), 군지역 거주(0.0667), 주택유무(0.0641), 외식교양오락비(0.0619), 가처분소득

(0.0599) 순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 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Happiness)을 원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

스는 행복이 인간존재의 궁극  목 이며 지향 이라고 말했다. 구에게나 행복할 권

리가 있으며 인간의 궁극  행 의 동기 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량생산과 소비의 시 를 지나 이제 삶의 만족이 시되는 문화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

다. 특히 사회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국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국가의 미

래를 짊어질 국민을 재생산하는 '모성'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본단 가 되

는 가정의 심이다. 한편 최근의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상 으로 생활만족도가 떨어지

는 농 지역 거주주민 는 농업인과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이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거주의도에 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의 생활만족도

의 결정요인과 한계효과를 복지패 3차료를 활용하여 인과 으로 탐색해 보고 안을 

1) 농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 학교 학원 박사과정(지역정보학), e-mail:jywood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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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보고자 한다. 생활만족도 연구는 인간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시되는 시  

상황에서 매우 연구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상  삶의 경험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난해한 주제이며 구체 인 지표도출과 측정이  모호하다. 하지만 체로 개개인

의 욕망에서 공약수를 찾아내고,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공동으로 경험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것들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다. 먼  Ⅱ 에서는 생활만족도의 

개념과 련이론들을 살펴보고, Ⅲ 에서는 연구가설과 변수를 설정하고 기술하며, 개인

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도입한 순서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 에서는 순서화 로짓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한계효과를 설명하며 Ⅴ 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생활만족

도 제고를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생활만족도의 개념 

  만족이란 개인의 주 인 느낌으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한 한 개인의 주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만족감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한 개인의 기

와 실제로 받는 보상사이의 일치 정도 그리고 둘째는 주 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의 상으로 분류된다. 

  서구에서 생활만족도에 한 심은 “경제  여건의 향상이 자동 으로 개인들의 삶

에 한 만족을 증 시킬 것‘이라는 종래의 가정에 해 회의 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라는 개념은 1961년 Neugarten외 2인의 연구자가 노인의 생

활만족도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후부터 일반화되었는데 개념이 주 일 

뿐만 아니라 포 이고 범 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생활만족

도의 개념을 상에 따라 하 범주로 세분화해 연구를 하기도 한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일반 으로 개인의 삶의 특정 하부 역이나 하 요인에 련된 것이 아

니라 생활 반에 걸친 만족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 는 생

활 반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  반응으로서 정 이고 즐거운 감정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Loke, 1976; 방하남, 2000). 

  생활만족은 두 가지 역을 심으로 심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정서 인 역인 

행복이라 표 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인지  역인 삶에 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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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두 역  어느 것에 을 맞추는 것이 좋은가 하는 

에 하여 Campbel(1976)은 인지  역 즉 ’만족‘의 개념이 ’행복‘의 개념보다 주 인 

삶의 질 연구를 하여 유용한 개념 정의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행복감은 만족도보다

도 더 주 이고 체 인 성격이 강하며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인생 경험

에 따라 가변 이므로 정의와 측정을 내리기 매우 힘들고 향상을 한 노력을 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  삶의 질에 한 연구들  만족도에 한 연구

들이 상 으로 많다. 

2. 생활만족도에 한 선행연구

  생활만족도는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주  삶의 질, 주  안녕감, 삶에 한 만족도, 

행복, 생활만족도 등의 용어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한 평가는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요약할 수 있다(Diener,1984). 첫째, 삶의 

질은 외 인 기 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다. 인간의 삶에서 행복은 주

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속성  환경  조건을 소유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경제 인 객 인 지표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 하여 소득, 구매능력, 교육수 , 여가시간, 건강상태 등과 

같은 사회경제  지표에 의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하여 내리는 인지  평가 즉 주  평가에 기 하여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이다. 행복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정 으로 평가하고 단하는 

상태로서의 삶의 질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삶의 만족도 는 생활만족도를 의미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주  평가에 기 하여 삶의 질을 단하고자 하는 은 최근에 들

어서 가장 보편화되고 있다. 셋째, 한 개인이 갖는 정서  측면에 을 두고 삶의 질

을 평가하고자 하는 을 들 수 있다. 행복이란 일상 인 측면에서 부정 인 감정보다

는 정 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로서 즐거운 정서  경험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다.

  한편 생활만족도에 한 부문별 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asterlin (1974)은 

소득수 을 심으로 주  삶의 질에 해 연구를 하 는데 소득수 과 주  삶의 

질 간 계의 강도가 그 게 크지 않은 반면, 자신의 소득에 한 만족 수 과 반 인 

삶에 한 만족과는 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국가 단 에서 볼 때, 

보다 많은 부의 소유가 사회  효용과 인 라로 이 되고 향의 효율  분배, 취업기회

의 확 , 그리고 낮은 비율의 부패와 범죄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iswas-Diener, et, 

al, 2004)고 한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

하면 개인의 행복수 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1950년 부터 2000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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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기간 동안 개인의 소득수 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개인의 행복수 은 거의 증

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정 . 2008). 

  Bertrand Russell은 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 것처럼 경제수 을 나타내는 객 인 지표보다는 주변사

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상 인 지표가 생활만족도를 보다 잘 설명할 것으로 추

정하 다. 이러한 논리에서 국내의 강성진(2005)은 상 소득가설에 의하면 효용수 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소득도 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소득수 도 요한 

효용수 의 결정요인임을 상정하고 연구를 하기도 했다.  

  생활만족에 련된 이론연구로는 활동이론, 목 이론, 상향  하향이론, 단이론 등

이 있다. 활동이론은 생활만족이 행복을 추구하는 의도 인 목 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

다는 즐겁고 재미있는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부수 으로 얻어지게 되는 산물로 보는 견

해이다. 특히 활동이론에서는 지나친 행복 차제에 한 집착이 자기 멸을 일으킬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음을 Csikszenmihalyi와 Figurski는 경험 인 증거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한 Csikszenmihalyi(1975)는 몰입경험 이론을 통해 개인이 의미있고 흥미있으며 무 

쉽거나 어렵지 않은 한 난이도 수순의 활동에 몰입할 때 생활의 만족이 높다는 사

실을 제시하며 활동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목 이론은 인간의 특정목 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생활만족을 느낀다는 이론에

서 출발하고 있다.  Scitovsky(1976)는 목 을 성취하기 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활 만족이 실제 목 의 달성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제시하 다. 

결국 목 이론에서는 생활만족이 개인의 장기 인 생활에서 갖게 되는 많은 목 들을 

조화롭게 통합시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단이론은 생활만족의 여부가 특정기 에 비추어 그 기 보다 상 이면 생활의 만족

을 갖게 되는 것이며, 기 의 하 수 이면 불만을 갖는다는 기본  개념에서 시작된다. 

단이론에서 요한 것은 기 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의 문제이다. 기 의 문제는 각 개

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기 의 종류에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기 으로써 타인

을 상으로 하는 경우는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Carp, 1982; Emmonson, 1983; Mickalos, 1980). 이와 다른 기 의 설정은 

응이론(Adptation theory: Brickkman, Coates, & Janoff-Bullman, 1978)과 범 -빈도

이론(Range-Frequency theory: Parducci, 1968, 1982)이 제시한 과거의 생활이 될 수 있

다. 즉 개인이 생활만족 여부를 단할 때 과거의 경험에 비해 더 나은 것이라면 생활에 

만족을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직 인 향을 미치는 지도자, 부모, 형제 등에 의해 

생활만족 기 이 설정되기도 하며 자아개념에 기 하여 생활만족의 기 이 달성되기도 

한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정 인 특질에 해서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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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시작했으며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Maslow(1970)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이 계

으로 배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기실 인 사람들의 성격  특성을 제시

하 다. Ryff와 동료들은 여러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심리  행복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하

여 심리  행복의 구성요소로 자기수용, 타인과의 정  계, 자율성, 환경통제, 인생

의 목 의식, 개인  성장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 다.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으로는 정  자존감, 통제감, 외향성, 낙

성, 정  계, 삶의 의미와 목 성이다(Diener, 1999; Myers, 1992). Campbell(1981)은 

자존감(Self-esteem)이 주  안녕감의 가장 요한 측 변인이라고 밝혔다. 정  

자존감은 삶의 거의 모든 역에서의 응  기능과 련되어 있지만(Compton, 2005), 

집단주의  국가에서는 안녕감에 있어서 자존감이 덜 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지나치

게 높은 수 의 자존감은 오리려 주  안녕에 부정  향을 미칠 수도 있다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3). 개인 으로 요한 삶의 사건들에 해서 자신

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인 통제감(sence of perceived control)과 행복도와의 계는 

단순하지는 않지만, “좋은 결과를 극 화하고 나쁜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행

동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  통제감은 여러 다른 문화  맥락에서 주 인 안녕감과 

연 이 있다(Diener, Oishi, Lucas, & Smith, 2003). 그리고 일반 으로 미래에 해 낙

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삶에 한 만족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Diener et al., 

1999). 그러나 비 실  낙 성은 거짓된 안 감과 험지각에 한 부 편향을 낳을 수 

있으며 낙 성이 장기 인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되기 해서는 낙 성이 실 이어야

만 한다(Schneider, 2001). 

   다른 연구로는 생활만족도와 직 으로 연 되지는 않지만, 효율 인 의사소통

(Communication)이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가 있다. 의사소

통은 개인 상호간에 상호 반향  과정으로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러므

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의 생각, 의견 는 감정을 교환하고, 이해하고, 의

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은 상호간의 공통  이해이

다. 한, 의사소통은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 데 유용한 기제이다

(Olson, Sprenkle & Russell.1979). 그리고 갈등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에 서로 당면한 문제에 하여 토의를 하면 신뢰와 력이 증

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err & Kaufman- Gilliland, 1994; Orbell, van de Kragt, & 

Dawes, 1988). 토의를 통한 의사소통이 력행 를 증가시키는 이유에 해서 

Kollock(1988)은 먼 , 갈등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집단규범이 되어서 동조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토의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력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

는 것을 들음으로써 다른 구성원에 해 신뢰감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동을 선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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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자신이 당하게 될 손해에 한 불안감을 낮추어 으로써 동이 증가하게 된다

는 것이다. 셋째는 토의를 하다보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행동이 도의 인 것이며, 

집단의 번 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등에 해 이야기를 나 게 됨으로써 집단정체

감이 생겨나게 되고, 이 집단정체감이 작용하여 개인의 행동을 결정할 때 집단 체의 

이익에 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이 때문에 동행 를 증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생활만족도 향상에 여가생활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많이 있다. 여가의 3  

기능은 휴식, 기분 환, 자기개발을 들고 있다. 근로생활로부터의 해방의 기회와 육체  

정신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휴식의 기능, 인간의 정신  스트 스나 권태로부터 해방시

키는 기분 환의 기능, 폭넓고 자유로운 사회  활동에의 참가나 실무  기술훈련 이상

의 순수한 의미를 가진 육체, 감정, 이성의 도야를 가능  하는 자기 개발의 기능이다. 

여가생활을 함께하는 구성원은 친 감이 향상되고, 생활의 피로와 스트 스가 해소되고, 

삶의 보람이 증가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여가만족의 구성요소를 심리 , 교육 , 사회  생리 , 휴식  환경  요인으로 설명

하기도 한다(Beard & Ragheb, 1980). 첫째 심리  요인은 여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  만족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둘째, 교육  요인은 여가활동이 개인이 요

구하는 지 인 측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므로 여가만족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됨을 의미한

다. 즉 여가활동이 새로운 경험, 호기심의 충족을 발산시키고 자신과 타인, 자연과 사회

를 학습하고 인지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Brightbll, 1961)는 연구결과도 발

표되어 여가만족에 있어서 교육  요인이 포함됨을 증명하고 있다. 셋째, 여가만족의 사

회  요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은 집단활동에 참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은 타인 

혹은 타 집단과의 이 필연 으로 이루어져 이는 개인의 사회  응에 기여하게 된

다(Dumazedier, 1974). 한 각 개인은 사회 인 유 욕구를 여가활동을 통하여 충족시

키게 된다. 넷째, 휴식  요인은 여가활동이 새로운 노동을 한 휴식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Patrick(1977)의 “휴식에 한 이론”을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가활동은 인

간에게 휴식과 원기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스트

스를 해소하는데 직간 으로 도움을 다는 사실이 명백하다(정 린, 1997). 다섯째, 

생리  요인은 여가활동이 개인의 생리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결과로서 체 조 , 심

폐능력 강화, 근력의 강화 등의 생리 인 정  변화를 래한다. 여섯째, 환경  요인

은 인간은 에 보이는 것들에 한 조화로움과 안정성에 한 욕구가 있으며(Rutledge, 

1971) 실재 으로 환경이 잘 꾸며져 있는 장소에서의 여가활동이 참가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것과 재의 생활체육 련 시설들이 주변 환경에 특별한 주 를 기울이는 것으로

도 환경이 여가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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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분석모형

1. 연구설계  가설의 설정

  생활만족도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은 소득과 나이, 성별, 민족, 교육정도, 외모, 종교 등의 객

이 조건들과 자아 존 감, 회향성, 정  는 낙  성격, 통제감 등과 같은 개인

성격변수들을 심으로 연구를 하 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는 소득이며 이에 

애해 상 인 개인의 인식을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객 인 인구통계학  변수나 사회경제  변수인 학력, 소득수  등의 

변수 이외에 정보화사회을 상징하면서 생활의 필수 인 요건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

여부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 가족간 부정  는 정  의사

소통의 방식과 습 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사회  친분 계나 여가활동에 한 

주 인 인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생활만족도는 인구

통계학 인 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계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가족 계나 사회  친분 계, 

정 인 가치 과 생활태도, 여가생활에 해 주 , 심리 으로 인식하는 만족도의 

향을 복지패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와 지식이 재화 는 생산요소로 등장하여 개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는 산업의 생산력 증 와 경쟁력 강화, 그

리고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의 표 인 기술

로서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견해와 최신의 정보로 수시로 참조할 수 있다는 ,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웹체 , 자상거

래, 리얼 오디오, 화상강의 수강 등을 통한 다양한 학습, 각종 취미동호회 가입  활동 

등과 같은 동시  상호작용과 자게시 , 컴퓨터 컨퍼런싱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사회의 필수 인 생활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들에 비해 생활의 만족도가 하될 것이라는 것을 가

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특징은 통 인 유교문화와 민주주의나 남녀평등 사상이 혼재하

여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갈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생활의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 요인이 가족 는 사회구성원들과

의 계에 향을 주어서 여성들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에 한 이론과 선행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생활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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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먼  인구통계  요인으로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가구

원수를 선정하 다. 거주지역은 생활을 하는 곳으로 지역의 자연  경제  문화  

환경은 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배우자의 유무도 경제 으

로나 심리 으로 생활만족도에 많은 향을  것으로 측된다. 학력수 은 높을수록 

정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고 보다 낳은 조건의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사회경제  

지 가 향상될 수 있으며 배우자 선택 등과 직 인 련이 있는 변수로써 여성의 생

활만족도 향상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상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학력수 이 높아지면 기 수 이 높아져 자신의 생활수 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

어 오히려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여성들에게 가구원수의 증가

는 기본 으로 가사부담이 늘어나고 갈등의 증가를 유발시킬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요인으로는 인터넷사용여부, 가구주의 주택보유 여부, 가처분소득, 소득 가정

해당 여부, 외식교양오락비 지출수 을 선정하 다. 일반 으로 경제  수 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

하게 근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화와 오락기능을 제공하는 장 이 있지만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해야 하고 일정한 통신요 을 지출해야 하므로 경제  수 과 련이 있

는 변수라고 단하 다. 주택보유가구의 가구원은 심리 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생활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며 가처분소득은 경제  수 을 직

으로 설명하는 요인이며 외식  교양오락비 지출수 은 취미나 문화생활을 통한 스트

스의 해소나 개인의 문화  욕구충족에 주요한 설명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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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구성

구 분 변수명 데이터 처리
가설설정

( 상부호)

종속

변수

반  

생활만족도
  ①매우 불만족(=1)  ② 체로 불만족(=2)  ③보통(=3)  

  ④ 체로 만족(=4)  ⑤매우 만족(=5)

통

제

변

수

인구

통계

요인

거주지역  더미변수 처리(서울, 역시, 시=0  군,도농복합군=1) -

배우자유무  더미변수 처리(미혼,이혼,사별,별거=0, 유배우자=1) +

최종학력
1. 졸이하, 2.고 퇴,졸, 3. 문 재학, 퇴,졸, 

4. 학재학, 퇴,졸 5. 학원이상
+

가구원수 연속변수 -

경제

요인

인터넷사용  더미변수 처리(미사용=0, 사용=1) +

주택유무  더미변수 처리( 세,보증부월세,월세=0, 자가=1) +

가처분소득 연속변수 +

소득가정  더미변수 처리(미해당=0, 해당=1) -

외식교양오락비 연속변수 +

독

립

변

수

가족

간 

의사

소통

·

사회

생활

요인

가족간 의견

충돌 많음
 ①  그 지 않다(=1)  ②그 지 않은 편임(=2)  ③보통(=3)  

  ④그런편이다(=4)  ⑤매우 그 다(=5)
-

가족간 논의로 

문제 해결
①  그 지 않다(=1)  ②그 지 않은 편임(=2)  ③보통(=3)  

  ④그런편이다(=4)  ⑤매우 그 다(=5)
+

정  

생활태도
  ①  그 지 않다(=1)  ②그 지 않은 편임(=2) 

  ③보통(=3)  ④그런편이다(=4)  ⑤매우 그 다(=5)
+

사회  친분

계만족도
  ①매우 불만족(=1)  ② 체로 불만족(=2)  ③보통(=3)  

  ④ 체로만족(=4)  ⑤매우 만족(=5)
+

여가생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1)  ② 체로 불만족(=2)  ③보통(=3)  

  ④ 체로만족(=4)  ⑤매우 만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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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의사소통요인  사회생활요인으로는 가족간 빈번한 의견충돌, 가족간 논의에 

의한 문제해결, 정  생활태도, 사회  친분 계 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를 선정하

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구성원간의 계, 가족 구조, 가족 구성원의 개성과 환경과 같

은 가족 체계  속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족 구성

원들은 반복 으로 특정한 방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달, 수용, 해석함에 따라 의사소

통 습 이나 규칙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의사소통시 상 방을 하는 태도, 경청하는 방

식, 명령이나 간섭형의 부정  말투, 화의 회피나 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은 가족간 

빈번한 의견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반면, 가족간 문제해결을 진지한 논의를 통해 

습 으로 해결하는 가족은 상 으로 생활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되며 이러한 상반된 의사소통방식이 구성원의 만족이나 불만족을 야기하게 되고  이

는 가족간의 화합이나 갈등을 래하며 최종 으로는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측된다. 

  개인은 평소에 부정 인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에 비해 정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

이 동일한 생활조건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측되며 사회  친분 계의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 한 주  인식은 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

정된다. 술한 설명변수에 한 세부내용  데이터 처리 방식은 <표2>에 정리하 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반  생활만족도는 5  리커트형 척도로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선정된 변수들의 통계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속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

을 실시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발췌 분석된 변수들의 다 공선성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통해 VIF

와 TOl 검증을 하 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한 인과  련성에 한 연구를 해 순서화로짓(Odered Logit)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계함수에 한 한계효과와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를 산출하

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해 SAS9.1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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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상 자료

<표 2> 설문응답 여성의 인구사회학  특성

구 분 빈 도 구성비율 평균

연령

20 723 10.75

53.5

30 1,153 17.14

40 1,099 16.34

50 936 13.92

60 1,186 17.63

70 이상 1,629 24.22

가구소득

1,000만원 이하 1,494 22.21

3,011.45

1,001~3,000 2,563 38.11

3,001~5,000 1,568 26.31

5,001~7,000 667 6.92

7,001만원 이상 434 6.45

최종학력

졸이하(1) 3,481 51.75

1.85

고교재, 퇴,졸(2) 1,741 25.88

문 재, 퇴,졸(3) 578 8.59

학재, 퇴,졸(4) 854 12.70

학원 이상(5) 72 1.07

직업

자 업 567 8.43

임 노동 1,962 29.17

학생.주부,무직 등 4,197 62.4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복지패  3차(2008년)자료이

다. 복지패 은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표

본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여성 6,726명으로 평균연령은 53.5세,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평균수 은 3,011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가 22%, 1,001 ~3,000만원이 38%, 3,001~5,000만

원이 26% 5,001~7,000만원이 7%, 7,001만원 이상이 6.5%로서 소득층이 약간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의 평균은 약 고2 퇴 정도 수 으로 고졸이하가 77.6%, 문

 이상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 업자가 8.4%, 임 노동자가 29.2% 

주부, 학생, 무직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62.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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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연구방법

  일반 으로 종속변수는 양 인 값을 나타내지만, 분석모형에 따라서는 이항형(binary 

type) 는 순서형(ordered-type)값을 갖는 종속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생활만

족도를 5  척도인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측정하 을 경

우가 순서형 종속변수이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순서형인 경우에는 일반 인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는 순서형 로빗 분

석((Ordered probit model) 등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은 와 같은 유형의 응답을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게 된다.(이성우 외 

2005)

  종속변수가 서열척도인데 연속척도를 용하는 일반최소자승법(OLSQ)을 사용할 경우 

실제 설명변수의 향이 과소평가되는 오류와 함께 추정식의 잔차인 오차항의 이분산성 

문제도 발생한다. 한 명목척도에 용하는 범주형 자료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에도 부 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다만 순 회귀모형은 일반최소자승법과 달리 결정

변수의 계수, 즉 베타값을 종속변수에 한 한계효과로 그 로 용하기 곤란하다는 약

을 지니고 있다. 

  순서화된 종속변수의 다항 선택성과 이산성은 일반 인 선형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

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회귀식에 합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y*= ∑
k

k=1
β
kX k+ε  ⋯⋯⋯⋯⋯⋯⋯⋯⋯⋯⋯⋯ ⋯⋯⋯⋯⋯⋯⋯⋯⋯⋯⋯⋯(1)

  식(1)은 순서화 로짓모형을 일반 회귀식과 동일하게 취 하기 해 순서화된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간의 계를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ε은 평균이 0인 칭 분포이며, 이의 

분포함수는 F(ε)으로 정의한다. y*는 찰 불가능한 응답변수(Response Variable)이고 

응답자가 찰 가능한 응답 y를 선택하는 기 을 제공한다. 응답자가 선택 가능한 응답

(y)이 J개 존재한다고 하면, y*는 1부터 J까지 선택하는 내재  기 이 된다. 다시 말해 

J개의 응답을 구별할 만한 어떠한 기 , 일종의 시선호(Revealed Preference)의 계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의 식(2)는 범주화된 기  y*와 찰 가능한 응답 y

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y=1 if y* ≤μ
1(=0) ⋯⋯⋯⋯⋯⋯⋯⋯⋯⋯⋯⋯ ⋯⋯⋯⋯⋯⋯⋯⋯⋯⋯⋯⋯(2)

 =2 if μ
1
 < y* ≤μ

2

 =3 if μ
2
 < y* ≤μ

3

         ⋮
⋮

 = J if μ
J-1

 < y*



- 118 -

  이때 μ
1
, μ

2
,⋯ μ

J-1
은 y*의 경계값(Threshold)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J개의 찰 

가능한 응답 가운데 특정한 j를 선택하는 기 이 된다. 만약 y=2를 선택했다면 응답자는 

μ
1
과 μ

2
 사이의 y*값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μj는 다양한 갑들이 추정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회귀분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해 μ
1
=0으로 정규화

(Normalization)시켜 주게 된다. 이는 추정된 회귀식을 평행이동하는 것으로서, 확률값을 

정(+)으로 만들고 동일한 벡터 공간에서 분석하기 함이다.

  순서화 로짓모형은 이산한 종속변수를 확률의 개념으로 연속성을 확보하므로 y=j를 

선택할 확률 Prob(y=j)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의 식에서 y=j이면 μ
J-1

 < y* 

≤ μ
j
 이므로, 분포함수(CDF)의 성질로부터 확률값은 다음의 식(3)과 같다. 

Prob(y=j)=Prob( μ
J-1

 < y*= ∑
k

k=1
β
kX k+ε ≤μ

j
) ⋯⋯⋯⋯⋯⋯⋯⋯⋯⋯⋯⋯(3)

         =Prob( μ
J-1

 - ∑
k

k=1
β
kX k < ε < μ

j
 - ∑

k

k=1
β
kX k

)

         =F( μ
j
 - ∑

k

k=1
β
kX k

) - F( μ
j-1

 - ∑
k

k=1
β
kX k

)

  그런데 분포함수가 로짓함수이므로 확률은 다음의 식(4)로 나타낼 수 있다.2)

Prob(y ≤j)=Prob(y* ≤ μ
j
)= e

μ
j- ∑

k

k=1
β
kX k

1+e
μ
j- ∑

k

k=1
β
kX k

 ⋯⋯⋯⋯⋯⋯⋯⋯⋯⋯⋯⋯(4)

   로짓분포함수를 L(·)로 나타내면 식(3)의 확률값은 j=1, 2,., J에 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Prob(y=1)=L( μ
1
 - ∑

k

k=1
β
kX k

) = L( - ∑
k

k=1
β
kX k

) ⋯⋯⋯⋯⋯⋯⋯⋯⋯(5)

Prob(y=2)=L( μ
2
 - ∑

k

k=1
β
kX k

) - L( - ∑
k

k=1
β
kX k

)

            ⋮
⋮
                    

Prob(y=J)= 1-L( μ
j-1

 - ∑
k

k=1
β
kX k

) (∵ P(y≤J)=1, μ
1
=0)

2) 로짓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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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순서화 로짓모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확 하기 해 한계효과들에 

한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계함수(Link Function)란 선형으로 표 된 

설명변수의 항에 따른 종속변수의 분포와 특성을 규명해 주는 함수를 뜻한다. 종속변수

가 로짓함수 즉, 보다 정확히는 로짓분포함수의 역함수를 연계함수로 쓴다는 것은 종속

변수가 로짓함수의 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짓분포를 포함한 Log Odds를 

연계함수로 쓰고 있는 로짓모델에서 연계함수에 한 한계효과는 Odds와 Log Odds에 

한 한계효과를 지칭한다. Odds는 이항선택의 경우에 있어서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y=1)로 정의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y=1))로 나 어  것을 의미한다. 이 때, Odds는 단순한 확률 는 비율이 아니며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확률에 비해 일어날 사건의 확률의 비율로 해석되어

야 한다. 로짓모델에 있어 자연로그를 취하고 있는 Odds의 형태, 즉 로짓 형태는 비선형

분석을 가능  하는 선형결합의 형태를 포함하게 되어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론  배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Odds Ratio는 표본에서 직 확률과 Odds를 

구한 다음 Odds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설명변수의 계수값을 지수화해서 구할 수도 있

다. 그러므로 이 Odds Ratio 추정치는 다른 설명변수가 고정된 상황하에서 주어진 설명

변수와 그 계수의 곱을 통해 구 되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는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 설명변수의 계수와 설명변수의 조건을 통해 Odds에 끼치는 향력, 즉 연계함수를 

지수화했을 때 나타나는 Odds에 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설명변수들로 만들어

지는 각각의 경우의 조합이 구 될 수 있는 확률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며, 이 조합들의 

조건하에 있을 때 구해지는 Odds값이 바로 한계효과를 지칭한다.   한편, 특정 설명변수

에 한 확률의 한계효과는 식(3)을 해당 설명변수로 1계 편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다음의 식(6)은 편미분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한계효과 방정식을 나타낸 식이다. 

δ Pr ob(y=j)
δx k

=
δ

δx k
 [ F( μ

j
 - ∑

k

k=1
β
kX k

) - F( μ
j-1

 - ∑
k

k=1
β
kX k

)] ⋯⋯⋯(6)

                =[ F'( μ
j-1

- ∑
k

k=1
β
kX k

) - F'( μ
j
  - ∑

k

k=1
β
kX k

)] β
k

  식(6)을 로짓함수에 응하게 되면, 확률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된다.

δ Pr ob(y=j)
δx k

=  [ e
μ
j-1- ∑

k

k=1
β
kX k

(1+e
μ
j-1- ∑

k

k=1
β
kX k

) 2

 - e
μ
j- ∑

k

k=1
β
kX k

(1+e
μ
j- ∑

k

k=1
β
kX k

) 2

 ] β
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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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순서화로짓분석

  본 연구의 분석결과 모형의 유용성과 합도를 검증하 다. 순서화된 응답변수에 한 

가정을 검정하기 한 통계량인 비례오즈가정 검정(Score Test for the 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은 χ 2  값이 134.12이고 P값이 <.0001이므로 1%이하의 유의수 에서 

H 0
이 기각되고 H 1

이 채택되었다. 모형의 합도와 설명력을 검정하기 한 R 2값은 

0.4375 으며 수정된 R 2값은 0.4974이었다. 다 공선성 검정을 해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다 공선성이 의심되는 보수  단기 치인 

5를 과하는 설명변수는 없었으며 Tolerance계수도 단기 치인 0.2보다 작은 설명변

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한 순서화로짓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 화계수

를 기 으로 불 때, 각 변수들 에서 종속변수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간 

잦은 의견충돌(-0.1229), 소득 가정 해당여부(-0.0702), 가구원수(-0.0539)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가족간 의견충돌이 많을 때, 소득 가정에 해당될 때, 가구

원수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정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표 화계수를 기 으로 살

펴보면 여가생활만족도(0.6002), 사회  친분 계만족도(0.3609), 최종학력(0.1677),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0.1338),  정  생활태도(0.1167), 인터넷사용(0.0994), 배우자유무

(0.0986), 군지역(0.0667), 주택유무(0.0641), 외식교양오락비(0.0619), 가처분소득(0.0599) 

순으로 정  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사회  친분

계에 만족할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록, 정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사용하는 여성이, 배

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을 때,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 거주할 때,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외식교양오락비 지출이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화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주택유무나 소득과 소비지출 

등의 경제  요인보다 여가생활과 사회  친분 계, 정  생활 태도 등 사회  주  

요인이 더 큰 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정하 다. 당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지

역구분 이외에는 모두가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  가설과는 달리 군지

역 거주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시지역 거주여성보다 높은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상반

되는 결과이며 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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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한 순서화 로짓모형 분석결과

변 수 β̂ 표 화계수 P-Value exp( β̂) 평 균

지역구분(군지역=1) 0.2666 0.0667 0.0101** 1.3055 0.2495

배우자(유=1) 0.3783 0.0986 0.0001*** 1.4598 0.6087

최종학력 0.2704 0.1677 0.0001*** 1.3105 1.8544

가구원수 -0.0759 -0.0539 0.0416** 0.9269 2.9451

인터넷사용(사용=1) 0.3604 0.0994 0.0024*** 1.4339 0.4355

주택유무(유=1) 0.2476 0.0641 0.0091*** 1.2809 0.5775

가처분소득 0.00003 0.0599 0.0458** 1.000 3011.45

소득가정(해당=1) -0.285 -0.0702 0.0081*** 0.752 0.3695

외식교양오락비 0.00404 0.0619 0.0526* 1.004 26.3997

가족간 의견충돌 -0.2151 -0.1229 0.0001*** 0.8065 1.9905

가족간 논의 0.2626 0.1338 0.0001*** 1.3003 3.5925

정  생활태도 0.2768 0.1167 0.0001*** 1.3189 2.8601

사회  친분만족도 0.952 0.3609 0.0001*** 2.5909 3.7520

여가생활 만족도 1.1492 0.6002 0.0001*** 3.1557 2.9219

R-Square 0.4375 (Max-rescaled R-Square : 0.4974)

*** p<0.01,  **p<0.05,  *p<0.10

2. 연계함수에 한 한계효과

  각 설명변수의 연계함수에 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설명변수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역구분 변수는 exp(0.2666)= 1.3055로서 군지역 거주여성이 시 이

상의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생활만족도 Odds가 높아질 가능성이 1.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약 1.5배 생활

만족도의 Odds가 높고, 최종학력이 한 단  높은 여성은 1.3배, 가구원수가 한명 더 증

가하면 0.93배, 인터넷 사용자는 1.4배, 주택보유가구의 여성은 1.3배, 소득 가정 해당

여성은 0.75배, 외식교양오락비 지출이 높아지면 1.004배, 주  평가인 가족간 의견충

돌 빈도의 증가는 0.81배, 가족간 논의를 통한 효율 인 문제해결은 1.3배, 정  생활

태도는 1.3배, 사회  친분 계 만족도의 증가는 2.6배, 여가생활만족도의 증가는 3.2배 

더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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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변수 한 단 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

  특정 변수의 한 단  변화에 따른 확률의 변화를 사건의 확률에 한 한계효과라하며 

한계효과를 구하는 방법은 술한 바와 같이  식(3)을 해당 설명변수에 해 1계 편미

분하거나 직  변화를 계산하여 확률에 한 한계효과를 구할 수 있다.    성별, 직업, 

학력은 더미변수로서 0일 경우와 1일 경우의 확률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한계효과를 산

출하고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평균조건에 +1을 함으로써 두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 그 차

이로써 한계효과를 구하 다. 

  <표 4>는 모든 설명변수를 평균조건으로 했을 때 종속변수의 확률을 구한 것으로 매

우 불만족(y=1)인 여성이 0.16%, 불만족(y=2)인 경우는 약 4%, 보통(y=3)인 경우는 

56.2%, 만족(y=4)은 39.2%, 매우 만족(y=5)은 0.4%를 차지하여 보통과 만족의 비 이 높

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표 4> 모든 설명변수가 평균일 경우의 확률

구 분 매우 불만Prob(y=1) 불만Prob(y=2) 보통Prob(y=3) 만족Prob(y=4) 매우만족Prob(y=5)
확 률 0.001568 0.039966 0.562688 0.392042 0.003736

  <표 5>는 설명변수의 한 단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한계효과 변화를 정리한 것

이다. 군지역 거주여성일 경우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Prob(y=1,2,3)은 각각 0.04%, 

0.96%, 0.054% 감소하고 만족구간인 Prob(y=4,5)는 각각 6.34%, 0.11% 증가하 다. 동일

한 방법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매우불만, 불만 보통의 확률이 만

족과 매우 만족 0.06%, 1.51%, 7.37% 감소하 고, 만족과 매우만족의 확률은 각각 8.8%, 

1.3% 증가하 다. 최종학력이 한 단  상승하면 보통의 확률이 5.7% 감소한 반면 만족

의 확률은 6.5% 증가하 다. 가구원수 1명의 증가는 만족의 확률을 1.8% 감소시키고 보

통의 확률을 1.5% 증가시켰다.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의 확률이 7.2% 감소한 반

면 만족의 확률은 8.5% 증가하 다. 주택보유가구의 여성은 보통의 확률이 4.9% 감소한 

반면 만족확률은 5.8%증가하 다. 소득 가정에 해당하게 되면 만족확률이 6.7% 감소

하고 보통확률이 5.6%증가하 다. 외식교양오락비의 지출이 10만원 증가하면 보통확률

이 0.8%감소하고 만족확률이 0.96% 증가하 으며, 5  척도로 척정한 가족간 의견충돌 

빈도가 한 단  상승하면 만족확률이 4.9% 감소하고 보통확률이 4.1% 증가하 다. 문제

발생시 가족간 진지한 논의로 해결하는 여성은 만족확률이 6.3% 증가하고 보통확률은  

5.5% 감소하 다. 그리고 정  생활태도, 사회  친분 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가 한

단  상승하면 만족확률은 각각 6.7%, 22.8%, 27% 증가하 으며 보통확률은 각각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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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5% 감소하 다. 

  더미변수  만족 확률의 증감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부호에 계없이 값을 기

으로 크기순으로 정리하면 배우자(0.088), 인터넷 사용(0.085), 소득 가정(-0.665), 군지

역 거주(0.0634), 주택유무(0.058)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 설명변수 한 단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한계효과

구  분
매우 불만Prob(y=1) 불만Prob(y=2) 보통Prob(y=3) 만족Prob(y=4) 매우만족Prob(y=5)

지역구분(군지역=1) -0.0004 -0.0096 -0.0544 0.0634 0.0011

배우자(유=1) -0.0006 -0.0151 -0.0737 0.088 0.0013

최종학력 -0.0004 -0.0092 -0.0566 0.065 0.0012

가구원수 -0.0001 0.003 0.0149 -0.0177 -0.0002

인터넷사용(사용=1) -0.0005 -0.0135 -0.0723 0.085 0.0014

주택유무(유=1) -0.0004 -0.0096 -0.0488 0.058 0.0009

소득가정(해당=1) 0.0005 0.0113 0.0558 -0.0665 -0.001

외식교양오락비(10) -0.0001 -0.0016 -0.0081 0.0096 0.0002

가족간 의견충돌 0.0003 0.0091 0.0407 -0.0494 -0.0007

가족간 논의로 해결 -0.0004 -0.009 -0.0549 0.0631 0.0012

정  생활태도 -0.0004 -0.0094 -0.058 0.0666 0.0012

사회  친분 만족도 -0.001 -0.0242 -0.2084 0.2276 0.0059

여가생활 만족도 -0.0011 -0.027 -0.2502 0.2703 0.008

  주  평가척도에 의한 변수  만족 확률이 증감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값을 기

으로 큰 순서로 나열하면 여가생활만족도(0.2703), 사회  친분 계 만족도(0.2276), 

정  생활태도(0.0666), 최종학력(0.065), 가족간 논의에 의한 문제해결(0.0631), 가족간 빈

번한 의견충돌(-0.0494), 가구원수(-0.0177), 외식교양오락비(0.0096)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6>은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도의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는 소득의 한계효

과를 계산한 것이다. 다른 조건은 평균이라 가정할 때 가처분 소득변화에 따른 생활만족

도 변화의 한계효과를 일정 가처분 소득을 기 으로 정리한 것으로 가처분소득의 증가

에 비례하여 매우 만족의 확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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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처분 소득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다른 조건은 평균이라 가정)

가처분소득

(만원)

Prob(y=1)

매우 불만 

Prob(y=2)

불만

Prob(y=3)

보통

Prob(y=4)

만족

Prob(y=5)

매우 만족

1000 0.0017 0.0423 0.5746 0.3779 0.0035

2000 0.0016 0.0411 0.5687 0.3849 0.0036

3000 0.0016 0.04 0.5627 0.392 0.0037

5000 0.0015 0.0377 0.5506 0.4062 0.004

7000 0.0014 0.0356 0.5383 0.4205 0.0042

9000 0.0013 0.0336 0.5256 0.435 0.0045

11000 0.0012 0.0317 0.5128 0.4495 0.0047

13000 0.0012 0.03 0.4997 0.4641 0.005

15000 0.0011 0.0283 0.4865 0.4788 0.0053

20000 0.0009 0.0244 0.453 0.5154 0.0062

30000 0.0007 0.0182 0.3856 0.5871 0.0084

40000 0.0005 0.0136 0.3207 0.654 0.0112

50000 0.0004 0.0101 0.2611 0.7133 0.0151

60000 0.0003 0.0075 0.0287 0.7633 0.0203

70000 0.0002 0.0056 0.1641 0.8029 0.0272

100000 0.0001 0.0023 0.0744 0.8588 0.0644

200000 0 0.0001 0.004 0.4157 0.5802

300000 0 0 0.0002 0.0346 0.9652

  한편, <그림1>은 더미변수인 군거주지역, 유배우자, 인터넷사용, 주택보유, 소득 가

정에 한 한계효과의 변화를 막 그래 로 시각화한 것으로 불만족과 보통 등의 확률

을 하시키고 만족의 확률을 높이는 효과는 배우자, 인터넷 사용, 군지역 거주, 주택보

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가정 해당변수는 생활만족도에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내

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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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더비변수별 한계효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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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는 주  평가척도인 변수들의 만족확률 증가에 한 한계효과를 막 그래

로 시각화한 것으로 여가생활만족도, 사회  친분 계 만족도, 정  생활태도, 가족

간 논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순으로 효과가 나타났고 가조간 빈번한 의견충돌은 생활만

족도를 해하는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2> 주  척도변수별 한계효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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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은 가처분 소득별 생활만족도 확률의 변화추세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통의 확률이 진 으로 감소하고 만족의 확률은 증가하다가 가처

분 소득이 20억원을 과하면서 매우만족의 확률이 증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소



- 126 -

득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의 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 가처분소득 조건별 생활만족도 확률의 변화추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0

300
0

700
0

110
00

150
00

300
00

500
00

700
00

200
000

P rob(y=5) 매우 만족

Prob(y=4) 만족

Prob(y=3) 보통

Prob(y=2) 불만

Prob(y=1) 매우 불만 

Ⅴ. 결 론

  본 연구는 여성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한계효과에 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다 공선성검증을 한 회귀분석(VIF와 

Tolerance Number검증), 생활만족도에 한 인과  련성에 한 연구를 해 순서화

로짓(Odered Logit)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계함수에 한 한계효과와 설명변수별 한계효

과를 산출하 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 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화계수를 

기 으로 불 때, 각 변수들 에서 생활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간 

잦은 의견충돌(-0.1229), 소득 가정 해당여부(-0.0702), 가구원수(-0.0539)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가족간 의견충돌이 많고, 소득 가정에 해당될 때, 가구원수

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 화계수

를 보면 여가생활만족도(0.6002), 사회  친분 계만족도(0.3609), 최종학력(0.1677), 가족

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0.1338),  정  생활태도(0.1167), 인터넷사용(0.0994), 배우자

유무(0.0986), 군지역(0.0667), 주택유무(0.0641), 외식교양오락비(0.0619), 가처분소득

(0.0599) 순으로 정  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사회

 친분 계에 만족할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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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사용하는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을 때,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 거주할 때, 무주택

자보다는 유주택자가, 외식교양오락비 지출이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농 지역인 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와는 상반되는 의외의 결과이며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의 범 를 벗어나므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지역 거주 더미

변수와 직업  농업종사 더미변수를 곱한 변수 즉, 농 에 거주하며 동시에 농업에 종

사하는 가정의 여성생활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화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주택유무나 소득과 소비지출 등의 경제  요인보다 

여가생활과 사회  친분 계, 정  생활 태도 등 사회  주  요인이 더 큰 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정하 다.  

  더미변수  만족 확률이 증감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부호에 계없이 값을 기

으로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배우자(0.088), 인터넷 사용(0.085), 소득 가정(-0.665), 군지

역 거주(0.0634), 주택유무(0.058)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  평가척도에 의한 변수  만족 확률이 증감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값을 기

으로 큰 순서로 나열하면 여가생활만족도(0.2703), 사회  친분 계 만족도(0.2276), 

정  생활태도(0.0666), 최종학력(0.065), 가족간 논의에 의한 문제해결(0.0631), 가족간 의

견충돌(-0.0494), 가구원수(-0.0177), 외식교양오락비(0.0096)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은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 으로나 심리 으로 안정되고 외로

움을 덜 느끼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측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심리 으로 안

정감이 높아지고 이른 만족감과 연결될 것으로 단되며 소득수 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  소득수 이 높으므로 결과 으로 문

화교양오락비의 지출이 많아져서 스트 스해소나 여러 가지 취미·여가생활이나 지식충족

의 욕구를 달성할 기회가 높아지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있다. 학력수 이 

높을수록 사회경제  지 가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  가치 의 형성과 더 낳은 조

건의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측해 볼 수 있다.  

   정  생활태도를 가진 여성은 부정  생활태도를 가진 여성에 비해 낙천 이고 

주변환경이나 사람들에 해 유연하고 성숙한 태도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

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가족간에 효율 인 의사소통의 방식

은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화합과 동을 증진시켜 생활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것을 확인

하 다. 즉,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충고형이나 잔소리형, 명령형, 감정  충돌 등의 부정

인 의사소통은 원만한 화나 진지한 토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식의 정 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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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인 보다 생활만족도가 하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측이 된다. 따라서 생활의 만

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효과 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히고 습환화하는 것이 요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  친분 계는 심리 인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조우했을 때 조언과 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나 여가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여가생활만족도는 가족 는 사

회구성원간의 정서  유 감을 증진시키고 응집력을 강화시켜 주며 스트 스 해소와 피

로회복에 정  기능을 하고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여성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업이나 사회단체는 여성의 여가생활만족도를 높이

기 한 시설과 로그램을 증설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가생활의 시설과 로그

램을 지역 으로 균형있게 지원하고 발 시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의 인구집 을 완화하고 국민 체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이 사회  친분 계를 통해 사회  지지를 얻고 생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동창회, 취미 동호회 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하며 특

히 독거 노인이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해서는 국가나 사회단체의 자원

사활동 증진과 사회 ·정책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이아 는 다양한 자기개발의 의욕

을 가진 여성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수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 인 사이버 학, 야간개설 강좌 등의 확충을 통해 여성들이 지식획득의 욕구를 충족

하고 자기개발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인한 혜택을 릴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교육과 인

터넷보 률 확 를 해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여성과 국민들이 정  생활태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교육, 언

론과 방송 등을 통한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배우자간의 효율 인 의사소통 

방식의 학습과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는 주택공  확 를 통해 서민들의 주택보 률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일

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로 경제  소득향상을 지속하는 것이 생활만족도 향상을 해 

요구된다. 

  일곱째, 도시지역 거주가 생활만족도 향상을 담보하지는 못하므로 도시집 상을 완

화할 수 있도록 농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증설  개선하고 여성들의 농 거주 기피

상을 해소하는 것이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연구하 으며 객 인 인구통계 ·경제  

요인 이외에 심리 ·사회 ·주  요인이 더 큰 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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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족간 부정 · 정  의사소통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유의한 향력을 미친다는 사

실을 검증한 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지속 으로 설문내용과 방식을 개

선하여 미흡한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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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노인들이 고령화시 의 주역으로서 성

공 인 삶을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동안 미시 인 차원에서 진행된 삶의 

질 련연구는 ‘노인문제’라는 인식하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을 맞춘 결과, 주로 

건강, 소득 등이 요한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 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여가생활, 직업, 사회  친분 계 등이 반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소득수 에 맞게 여가를 즐기고, 경제활동  사회참여 기회 확 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 인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 인 측면에서 고령자를 한 여가시설 확충은 물

론 자원 사 등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이 극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 , 물  인 라구축은 노인

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 1 장 서론

  생활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기 여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가? 에 한 심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에 심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심은 최근 노인복지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상이다. 그동안 양 인 측면의 경제발 을 추구해왔던 정부도 1980년 노인복지법

을 제정하면서 노인들에 한 심을 갖기 시작하 으며, 1990년  반이후부터는 차 질  측면에 

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5년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정부의 복지구상이 발표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삶

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를 보편 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 신 ‘생활만족도’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같은 이유는 주어진 상황

에서 소극 이고 수동 인 의미보다는 보다 극 이고 역동 인 측면을 강조하기 함이다. 이는 사람들

이 나이가 듦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에서 자아실 , 건강, 안   활동 인 참여를 

즐겨야 한다는 마드리드 국제화 행동계획과도 일치한다.

  만족스런 삶을 하기 해서는 각 개인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 인 자원을 소유하

고, 개인이 발 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즐기고,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만족감을 느

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개인의 반 인 건강, 역할을 포함한 기능  능력의 유지, 편안함, 정신  건강

이 필수요소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노용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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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개인이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요건을 고려하여 주 으로 단할 수밖에 

없으며, 생활만족도 개선을 한 안제시를 해서는 정확한 실태 악과 지속 인 찰이 요구된다. 이에 

응하기 한 방안으로 국책연구기 을 심으로 국규모의 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진

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비하기 한 정책  제도연구를 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는 고령자의 실태와 행 양식에 한 기 자료의 축 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생활만족도 연구가 생활수 과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으로 뒤진 조사도구

나 미국 등 다른 국가에 개발된 측정도구를 신뢰도나 타당도에 한 검증없이 번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 조사결과 나타난 만족도 조사결과 자체를 반

인 생활만족도의 하 역으로 가정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목 은 우선 노인의 생

활 수요를 악해보고, 둘째로 반 인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의 우선 순 를 고려하여 향후 노인복지정

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기 함이다.  

제 2 장 이론  논의

1. 생활만족도의 특징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다차원 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연구자 마다 그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기에는 경제  요인이나 건강 상태 등을 삶의 질 단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회환경

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의 생활만족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삶의 질은 개인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안녕

(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감(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과 같은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김미령, 2007). 

  이와 같은 삶의 질의 다차원성은 방법론 인 측면에서 논쟁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는 하 역별 척

도를 단순히 합할 것인지, 아니면 가 치를 고려하여 합할 것인지에 한 것이다. 따라서 부분의 연구에

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주 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진기남ㆍ이규식, 2000).

  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주  안녕감을 시한다는 것이다. 주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자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기 , 욕구, 희망 

는 다른 거 집단과 비교 평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서경험을 의미한다. 따

라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차원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권 돈, 2000).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재 상황에 한 기 와 실 인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된

다고 할 수 있으며, 재 지 와 활동에 하여 갖고 있는 정서  만족감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다

(Havighurst, 1968). 

  

  2. 기존 연구

  생활만족도에 한 연구는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는 술 한 바처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수동 으로 생활하는 환경을 가정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이른바 사회  약계층을 상으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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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이를 역별로 구분해 보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질병과 련된 건강 련 삶의 질에 을 맞추어 환자들의 만족도를 개선시키는데 목 을 두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의 성격 자체가 주 이기 때문에 계측가능한 리변수를 사용하여 경

제  역의 삶의 질을 연구하거나 소득수 의 향을 주로 다룬다1). 한편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의 감정, 동기, 행복, 안녕과 같은 삶의 질의 무형  측면에 을 맞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Hajiran, 2006: 한석태, 2008).

  노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 역에서 건강 련 조건은 필연 인 변수일 수밖에 없다(심옥수, 2009). 왜

냐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만성퇴

행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다. 만성퇴행성질환이란 일단 발병하면 3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의 경과

를 거치게 되고, 성기의 질환과는 달리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으로 회복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호 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정경희 외, 1999). 만성질환은 그 특성상 치료

보다는 어떻게 잘 리하고 돌보는가 하는 어(care)가 더 요하며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그 사

회에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한형수

(2008)는 노인의 삶의 질을 건강, 주거, 가족 계, 사회 계, 여가활동 등 6가지 역들에 한 객  지

표로 측정하 는데 연구결과 건강욕구가 다른 유형의 욕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악하 다. 한 

최 헌(1997)은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다른 역의 삶을 가능  하는 기본 인 요소임을 반 한다고 보

고하 다. 

  노인의 삶의 질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 계 등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요한 지표가 된다. 노인

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거나(박 주ㆍ서순림, 1998),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고보선, 2003; 오 희 외, 2005) 노인들의 신체  기능수행능력, 즉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수단  일상생활능력이 좋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은실ㆍ이경자, 

2003; 허 수, 2004; 성혜  외, 2005; 서희숙 외, 2006)).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문제

는 경제  빈곤은 물론이고, 심리사회 인 소외와 고독감, 역할상실을 악화시키고, 가족이나 사회  차원

에서 노인부양문제 등을 야기 시켜 결국 노인의 삶의 질을 하시킨다는 것이다. 

  신체 이나 정신 으로 심한 손상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 개인 인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역

할을 상실하여 타인에게 의존이 증가되며 자아평가나 생활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오승환 외, 2006). 이와 같은 노인은 심신기능의 쇠퇴로 인하여 자유로운 환경통제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함으로 자연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아나 병자와 같이 체 사회의 약자 

범주 속에 포함되며 의존성이 많은 인구집단이다(백형숙, 2001)

  한 권오균(2008)은 장애노인의 삶의 질은 성별, 월평균소득, 신체  건강상태, 사회  지지, 우울감을 

결정요인으로 보고하 다. 한 정명숙(2007)은 노년기 삶의 질의 향요인의 연구를 통해서 소득수 , 결

혼상태와 성별, 그리고 성격특성이 노인의 삶의 질에 한 만족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상의 노인 련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  기능수행능력 즉 

건강과 경제  안정을 한 소득보장, 그리고 인 계  사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 노인 스스

로의 주  만족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생활만족도에 한 국제비교연구도 패 자료의 구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rie 

1) 최근 '구매력 기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삶에 한 만족도'를 비교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주장으로 1974년 이후 경제학계에서 불문율로 되어왔던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경제성장만으로 국민이 더 행복

해지지는 않는다]을 부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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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en(2009)는 미국인과 네덜란드인 모두 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4개 역  사회참여와 

가족 계가 가장 많은 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과 일상생활 역, 건강, 소득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 국조사를 통해 수집된 한국복지패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ies, 이하 복지패 )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 다. 복지패 의 체 조사 상 가구원 

12,930명 , 65세 이상은 3,911명이었으며 그  생활만족도에 응답한 3,629명을 분석 상으로 하 으며, 표

본가 치를 용한 결과 2,324명으로 나타났다.  

2. 변수

  복지패 조사에서는 <표 1> 에서와 같이 8가지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생활  반 인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항목은 5  척도로 “① 매우 불만족”부터 “⑤매우 만족” 순으로 되어있다. 

  역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보면, 건강이나 가족수입의 경우에는 체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고 있으

며, 주거환경, 가족 계, 사회  친분 계 등의 역은 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한편 

직업, 여가 등은 반  만족도와 함께 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역별 생활만족도 분포

구분 매우 불만족 체로 불만족 그  그 다 체로 만족 매우 만족 체 평 균

건강 만족도 18.8 38.0 22.1 19.0 2.0 100.0 2.47 

가족의 수입 만족도 14.2 36.0 32.0 16.0 1.9 100.0 2.55 

주거 환경 만족도 2.7 8.5 24.2 55.6 9.0 100.0 3.60 

가족 계 만족도 1.3 6.4 23.8 58.4 10.1 100.0 3.70 

직업 만족도 7.4 18.5 46.0 23.9 4.2 100.0 2.99 

사회  친분 계 만족도 1.2 7.3 28.4 52.4 10.7 100.0 3.64 

여가생활 만족도 5.5 24.8 40.8 25.2 3.6 100.0 2.97 

반  만족도 1.5 10.9 52.2 33.2 2.1 100.0 3.23 

  한편 집단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복지패 의 가구조사표 와 가구원 조사표에 제시된 사

회인구학 인 변수를 단순화하기 하여 재코딩하여 사용하 으며, 구체 인 변수는 <표 2>와 같다.  

  조사 상자의 사회 인구학  배경을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여성은 58.0%, 남성은 42.0%로 여성노인의 

응답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층은 기노인에 해당하는 65세∼74세 노인이 

67.8%로 가장 많고, 85세이상 후기노인은 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교육수 은 졸이하가 

78.5%로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이하 13.1%, 학재학 이상이 8.4% 순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

울을 포함 역시등의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43.1%, 소도시 40.8%, 그 외 군/도농복합시에 거주하

는 노인이 16.1%로 나타났다. 한 비장애 노인은 87.0%로 장애노인 13.0% 으며, 균등화소득을 기 으로 

일반가구 노인은 46.8%, 소득층가구 노인은 53.2%이다. 공 연  수 여부를 기 으로 구분해보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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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노인은 26.5%이고, 그 외 73.5%는 연 을 받지 않는 비수 자로 나타났다. 재 주 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별로 살펴보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48.3%, 건강하다는 노인은 27.4%이고 그 외 

24.3%는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 분류
원조사 표본가 치 용

N % N %

체 3629 100.0 2324 100.0 

성별
남 1774 39.9 975 42.0 

여 2182 60.1 1349 58.0 

연령계층별

기(65-74세) 2322 64.0 1575 67.8 

기(75-84세) 1092 3.01 619 26.6 

후기(85세이상) 215 5.9 129 5.6 

지역별

도시 1269 35.0 1001 43.1

소도시 970 26.7 949 40.8

군/도농복합시 1390 38.3 374 16.1

교육수 별

졸이하 3084 85.0 1825 78.5 

고졸이하 354 9.8 304 13.1 

재이상 191 5.3 195 8.4

장애유무
비장애인 3130 86.2 2021 87.0 

장애인 499 13.8 303 13.0 

일반/ 소득층 가구
일반가구 1227 33.8 1087 46.8 

소득층가구 2402 66.2 1236 53.2 

공 연  수 여부
연 수 자 877 24.2 615 26.5 

연 비수 자 2752 75.8 1709 73.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1867 51.4 1123 48.3

보통 988 27.2 637 27.4

건강하다 774 21.3 564 24.3

 

3. 연구방법

  생활만족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성과 주 성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주 으로 답변한 자

료를 가감없이 분석하는 것이  다른 주 성을 배제하는 것일 것이다. 문제는 주 으로 답한 자료를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를 해 분석에 앞서 조사결과 나타난 자료의 신뢰성 검정을 실시

한 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반 인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을 고찰한다.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0.808 로 조사결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하 인 7개의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계층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Y = α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β5X5 + β6X6 + β7X7

 여기서 Y : 반  만족도,  X1 : 건강 만족도,  X2 : 가족의 수입 만족도  X3 : 주거 환경 만족도, 

          X4 : 가족 계 만족도, X5 : 직업 만족도,  X6 : 사회  친분 계 만족도,  X7 : 여가생활 만족도

                                                                                

  왜냐하면 다 회귀식에서 회귀계수 βi 는 다른 독립변수는 일정하게 주어진 것으로 하고 Xi가 한단  

증가하면 Y는 βi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에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

다면 βi는 Y에 향을 주는 가 치( 향력)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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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1. 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패 자료조사에서 나타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해보

고, 한국복지패 조사결과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고찰해 본다. 

가. 고령화패

  고령화연구패 조사의 상자는 국에 거주하는 45세(1962년 이 생)이상의 고령자 개인을 상으로 

표본수 약 10,000명 수 을 조사한다. 2006년 제1차 고령화패  기본조사결과 10,254명의 패 을 구축하여, 

짝수년에는 2년마다 기본조사, 홀수년에는 특정한 주제를 다룬 조사를 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 에서는 삶의 질에 한 질문에서는 모든 조사 상자에게 건강상태, 경제상태  동년배

와 비교하 을 때 반 인 삶의 질(행복감)에 해서 100  만 을 기 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배우자 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와의 계, 자녀와의 계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국민노후소득보장패

  국민노후보장패 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비  노후생활을 지속 으로 악하기 하여 노후소

득보장과 련된 정책을 한 체계 인 자료를 구축하고,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국 5,000여 가구

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 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 조

사를 하고 있다. 조사 상은 2007년 기 으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서, 만 50세 이상의 가구

원과 그의 배우자는 개인조사 상이 됨. 2007년 2차년도 개인조사 상자는 7,609명이며, 이  65세 이상

은 4,033명이다.

삶의 만족도에 한 조사항목은 9개로 구분되는데, 집(주거상태나 주거환경), 이웃 계, 경제 인 상태, 친

구 계, 가족 계, 부부생활, 직업(일), 건강  생활 반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측정은 5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친구 계, 가족 계, 부부생활 , 직업(일) 등의 조사항목에서 비해당을 두고 

있어 미혼이나 이혼, 사별로 혼자 사는 경우에는 부부생활항목에, 재 퇴직이나 실직ㆍ사업 단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업(일) 항목에 비해당으로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 한국복지패

  한국복지패 은 제주도를 포함한 국을 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 다른 패 과는 달리 농어가와 읍

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어 표성이 매우 높다. 표본규모는 7,072가구로 조사 상은 표본가구, 표본

가구에 속하는 15세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상으로 구분된다. 패  원표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

용하여 구축하 으며, 이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된 것이다. 표본 배분은 복지욕

구를 보다 효과 으로 악하기 하여 소득층을 과 표집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OECD 상 빈곤선인 

소득 60%이하의 소득층 3,500가구와 그 이상인 일반가구 3,50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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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08년 조사결과를 보면 소득가구 45%, 일반가구가 55%로 집계되었다. 

  조사는 3개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생활만족도조사는 가구원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패 조사에서 

사용된 8가지 항목은 OECD의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생활 

 반 인 만족도 등으로 모든 항목이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만족”(5)로 구성되어 있다.

  라. 한국 패 자료의 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조사결과 나타난 65세이상 노인의 2008년 반  만족도 평균은 복지패 3.24로 가장 높고, 고령패 이 

3.00으로 제일 낮았다. 국민노후보장패 은 3.03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  만족도와 하 역 만족도와의 

계를 보면, 우선 고령화패 에서는 4가지 하 역에서 경제만족도의 회귀계수가 0.444로 가장 크고, 다

음은 건강(.275), 배우자(.164), 자녀(.142) 나타났다. 노후보장패  한 경제  만족도 회귀계수가 0.350으

로 가장 크고, 다음은 건강(.279), 주거환경(.148), 가족 계(.142) 순이었으며 다른 역들은 0.1미만 이었다. 

이 같은 이유는 고령패 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자녀 등에 한 비해당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그러나 복지패 에서는 R2=0.610로 비교  설명력이 높고, DW 한 1.863으로 하 역 변수간 다 공

선성의 문제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

귀식의 β값은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하 역의 기여정도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분

석결과 여가생활 만족도가 0.307로 가장 크고, 직업만족도 0.185, 사회  친분 계 0.178, 가족수입 0.160 

순으로 추정되어 생활만족도 결정에 상 으로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계(.136) 

건강(.131), 주거환경(.125) 등은 술한 2개 패 결과와는 달리 상 으로 향력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

었다.     

<표 3> 한국의 패 조사: 노인 생활만족도 조사항목 

X1 X2 X3 X4 X5 X6 X7 X8 Y R2/DW

고령화패 건강 경제 배우자 자녀 - - - -
반  

만족도

2008
평균 2.74 2.50 3.21 3.48 - - - - 3.00

회귀식 .275 .444 .164 .142 - - - - - .543/1.888

국민노후보장패 주거환경 이웃 계 경제 친구 계 가족 계 부부생활 직업(일) 건강
반  

만족도

2007
평균 3.43 3.61 2.64 3.59 3.66 3.62 2.96 2.43 3.03

회귀식 .148 .081 .350 .109 .142 .038 .033 .279 - .583/1.660

한국보건복지패 건강 가족수입 주거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생활 -

반  

만족도

2008
평균 2.47 2.55 3.60 3.70 2.97 3.64 2.97 - 3.24

회귀계수 .131 .160 .125 .136 .185 .178 .307 - - .610/1.863

2007 회귀계수 .140 .173 .158 .116 .183 .173 .282 - - .687/1.700

주: 고령화 패 은 5  만 으로 환, 고령화  국민노후보장패 의 조사항목  비해당으로 코딩처리된 항목은 0  용. 

2. 인구사회학  특성별 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결정요인 분석에 앞서 인구사회학  특성 집단별 반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이 같은 이유는 집단의 결정요인의 차이가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해서다. 선택된 변수

 연령을 제외하고 부분의 특성집단별로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구체

으로 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3.19)보다는 남성이 3.29로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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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65세∼74세 기노인이 3.2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75세∼84세 기노인이 3.18 으로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3.24로 가장 높은 수를 보 으나 도시(3.23), 군/도

농복합시(3.23)와 미세한 차이를 보 다. 학력별로는 졸이하가 3.17, 고졸이하가 3.37 , 학재학 이상이 

3.59 으로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장애노인(3.03)이 비장애노인(3.26)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소득층가구 노인(3.07)이 일반가구 

노인(3.41)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연 을 수 하는 노인(3.40)이 연  비수  노인(3.17)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3.03, 보통이 3.32, 건강한 노인은 3.54로 건강상

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반  생활만족도

변수
원조사 가 치 용

F Sig.
N Mean N Mean

 체 3629 3.19 2324 3.24

성별
남 1447 3.25 975 3.29

3.260 .001
여 2182 3.16 1349 3.19

연령계층별

기(65-74세) 2322 3.22 1575 3.26

2.366 .094기(75-84세) 1092 3.14 619 3.18

후기(85세이상) 215 3.14 129 3.22

지역별

도시 1269 3.15 1001 3.23

3.552 .002소도시 970 3.21 949 3.24

군/도농복합시 1390 3.22 374 3.23

교육수 별

졸이하 3084 3.16 1825 3.17

36.267 .000고졸이하 354 3.36 304 3.37

재이상 191 3.50 195 3.59

장애유무
비장애인 3130 3.22 2021 3.26

5.171 .000
장애인 499 3.04 303 3.03

일반/빈곤 가구
일반가구 1227 3.38 1087 3.41

11.519 .000
빈곤가구 2402 3.10 1236 3.07

연 수  여부
연 수 877 3.37 615 3.40

6.817 .000
연 비수 2752 3.14 1709 3.17

건강상태별

건강하지 않다 1867 3.03 1123 3.03

107.099 .000보통 988 3.27 637 3.32

건강하다 774 3.50 564 3.54

 

가. 성별 

 성별 생활만족도를 보면 남자(3.29)가 여자(3.1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통해 하 역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보면, 남녀모두 여가생활이 가장 높고, 그 다

음은 남자의 경우 사회  친분 계, 직업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직업, 주거환경만족

도 순으로 나타나 남자보다는 상 으로 가정 련 만족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하

역의 향력의 차이가 남녀간의 생활만족도 차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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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

2/DW

기노인

(65-75세)

평균 2.53 2.54 3.58 3.70 2.98 3.71 3.01 3.26

회귀계수 .119 .136 .166 .153 .177 .173 .287 - .602/1.859

기노인

(75-84세)

평균 2.30 2.51 3.60 3.66 2.95 3.56 2.87 3.18

회귀계수 .120 .119 .112 .149 .196 .187 .330 - .627/1.985

후기노인

(85세+)

평균 2.58 2.87 3.73 3.80 3.55 3.18 2.85 3.22

회귀계수 .129 .208 .178 .178 .139 .193 .295 - .615/2.150

<표 5>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성별

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

2/DW

남자
평균 2.72 2.58 3.63 3.77 2.95 3.65 3.04 3.29

회귀계수 .133 .127 .142 .138 .191 .204 .291 - .628/1.970

여자
평균 2.29 2.53 3.57 3.64 3.01 3.63 2.91 3.19

회귀계수 .101 .139 .175 .160 .175 .164 .308 - .596/1.924

나. 연령

 연령별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이유는 <표 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

집단간 향력의 우선 순 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기노인과 기노인의 여가생활

이 가장 높고 직업, 사회  친분 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여가생활, 가족수입, 

사회  친분 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연령별

다. 지역별

 지역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하 역의 향력을 보면, 도시의 경우에는 여가생활, 사회  친분 계, 

직업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만족도는 0.142로 가장 낮았다. 소도시의 경우에는 여가생활, 사회  

친분 계, 직업만족도 순이었으며, 가족수입만족도가 0.114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군/도농복합시의 경우에

는 여가생활, 주거환경, 직업만족도 순으로 향력이 높았으며, 건강만족도가 0.084로 가장 낮았다.

<표 7>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지역별

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2/DW

도시
평균 2.53 2.58 3.52 3.68 2.95 3.63 3.00 3.23

회귀계수 .142 .151 .146 .146 .194 .165 .291 .662/1.823

소도시
평균 2.45 2.52 3.65 3.70 3.02 3.62 2.96 3.24

회귀계수 .135 .114 .137 .159 .192 .195 .313 .616/1.874

군/도농

복합시

평균 2.38 2.56 3.66 3.73 3.00 3.71 2.88 3.23

회귀계수 .084 .118 .165 .154 .160 .117 .303 .54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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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2/DW

비장애
평균 2.52 2.57 3.61 3.71 3.01 3.67 3.00 3.26

회귀계수 .127 .128 .159 .153 .178 .173 .298 - .607/1.896

장애
평균 2.11 2.45 3.52 3.62 2.84 3.43 2.71 3.03

회귀계수 .061 .167 .107 .157 .201 .216 .321 - .614/2.002

라. 교육수  

 교육수 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하 역의 향력을 보면, 졸이하의 

경우 여가생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직업, 사회  친분 계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만족도의 

향력이 가장 낮았다. 고졸이하의 경우 여가생활, 사회  친분 계 만족도, 가족수입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환경만족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학재학이상의 경우에는 건강, 주거환경 등의 하 역

변수가 회귀식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의 향력도 0.042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

었으며, 최종 으로 남은 역  여가생활의 향력이 0.4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 계, 가족수입 만

족도 순으로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교육수 별

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2/DW

졸이하
평균 2.36 2.47 3.56 3.64 2.96 3.61 2.87 3.17

회귀계수 .114 .132 .166 .159 .191 .177 .290 - .600/1.860

고졸이하
평균 2.73 2.67 3.69 3.79 3.00 3.69 3.23 3.37

회귀계수 .146 .149 .102 .110 .136 .244 .305 - .606/2.007

재이상
평균 3.12 3.09 3.80 4.03 3.27 3.87 3.43 3.59

회귀계수 - .156 - .160 .042 .134 .474 - .667/1.870

마. 장애 

 장애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보면 비장애 노인(3.26)이 장애 노인(3.0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회귀식에 반 된 가 치(회귀계수)의 크기를 보면, 비장애 노인의 경우 여가생활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은 직업, 사회  친분 계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 노인의 경우 여가생활, 사회  친분 계, 

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노인 보다는 장애 노인의 여가만족도가 생활 반 인 만족에 향을 미치

는 비 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장애여부별

바. 일반/ 소득층 가구

 소득수 별 생활만족도를 보면 일반가구(3.41)가 소득 가구(3.0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

귀식에 반 된 가 치(회귀계수)의 크기를 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여가생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회

 친분 계, 가족 수입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가구의 경우 여가생활, 직업, 사회  친분

계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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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

2/DW

일반가구
평균 2.66 2.91 3.77 3.86 3.17 3.74 3.31 3.41

회귀계수 .131 .187 .127 .134 .179 .196 .264 - .576/1.820

소득층

가구

평균 2.30 2.23 3.45 3.55 2.82 3.55 2.82 3.07

회귀계수 .116 .100 .163 .162 .182 .174 .324 - .607/1.885

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2/DW

연 수
평균 2.74 2.75 3.72 3.84 3.10 3.80 3.14 3.40

회귀계수 .117 .112 .194 .111 .214 .162 .334 - .627/1.947

연

비수

평균 2.37 2.48 3.55 3.64 2.95 3.58 2.90 3.17

회귀계수 .120 .138 .140 .164 .172 .187 .289 - .596/1.935

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계
직업

사회

친분 계

여가

생활

반

만족도
R2/DW

간강하지 

않음

평균 1.88 2.35 3.51 3.58 2.83 3.52 2.76 3.03

회귀계수 .070 .153 .172 .163 .193 .151 .307 - .597/1.865

보 통
평균 2.67 2.64 3.67 3.77 3.09 3.66 3.08 3.32

회귀계수 .121 .091 .144 .126 .164 .243 .298 - .570/1.948

건강한 편
평균 3.42 2.86 3.69 3.83 3.19 3.86 3.25 3.54

회귀계수 .092 .149 .125 .165 .175 .221 .305 - .566/1.968

<표 10>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소득수 별

사. 공 연  수  

 공 연  수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향요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반  만족도는 연 을 수 하는 

노인이 3.40 으로 수 하지 않는 노인(3.1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회귀식에 반 된 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연 수  노인의 경우 여가생활이 가장 높고 직업, 주거환경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

 비수  노인 역시 여가생활에서 가장 높은 회귀계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사회  친분 계, 직업만족

도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공 연  수 여부

아.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보면 건강한 편(3.54), 보통(3.32), 건강하지 않음(3.03)순으로 나타나 건강

할수록 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 역의 향력 크기 순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

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여가생활, 직업, 주거환경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통  좋다고 응답

한 노인의 경우 여가생활, 사회  친분 계, 직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향력이 가장 작은 하 으

로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건강만족 역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가족의 수입만족도

로 생각하고 있다.

<표 12> 반  생활만족도 향요인: 주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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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수/순 차 이 표 화 계수/ 향력

비노인(A) 노인(B) B-A B/A 비노인 노인

건강 만족도 3.41 ④ 2.47 ⑦ -0.94 72.5% .142 ⑥ 0.131 ⑥

가족의 수입 만족도 2.81 ⑦ 2.55 ⑥ -0.25 91.0% .152 ④ 0.160 ④

주거 환경 만족도 3.50 ③ 3.60 ③ 0.10 102.9% .164 ③ 0.125 ⑦

가족 계 만족도 4.01 ① 3.70 ① -0.31 92.2% .143 ⑤ 0.136 ⑤

직업 만족도 3.26 ⑤ 2.99 ④ -0.27 91.7% .204 ② 0.185 ②

사회  친분 계 만족도 3.83 ② 3.64 ② -0.19 95.0% .135 ⑦ 0.178 ③

여가생활 만족도 3.04 ⑥ 2.97 ⑤ -0.07 97.7% .282 ① 0.307 ①

반  만족도 3.48 - 3.24 - -0.24 93.0% R2/DW .615/1.827 R2/DW .610/1.862

3. 분석결과의 함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에 미치는 하 역을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여가생활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

회  친분 계 만족도 등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에 건

강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등은 작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이 노인들만의 특성인가를 고찰해 보기 해 노인집단과 비노인(일반인)집단으로 구분하

여 두집단간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 다. 우선 집단가 평균의 차이는 통계 으로 모든 역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3>에서와 같이 하 역별로 보면 두집단간의 평균 수의 순 를 보면 1

에서 3 까지는 두집단간 순 가 같았으나 4 에서 7 까지는 서로 상이한데, 특히 노인의 경우 건강만

족도가 가장 낮은 8 으며, 비노인의 경우에는 가족의 수입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집단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노인의 경우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높았을 뿐, 다른 역에서는 모두 

낮았다. 두집단간 역별 평균 수의 상  차이는 건강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족의 

수입, 직업만족도로 나타나 노인과 일반인간의 만족도 차이를 났다.

  그러나 집단별로 생활만족도에 한 하 역의 향력의 순 는 3 , 7 가 서로 바 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같은 의미는 노인의 경우 주어진 주거환경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 반  생활

만족도에 향력이 작게 나타나는 반면, 사회  친분 계에 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비노인에 비해 상

으로의 큰 향요인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노인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에 

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 결정에 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  친분 계의 경

우에는 재 상태를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노인과 비노인의 만족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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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맺는말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노인들이 고령화시 의 주역으로서 

성공 인 삶을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동안 미시 인 차원에서 진행된 삶

의 질 련연구는 ‘노인문제’라는 인식하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을 맞춘 결과, 주

로 건강, 소득 등이 요한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 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에 요한 요인은 차지하는 역은 여가생활, 직업, 사회  친분 계 등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는 주거환경 만족도의 향력은 상 으로 향을 작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향력

은 상 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들은 주어진 외부환경을 받아들이려는 경

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실천·행동 가능한 역에서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발표된 선진국의 반  생활만족도 순  - 사회참여와 가족 계, 직업과 일

상생활 역, 건강, 소득 - 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제

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의 흐름과 수요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이 기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시 한 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을 두었다. 이 같은 노인복지정

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성공 인 노후생활의 응도모와 생활의 질

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소득수 에 맞게 여가를 즐기고, 경제활동 

 사회참여 기회 확 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 인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한 흥미와 보람 등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궁극 으로 반 인 생활만족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들

의 직업, 사회  친분 계에 한 만족도 개선을 한 사회  분 기 조성과, 다양한 로그램개발이 이루

어 져야 한다. 즉, 사회경제 인 측면에서 고령자를 한 여가시설 확충은 물론 자원 사 등 지역사회 참

여방안 등이 극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 , 물  인 라구축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

친화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생활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해서는 인구사회학 인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많은 요인들을 회귀분석

을 통해서 분석하는 데는 다 공선성문제도 순 계수를 결정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는 후속연구로 남겨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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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  향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 원)

이정림(충남 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연구의 필요성  목

  1997년 IMF 외환 기 하에서 격하게 확산된 가족해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어 개인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족해체가 사회 문제로 인식

된 배경에는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단 로서 가족해체는 곧 사회해체를 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비롯하여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원의 불행이 사회  통합을 심각하

게 해칠 수 있다는 기감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의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가족해체를 

근하는 기능주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가족해체는 개인 으로 상하지 못한 부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 라를 사 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 기 하에서 확산된 가족해체는 사회  심을 끌기에 충분하 다. 그러나 외환

기 극복 이후에도 가족해체는 감소하지 않고 꾸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외환 기

로 발된 기업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노동시장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확 로 이

어져 가족경제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면서 가족해체를 확 시키거나 혹은 가족형성을 가

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 세 의 결혼에 

한 부정  의식과 가족가치 의 변화는 미혼세 의 증가와 가족해체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재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가 각각 69.5%와 30.5%를 차지하 지만, 2030년에 이르

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63.5%로 6.0%p가 어든 반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6.0%p 

증가하여 36.5%를 차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한 배우자 없는 가구 에서도 가족

해체인 ‘이혼’에 의한 가구가 2007년 6.5%에서 2030년 10.4%로 3.9%p 증가하며, 미혼 가

구주도 12.9%에서 16.4%로 3.5%p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반면에 배우자와의 

사별에 의한 가구주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1.4%p(2007년 11.1%에서 2030년 9.7%)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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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것으로 상되지만, 미혼에 의한 가구가 같은 기간에 3.5%p(2007년 12.9%에서 

2030년 16.4%)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통계청, 2008). 이처럼 가족해체는 향후 배우자

의 사별과 같은 통 인 요인보다는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유형으로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김혜  외, 2008; 박재규, 2008). 

  가족해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에서 사회 으로 심을 끄는 가장 심각한 문제

는 여성의 경우 상 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비록 불행한 결혼 계

를 종료시키기 해 이혼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조차 경제  어려움에 착하여 빈곤화 

상을 가 시키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혜 ․이은주․윤흥식, 2005). 이러한 

련성에 한 연구가 서구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   육체  건강과 삶의 질에서 상 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

는지 경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자료(2006, 2008)를 이용하여 가족해체에 따른 여

성과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한 차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고, 그 구체 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는 구체 인 내용을 검토하며,

둘째,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황을 분석하며, 

셋째, 가족해체가 남성과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친 향을 분석하며,

넷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해체 이후 겪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 인 향을     바

탕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 다.

2. 연구내용  방법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6~2008년 동안 배우자의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가

족해체를 경험한 가구주와 가족해체를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로 구성되었다.  구체 으로 

가족해체 가구주는 2006년 조사당시 배우자와 동거상태에 있다가 2008년 조사에서는 배

우자를 상실한 남녀 가구주 282명이다. 이들 에는 2006년 조사 당시 배우자가 없었다

가 2년 사이에 가족을 형성한 후 다시 배우자를 상실한 남녀 가구주가 포함되어 있다. 

한 가족해체를 경험한 가구주의 건강과 삶의 질 상태를 비교할 목 에서 지난 2년 사

이에 계속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남녀가구주 150명을 단순무작 로 추출

하여(SPSS 로그램에서 실행)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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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32명의 가구주를 상으로 가족해체경험의 유무와 가족해체 유형 등에 따라 가구주

의 육체   정신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 다.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가족해체가 남녀 가구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이를 래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변수를 사용하 고, 각 변수는 <표 1>과 같이 측정하

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종속

번수

정신  건강
7개 문항(부정  태도)  1. 극히 드물다 ~ 4. 부분 그 다

2개 문항( 정  태도)  1. 극히 드물다 ~ 4. 부분 그 다

육체  건강 1. 아주 건강하다 ~ 5. 아주 건강이 좋지 않다

삶의 질 6개 문항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독립

변수

성 1. 남성  2 여성

교육수 1. 졸이하, 2. 고졸, 3 문 졸, 4 학교이상

연령 1. 30  이하, 2. 40 , 3. 50 , 4. 60 , 5. 70  이상

혼인상태 1. 배우자 동거 가구주, 2. 사별, 3. 이혼, 4. 별거

거주지역 1. 역도시, 2. 도시. 3. 군지역, 4. 도농복합지역

소득 만원(가처분소득)

주택형태 1. 자가, 2. 세, 3. 월세(보증부), 4. 월세(사 세), 5. 기타

가구원 수 명

빈곤율 월평균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최 생계비

경제활동
1. 상용직, 2. 일용임시직, 3. 자 무 가족종사, 4. 실직자, 

5. 비경제활동

  정신  건강과 삶의 질 변수의 경우 각각 9개 문항과 6개 문항에 한 분석을 통해 

구성하 다.1)

  정신  건강 내용은 9개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주성분 분석과 직각회 )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표 1>과 같이 2개 요인으로 구성하 고, 삶의 질 내용은 1개 요인으로 구

성되었다. 즉 정신  건강 변수의 경우 주성분 분석(principal analysis)과 직각회 방법

(varimax rotation)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유치(Eigenvaluses)가 1이 넘는 요인이 

2개 추출되었고, 2개 요인에서 각 문항 모두는 0.5 이상으로 높았다. 각 요인의 설명력은 

1) 한국복지패  질문지의 건강 련 문항은 11개로 구성되어0있었지만, 본 연구는 응답자 건강 련 척도 구성에서 차별성이 낮

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의 2개 문항을 제외시켰고, 삶의 질 척도 구성에서도 소득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업만족’ 문항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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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7.76%에서 최소 16.11%로 총 83.87%를 차지하 다. 정신  건강 변수의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토하기 해 사용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s)도 각각 .946과 .832로 

높아 측정도구의 신뢰도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삶의 질 척도 구성 한 건강 척도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 는데 고유치 값이 

1.0이 넘는 요인이 1개로 추출되었고, 각 요인에서 모두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1

개 요인의 설명력은 62.25%로 나타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한 .898로 높았다.

<표 2> 정신  건강  삶의 질 구성 내용,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정신  건강 내용 요인1 (부정) 요인 2 ( 정) 삶의 질 요인 1

식욕이 없음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듬

외로움

마음이 슬픔

나를 싫어함

일에 한 두려움

불만 없이 생활

비교  잘 지냄

.857

.913

.874

.878

.908

.935

.877

.508

.519

-.127

-.185

-.241

-.166

-.200

.164

-.159

.782

.781

건강만족

가족수입 만족

주거환경 만족

가족 계 만족

사회  친분 만족

여가생활 만족

.709

.828

.809

.792

.789

.802

고유치(Eigenvalues) 6.10 1.45 3.74

설명력(%) 67.76 16.11 62.25

신뢰도() .946 .832 .898

3. 가족해체 련 문헌검토

1) 가족해체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족구조에서 유배주자 가구와 배우자 사별

에 의한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배우자와의 이혼에 의한 혹은 미혼상태에 의한 가구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유배우자 가구 비율은 2005년 70.6%에서 2010년 68.8%로 감소할 

것이며, 2050년 63.5%까지 어들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배우자 사별에 의한 가구 

한 2005년 11.4%에서 2010년 10.6%로 감소하며, 다시 2050년 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반면에 배우자와의 이혼에 의한 가구 비 은 2005년 5.6%에서 2010년 

7.4%로 증가하며, 2050년 10.4%까지 증가하며, 그리고 미혼가구 비율도 2005년 1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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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50년 1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가구에서 보다 극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미혼가구와 이혼 

가구의 비 이 크게 증가한 반면 유배우자  배우자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감소가 상된다. 즉 배우자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5년 14.2%에서 2050년 

23.2%로 9.0%p가 증가하며, 같은 기간에 미혼에 의한 가구주 한 22.9%에서 26.9%로 

4.0%p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배우자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 비율은 2005년 44.3%에서 

2050년 33.5%로 어 10.8%p가 감소하며, 유배우자 여성가구는 같은 기간에 18.5%에서 

16.4%로 2.1%p가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다른 한편, 남성가구주의 경우도 여성가구주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지만, 변화는 크

지 않았다. 즉 미혼 남성가주는 2005년 9.6%에서 2050년 13.1%로 4.5%p가 증가할 정

이며, 이혼에 의한 남성가구 한 같은 기간에 3.2%에서 6.4%로 3.2%가 증가할 정이

다. 반면에 유배유자 남성의 경우 2005년 85.0%에서 2050년 78.2%로 6.8%p가 감소할 

정이며, 사별에 의한 남성가구주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2.2%를 유지할 것으로 상되

고 있다.

  이처럼 여성가구주의 증가 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 기’ 상황이 부분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를 들면, 여성가구주 비율의 경우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로 10년 동안 1.0%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0년 18.5%까지 증가하여 1990-2000

년 사이에 3.2%p가 증가하 다. 이처럼 1990년  여성가구주가 증가한 것은 1997년 발

생한 ‘IMF 외환 기’에 따른 남성의 실직과 가족경제의 어려움으로 가족해체가 확산되었

기 때문이다(정기선 외, 2000; 김승권 외, 2001). 그리고 최근 여성가구주의 증가를 주도

하는 것은 이혼  미혼에 의한 것이다. 특히 미혼 가구의 증가는 가족가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은 세 는 과거 세 와 달리 가족형성에 자신의 인생

을 속시키기보다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 가족형성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

다(공선 ․박재규․윤연정, 2006). 즉 오늘날 결혼의 필연성에 한 태도가 크게 감소하

고,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지 가 개선되면서 미혼세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가족이나 자녀에 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시하는 개인주의  가치 이 

증가하면서 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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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별 가구주 

(단  : 천 가구, %)

2005 2007 2010 2020 2030 2005 2007 2010 2020 2030 

합

계

계 15 971 16 417 17 152 19 012 19 871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1 995 2 123 2 258 2 861 3 263 12.5 12.9 13.2 15.1 16.4 

유배우 11 268 11 414 11 799 12 493 12 615 70.6 69.5 68.8 65.7 63.5 

사  별 1 817 1 818 1 822 1 849 1 927 11.4 11.1 10.6 9.7 9.7 

이  혼  890 1 062 1 273 1 808 2 066 5.6 6.5 7.4 9.5 10.4 

남

자

계 12 504 12 795 13 344 14 614 15 125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1 201 1 273 1 356 1 719 1 988 9.6 10.0 10.2 11.8 13.1 

유배우 10 625 10 751 11 105 11 736 11 834 85.0 84.0 83.2 80.3 78.2 

사  별  280  281  284  304  338 2.2 2.2 2.1 2.1 2.2 

이  혼  397  490  598  857  965 3.2 3.8 4.5 5.9 6.4 

여

자

계 3 467 3 622 3 809 4 397 4 746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794  850  902 1 143 1 275 22.9 23.5 23.7 26.0 26.9 

유배우  643  662  694  758  780 18.5 18.3 18.2 17.2 16.4 

사  별 1 537 1 537 1 537 1 545 1 589 44.3 42.4 40.4 35.1 33.5 

이  혼  493  573  675  951 1 102 14.2 15.8 17.7 21.6 23.2 

자료 : 통계청(2008).

2)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생활변화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경제   정

신 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지만 지 까지 배우자 상실에 따

른 가족해체 연구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집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경우 남성 배우

자를 상실함으로써 실질  소득감소와 경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

우자를 상실한 여성의 경우 실제로 소득감소를 비롯하여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소득변화에 한 와이츠만

(Weitzman, 1977)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을 겪은 여성의 생활수 은 30% 정도 감소하

다고 한다(김혜 ․변화순․윤흥식, 2008 재인용). 그리고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이혼 

 13%에서 이혼 후 32%로 19%p가 증가하여 배우자 상실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빈곤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윤흥식, 2003).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 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

는 인 자원에서 매우 열악한 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  노동시장에서 경제활

동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  노인부양 등 가족 내 돌 노동을 담

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제약 받아 경제  종속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상 으로 교육수 이 낮고, 경제 으로 어렵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만성 인 재정 자를 비롯하여 긴장과 고통, 우울 등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 이 높고, 안정된 직업이 있고 소

득이 높은 경우 이혼을 잘 극복할 수 있다(Kessler & Essex, 1982; Booth & A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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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신  연구에서 인용). 가족해체를 경험한 국내 여성가구주 연구에서도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자 업이나 임시일용직보다 정규직에 종사

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윤성호, 2008).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 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험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석재은, 2003), 그 이유는 여성가구주 내부의 소득격차가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 여성가구주의 내부가 동질 이지 않고 다양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 을 반 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제한 으로 시도되

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가 되는 다양한 경로, 배우자와의 사별, 별거, 이혼 등에 의해 가

구주가 된 여성 집단 내의 차이에 을 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김혜 ․변화순․

윤흥식, 2008; 문 숙․김득성, 2000; 박재규, 2008; 윤흥식, 2004). 이혼 여성가구주 252

명을 상으로 빈곤결정요인은 분석한 김혜  외(2008) 연구에 의하면, 여성가구주의 교

육수 , 미성년아동 수, 취업여부, 이 소득 등이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미성년 아동이 많을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여성가구주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고,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가 그 지 않은 여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

이 낮았다. 이상과 같이 배우자 상실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경제  빈곤에 처할 가

능성이 높고, 일상생활 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해체는 한 정신  건강을 비롯하여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있다. 먼  정신  

건강과 련된 연구는 긴장과 고통, 그리고 우울 등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

히 이혼에 의한 우울 련 연구에 의하면, 양자간의 계가 일 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에서 보다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

면 이혼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재정상 혹은 자녀양육의 여러 만성  긴장요인에 노출되

기 때문이다(Thoist, 1987; Turner & Avison, 1989; Smock, 1994; 문 숙․김득성, 

2000). 특히 경제생활에서 종속  지 에 있는 여성은 이혼시 재정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  편견 때문에 여성은 상 으로 더욱 불리한 치에 놓이게 된다( 신 , 2007).

  배우자 이혼  사별에 의한 부정  효과를 사회  지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은 여성

이 남성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즉 여성은 이혼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그들로

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크게 안을 받는 반면, 남성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존하여 도움

을 청하기보다 스스로 직 으로 문제에 처하는 경향이 있어 이혼이나 사별시 사회

 지지를 이용하여 부정  향을 극복하는 경향이 낮다. 한 남성은 사회  계망은 

넓을지라도 주  사람과 친 하고 긴 한 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사회  지

지가 부정  향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신 , 2007).

  그리고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이후 일상생활 응에 해당되는 삶의 질, 혹은 생활만

족도 연구에서도 성차는 매우 차별 이다. 즉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등은 남성보다 여

성의 생활만족도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만성 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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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겪으며, 여성의 정체감이 가정 내에 한정된 상황에서 사회  응은 더 어려움을 

겪으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한다(옥선화․성미애, 2004). 

  다른 한편, 이혼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연구도 발견되고 있다. 즉 남

성은 결혼에서 얻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후 생활만족도가 

낮고, 특히 건강의 측면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White, 1992; 옥선화․성미애 

연구에서 재인용).

4. 자료분석 결과

1) 분석 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  향이 있는지 분석하기 해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응답자 282명과 가족해체를 경험하지 않

은 일반 응답자 150명 등 총 432명에 한 자료를 분석하 는데, 이들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은 <표 3>과 같다.

  체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59.5%로 남성의 40.5%에 비해 19.0%p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료구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배우자의 사

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상 으로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교육수 에 의하면, 응답자의 교육수 은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63.8%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고등

학교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24.1%, 학교 이상의 학력이 7.7%, 문 학 학력을 갖

고 있는 사람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답자의 교육수 이 낮은 것은 배우자 

사별의 경우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들의 교육수 이 상 으로 높지 않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에 의하면, 평균 61.9세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연령분

포에서 70  이상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60 가 22.0%, 50  

15.7%, 40  14.6%, 그리고 30  이하가 9.0%로 가장 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의하면, 역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1.9%, 그리고 군지역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각각 22.9%와 3.2%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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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비고

성별

남성 175 40.5

-여성 257 59.5

합계 432 100.0

교육수

졸 이하 273 63.8

-

고졸  퇴 103 24.1

문 졸  퇴 19 4.4

학교 퇴  이상 33 7.7

합계 428 100.0

연령

30  이하 39 9.0

평균 = 61.9세

40 63 14.6

50 72 16.7

60 95 22.0

70  이상 163 37.7

합계 432 100.0

거주지역

역시 지역 181 41.9

-

시 지역 138 31.9

군 지역 99 22.9

도농복합지역 14 3.2

합계 432 100.0

  다음으로 응답자의 경제  특성은 <표 4>와 같다. 먼  응답자의 주거형태에 의하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49.1%로 약 반을 차지하 다. 반면 나머지 응답

자 1/2 에는 보증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이 19.4%, 세 거주자가 14.6%, 기타 거주형

태가 13.0%, 그리고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3.9% 등을 차지하 다.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  소득수 에 의하면, 상 으로 열악하 다. 즉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가 47.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여성의 경우 상 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특히 고령인구가 표본에 다

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 업이나 일용직, 그리고 상용직 근무자가 비슷

하게 15~19% 사이에 분포하 고, 나머지 3.0%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은 177만원으로 나타나 상 으로 낮았다. 특히 월평균가

처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2%를 차지하 고, 15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57.9%까지 확 되어 경제 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도 19.2%를 차지하 고, 나머지 약 20% 정도는 

150~299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끝으로 응답자의 빈곤상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 응답자 에 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 24.5%를 차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최 생계비보다 높았지만 

언제든지 빈곤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도 25.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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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경제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비고

주거형태

자가 212 49.1

-

세 63 14.6

보증부월세 84 19.4

사 세월세 17 3.9

기타 56 13.0

합계 432 100.0

경제활동

상용직 62 14.4

-

임시일용자활 68 15.7

자 업무 가족 82 19.0

실업자 13 3.0

비경제활동인구 207 47.9

합  계 432 100.0

소득

50만원 미만 69 16.0

평균 = 177만원

50~99만원 109 25.2

100~149만원 72 16.7

150~199만원 47 10.9

200~299만원 52 12.0

300만원 이상 83 19.2

합 계 432 100.0

빈곤율

최 생계비 이하 106 24.5

-

최 생계비 150% 이하 110 25.5

최 생계비 250% 이하 104 24.1

최 생계비 250% 이상 112 25.9

합 계 432 100.0

2) 응답자의 인구학   경제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

  본 연구의 분석 상은 2006~2008년 사이에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에 의해 가

족해체를 경험한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이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학   경제  

특성에 따라 혼인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먼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

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를 비교하면, 남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

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배우자와 사별한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유배우자 

집단의 경우 남성이 44.6%로 여성의 28.0%에 비해 26.6%p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 

2년 사이에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 여성이 51.8%로 남성의 22.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

다. 그밖에 배우자를 상실한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

타났다. 이상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²=36.33, 



- 157 -

p<.001).

  다음으로 응답자의 교육수 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χ²=89.28, p<.001). 유배우 집단의 경우 학교 퇴 는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78.8%로 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 24.2%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경우 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53.8%로 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 3.0%에 비해 50.8%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상태에 있는 몇 가지 특징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혼을 경험한 사람 에는 상 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이 상 으로 많았고,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 에는 문 학 학력을 갖고 있는 가람이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도 매우 차별 이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χ²=102.21, p<.001). 유배우자의 경우 30  이하  40  연령층에서 비교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는 40~50 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경우는 60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거주지역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χ²=10.13, p>.05) 

<표 5>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

변수 범주

혼인상태

검증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합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4.6 22.9 17.7 14.9 175 100.0
χ²=36.33

p<.001
여성 28.0 51.8 11.7 8.6 257 100.0

합계 34.7 40.0 14.1 11.1 432 100.0

교육수

졸 이하 24.2 53.8 10.3 11.7 273 100.0

χ²=89.28

p<.001

고졸  퇴 46.6 17.5 27.2 8.7 103 100.0

문 졸  퇴 52.6 21.1 10.5 15.8 19 100.0

학교 퇴  이상 78.8 3.0 9.1 9.1 33 100.0

합계 35.0 39.7 14.3 11.0 428 100.0

연령

30  이하 74.4 5.1 17.9 2.6 39 100.0

χ²=102.21

p<.001

40 49.2 9.5 23.8 17.5 63 100.0

50 36.1 26.4 20.8 16.7 72 100.0

60 29.5 46.3 13.7 10.5 95 100.0

70  이상 22.1 62.6 6.7 8.6 163 100.0

합계 34.7 40.0 14.1 11.1 432 100.0

거주지역

역시 지역 32.6 38.7 15.5 13.3 181 100.0

χ²=10.13,

p>.05

시 지역 36.2 37.0 16.7 10.0 138 100.0

군 지역 36.4 48.5 8.1 7.1 99 100.0

도농복합지역 35.7 28.6 14.3 21.4 14 100.0

합계 34.7 40.0 14.1 11.1 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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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응답자의 경제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를 분석한 <표 6>에 의하면, 

응답자의 주거형태, 경제활동, 가족소득, 그리고 빈곤상태에 따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먼  응답자의 주거형태에 따른 혼인상태 분석에 의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유배우자  배우자와 사별한 응답자의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특징 인 것은 배우자

와 사별한 응답자의 경우 무상주택과 같은 기타 상태에 있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배우자와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 에는 보증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 세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상 으로 높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 경제활동형태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배우자와 동

거하고 있는 사람들 에는 상용직  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 으로 높게 나타

난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와 이혼하 거나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에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거나 혹은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득수 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

²=79.66, p<.001). 즉 유배우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 특히 300만원 이상이 

사람이 과반수로 다수를 차지하 다. 한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 에도 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상 으로 많았지만 50만원 미만으로 낮은 사람도 상 으로 많았다. 반면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경우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과반수로 나타났고, 배우자

와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상 으로 소득이 낮았다.

  응답자의 빈곤율 한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χ²=36.88, 

p<.001). 배우자와 사별하 거나 혹은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

났다.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경우 최 생계비 이하 상태의 비율이 62.3%로 다수를 차

지하 다. 한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에도 최 생계비 이하 상태에 있는 

사람이 19.8%로 최 생계비 150% 이상인 사람들 10% 수 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

났다. 반면에 유배우자의 경우 최 생계비 150% 이상인 사람이 40% 수 으로 최 생계

비 이하에 있는 사람 17.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한 사

람의 경우는 비교  골고루 분포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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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응답자의 경제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 

변수 범주

혼인상태

검증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합계

빈도 비율

주거형태

자가 39.6 44.3 9.0 7.1 212 100.0

χ²=65.18

p<.001

세 44.4 39.7 11.1 4.8 63 100.0

보증부월세 32.1 26.2 28.6 13.1 84 100.0

사 세월세 11.8 23.5 17.6 47.1 17 100.0

기타 16.1 50.0 14.3 19.6 56 100.0

합계 34.7 40.0 14.1 11.1 432 100.0

경제활동

상용직 67.7 9.7 16.1 6.5 62 100.0

χ²=79.80

p<.001

임시일용자활 29.4 26.5 22.1 22.1 68 100.0

자 업무 가족 46.3 34.1 11.0 8.5 82 100.0

실업자 38.5 30.8 15.4 15.4 13 100.0

비경제활동인구 21.7 56.5 12.1 9.7 207 100.0

합  계 34.7 40.0 14.1 11.1 432 100.0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5.8 62.3 17.4 14.5 69 100.0

χ²=79.66

p<.001

50~99만원 24.8 53.2 10.1 11.9 109 100.0

100~149만원 31.9 44.4 12.5 11.1 72 100.0

150~199만원 36.2 31.9 17.0 14.9 47 100.0

200~299만원 55.8 15.4 21.2 7.7 52 100.0

300만원 이상 60.2 20.5 12.0 7.2 83 100.0

합 계 34.7 40.0 14.1 11.1 432 100.0

빈곤율

최 생계비 이하 17.0 50.9 12.3 19.8 106 100.0

χ²=36.88

p<.001

최 생계비 150% 이하 34.5 46.4 13.6 5.5 110 100.0

최 생계비 250% 이하 38.5 35.6 14.4 11.5 104 100.0

최 생계비 250% 이상 48.2 27.7 16.1 8.0 112 100.0

합 계 34.7 40.0 14.1 11.1 432 100.0

  이상의 분석결과 에서 본 연구는 교육수 , 경제활동, 빈곤율 등에 따라 남녀의 혼

인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분석하 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  교육수 에 따른 성별 혼인상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²=116.2, p<.001).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이든 여성이든 교육수 이 다른 집단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사람  여성은 특히 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

람이 상 으로 많았다. 한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

이 많았고, 별거상태에 있는 남성의 경우는 문 학을 졸업한 사람이 상 으로 많았

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고(χ²=120.2, 

p<.001).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은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여성은 자 업이

나 무 가족종사자가 상 으로 많았다.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 인 남성은 실직자

가 많은 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자 업이나 무 가족종사자, 그리고 임시 일

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 으로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빈곤상태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를 살펴보면, 유배우자 남녀 모두 최 생계비 

이하로 어려운 경우는 10% 이하로 낮은 반면 최 생계비 150% 이상인 사람이 40%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경우 최 생계비 이하  혹은 최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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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하인 사람이 40.6%와 33.6%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별거 인 남녀 모두는 

최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상 으로 많았다.

  이상과 같이 응답자의 교육수 , 경제활동, 그리고 빈곤율 상태에 따라 혼인상태 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배우자 남성의 경우 상 으로 교육수 이 높고, 상용직

에 종사하며, 최 생계비 이상의 소득 수 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 으로 많았다. 유

배우자 여성의 경우 남성과 같이 교육수 이 높고, 최 생계비 이상 소득을 갖고 있지만 

경제활동에 있어 자 업이나 무 가족종사자가 상 으로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

면에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수 이 매우 낮고, 비경제활동 혹은 자

업  무 가족종사자가 많은 반면 남성은 실직자가 상 으로 많았다. 배우자와 이별

한 남성의 경우 고졸 수 에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최 생계비 이하 혹은 

최 생계비 250% 이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학교 이하의 교육수 에 자 업이

나 혹은 무 가족종사자가 많고, 최 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이 많았다.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는 남성은 문 학 졸업자가 많은 반면 여성은 졸 이하 혹은 학교 이상

이 상 으로 많고, 남녀 모두 최 생계비 이하에 속한 경우가 상 으로 많았다.

<표 7> 응답자의 성별 개인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

변수 범주

성별혼인상태

남성 여성

검증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빈도 비율

교육

수

졸 이하 11.0 11.0 2.6 5.9 13.2 42.9 7.7 5.9 273 100.0

χ²=116.2,

p<.001

고졸 28.2 6.8 19.4 5.8 18.4 10.7 7.8 2.9 103 100.0

문 졸 26.3 10.5 5.3 15.8 26.3 10.5 5.3 - 19 100.0

학교 이상 42.4 3.0 9.1 3.0 36.4 - - 6.1 33 100.0

합계 18.2 9.3 7.2 6.1 16.8 30.4 7.0 4.9 428 10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51.6 8.1 9.7 1.6 16.1 1.6 6.5 4.8 62 100.0

χ²=120.2,

p<.001

임시일용자활 13.2 8.8 13.2 11.8 16.2 17.6 8.8 10.3 68 100.0

자 업무 가족 23.2 6.1 7.3 4.9 23.2 28.0 3.7 3.7 82 100.0

실업자 30.8 15.4 7.7 15.4 7.7 15.4 7.7 - 13 100.0

비경제 6.8 10.6 4.3 5.3 15.0 45.9 7.7 4.3 207 100.0

합계 18.1 9.3 7.2 6.0 16.7 30.8 6.9 5.1 432 100.0

빈곤율

최 생계비 
이하

7.5 10.4 8.5 9.4 9.4 40.6 3.8 10.4 106 100.0

χ²=45.9,

p<.001

최 생계비 
150% 이하

19.1 12.7 3.6 2.7 15.5 33.6 10.0 2.7 110 100.0

최 생계비 
150% 이상

20.2 6.7 7.7 5.8 18.3 28.8 6.7 5.8 104 100.0

최 생계비 
250% 이상

25.0 7.1 8.9 6.3 23.2 20.5 7.1 1.8 112 100.0

합계 18.1 9.3 7.2 6.0 16.7 30.8 6.9 5.1 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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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차이

  분석 상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에 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8>

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상

태별 건강과 삶의 질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 사이에 육체  건강이나 심리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은 매우 차별

이라는 이다. 두 번째 특징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남녀 모두가 배우자를 상실한 남녀 

모두에 비해 육체  건강  정신  건강에서 우수하며, 삶의 질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건강과 삶의 질 차이가 혼인상태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육체  건강상태의 경우, 유배우자 남성과 여성이 가장 건강하게 나

타났고, 배우자를 상실한 사람 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 거나 이혼한 여성의 건강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  만족과 련하여 유배우자 남녀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혼 혹은 

별거 인 남성과 사별한 여성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  불만족과 

련하여 유배우자 남녀가 가장 낮아 안정 이었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과 여성 모두

가 가장 불만족 수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과 련해서 유배우자가 가장 만족스럽게 나타났지만, 체 으로 여성

이 남성보다 만족스럽게 나타났고,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혹은 별거 인 남성의 삶

의 질 수 이 상 으로 가장 열악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육체 ․정신  건

강상태  삶의 질 수 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 사이에는 

부분 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체  건강의 경우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남성

보다 체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  만족의 경우에는 이혼 혹은 별거 인 

남성과 사별 여성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정신 인 불만족의 경우에는 이혼을 

겪은 남녀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 수 의 경우 이혼하 거나 혹은 

별거 인 남성이 상 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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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응답자의 혼인상태별 건강과 삶의 질 차이에 한 변량분석

변수 범주 빈도 평균 검증결과 자유도

육체  건강

남성

유배우자 78 3.69

F=13.08,

p<.001
df=7, 427

사별 40 3.00

이혼 31 3.42

별거 26 3.23

여성

유배우자 72 3.34

사별 133 2.47

이혼 30 2.77

별거 22 2.91

합    계 432 3.04

정신  건강

(만족)

남성

유배우자 78 3.65

F=2.65,

p<.01
df=7, 419

사별 40 3.23

이혼 31 3.00

별거 26 3.13

여성

유배우자 72 3.53

사별 130 3.05

이혼 29 3.22

별거 21 3.38

합     계 427 3.29

정신  건강

(불만족)

남성

유배우자 78 1.65

F=6.74,

p<.001
df=7, 418

사별 40 2.15

이혼 31 2.62

별거 2 2.22

여성

유배우자 71 1.76

사별 129 2.25

이혼 30 2.47

별거 21 2.27

합     계 426 2.09

삶의 질

남성

유배우자 78 3.17

F=2.77,

p<.01
df=7, 420

사별 40 2.82

이혼 31 2.60

별거 26 2.56

여성

유배우자 72 3.01

사별 130 2.73

이혼 30 2.72

별거 21 2.84

합    계 428 2.85

4) 건강과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

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주요 변수의 상 계를 검토하 고, 그 결과 <표9>와 같이 주

요 변수의 상 계는 높게 나타났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상 계에 의하면, 응답자의 육체  건강상태는 정신  건강상태를 비롯

하여 삶의 질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의 빈곤상태 등과 정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정신  불만족과는 부 (-) 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신  건강상태 한 정

신  불만족 상태와 부  계에 있을 뿐 삶의 질이나 가구원 수  빈곤상태 등과 부

 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의 경우도 가구원 수와 빈곤상태와 정  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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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정신  불만족 상태는 가구원 수와 빈곤상태 사이에 부  계이며, 이들 

계 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 가구원 수는 빈곤상태와 정  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삶의 질은 육체  건강이 좋을수록, 정신  만족상태가 높을

수록,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최 생계비 이상의 상태에 있을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만족 한 육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최 생

계비 이상의 상태에 있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육체  건강은 가족원 수가 많고, 

최 생계비 이상의 상태에 있을 경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  불만족은 

육체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원 수가 고,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높았다. 한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표 9> 주요 변수의 상 계

정신  만족 정신  불만족 삶의 질 가구원 수 빈곤율

육체  건강 .142** -.201*** .352*** .301*** .305***

정신  만족 -.199*** .150** .138** .165***

정신  불만족 .036 -.140** -.165***

삶의 질 .158*** .335***

가구원 수 .249***
 

** p<.01, *** p<.001

  이상에서 검토한 가족해체 경험자의 육체  건강, 정신  만족  불만족, 삶의 질 내

용 에서 본 연구는 육체  건강과 정신  불만족, 그리고 삶의 질 내용을 심으로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10>와 <표 11> 참조).

  먼  육체  건강에 한 회귀분석 모델 1에 의하면, 육체  건강에 한 응답자의 인

구사회학  변수의 설명력은 약 34%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을 비롯해 교육수 , 주거형

태, 경제활동, 빈곤율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과 련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육체

 건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β=-.204, p<.001),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β

=-.170, p<.05). 즉 교육수 이 낮을수록 육체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의 경우에도 자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비해 세를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육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특히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β=-.094, p<.05). 경제활동에 따라 육체  건강 한 차이를 

보이는데,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258, p<.001; β=-.083, p<.06). 그밖에 경제 으로 빈곤하지 않

을수록 육체  건강 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β=.13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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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모델1에 혼인상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2에 의하면 설명력은 37%로 

모델1에 비해 3%p가 증가하 고, 연령 변수를 비롯하여 주택형태, 빈곤율, 혼인상태 등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1의 결과와 비교할 때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모델1의 경우 

교육수 이 유의미하 지만 모델2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경제활동 변수도 그 향력

이 크게 어들었다. 반면 새롭게 투입한 혼인상태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열악하 다. 즉 유배우자 남성에 비해 배우자를 상실한 

남성과 유배우자 여성  배우자 상실 여성 모두가 육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의 경우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사별

하 거나(β=-.258, p<.001) 혹은 이혼 여성의 경우 (β=-.135, p<.01) 육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배우자와 사별하 거나 혹은 이혼한 여성의 육체  건강이 상 으로 

좋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 가족해체는 건강과 한 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향력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  수 을 의미하는 빈곤상태와 비

경제활동 참여,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육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정신  불만족에 한 회귀분석 모델1에 의하면, 설명력은 약 

10%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와 경제활동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가주택에 살

고 있는 사람에 비해 월세(사 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신  불만족 수 이 높았고(β

=.101, p<.05),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거나(β=.157, p<.01)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이(β=.215, p<.01) 상 으로 정신  불만족 수 이 

높았다.

  모델1에 혼인상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2에 의하면, 설명력이 약 17%로 7%p

가 증가하 으며, 경제활동과 혼인상태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상용직 종사자

에 비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의 정신  불만족 상태가 유의미하게 높았고(β

=.186, p<.05),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 남성에 비해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  여성의 

정신  불만족이 상 으로 높고, 유의미하 다(각각 β=.261, p<.001; β=.144 p<.01). 배

우자를 상실한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  불만족이 높은 편인데, 특히 배

우자와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경우 상 으로 높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모델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주거형태를 비롯한 연령, 교육수 , 빈곤율 등 다른 변수의 

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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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육체  건강과 정신  불만족에 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육체  건강 정신  불만족

모델1

B        β

모델2

B          β

모델1

B         β

모델2

B           β

상 수 4.431*** 4.596*** 2.046*** 1.649***

연령  -.015    -.204***  -.016    -.211***    -.002   -.028   .001      .008

교육수 ( 졸이상)

졸이하

고졸

문 졸  

 

 -.386   -.170* 

 -.109   -.042

  .281     .053

 -.248   -.109

 -.071   -.027

  .293     .055

  

   .017    .008

 -.209   -.085

 -.365   -.072

 

  -.045    -.020

  -.388    -.158

  -.339    -.066

거주지역( 역시)

시지역

군지역

도농복합지역

 -.038   -.016

 -.200   -.077

 -.117    -.019 

 

 -.049    -.021

 -.182    -.070

 -.173    -.028

   

.029      .013

-.035    -.014

.271      .046

.030     .013

.022     .009

.278     .047

주택유형(자가)

세

월세(보증 )

월세(사 세)

기타

 

 -.105     .142

 -.260   -.094*

 -.262   -.047

 -.192   -.059

 -.085    -.028

 -.268    -.097*

 -.310    -.055

 -.164    -.050

.114      .038

.181      .068

.542      .101*

-.033   -.011

.144      .048

.055      .021

.362      .067

-.143    -.046

경제활동(상시직)

일용임시직

자 무 가족

실업자

비경제활동

 -.065   -.022

 -.154   -.055

 -.534    .083+

 -.566   -.258***

   .058     .019

  -.070   -.025

  -.471   -.074

  -.362   -.165*

.451     .157**

.256     .095

.205     .033

.455     .215**

.330     .115

.205     .076

.156     .025

.392     .186*

가구원 수   .042    .052+   -.018    .023 -.036   -.047 .028     .036

빈곤율   .096    .132***    .108    .148** -.041   -.058 -.048   -.067

혼인상태(남유배우자)

남성 사별

남성 이혼

남성 별거

여성 유배우자

여성 사별

여성 이혼

여성 별거

  -.180   -.048

  -.225   -.053

  -.142   -.031

  -.256   -.087

  -.612   -.258***

  -.582   -.135**

  -.405   -.081

.265     .073

1.075    .261***

.335     .076

-.123  -.044

.213     .093

.593     .144**

.336     .071

육체  건강   -.077   -.079

F 12.23*** 10.00*** 2.481*** 3.186***

R
2

.336 .371 .099 .166

  + p<.06, * p<.05, ** p<.01, *** p<.001

  그리고 본 연구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 고, 회귀분석 결

과는 <표 11>과 같다.

  먼  모델1에 의하면, 체 설명력은 약 23%로 나타났고, 교육수 을 비롯하여 경제활

동  빈곤율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문  이하 모두 삶의 질 수 이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졸 

이하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졸 응답자에 

비해 삶의 질 수 이 낮았다(β=-.399 p<.001). 그리고 상용직 종사자에 실직자  비경

제활동인구의 경우 삶의 질 수 이 낮았지만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임시  

일용직이나 자 업  무 가족종사자의 경우 상 으로 삶의 질 수 이 높았지만 자

업  무 가족종사자의 경우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 최 생계비 이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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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삶의 질 수 이 높게 나타났다(β=.196 p<.001).

  다음으로 모델1에 육체  건강을 비롯하여 정신  만족  정신  불만족 변수 등을 

투입한 모델2에 의하면 설명력은 27.9%로 모델1보다 4.9%p가 증가하 고, 교육수 을 

비롯하여 경제활동, 빈곤율, 그리고 육체  건강과 정신  불만족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즉 교육수 이나 경제활동, 빈곤율 등은 모델1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추가

로 투입한 육체  건강과 정신  불만족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육체 으로 건

강할수록 그리고 정신  불만족 수 이 낮을수록 삶의 질 수 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모델2에 혼인상태 변수를 투입한 모델3에 의하면, 체 설명력은 29.3%로 모델

2에 비해 1.4%p 증가하는데 그쳤고,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변수 한 모델2

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혼인상태가 직 으로 삶의 질에 향을 미치지 않

은 반면 육체  건강이나 정신  불만족 등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상태를 통제하고 삶의 질 변수와 육체  건강과 정

신  불만족 상태의 계를 살펴보면, 정신  불만족 수 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β=-.173, p<.001), 육체  건강이 좋을수록 삶의 질 수 은 높게 나타났다(β

=.34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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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삶의 질에 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델1

B        β

모델2

B          β

모델3

B         β

상 수 3.289*** 2.107*** 2.230***

연 령   .001     .015   .004    .073    .004      .069

교육수 ( 졸이상)

졸이하

고졸

문 졸  

 

    -.386    -.170* 

    -.109    -.042

     .281      .053

    -.248    -.109

    -.071    -.027

      .293     .055

-.644    -.350

-.105    -.051

-.215    -.050

거주지역( 역시)

시지역

군지역

도농복합지역

.100      .052

.061      .028

-.106   -.021

.100      .052

.096      .045

-.129   -.026

.062     .032

.091     .043

-.150   -.030

주택유형(자가)

세

월세(보증 )

월세(사 세)

기타

-.101    -.040

-.150    -.066

-.160    -.035

-.038    -.052

-.100    -.040

-.141    -.063

-.202   -.044

-.102   -.039

-.096   -.038

-.142   -.063

-.217   -.048

-.064   -.024

경제활동(상시직)

일용임시직

자 무 가족

실업자

비경제활동

.006     .003

.396     .130

-.083   -.016

-.103   -.057

-.054    -.022

 .277      .122

-.036    -.007

-.092    -.052

-.038    -.016

  .268     .119

-.010    -.002

-.053    -.030

가구원 수 -.018   -.028 -.020    -.030 -.032    -.050

빈곤율 .118      .196  .111      .185 .110      .183

육체  건강  .164     .201*** .145     .179***

정신  불만족  .151     .178*** .171     .203***

혼인상태(남유배우자)

남성 사별

남성 이혼

남성 별거

여성 유배우자

여성 사별

여성 이혼

여성 별거

-.124     -.041

-.070     -.020

-.051     -.014

-.014     -.006

-.192     -.099

-.258     -.073

-.230     -.056

F 7.08*** 8.03*** 6.07***

R
2

.228 .285 .293

  + p<.06, * p<.05, ** p<.01, *** p<.001

5. 연구결과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는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차별 인 효과

가 있음을 발견하 고, 이러한 결과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토 로 가족해

체를 경험한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 수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

다.

  첫째, 응답자의 혼인상태별 빈곤 실태 분석에 의하면, 유배우자 남성과 여성의 경우 

상 으로 최 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 은 반면, 배우자와 사별하 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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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상 으로 최 생계비 이하의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사

람이 많았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최 생계비 이하 비율이 높은 것은 연령의 

효과가 부분 으로 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빈곤

이 높은 것은 기존 연구와 비슷하며(박재규, 2008), 이들 여성의 경우 빈곤의 사각지 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별거에 의한 여성의 경우 법 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으면서 미성년 아동을 양육하

는 경우 한시 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즉 배우자와 별

거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이를 입증할 경우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 등의 

지 에서 자녀 양육 련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 직업교육에 무료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배우자와 동거하는 사람에 비해 배우자를 상실한 사람의 육체   정신  건강

상태와 삶의 질 수 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가

구주에 한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옥선화․성미애, 2004; 문숙 ․김득성, 2007). 그러나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 사이에는 부분 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육체  건강의 경

우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

자의 사별을 경험한 남녀 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아 건강상태가 열악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인의 건강을 한 지역 노인복지 의 로그램 

도입과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 노인복지 의 경우 

여성 고령층 노인을 상으로 육체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별 로그램을 도입 

운 하며,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고령층 여성노인의 건강 개선을 한 특별 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지만 정신  만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인 남성과 사별 여성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고, 정신  불만족의 경우는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해체에 따른 정신  건강상태는 여성에 비해 오히려 남성의 

경우 더욱 열악하 다. 한 배우자와 이혼하 거나 혹은 별거 인 남성의 삶의 질 수

이 여성보다 열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  계망은 넓

을지라도 주  사람과의 친 하고 긴 한 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정신

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 , 2007).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부분 으로 배우

자와 이혼하거나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남성의 경우 가족해체 상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

하고 남아 있는 사례들만 분석한데 따른 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남성이 정신 으로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배우

자와의 이혼한 여성을 비롯하여 남성 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제도’를 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별거상태에 있는 남성에 한 상담 도입과 이혼 신청 에 있

는 남녀를 상으로 ‘이혼숙려기간’ 동안에 주기 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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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연령을 비롯하여 주택형태, 빈곤율, 혼인상태가 육체  건강에 유의미

한 향을 미쳤고, 특히 가족해체의 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남성에 비

해 배우자의 사별이나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육체  건강이 상 으로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검토한 교차분석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를 상실한 여성의 건강이 열악하고, 주택형태  빈곤에 의해서 유의미한 향을 받는다

는 사실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련하여 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배우자를 상실

한 여성의 경우 상 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세임  

 매입임  공 정책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 ’을 부여하는 이른바 성인지 정책 도입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신  불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롯

하여 혼인상태가 유일하 고, 특히 혼인상태의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유배우

자 남성에 비해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의 정신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한 앞에서 검토한 교차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직 종사자에 비해 비경

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정신  불만족 상태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사  돌 노동에 종사하다가 생계책임자인 배우자와 

결별함으로써 경제 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러한 결과가 정신  긴장이나 스트 스

로 발 하기 때문이다(문 숙․김득성, 2000).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에 

한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취업교육  지원 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한 이

혼 남성을 상으로 상담 강화 한 필요하다.

  끝으로 성별 혼인상태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육체  건강과 

정신  불만족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성별 혼인상태가 직  삶의 질

에 향을 미치기보다는 육체  건강과 정신  불만족 등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앞에서 검토한 육체   정신  건강을 한 정책이 바로 가족해체 가구

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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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각지  규모  특성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지혜(성균 학교)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 기를 겪으며 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해 다

양한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보장 상자  범 를 확 하여 왔다. 사

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측면에서의 요한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회보

험에서는 국민연 이 국민(1999년)으로 확 되었으며,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후 

1998년에는 1인 사업장까지 확 되었다. 공공부조의 측면에서는 1961년 도입된 이후 우

리나라의 소득층을 지원하는 표 인 지원제도인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국민기 생

활보장제도로 변경되면서, 생계 여의 보장 상자가 확 되고, 새로운 여들이 도입되

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노인복지에서는 경로연 제도가 본격 으로 도입되었으며, 

장애인의 가입범주가 확 되고, 유아를 한 각종 보육서비스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최

근 들어서는 근로자들을 한 근로장려세제(EITC), 노인들을 한 기 노령연   장

기요양보험제도, 소득층의 유아를 한 양육수당 등이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융

기와 2002～2003년 사이에 발생한 신용불량의 과도한 사태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한 

각종 신용회복 로그램들도 도입되는 등 2000년 이후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복지제도들

이 도입되었다.

  와 같은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측면에서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은 제도 인 측면에

서는 국민들의 부분과 소득이 낮은 소득층들을 모두 범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제도별로 제도 인 제약으로 인해 사회보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거나, 여수 이 낮아 실제 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

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표 으로 상자 측면에서 국민기 생활보장제

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 으로 인해 상자에서 사각지 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연 제도는 범 한 납부 외자  체납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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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자유직 직업 종사자 등이 제외되는 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측면에서는 건

강보험제도가 모든 국민들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수 은 의료비의 약 60%내외

를 보장하고 있어 보장성이 높지 않으며, 기 노령연 제도는 노인의 70%를 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는 높지 않아 용돈수 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다. 

  작년에 발생한 세계 인 융 기는 사회 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세자 업자, 융소외계층, 소득 장애인 등에게 큰 어려움을 미치고 있다. 기상황

하에서 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향을 미치는 부문으로는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구내 환자 혹은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은 가구내의 생계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그 향력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

하 듯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수 은 높지 않고, 의료 여의 상을 소하여 많은 

소득층  세자 업자 계층들이 의료보장의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  규모와 특성들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장의 사각지 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악하고 그 특성에 해 살펴 으로써 

지원방안들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부분이 개별제도 혹은 사회보험제

도를 심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석재은 2003; 김수 , 2005; 여유진, 2004; 강

성호 외, 2008). 반면에 구인회‧백학 (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 과 

건강보험와 공공부조제도를 함께 분석하기도 하 다. 

  사각지 에 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인회‧백학 의 연

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용 상이지만 사회보장 여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인구로 정

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가입범 를 기 으로 하여 사각지 를 논하고 있다1). 반면에 

석재은(2003)의 연구에서는 재 연 수 세 와 미래 연 수 세 로 구분하여 사각지

의 요인을 분석하 다. 재 사각지 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사각지 에 놓

여질 가능성이 높고, 미래 수 세  사각지 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

상태가 무직‧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업종이 단순노무직, 문기술‧교육직, 매서

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사각지 에 놓일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 구인회‧백학 (2008)의 연구에서는 사각지 의 범 를 세가지로 구분하여 용함. 첫째는 사회보장 로그램에 참여할 자격

(program eligibility)이 주어지지 않는 상( 를 들어, 고용보험의 자 자 계층), 둘째는 용 상은 되지만 용범 에는 포함

되지 않아 수 권을 얻지 못하는 계층(program coverage)(고용보험, 국민연  등의 여수 을 한 최소가입기간 미달자), 셋

째, 사회보장 로그램에서 해당 여의 수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제 여를 지 받지 못하는 상자(non-take-up)(최 생계비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 지만 여를 수 받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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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회‧손병돈(2005)의 경우에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 는 공  소득보장 여의 수

여부와 계없이 가구소득이 최 생계비의 150%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소득 노인

으로 정의하고 96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분석하 다. 즉, 제도의 미성숙과 소득활동, 사

이  소득 등이 가미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그  사각지  증가원인을 제도의 미성

숙한 상태에서 사 이 의 감소로 분석하여, 사각지 의 정의를 빈곤의 험에 노출된 

수 으로 해석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 되었음에도 사각지 가 확 된 것을 지 하

다.

  강성호 외(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 국민연 의 사각지 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국민연 제도의 사각지 를 논하고 있다. 연구자는 부분의 연구자(석재은, 2002; 안흥

순, 2006)들이 국민연 의 사각지 를 연 수 권을 획득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이 충분

하지 않은 경우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으로 국민연 의 사각지 와 노후소득보장 사각

지 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강

성호의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 는 공 소득보장의 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국민연 의 사각지 는 국민연 의 비 상자 수로 구분하여 실제 국민연  사각지  규

모를 추정하 다.

Ⅲ.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각지 의 범 는 소득보장을 기 으로 한 사각지 를 

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의 역 에서 국민들의 직 인 생계유지 

 기본생활보장과 련되어 있는 소득보장은 매우 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의료보

장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국민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분

석에서는 우선 제외하고자 한다. 기타 주거  고용보장은 연구의 범 를 벗어나 본 연

구의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각지  정의는 18세 이상의 성인들 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각지 의 정의를 가

입기 으로 살펴보고 있는 구인회‧백학 (2008)의 연구와 동일하게 삼고 있다. 패 의 

특성상 지난 3년간 지속 으로 사각지 에 놓인 사람을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장기

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의 심각성을 사 에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 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

어도 실제로 연 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각지 의 상자이며, 기타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사각지 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자가 가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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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역이라면 지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는 수 과 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

 소득이 낮지만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상자가 되지 못한 사람, 기타 정부의 각종 

소득지원정책을 받아본 이 없는 사람과 국민연  등 사회보험의 여을 받아본 이 

없는 사람을 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제도간에 복이 나타날 수 있어, 자료 분석시 

단계 으로 사각지 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먼  가입을 기 으로 국민연 , 

특수직역연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선정한 후, 수 을 기

으로 하여 사회보험의 여를 받고 있지 않거나 기 생활보장제도  정부이 의 혜택

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을 사각지 에 포함시켰다.

〔그림 1〕사회보장 사각지  분석단계

가입측면 여측면

사회보장 

사각지
=

체 

인구
-

국민연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자
-

사회보험 

여수혜자
-

기 보장 여수 자

정부소득지원 수 자(장

애수당, 한부모지원 등)1

주: 1) 정부소득지원 수 범 는 패 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경로연 , 모‧부자가정수당, 가정 탁 , 

유아보육료, 학비지원, 국가유공자 보조 , 농어업 정부보조 , 기타 보조 을 수 한 자를 의미함

  분석 상을 18세 이상으로 한 이유는 18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우선 으

로는 부모로 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하 다. 물론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학교를 다니거나 여러 사유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년

으로 구분되고 연 의 지 상이 될 수 있다는 에서 18세 이상을 기 으로 하고자 

한다2).

  재 국내에서 와 같은 사각지 의 정의하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복지패

이 유일하다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구체 으로 활용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복지패 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한국복지패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

원을 받아 조사되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차상  빈곤패 」,「자활패 」과 서울

의「인구복지패 」을 통합한 패 조사 자료이다. 동 패 조사의 경우 통계청 승인

(33109호) 조사로 국에 한 표성과 많은 표본(1차년도 7,072가구, 2차년도 6,511가

구, 3차년도 6,344가구)을 통해 조사 가구  개인에 한 일반사항, 소득  지출, 사회

보험, 근로, 주거  재산과 기타 욕구 상자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3). 따라서 복

지패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근로활동, 소득, 사회보험 가입  수혜, 정부공 이  

수혜에 해 분석이 가능함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  규모를 명확히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자 선정에 있어  하나의 한계는 입 한 군인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나, 패 자료를 통해서는 자원입 와 의무입 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자료에 포함된 군인의 상자가 많지 않다는 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 다.

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농어업인구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는 반면에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

어 국  표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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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체 분석

  지난 3년간(2005～2007년) 체 연령을 기 으로 한 사회보장 사각지 의 규모를 살펴

보면 규모가 크게 변하고 있지 않다는 을 들 수 있다. 2005년 39.9%, 2006년 40.7%, 

2007년 38.4%로 큰 변화가 없다는 을 볼 수 있다. 제도 으로는 가입측면에서 국민연

의 포  범 가 진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측면에서도 사회보험의 여수 자

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와 같은 은 국민연 제도가 진 으로 성숙되

어 감에 따라 가입과 여에서 그 효과를 일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년간 사회보장 사각지  규모(2005～2007년)

(단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 각년도

  본 연구의 구체  상이라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인구 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살펴본 것은 아래 그림이다. 앞의 체 연령을 상으

로 한 분석에 비해서는 사각지 의 규모가 다소 어들기는 하 지만 여 히 30% 의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는 을 볼 수 있다. 이를 인구 비로 환산하면 2007년기 으

로 1,163만명 수 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동 수치는 단년도만을 기 으로 한 것

으로 장기 인 추세를 고려하면 그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수치의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매년 천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리

고 있지 못하다는 에서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2008년과 같이 외부에서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

부충격에 쉽게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상자가 가구주일 경우에는 가구 체가 

심각한 소득상실의 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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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여를 지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 사회보험 여를 지 받는 사람들이 차 늘어

나고 있는 은 체 연령을 상으로 분석한 것과 비슷한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림 3〕18세 이상 연령의 사각지  규모(2005～2007년)

(단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 각년도

  앞의 분석에서 지 한 것과 같이 단년도의 사회보장 사각지  규모만을 가지고 그 규

모와 특성을 악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개인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즉 동태 인 측면을 무시한다는 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여기서는 자료분석이 가능

한 3년을 상으로 하여 사회보장 사각지 의 규모를 악하 다. 아래 표에서 “1”로 표

시된 부문은 당해 연도에 사회보장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을 “0”은 사회보장이 혜

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111”의 의미는 3년동안 사회보장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011”은 2005년에는 사각지 의 상이 아니었으나 200

6～2007년에는 사각지 에 놓여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 상은 개인  혹은 가구

내 사정으로 인해 사각지 로 떨어졌다는 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상이라 할 수 있

다. “110”은 2005～2006년에는 사각지 에 놓여져 있었으나, 2007년에는 사각지 에서 벗

어난 것으로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신규제도 도입, 제도 확 , 본인 의사 등)에 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 은 3년내내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비율이 23.72%로 2007년 기 으로 약 

895만명의 사람들이 지속 으로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심각성이다. 물론 이들 상

을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수치에 있어 국민들 4명  1명이 지속 으

로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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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년간 사회보장 사각지  변화(18세 이상)

(단 : %)

구분 비율 비고

111 23.72

 “1”: 사회보장 사각지

 “0”: 사회보장 사각지 아님

101 3.09

011 7.62

001 3.92

110 6.03

100 7.03

010 3.32

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 각년도

2. 사각지  유형별 특성

  가. 장기간 사회보장 사각지  상자

  여기서는 3년간 지속 으로 사각지 (“111”)에 놓여져 있는, 즉 장기간 사회보장 사각

지 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의 인구학 , 경제  측면에서 그 실태를 악해 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이들의 특성과 정부의 집 인 지원이 필요한 상이 어느 계층인지를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인구학 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이 높다는 이다. 여

성이 72.4%로 사각지 에 놓인 네명  세명이 여성이라는 의미이다. 아래 분석에서 살펴

보면 나타나겠지만 이들 여성들의 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업주부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측면에서는 18～30세 미만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30～50세의 장년층도 각각 24.7%와 24.5%로 체 상의 반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측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40.2%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교 졸업 이하가 28.4%, 문 학 졸업 이

하가 11.9%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을 볼 수 있다. 

결혼 상태에 있어서는 유배우자가 63.3%, 미혼이 28.8%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 까지의 분석에서 간 으로 유추할 수 있는 측면은 30～50 의 여성

이면서 결혼한 업주부들이 부분이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구체 으로는 이들 상자들의 노동시장에서 지 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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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사회보장 사각지  상자의 인구학  특성

(단 : %)

구분 비율

성별
남 27.6

여 72.4

연령

18～30세 미만 31.2

30세 이상～40세 미만 24.7

40세 이상～50세 미만 24.5

50세 이상～60세 미만 13.5

60세 이상～65세 미만 3.0

65세 이상 3.1

교육수

무학(만 8세 이상) 1.3

등학교 7.8

 학 교 8.7

고등학교 40.2

문 학 11.9

 학 교 28.4

학원 이상 1.7

결혼상태

유배우 63.3

사  별 3.8

이  혼 3.3

별  거 0.5

미  혼 28.8

기  타 0.3

만성질환

만성질환 없음 74.4

3개월 미만 만성질환 3.9

3개월 ～ 6개월 미만 1.4

6개월 이상 2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 조사』, 3차연도

  건강측면에서는 74.4%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0.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 지만 사회보장 사각지  상자  건강 혹은 의료보장이 필요한 사

람도 많다는 을 볼 수 있다.

  장기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 지 를 분석해 보면, 앞에서 추

정한 것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가 5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분석에서 65세 이상

이 3.1%에 불과하다는 을 볼 때 부분이 장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추정할 수 있

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시 근로자는 24.8%로 가장 높은 비 을 유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는 자 업주가 13.8%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사

회보장의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38.6%로 약 345만명(895만명×0.386)에 이르

고 있다는 이다. 2007년기  18세 이상 인구의 9.1%에 해당된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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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 하거나 개편함에 있어 지속 으로 심

을 가지고 지켜볼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종사상 지 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8.1%, 임시  일용근로자가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업 에서는 고용업

주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 업주가 8.1%로 임시‧일용직 다음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상용근로자임에도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

는 과 고용주  자 업주의 높은 사각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상용근로자의 사각

지 는  사회보장제도의 범 에 의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고용주‧자 업주는 제도  

문제와 인식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부 사회보험제도에서 고용주‧자 업

주를 제외하고 있으며(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 에 한 부정  인식이 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사회보장 사각지  상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

(단 : %)

구분 비율

경제활동상태

근 로 자 24.8

자 업주 13.8

실 업 자 4.6

비경제활동인구 56.8

종사상 지

상용근로자 8.1

임시근로자 7.8

일용근로자 9.0

고 용 주 1.7

자 업자 8.1

무 가족종사자 4.0

실업자 4.6

비경제활동인구 5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 조사』, 3차연도

  사각지  상자들의 빈곤  계층구성에 해 살펴보았다. 최 생계비를 활용한 빈곤

의 경우 체 으로는 최 생계비의 180% 이상이 86.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

동 상태별로 살펴보아도 실업자를 제외한 부분이 최 생계비 180% 이상의 소득계층

임을 볼 수 있다. 상 인4) 계층구성을 살펴보면 체 으로는 간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70～150% 사이에 속한 사람이 5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가 

59.0%로 가장 높으며, 실업자가 44.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로 사각지 에 놓여

져 있고 빈곤층에 속한 사람은 11.5%, 자 업주는 9.5%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보장 사각

지 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빈곤은 벗어나 있지만 상  빈곤에서는 벗어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장기 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변할 

4) 경상소득을 기 으로 OECD 가구균등화지수에 의해 균등화된 소득을 기 으로 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기 으로 계층구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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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표 4〉사회보장 사각지  상자 빈곤수 (근로형태별, 최 생계비 수 별) 

(단 : %)

구분 체 근로자 자 업주 실업자 비경제활동

최 생계비 미만 2.8 2.0 2.1 10.9 2.7

최 생계비 이상～120% 

미만
2.4 2.4 2.1 9.2 1.9

최 생계비 120% 

이상～150% 미만
4.0 5.9 4.1 6.2 2.9

최 생계비 150% 

이상～180% 미만
4.7 7.4 4.9 4.2 3.5

최 생계비 180% 이상 86.1 82.3 86.9 69.6 8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 조사』, 3차연도

〈표 5〉사회보장 사각지  상자 상 빈곤수 (근로형태별, 경상소득기 ) 

(단 : %)

구분 체 근로자 자 업주 실업자 비경제활동

빈곤층 9.5 11.5 9.5 27.6 7.1

하층 8.9 11.2 7.9 15.6 7.5

간층 52.4 59.0 55.3 44.4 49.4

상류층 29.3 18.4 27.3 12.5 35.9

주: 1) 빈곤층은 소득 50% 이하, 하층은 50～70%, 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 조사』, 3차연도

  사회보장 사각지  상자  경제활동상태가 근로자  자 업주인 사람들을 상으

로 종사업종과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느 업종, 어느 규모에 속한 근로자  

자 업주가 사각지 에 놓여져 있으며, 지원방안들에 해 간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체 으로는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의 순서

로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숙박  음식 업

과 도매  소매업이 자 업주는 도매  소매업과 숙박  음식 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을 볼 수 있다. 규모면에서는 으로 1인  2인 

사업장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  자 업에 종사하면서 사각지 에 놓인 사

람들의 부분이 세사업장으로 서비스 업종(도소매, 음식 , 각종 서비스업 등)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는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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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사회보장 사각지  상자(근로자  자 업주) 업종  사업장 규모 

(단 : %)

구분 체 근로자 자 업주

업종

농어업  업 3.0 2.3 4.3 

제조업( 기가스 포함) 9.5 10.4 7.8 

건설업 9.9 11.1 7.6 

도매  소매  20.2 16.7 26.5 

숙박  음식 업 16.9 18.6 13.9 

운수  통신 4.3 3.0 6.8 

융  보험 3.6 4.7 1.6 

부동산‧임 업‧사회서비스업‧공공

행정
5.8 6.5 4.6 

교육서비스업 10.1 8.9 12.3 

보건복지  오락문화사업 4.6 5.0 3.9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  가사서

비스
9.0 8.9 9.1 

국제  외국기 3.0 3.8 1.6 

사업장 규모

1인 사업장 65.4 49.3 94.3

2인 사업장 13.9 20.6 1.8

3인 사업장 6.2 9.4 0.5

4인 사업장 2.6 4.0 -

5인 이상 사업장 11.9 16.7 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한국복지패 조사』, 3차연도

  나. 사회보장 상태가 변경된 상자

  여기서는 지난 3년사이 사회보장 사각지 에서 벗어난 사람과 새롭게 다시 진입한 사

람들을 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 사각지 에서 벗어나고 어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

나게 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5).

  먼  사회보장 사각지 에 놓여져 있다가 사각지 를 벗어난 사람들의 경우 어느 제

도를 통해 사각지 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6). 체 으로 살펴보면 국민연  

가입(혹은 보험료납부)을 통한 사각지 에서 벗어난 경우가 34.2%로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다음으로는 31.6%의 기타정부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국민연 제도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자 업주는 국민연 과 

기타 정부지원이 36.5%와 36.0%로 비슷하게 분석되었다. 실업자는 기타 정부지원이 

49.6%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기타정부이 이 52.9%와 사회보

5) 기 분석결과 사회보장제도의 치가 변동된 사람들의 소득과 노동시장에서 지 (상용, 임시‧일용, 자 업 등)를 통한 분석은 

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증가하 으며, 노동시자의 지 는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차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함.

6) 여기서의 분석 상자는 표1에서의 “110”, “100”, 010“으로 표 된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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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수혜가 34.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국민연 제도와 기타 정부이 에 포함

된 여들을 통해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높다는 을 살펴볼 수 있

으며, 궁극 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충분히 사

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사회보장 사각지  변경자들의 사회보장내 편입제도 

(단 : %)

구분 체 근로자 자 업주 실업자 비경제활동

국민연 34.2 54.2 36.5 18.9 5.8 

직역연 6.1 11.8 1.3 0.0 0.0 

산재,고용 4.4 7.9 2.8 0.0 0.2 

사회보험수혜 19.9 9.2 19.9 26.1 34.9 

기 보장 3.8 2.1 3.5 5.5 6.2 

기타정부지원 31.6 14.8 36.0 49.6 5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 각년도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어 있다가 2006년 혹은 2007년에 걸쳐 사각지 에 놓여지게 된 

사람들의 사각지 로 환되기 직 에 포함된 제도들을 살펴보았다7). 체 으로는 정부

의 공 이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보장 사각지 에 놓여지게 된 사람들이 61.9%로 부

분을 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 이 20.7%, 사회보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12.0%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체의 순 가 변동하지는 않지만 규모면에서는 근로자, 

자 업주  실업자는 국민연 의 비 이 높게 변하는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는 기타정

부지원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 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  축소에 크게 기

여하는 제도로는 정부의 공 이 지원과 국민연 제도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앞의 분석과 지 의 분석에서 특이한 은 사회보험에 한 수혜와 기 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두 제도가 사각지 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도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사각지 에서 벗어나게 되는 제도에서는 기 보장제도로 인한 요인이 낮게 나타나고 있

다는 이다. 즉 기 보장제도에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을 간

으로 살펴볼 수 있다. 

7) 여기서의 분석 상자는 표1에서의 “101”, “011”, 001“으로 표 된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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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사회보장 사각지  변경자들의 사회보장에서 제외직  제도 

(단 : %)

구분 체 근로자 자 업주 실업자 비경제활동

국민연 20.7 28.8 36.0 39.5 11.7 

직역연 0.9 1.0 0.0 0.0 1.2 

산재,고용 3.8 9.5 2.9 4.7 1.6 

사회보험수혜 12.0 12.8 8.6 7.5 12.9 

기 보장 0.7 0.9 0.0 0.0 0.8 

기타정부지원 61.9 46.9 52.5 48.3 7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 각년도

Ⅴ.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자료를 활용하여 2005～2007년 사이 사회보장 사각지 에 

놓여진 사람들의 규모와 그 특성들에 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난 3년간 연령

계층을 상으로는 약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제한하여 18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경우에도 약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 히 정부가 운 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년 연속하여 사회보장 사각지 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 , 비경

제활동으로 여성이면서 학력이 높은 30～40 의 계층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

성상 이들 부분이 업주부로 가정내에 있으면서 주로 자녀양육을 담하고 있는 계

층들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 으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은 매우 안타까운 실이라 할 수 있

다. 장기 으로 충분한 보육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여성들의 자녀양육에 한 부담이 감소

할 경우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경우 사회 으로나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도 사각지 의 문제는 많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사각지 에 놓인 사람들의 특징은 일반 으로 알려진 것

과 같이 임시‧일용직, 1～2인의 자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특징 으로 소득수 은 간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구체 으로 분석이 필

요하겠지만 계층의 기 이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기 으로 하고 있어 개인 인 소득은 

낮지만 가구내 다른 사람과의 소득과 합해지면서 소득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직종별로는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음식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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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서 벗어난 사람과 다시 사각지 에 빠지게 된 사람들을 

살펴볼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한 향이 매우 크다는 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제

도의 경우 1차  안 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의 복지서비스지원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는 이다. 장기 으로 안정 이고 촘촘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을 해서는 사회보험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을 알 수 있다.

  체 으로 국민 체를 상으로 사회보장 사각지  축소를 해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육서비스에 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

동인구를 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보험제도의 용범 가 우선 으로 확 될 필요가 

있다. 즉 고용보험의 경우 자 업주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연 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지 한 납부 외와 체납

과 용제외 범 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한 분석을 담고 있지만 구체 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여수 과 사각지 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한 요인

분석 제도간 연계와 정합성에 한 분석이 한계 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추가 인 연

구를 통해 사회보장의 여수 과 장기 으로 사각지 에 놓이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벗어나기 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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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장애로 인한 경제력 손실규모와 정지원수  추정*

A study on the loss of economic power and appropriate Income support of the Disabled

강성호**,      홍성우***

(국민연 공단 국민연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력 손실분과 이에 한 정 지원수  악으로 보고 이에 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직 인 경제력 손실을 제외한 장애외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경

제력(잠재생애임 소득으로 측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2.1%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장애외  요

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장애로 인한 직  경제력 손실 수 은 48.2%로 추정되었다.

  정 지원수 은 장애로 인한 경제력 손실분의 책임이 구에게 있느냐(국가 혹은 사회 对 개인)에 따

라서 지원수 이 달라 질 수 있고, 한 지원기 을 경제력 손실에 맞출 것인지 생계기  에 맞출 것

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장애인에 한 소득보장의 정지원 수 에 해서는 단

순한 통계  근을 넘어 사회  합의가 제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주요용어 : 잠재생애임 소득, 경제력 손실규모, 지원수

I. 서론

1. 연구배경  목

  2007년 7월 국민연  여수 을 이는 국민연  장기재정안정화 개  취지에 따라 

향후 장애연  수  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행 국민연 제

도에서 장애연 은 기본연 액에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며, 향후 기본연 액의 감소

에 따라 장애연  역시 진 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은 자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상태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소득수 이 낮다는 사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물론 장애인에 한 소득보장이 장애연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수

당, 그리고 최근 도입을 추진 인 증기 장애연  등 직  소득지원이 있을 수 있

고, 한 지원은 아니지만 물지원을 통한 간  지원도 가능하므로 종합 인 측

* 본 연구결과는 자의 개인 인 견해이며, 자의 소속기 과는 무 함을 밝힙니다.

** 제1 자: 강성호, 국민연 연구원 부연구 원(powerksh0515@hanmail.net)

*** 제2 자: 홍성우, 국민연 연구원 주임연구원(ppapp82@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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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장애인 소득보장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련 지원형태에 해서 개별 으로 분석하는 것에 해서는 실 으로 한계가 있다고 

단하여, 장애로 인한 경제  손실분을 추정하고 이에 한 정보상수 을 추정하는 

것을 주요목 으로 하고 있다. 

  장애에 한 본 격인 심은 국제연합(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장애인의 해’에서는 개인  특질 손상인 기능장

애(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제한으로서의 능력장애(disability), 그리고 장애의 사회  

결과인 불리(handicap)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장애가 단순히 

육체  장애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능  장애까지 확  해석되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하겠다. 한 사회문화 ‧경제 ‧정치  여건과 수 에 따라 장애가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장애는 단순히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단된

다. 

  이러한 장애에 한 심과 개념 확 에 한 시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아동들에 한 수용구호 심이었으나 1980년 부터 본격 으로 장애인복

지에 한 연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게 되었다1). 1990년 에는 소득 장애인에 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  복지서비스 확충과 장애인에 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

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 다.2) 나아가 2000년 에는 장애인

정책의 확 발 기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 ,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 역 반으로 

정책의 범 가 확 ㆍ발 하 다. 즉,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복지발  5개년

계획’이 수립ㆍ추진되었으며(1차 : ’98~’02, 2차 : '03~'07, 3차 : ’08~’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 (’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75.8%), 장애인정범  확 3), 2007년 차상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확 ‧인상되는 등 장애

에 한 지원정책이 다양화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에 한 심과 정책이 지속 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보장 문제 등 사회  험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

이 지배 이다. 김언아(2009)에 의하면, 의무고용과 련하여, 장애인구 증가, 장애유형 

확  등 정책 상 증가에 따른 응이 미흡하고4),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낮은 

1)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1986 국립재활원 개원, 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국으로 확 , 1988 제8

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등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 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면개정, 1990 소득 증ㆍ 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   의료비 지원, 제

정, 1992 소득 장애인가구 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자립자  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 , 1994 특수교

육진흥법 면개정, 19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한법률 제정, 1998「장애인인권헌장」제정ㆍ공포 등이 이

에 해당된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 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 하 다.  

   ※ 1차(2000)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4) 우리나라 추정장애인수는 ‘00년 1,449천명에서 ’05년 2,148천명으로 699천명이 증가하 고 장애인 출 율 역시 ‘00년 3.09%에서 

’05년 4.59%로 ‘00년에 비해 1.5%p 증가하 으며, 장애범주는 기존 5개 범주에서 ‘00년 10개 유형, ’03년 15개 유형으로 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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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그러한 험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난 10년 간 장애인 실업률

이 개선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05년 장애인 실업률은 23.06%로 체 3.7%에 비해 7배

가량 높고, 15세 이상 인구 비 취업자 비율은 장애인이 34.1%로 체 60.4%의 반을 

상회하는 수 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장애범주의 확 , 장애인 출 율의 증가를 감안할 

때 향후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소득보장 문제

는 재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한편, 윤상용 외(2008)에 의하면, 사회  험을 근로능력  기회의 상실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로능력을 구 으로 부 는 일부 상실한 

경우로 노령, 장해, 사망 등의 험이 있고 둘째, 근로능력을 일시 으로 상실한 경우로 

질병, 사고의 험이 있고 셋째, 근로기회를 상실한 경우로 실업의 험이 있으며 넷째, 

근로보상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임 의 험이다. 장애에 한 사회  험을 어떤 것

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에 한 소득보장  지원수 은 달라 질 수 있음은 주지

하는 바와 같다.

  그 동안 장애인 소득보장과 련한 연구  장애연  측면에서는 2007년 국민연 개

에 따른 장애연  여수  하락에 한 우려만 지 되었을 뿐 실증 분석을 통한 

안 제시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다. 한, 장애수당  기 장애연 을 포함한 종합

인 측면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수 의 성을 수행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즉, 그 

동안 장애인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을지 모르나, 장애인(가구)의 공‧사  이

소득을 포함한 정소득수 에 한 연구수행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단된다.

  국민연 의 경우 2007년 7월 법 개정으로 재정안정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겠는

가에 이 맞추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법 개정으로 기본연 과 연계되어 산출

되는 장애연 액 수 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에서 장애연  수 자들에 한 소득보장

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장애수당과 련해서도 제도 도입 후 지 상과 

지 수 이 지속 으로 확 되어 왔지만 제도의 포 성‧충분성‧형평성‧차별성 등 소득

보장 정책  측면에서 장애인을 상으로 한 실질 인 추가비용 여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변용찬 외, 2006). 최근 도입논의가 진행 인 증기 장애연

과 련하여서는 용 상 문제와 여수 의 문제로 여 히 장애인의 충분한 소득보

장 장치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개별  제도측면

에서 장애인소득보장에는 여 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황에 해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재 장애인(가구)이 처한 개별 , 사회  

상황을 고려한 인구사회학  특성에 해 살펴보고, 한 장애인(가구)의 소득  자산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가구의 정소득보장 수 을 추정하고자 한다.

었으며 향후에도 장애유형은 지속 으로 확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김언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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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차별성

  각 국가마다 정치, 경제, 복지수  등 다양한 환경 인 요인에 따라 장애의 기 과 정

의가 다르지만 장애가 고용정책,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정책과 한 련이 있다는 

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것은 요하다(황수경, 2004). 최근 들어 장애에 한 개념이 단

순한 의학  장애를 넘어 근로‧기능  장애5)까지 포 하면서 장애인의 범주가 확 되고 

있다. 노동패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구 규모를 분석한 이상호(2007)의 연구에서는 기

능  장애기 6)에 따른 장애인 출 율이 2006년 7.6%, 지난 4년간 평균 으로는 약 

7~8% 수 으로 나타나 의학  장애기 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 2배 이상의 비 을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 개념에 한 변화와 더불어  세계 으로 사회

복지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 은 낮고 

장애와 련한 추가 인 비용의 지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7). 

  국의 장애인 가구8)를 분석한 Smith. N. et al.(2004)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 9) 하

 40%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체 장애인 가구 에서 약 50%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체 비장애인 가구 에서 30%만이 하  40%에 포함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장애인 가구가 그 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수 이 낮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연구에서 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를 빈곤

(poverty)이라고 정의할 때 장애인 가구가 빈곤에 처할 비율은 29%인 반면 비장애인 가

구는 17%로 나타났다.10)

  이러한 상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윤상용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구의 2006년 월평균 소득은 210.8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275.1만원의 76.6% 수 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

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인 장애인 비율은 체 장애인의 28.1%로서 비장애인의 동 비

율(7.3%)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윤상용 외

5) 장애가 무능력으로 이해되는 부정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장애의 문제가 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 인 문제로 인식될 

필요성에 따라 장애의 개념이 기능  장애(Functional disability)로 이동하 다(황수경, 2004).

6) 노동패 에서는 기능  장애를 크게 장기간 지속되는 육체  제약과 이로 인한 활동제약으로 나 다. 자는 다시 감각기  

장애와 육체  장애로 구성되며 후자는 정신장애, 자기유지 장애, 이동 장애 그리고 직업활동 장애로 구성되어 총 여섯가지 항

목으로 나뉜다(이상호, 2007).

7) 장애와 빈곤의 계를 일방 이 아닌 방의 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즉, 빈곤은 때때로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며 장애 역시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Yeo and Moore, 2003).

8) 여기서는 한 명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장애인 가구로 정의한다.

9) 여기서 소득은 주거비(housing cost)를 제외한 소득으로 분석되었다.

10) 그러나 이러한 통계  수치들은 장애연  등을 포함한 소득을 기 으로 작성되었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지출은 고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의 빈곤 수 을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다(Smith. 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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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의 분석결과,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악된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

가비용은 월평균 155.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LII(Living in Ireland) survey자료를 분석한 Cullinan, J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장애

의 정도가 심할수록 가처분 소득의 더 많은 비 을 장애로 인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장애인 가구의 낮은 소득수 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이러한 실을 고려하여, 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연   장애수당과 같은 취약계층

을 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 장애연 , 

장애수당 등 지 액 수 은 장애로 인한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나 추가비용 지출분을 보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부분의 국내외 연구들

은 지 액 수 이 실 이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 수 에만 머물러 있을 뿐 장애와 

련한 여액의 정 수 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을 고려

할 때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정소득보장 수 은 장애와 련된 새로

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장애인의 경제  능력 

추정을 통해 경제  능력 손실분을 소득지원의 근로로 삼아야 한다는 에서 근하

고 있다. 즉, 기존연구의 부분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수 을 추정하여 이에 해당하

는 수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소득 혹은 경제  능력 

에서 장애인 개인의 경제  능력 손실분에 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장애로 인한 소득격차  추가지출 규모에 해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의 그것의 차이로써 설명하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유  특성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에 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비장애인을 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로 비교분석하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원천 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장 이 있다. 

셋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어 기존의 횡단면 자료 분

석을 심으로 한 분석과는 차별화된다. 다만, 시계열이 짧아 패 분석방법 보다는 횡단

면  분석기법인 pooled regression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장애인(가구) 황  특성, 그리고 

소득  지출 황에 해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 자

료에 한 소개와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 으며, 분석가정과 분석방법에 해 설명하

다. 제4장에서는 장애인의 정소득보장 수 에 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1) 국민연 의 장애연 은 국민연  가입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그 수 상이 되는데 이는 체 장애인의 

3.1%에 불과하다. 장애연  연 평균 연 수령액은 365만3천원으로 2006년 1인 가구 최 생계비의 70%정도이다. 한 장애수

당은 기 생활보장법상의 기 수 자  차상 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윤상용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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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에서는 결론  시사 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II. 장애인(가구) 황  경제상황

1. 장애인(가구) 출 율  수  황 

  2005년 기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약 215만명으로 5년 의 150만 명에 비해 약 65만 

명이 증가하 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약 1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는 뇌병변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외, 2007). 재의 장애인

구 증가추세가 그 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인구는 2010년에 약 3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구 추정치는 장애개념에 한 정의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총인구대비 장애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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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총인구 비 장애인비율(%)

자료: 김순례 외, 2007.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12)은 의학 심  정기 으로써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근로능

력 하  실제 소득감소를 미반 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소한 개념이다. 즉, 외국의 

경우13)는 외상이 없는 통증, 정신  만성질환(우울증, 독증 등) 등이 근로능력을 해

하거나 실업을 야기하는 경우까지 포 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사회  험에 

한 보장정도가 두텁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장애 개념 용으로 

12) 국민연 법상 장애 개념 : 부상 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  는 육체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

동력의 손실 는 감소

13) 외국의 장애에 한 개념에 해 살펴보면(보건복지가족부, 2008.10), 미국(OASDI)은 장애 발생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

고, 다른 직업에도 응하기 어려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 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상

되는 경우, 캐나다(CPP)는 기본  근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상되거나, 장

애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상되는 경우, 독일은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日 6시간 미만으로만 가능할 정도로 근

로능력이 감소한 경우 ⇒ 부분장애, 日 3시간 미만으로만 근로가 가능한 정도 ⇒ 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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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외국에 비하여 장애 출 율이 낮게 집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장애연  수

권자의 실제 소득상실 정도와 장애연 간 상 계가 낮아 형평성  근로유인 기제

도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10). <표 1>에서와 같이 2000년 기 으로 국

가별 장애인 출 율(총 인구 비)을 살펴보면, 일본이 4.8%로 다소 낮은 편이나, 이미 미

국 등 부분의 국가가 10%이상 로 나타나 OECD평균은 14%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 율이 3.1%수 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약 10%p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이 OECD국가에 비해 매우 소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하겠다.

<표 1> 국가별 장애인 출 율(2000)

(단 : %)

국 가 한국1)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OECD

장애인 출 율 3.1 (1,450천명) 4.8 10.7 16.1 18.1 14

 주: 1) 우리나라 2005년 기  장애인 출 율은 4.59%(2,149천명)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애인 가구 출 율로 환산하면, 

12.26%(1,945천명)로 산출할 수 있다(‘고용개발원, 2008 장애인 통계, 2008’ p33)

자료: 고용개발원, 2008 장애인 통계,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8.10

  1988년 국민연 제도 도입과 함께 국민연  가입 후 장애를 입은 가입자의 수가 장애

연 이 도입된 후 지속 으로 증가해 왔지만 2007년 수 률은 3.2%(등록장애인 210만명 

 6.7만명)에 머물고 있다. 후천  장애 발생률이 체 장애인  89% 수 임에도 장애

연  수 률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장애인에 한 공 소득보장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

임을 단 으로 보여 다고 하겠다. 

<표 2> 장애 발생 원인별 구성비

발생원인 체
선천  는 출생시 원인 후천  원인 원인

불명소계 선천  원인 출생시 원인 소계 질환 사고

비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자료: 장애인정책발  5개년 계획, 2008.8.

  장기 으로 보아도 노령연 에 비하여 장애연  수 자 비율이 낮게 추정되므로 제도

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으로서 연 수 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상

당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그림 2〕,〔그림 3〕에 의하면, 2020년에 동 비율은 약 

6% 수 으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70년 이후에는 약 2%수 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이를 총 가입자 비 장애연  수 자 

비 으로 환하여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 장애연  수 자 비율이 매

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 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연 수 자 비 은 약 0.6%로 

추정된 것에 반해, 미국 4.6%, 캐나다 3.0%, 독일 3.1%(2006)로 나타나 외국에 비해 장

애인에 한 공 소득보장의 범 가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 193 -

〔그림 2〕장애연  수 자 추계(한국, %) 〔그림 3〕가입자 비 장애연  수 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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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10

  다음에서는, 장애연 과 장애수당 수 자를 합친 체 장애 여 수 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비 장애 여 수 자 비율은 2003년 10.6%에서 2006년 19.5%로 

증가하고 있지만, OECD(14개국) 평균 장애 여 수 율(29.6%)  EU(10개국) 평균 

(30.0%)에 비하면 10%p이상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10). 2007

년 기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비 장애 여 수 률은 22.1%로 추정되어, 등록장애인

이지만 장애 여를 수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77.9%(장애 여 사각지 )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사각지 수 은 향후 장애연 수 자 수의 증가와 장애수당(기 장애연 )의 

확 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상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 히 높을 것이라는 에

서 장애인에 한 소득보장수 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표 3> 우리나라 장애 여 수 율(등록장애인 비)  사각지

(단 : %, 명)

연도 장애 여 사각지
장애 여 

수 율(B/A)
등록장애인 수(A)

장애 여 수 자 수(B)

장애수당 장애연  

2003

2004

2005

2006

89.4

89.3

80.0

81.5

10.6

10.7

20.0

19.5

1,454,215

1,610,994

1,777,400

1,967,326

111,541

121,100

297,604

320,905

42,580

50,869

58,614

61,762

2007 77.9 22.1 2,104,889 398,197 67,091

* 장애수당 수 자 수에는 장애아동수당 수 자 수 포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10(2006년까지) ; 고용개발원, 2008 장애인 통계, 2008, p.167, p.169(2007년).

  이를 체인구 비 장애 여 수 자 비율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장애 여 수 율

( 체인구 비)은 2006년 기  1.1%수 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다. 즉, 스

페인 2.8%제외하고는 모두 5%수 을 넘으며, 심지어 룩셈부르크는 17.1%(2005)로 추정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우리나라 행 법 체계 하에서 장애연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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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장애연   장애수당 

수 자 확 를 통해 장애인에 한 소득보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

다. 

<표 4> 장애 여 수 율의 국제비교(장애 여 수 자/총 인구수)

(단 : %)

구분 노르웨이(2004) 폴란드(2004) 스 스(2004) 호주(2005) 덴마크(2005) 룩셈부르크(2005)

수 율 10.1 9.2 5.4 5.0 7.1 17.1

구분 스페인(2004) 국(2004) 핀란드(2005) 아일랜드(2005) 네덜란드(2005) 한국(2006)

수 율 2.8 7.0 8.4 6.0 7.2 1.1

주: 장애 여 수 율은 장애 여 수 자 수를 총 인구수로 나  수치이며, 연령 기 은 노르웨이, 폴란드, 스 스, 룩셈부르크, 핀

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0~64세, 호주, 스페인, 국, 한국의 경우에는 15~64세임.

자료: 윤상용 외(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8.10;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vol. 1, 2. 3. 2006, 

2007. 2008.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7월 국민연 개 (60%→40%)으로 이에 연동되는 장애연 도 

삭감되어 장애연 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에 있다. 노령연  비 장애연 의 여수 이 

장기 으로 어지게 되나, 격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장애연  여수 을 정화하기 

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 액 비 장애연 액 수 을 보면, 2010년 

1.6배에서 2020년 1.1배로 감소하다가 2030년에는 0.9, 2040년에 0.8, 2050년에 0.7배로 장

애연 액이 노령연 액에 비해 어지는 추이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025년을 기 으로 노령연 액이 장애연 액 보다 

평균 으로 많아지는 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를 수 자 기 으로 노령연  비 장애

연  비 으로 비교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향후 2050년까지 그 비 이 진 으

로 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수 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2010년 약 22%, 2050년에는 약 15%수 으로 우리

나라의 동 시 의 5%, 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 으로 추정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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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장애연 과 노령연  평균 여액 변화 〔그림 5〕외국의 장애(노령 비)연  비  변화(%)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2008 2010 2030 2050 2070

연도

(천원, 경상)

노령연금

장애연금

0.0%

5.0%

10.0%

15.0%

20.0%

25.0%

2010 2020 2030 2040 2050

연도

장애/노령

(%) 미국

캐나다

한국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10

2. 장애인(가구)의 노동지   소득, 지출 황

  다음에서는 장애인의 경제  능력을 살펴보기 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와 

소득, 지출 상황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와 련하

여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 를 살펴보면, 체기

으로 임 근로자는 53.0%로 나타났으며 이  상용근로자는 24.7%수 으로 이었으며, 비

임 근로자는 47.0%로 이  자 자와 무 가족종사자는 43.7%로 분석되었다. 반 으

로 보면, 임 근로자 수가 다소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임 근로자 에서 임시‧일용직 비

이 더 높다는 과 비임  근로자 에서 고용주 비 은 매우 낮다는 에서 취업장

애인의 종사상 지 가 다소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

(단 :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체
남자 여자

14세 

이하

15~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증(1-2 ) 경증(3-6 )

임 근

로자

상용근로자 26.9 18.5 - 46.3 22.9 6.1 29.4 24.2 24.7

임시근로자 8.6 5.9 - 11.6 8.7 1.5 8.3 7.8 7.9

일용근로자 16.2 32.1 - 15.6 24.2 14.8 19.4 20.5 20.4

비임

근로자

고용주 4.4 0.5 - 4.2 3.8 1.0 1.2 3.6 3.3

자 자1(노 제외) 38.1 24.4 - 18.2 30.7 62.9 28.0 35.2 34.5

자 자2(노 ) 2.7 2.3 - 1.0 3.1 2.9 3.8 2.5 2.6

무 가족종사자 3.2 16.2 - 3.0 6.5 10.7 9.9 6.2 6.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추정수 575,580 204,475 - 173,410 447,239 159,404 77,729 702,324 780,05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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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장애인(가구)의 경제  능력을 살펴보기 해 장애인  그 가구의 수입원에 

해 살펴본다. <표 6>에 의하면, 가구와 개인기  모두 근로소득 비 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구기 일 경우 사업‧부업소득의 비 이 공 이 소득의 비 보다 

높지만, 개인의 경우는 반 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기 의 경우 타 가구원(비장애인)  

사업‧부업소득이 다소 크게 잡 서 개인을 기 으로 할 때 보다 사업‧부업소득 비 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달리 표  하면, 사업‧부업소득을 하는 타 가구원이 존재

하지 않거나 독신 장애인 가구일 경우에는 공 이 소득의 비 이 매우 높을 것임을 시

사한다고 하겠다.

<표 6> 장애인(가구) 소득의 수입원별 월 평균 액

(단 : 만원, %)

구분

가구 개인

성별 장애정도
체

성별 장애정도
체

남자 여자 증(1-2 ) 경증(3-6 ) 남자 여자 증(1-2 ) 경증(3-6 )

근로소득 102.6 95.9 90.0 103.3 99.8 (55.8) 38.6 10.3 8.5 33.3 26.9 (42.8)

사업‧부업소득 42.9 31.1 27.7 41.6 38.0 (21.2) 22.7 4.1 3.7 19.0 15.0 (23.8)

재산‧ 융‧연 소득 6.5 4.0 7.0 5.0 5.5 (3.1) 4.2 0.9 3.0 2.8 2.8 (4.5)

공 이 소득 25.9 21.9 33.5 21.0 24.2 (13.5) 18.7 10.2 21.5 13.0 15.2 (24.2)

사 이 소득 10.1 13.5 12.7 11.1 11.5 (6.4) 2.0 4.5 2.8 3.1 3.0 (4.8)

총 가구소득 188.1 166.4 171.0 181.9 179.1 (100.0) 86.3 30.1 39.5 71.2 63.0 (100.0)

주: (  )안은 총 가구소득 비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표 7>은 2008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지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가구 소득 황을 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가 체의 64.6% 수 이었으며, 이를 

장애정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증의 경우 69.6%, 경증의 경우는 63.1%로 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수 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가구지출 황을 보면, 소득기 과 

동일하게 200만원 미만 가구가 체의 69.3% 수 이었으며, 증의 경우 72.0%, 경증의 

경우는 68.3%로 증장애인 가구의 소비수 이 경증장애인 가구에 비해 었다. 이러한 

상은 장애인 가구의 지출도 소득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수 은 각각 181.9만원, 155.5만원 수 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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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장애인가구 가구소득  지출액(월 평균)

(단 : %, 명, 만원)

구분

가구소득 가구지출

성별 장애정도
체

성별 장애정도
체

남자 여자 증(1-2 ) 경증(3-6 ) 남자 여자 증(1-2 ) 경증(3-6 )

50만원 미만 8.9 17.1 13.9 11.7 12.3 8.3 16.5 13.8 10.9 11.7

50~99만원 24.8 24.9 26.5 24.3 24.8 25.2 25.2 25.9 25.0 25.2

100~149만원 16.9 15.6 15.6 16.6 16.3 19.0 18.0 17.2 19.0 18.6

150~199만원 11.2 11.3 13.3 10.5 11.2 13.9 13.7 15.1 13.4 13.8

200~249만원 12.0 8.2 8.3 11.2 10.4 13.6 9.1 9.7 12.5 11.7

250~299만원 6.4 5.2 5.5 6.1 5.9 8.1 5.0 5.7 7.2 6.8

300~349만원 6.7 5.7 5.6 6.6 6.3 4.9 5.5 5.6 5.0 5.1

350~399만원 3.9 4.3 2.8 4.5 4.1 2.3 2.4 2.6 2.3 2.4

400~499만원 4.1 4.2 3.8 4.3 4.1 2.7 2.8 2.7 2.8 2.7

500만원 이상 5.0 3.5 4.7 4.3 4.4 2.1 1.8 1.6 2.1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추정수 1,251,538 884,988 553,086 1,583,441 2,136,526 1,251,526 885,247 553,355 1,583,418 2,136,773

평균 액 192.0 167.7 174.9 184.4 181.9 163.3 144.5 148.9 157.8 155.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표 8>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5년 기  월 155.4천

원, 2008년 기  월 158.7천원이 장애로 인해 더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추

가비용  의료비 항목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제한 이어서 소득수 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감내하여야 하므로 장애인의 삶의 질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을 보여 다고 하겠다. 

<표 8>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복수응답)

(단  : 천원)

구분 체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

인비

재활기  

이용료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 

사후 비비
기타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6.0

(100.0) (14.7) (58.0) (3.9) (7.6) (1.4) (0.8) (4.1) (5.7) (3.9)

2008 158.7 17.8 57.3 6.2 9.9 2 1.4 36.8 6.2 21.2

(100.0) (11.2) (36.1) (3.9) (6.2) (1.3) (0.9) (23.2) (3.9) (13.4)

주: 복응답 비율임

자료: 고용개발원, 2008 장애인 통계, 2008 p.1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2009.

  한편,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비와 련하여 장애인이 가입한 연 유형을 살펴본 결

과, 국민연  가입자가 체의 34.4%, 개인연 의 경우 0.3%,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경

우가 체의 62.1%로 나타나 상당수의 장애인이 연 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재 장애인이 수 하는 장애 여가 연 에 한 가입유인을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의 상당수가 연 에 가

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애인의 노후소득기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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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장애인의 가입한 연  종류

(단 :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증(1-2 ) 경증(3-6 )

미가입 48.7 81.1 - 58.4 49.3 78.8 74.0 58.3 62.1

국민연 46.9 16.9 - 39.9 47.2 16.9 23.8 37.9 34.4

공무원연 1.8 0.9 - 1.3 1.4 1.5 1.0 1.6 1.4

사립학교교원연 0.4 0.2 - 0.1 0.7 0.0 0.1 0.4 0.3

군인연 0.6 0.3 - 0.0 0.3 1.0 0.4 0.5 0.5

보훈연 1.5 0.0 - 0.0 0.9 1.3 0.6 1.0 0.9

개인연 0.1 0.5 - 0.2 0.1 0.5 0.2 0.3 0.3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추정수 1,200,969 853,556 - 396,684 886,907 770,934 504,229 1,550,297 2,054,5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편,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  빈곤율은 주요 

OECD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 기 의 소득 

60% 미만의 상 빈곤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40%로서 호주의 45%에 이어 자료 확보가 

가능한 8개 OECD 회원국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반 인구 집단 

비 장애인 상 빈곤율을 의미하는 상  빈곤 험율은 2.31배로 높게 나타났다(윤상용 

외, 2008). 이를 일반가구와 비교하기 해 우리나라의  가구의 소득 기  빈곤율

을 살펴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p76), 가처분소득의 소득 60% 기 으로 

2005년 빈곤율은 21.7%로 장애인 가구만을 상으로 한 40%와 비교하면 약 18.3%p 낮

은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약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0>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 빈곤율 비교

(단 : %)

구분
노르웨이

(2004)

폴란드

(2004)

스 스

(2002)

호주

(2003)

룩셈부르크

(2004)

스페인

(2004)

국

(2004)

EU

(2004)

한국

(2005)

빈곤율 11 19 18 45 16 24 24 18 40

상  

빈곤 험율 
0.96 1.17 1.58 2.41 1.28 1.44 1.69 1.70 2.31

주: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 의 소득 60% 미만의 비율이며, 상  빈곤 험율(relative risk rate)은 장애인 상 빈곤율을 일

반 인구 집단의 상 빈곤율로 나  것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6.

      2)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vol. 1, 2. 2006, 2007. 

      3) EU, 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EU, 2007.

      4) 윤상용 외(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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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료  분석방법

1. 사용자료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복지패 자료(KoWePS)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년도 걸쳐 조사된 패 자료로서 2006년 7,072가구의 14,463명, 2007년에는 6,580가구

의 13,478명, 2008년에는 6,314가구의 13,478명을 상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복지패 자료

의 표본추출 방법과 련하여서는 2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단계는 통계

청 인구센서스 90% 조사구(섬, 특수시설 조사구 제외)인 237,682조사구에서 517개 조사

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하고, 동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일반가구와 소득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

구를 표본추출하고 있다(한국복지패  2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따라서, 한국복

지패 자료(KoWePS)는 단순히 확률비례추출 방법에 의해 추출된 것이 아니므로 분석에 

있어서 가 치가 반드시 용되어야 모집단을 반 한 분석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세~59세 사이의 임 근로자3)인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해 생애소득 

추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수 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기술통계 분석도 이에 

해 15세~59세의 개인을 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지출의 경우는 개인단 가 아

닌 가구단 로 악되므로 체 가구를 상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모

든 분석은 가 치를 용하여 분석하 으며, 빈도 수도 가 치가 용된 수치로 제시하

고 있다. 

  <표 1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수를 연도별로 보여주

고 있다. 먼  15~59세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체 으로 조사개인의 표본

수가 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인 비 은 2006년 4.51%, 2007년 4.91%, 2008년 

4.95%로 조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이는 경제활동기에 있는 인구  장애비 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을 추측하

게 한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장애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3년 기

간동안 약 6:4의 비 으로 나타났다. 

  한편, 15~59세 조건을 주지 않고 체 조사 상자를 기 으로 보면, 장애인 비 은 

2006년 5.06%, 2007년 5.77%, 2008년 6.09%로 15~59세 연령 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그 

증가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0세 이후에 장애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비장애인보다 생활여력이 떨어질 수 있

음을 추측하게 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임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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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장애인‧비장애인 분포

구분
15~59세  연령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체 11,729 10,725 10,196 18,856 17,478 16,614

비장애인 11,200 10,197 9,691 17,902 16,470 15,603

남성 5,355 4,886 4,685 8,520 7,829 7,467

여성 5,845 5,312 5,006 9,382 8,641 8,137

장애인 529(4.51) 527(4.91) 505(4.95) 954(5.06) 1,008(5.77) 1,011(6.09)

남성 331(62.6)* 332(63.0)* 311(61.6)* 586(61.4)* 605(60.0)* 595(58.9)*

여성 197(37.2)* 195(37.0)* 194(38.4)* 368(38.6)* 403(40.0)* 416(41.1)*

주: 1) (  )안은 체 비 장애인 비 (%)

    2) (  )*안은 장애인 비 성별 비 (%)

  <표 12>는 개인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15~59세 기 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

포와 소득별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체소득 기 으로 볼 때 2008년 비장애인 연간소

득은 약 2,680만원이었으며, 장애인 연간소득은 약 1,92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소

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71.6%수 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6~2008년까지의 상 비율을 

보면 략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 이 70~80%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소득원천별로 보면, 빈도가 은 부업소득과 농축어업 경 주소득을 제외하

면 그나만 비임 소득인 고용주‧자 자소득에 비해 임 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 소득비율도 2006년 2007년에는 약 80%수 이나, 2008년

에는 69.5%수 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비장애인에 비한 소득수 이 낮고 향후에도 지

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표 12> 개인 소득유형별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수   분포 비교1)

(단 : 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임 소득
비장애인 2,404 5,148 2,460 5,097 2,494 5,265 

장애인 2,019(80.4) 160 1,995(81.1) 180 1,735(69.5) 187 

고용주‧자 자소득
비장애인 3,205 1,039 3,351 910 3,550 936 

장애인 1,944(60.7) 40 2,364(70.6) 40 2,400(67.6) 41 

부업소득
비장애인 354 403 383 674 584 253 

장애인 332(93.6) 16 352(92.0) 23 275(47.1)  7 

농축어업 경 주소득
비장애인 1,347 117 1,716 104 1,862 95 

장애인 927(68.8) 13 1,924(112.1) 12 2,633(141.4) 12 

체소득
비장애인 2,454 6,521 2,472 6,480 2,680 6,258 

장애인 1,870(76.2) 224 1,995(80.7) 243 1,920(71.6) 236 

주: 1) 15~59세 기 으로 산출

    2) 소득원천별 평균소득은 각 건수별로 산출됨(겸업일 경우 각 소득원천별로 평균소득 산출).

    3) (  )안은 비장애인 소득 비 장애인 소득 비 (%)

  <표 13>은 장애인‧비장애인 분포를 교육수 별로 살펴보고 있다. 먼  15~59세 경제

활동인구만을 상으로 살펴보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학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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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즉, 3년 평균 으로 볼때 체장애인  약 80%수 이 무학 혹은 등학

교 수 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밤녀 문  이상학력을 갖는 경우는 15~17% 정도에 불

과하 다. 이에 반해 비장애인은 97%수 이 문  이상 학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라는 과 에서 본다면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는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15~59세 조건을 주지 않고 체 조사 상자를 기 으로 보면, 앞의 경우에 비해 

다소 격차는 완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육격차는 상당한 수 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13> 교육수 별 장애인‧비장애인 분포

구분
15~59세  연령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무학  

등학교

비장애인 34 (0.22) 53 (0.38) 56 (0.41) 101 (0.28) 117 (0.35) 116 (0.37)

장애인 2,421 (83.6) 2,257 (81.5) 2,108 (81.0) 3,559 (65.1) 3,296 (62.1) 3,092 (60.5)

, 고등학교 
비장애인 378 (2.5) 334 (2.4) 301 (2.2) 5,908 (16.5) 5,420 (16.4) 5,000 (16.0)

장애인 41 (1.4) 54 (1.9) 48 (1.8) 408 (7.5) 448 (8.4) 458 (9.0)

문 학교 

이상

비장애인 14,941 (97.3) 13,710 (97.3) 13,208 (97.4) 29,910 (83.3) 27,476 (83.2) 26,155 (83.6)

장애인 433 (15.0) 460 (16.6) 448 (17.2) 1,500 (27.4) 1,560 (29.4) 1,558 (30.5)

체
비장애인 15,353 (100.0) 14,097 (100.0) 13,565 (100.0) 35,919 (100.0) 33,013 (100.0) 31,271 (100.0)

장애인 2,895 (100.0) 2,771 (100.0) 2,604 (100.0) 5,467 (100.0) 5,304 (100.0) 5,108 (100.0)

  <표 14>는 장애인 가구‧비장애인 가구1)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을 비교하고 있다. 동 

표는 앞의 것과 달리 지출의 특성상 가구 체로 악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구지출로 

분석하고 있다. 2008년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지출은 약 217만원이었으며, 장애인 가구

의 경우는 월평균 약 172만원을 지출하여 장애인가구 지출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약 

79.7%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에서 비장애인 소득 비 장애인 소득 비 이 

71.6%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소득에 비해 지출 규모에서 더 큰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는 의미로, 일반 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비

를 이는 성향이 더 많고 그만큼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하겠다. 물론 소득은 개인기 으로 지출은 가구기 으로 산출된 비 이어서 단순 

비교에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가구의 상  소비비 은 조사된 3년동안 지속 으로 증가(79.7%

→83.1%→84.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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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장애인 가구‧비장애인 가구1)의 월평균 생활비2) 지출

단 : 만원, 월평균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월평균 지출 가구 수
평균

가구원수
월평균 지출 가구 수

평균

가구원수
월평균 지출 가구 수

평균

가구원수

비장애인 가구 216.50 6,116 2.91 244.57 5,569 2.93 286.85 5,297 2.91

장애인 가구 172.48(79.7) 956 3.04 203.33(83.1) 1,011 3.00 241.16(84.1) 1,017 2.99

체 211 7,072 2.93 238 6,580 2.94 279 6,314 2.92

주: 1. 가구원  한명이라도 장애인 있으면 장애인 가구이고 그 지 않으면 비장애인 가구로 간주함.

   2. 총생활비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

타소비지출, 송 보조비 등이 포함됨.

   3) (   )안은 비장애인 가구 비 장애인 가구 지출 비율

2. 분석가정  분석방법

  소득보장제도는 각국의 역사‧사회‧문화‧경제  요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고, 이러

한 이유로 일정한 모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히 어렵다. 한 소득보장을 바라보는 이

념  성향에 따라서도 용모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를 강조

하는 시각과 국가의 역할을 선호하는 시각이 립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 으로 합의된 

소득보장제도 모델을 선정하기 어렵다4).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성까지 고려한 

소득보장 수 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  한계를 고려하여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여 장애인에 한 정소득보장 수 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정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상자는 6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인 15세~59세의 개인으로 하 다. 이 게 

한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  능력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단할 

수 있는 시기는 근로시 이며, 이미 은퇴시 인 60세 이후는 노령으로 인한 격차인지 장

애로 인한 격차인지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둘째, 15세~59세  임 근로자, 즉 임 소득을 분석 상으로 하고 있다. 비임 근로

자를 분석 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비임 소득의 경우 임 소득에 비해 비정기 이고 

측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인의 경제  능력을 단하는 척도로는 매우 불완 하다고 

단되기 때문에 임 근로자의 임 소득을 경제  능력을 추정하는 척도로 하 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 완 경쟁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질임 은 곧 임 근로자의 한계생

산물이며 이것에 근로(생산)능력이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 근로자의 

임 소득만을 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장애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분을 추정하는데 보다 

합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장애인에 한 지원 근거로는 국가나 사회가 후천  장애에 해 도의  책임이 

4) 윤상용 외(2008) pp. 31~3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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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후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장애인과의 경제

 능력의 격차를 임 소득격차로 추정하여 그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근거와 련하여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갈리고 있는 듯하다. 즉, 

장애연  혹은 장애 련 수당에서와 같이 지 목 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장애연 의 

경우 장애로 인한 소득능력상실에 따른  보상이 그 목 이지만 장애 련 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 해 주기 한 성격이 더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장애인에 한 지원근거를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보 을 목 으로 하는 여라고 가정하

여 분석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을 소득수 에 

한 추정이 필요해 진다.

  넷째, 패 자료에 한 분석이므로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Pooled OLS 등 세 가

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시계열이 3차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패 분석시 변

수의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변수의 유의성을 고려하고 해석상 크게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단하여 Pooled OLS를 심으로 설명한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분을 추정하기 해서 

먼  비장애인을 상으로 계수를 추정하고 동 계수를 장애인에게 용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실질임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 장애인의 

추정임 소득은 장애가 없었다면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임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해 다음과 단계별로 추정할 수 있다.

  1단계, 비장애인에 한 계수추정 단계이다. 비장애인만 상으로 설명변수는 연령, 성

별, 교육년수로 하여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Pooled OLS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

해 추정한다. 이때 비장애인만 상으로 한 이유는 장애인이 장애가 아니었다고 가정할 

때 추정되는 계수를 산출하기 해서이며, 설명변수를 연령, 성별, 교육년수로 한정한 이

유는 개인의 경제  능력으로 표 할 수 있는 표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홍

(2008)에 의하면, Fullerton and Rogers(1993)5)의 연령-인 자본 곡선에 활용한 변수로는 

종속변수로 실질임 6)을, 설명변수로 연령, 성별, 교육연수를 사용하고 있어, 이는 개인

의 경제  능력을 추정하는 변수로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lny i, t=β
0+β

1AGE i, t+β
2AGE

2
i, t+β

3EDU i+β
4DSEX i+β

5(AGE i, t×EDU i)
+β

6(AGE i, t×DSEX i)

  단, lny i, t
 : 상용 근로자 임 소득과 임시ㆍ일용근로자 임 소득의 합을 불변화7)

(2008

년 기 )하여 로그를 취한 값, AGE  : 연령, AGE 2  : 연령의 제곱, EDU  : 교육년수(

5) 최기홍(2008), Fullerton and Rogers(1993)에서 활용한 모형과 본 연구에서의 모형에서는 교차항 처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

으나, 성, 연령, 교육년수 변수를 공히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경제  능력을 단한다는 에서는 동일하다.

6) 특정년도의 불변가치를 의미한다.

7)  t년도 임 소득에 W 2008/ W t
를 곱하여 종속변수를 산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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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6, 학교=9, 고등학교=12, 학교=16, 학원=20), DSEX  : 남자=1, 여자=0, 

(AGE i, t×EDU i): 연령 × 교육년수 (AGE i, t×DSEX i): 연령 × 성별

  2단계, 장애인의 비장애가정시 잠재생애임 소득 추정단계이다. 즉, 식 (1)로부터 추정

된 비장애인에 한 각 변수의 추정계수를 장애인에게 용하여 장애인의 잠재생애임

소득8)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추정하기 해서 식 (2)가 사용되며 여기서 r은 할인율로

서 특정연령(여기서는 근로시작 시 인 15세로 가정)로 환시키는 값이다. 이 게 추정

된 잠재생애임 소득은 재 장애인이 장애를 입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던 잠재생애

임 소득( Y i
=a)을 의미한다.

  Y i= ∑
59

t= 15

y i, t

(1+r) t- 15
       (2)

  한편, 비장애인을 상으로 분석한 모형을 장애인에 그 로 용함으로써 오는 장애이

외의 두 집단간 특성 차이에서 오는 소득격차 존재여부를 단하기 해서 T-test를 수

행하 다. T-test 수행결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장애인에 한 계수추정치를 

장애인에 그 로 용하여 잠재생애임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3단계, 장애인에 한 계수추정 단계이다. 즉, 앞에서 사용한 식 (1) 모형을 장애를 갖

은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용하여 각 변수별 추정계수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장애

인으로서 실 노동시장에서 직면하여 획득하게 되는 생애실질임 소득을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4단계, 장애인의 실 노동시장에의 참여시 잠재생애임 소득 추정단계이다. 이는 앞

의 2단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용되는 데, 다만, 3단계에서 추정된 장애인을 상으로 

한 계수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잠재생애임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게 추정된 잠재

생애임 소득은 장애인이 장애를 안고 재수 의 임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의 소득

( Y i
=b)를 의미한다. 

  2단계와 4단계에서 추정된 두 소득의 차이(a-b)는 장애로 인한 임 소득의 감소분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9), 이러한 임 소득의 감소분은 사회  책임이 있는 장애라고 가정할 

경우 장애 련 공 이 소득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수 으로 볼 수 있고, 비장애인에 

응하는 소득보장 수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 인 발생 

비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보장수 을 논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에 해서는 연구범 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 수행하기를 기 한다. 

8) 여기서 잠재생애임 소득은 15세~59세 사이의 총임 소득으로 정의한다.

9) 두 잠재생애추정소득의 차이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감소  손실분을 정확히 반 하기 해서는 장애인  선천 인 장애

인이 배제되어야 하나 선천  장애여부에 해서는 복지패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소 과  추정될 가능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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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분석가정  방법을 사용하여 단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는 임 근로자이면서 비장애인만을 상으로 하고, 종속변수는 임 소득으로, 설명변수

는 연령, 성별, 교육년수로 하여 복지패  1~3차 자료에 해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

형, Pooled OLS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임 소득함수의 계수를 추정한 것으로, 그 

결과는 <표 15>에 정리되고 있다.

  <표 15>에 제시된 3가지 모형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 FEM)과 확률효

과모형(Random Effect Model : REM)에서는 연령, 연령제곱, 그리고 연령과 교육년수의 

곱, 연령과 성더미를 곱한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동일하게 추정하고 있으나, 

Pooled OLS 모형에서는 여기에 교육년수와 성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다소 분석모형을 

변형하여 분석하고 있다. 교육년수와 성더미 변수를 고정효과모형(FEM)과 확률효과모형

(REM)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고정효과모형(FEM) 특성상 특정변수가 시계열 으로 

불변일 경우 계수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일반 으로 

교육년수와 성과 같은 고정변수특성이 모형에 고려되도록 교차항으로 모형을 설정한다. 

한편, 확률효과모형(REM)은 고정효과모형(FEM)과 비교를 해 동일하게 설정되었다10). 

따라서, 세 가지 모형  고정효과모형(FEM)과 확률효과모형(REM)은 비교가 가능한 모

형이지만, Pooled OLS 모형은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모형이 더 효과 이라고 단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제시가 이해를 돕는데 효과 일 것으로 단하여 세 가지 모형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변수의 유의성과 패 자료의 시계열이 짧은 것을 고려할 때 

Pooled OLS 모형이 보다 합한 것으로 단하여 임 근로자의 잠재생애임  추정에 

동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한다.

  Pooled OLS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설명변수 부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이 상승할수록 소득수 이 증가하다가 일정연령이상에서는 감소하는 상이 나타나 

일반 으로 50 연령에서 임 피크 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interaction 변수인 AGE_EDU는 유의성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AGE_SEX변수와 

함께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일 교육수 과 동일한 성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교육수 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

우 interaction 변수인 AGE_SEX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1) 

10) 도 모형  어느 모형이 합한 지에 한 단을 해서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고정효과모

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패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서 나타나는 상일 수 있다고 단되고, 반면 pooled OLS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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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임 근로자인 비장애인을 상으로 한 추정결과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Pooled OLS

AGE 0.1540***(6.35) 0.1442***(19.33) 0.1478***(15.69)

AGE2 -0.0017***(-5.85) -0.0019***(-21.13) -0.0018***(-19.10)

AGE_EDU 0.0004(1.63) 0.0017***(20.88) 0.0004(1.41)

AGE_SEX 0.0037(0.93) 0.0150***(28.70) 0.0233***(13.12)

EDU 0.0724***(5.82)

DSEX -0.3081***(-4.36)

Constant 3.8879***(8.25) 3.7056***(27.68) 3.2307***(13.18)

R2 0.0092 0.2867 0.3336

F-statistics(Wald chi-sq) 16.35 2679.49 963.77

Hausman test Chi-sq statistic=34.52,  Prob=0.0000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호 안은 t값을 의미함.

  2단계에서는 <표 15>에서 추정된 계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잠재생애임 소득을 산

출하게 된다. 즉, 1단계에서 추정한 계수를 식 (1)에 용하고 연령, 교육연수, 성더미 변

수에 장애인의 해당 값을 입함으로써 종속변수인 각 연령 별 잠재(연간)임 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앞의 식 (2)를 이용하면, 특정 연령으로 환산한 장애인의 잠재생

애임 소득을 산출 할 수 있다. <표 16>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잠재생애임 소득

을 비교하기 해 두 집단의 잠재생애임 소득을 모형별로 모두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

다. 여기서 유의할 은, <표 16>에 제시한 값  장애인의 잠재생애임 소득은 장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12)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잠재생애임 소득에 한 비교

(단  : 만원)

구분1) 고정효과모형2) 확률효과모형3) Pooled OLS4)

비장애인 41,058.41(949.4) 38,215.52(882.1) 44,762.29(1,038.6)

장애인 40,195.98(966.6) 35,484.31(862.2) 39,367.37(965.9)

차이 862.43(-17.3) 2,731.21(19.9) 5,394.922(72.7)

1) H0 : mean(비장애인)-mean(장애인) = 0, H1 : mean(비장애인)-mean(장애인) ≠ 0

2) P-value = 0.0000(고정효과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계수를 이용할 경우)

3) P-value = 0.0000(확률효과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계수를 이용할 경우)

4) P-value = 0.0000(Pooled OLS로부터 추정된 계수를 이용할 경우)

5) (  )안은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액

  <표 16>에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1단계에서 비장애인을 상으로 추정된 계수를 

이용(<표 15> 참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 동일하게 용하여 산출된 각 잠재

생애임 소득의 집단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균의 차이가 없다면 장애인과 

11) 여기서 성더미(DSEX)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났다고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소득증가유인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왜냐하면, interaction 변수인 AGE_SEX변수에도 성더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 계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12) 추정모형에서 장애나 기타 환경 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임 소득에 향을 주는 기본 인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 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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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간에는 장애라는 신체조건외에 경제  능력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Pooled OLS 결과 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잠

재생애임 소득의 평균에는 다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는 평균 으로 장애로 인한 직 인 경제력 손실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 등에서 오는 간 인 경제력 손실에 의해서도 경제

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경제력 격차를 통계  수치로 표

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외  요인으로 인해 약 12.1%(5,395/39,367×100)정

도 경제력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단계는 식 (1) 모형을 임 근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를 상으로 하여 계수를 추정

한다. 추정결과인 <표 17>에 의하면, 반 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수가 어 추

정계수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 해석에 있어 조심스러운 면은 있다. 이는 모

형의 연속성과 비교의 용이성을 해 <표 15>에서 사용한 변수를 그 로 사용하 기 

때문이며, 1단계, 2단계에서의 결과와 비교 단하는 것이 요하므로 동 추정계수를 활

용한다.

<표 17> 임 근로자인 장애인을 상으로 한 추정결과

설명변수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Pooled OLS

AGE -0.0959(-0.46) 0.0370(0.73) 0.1003**(2.04)

AGE2 -0.0006(-0.29) -0.0007(-1.15) -0.0011**(-2.09)

AGE_EDU -0.0003(-0.15) 0.0020***(5.63) 0.0018(0.79)

AGE_SEX 0.1598(1.64) 0.0150***(5.10) -0.0104(-0.76)

EDU 0.0313(0.28)

DSEX 1.2613**(2.01)

Constant 7.2446*(1.75) 5.2207***(5.02) 3.0960**(2.01)

R2 0.0121 0.2088 0.2685

F-statistics(Wald-sq) 0.79 75.32 37.22

Hausman test Chi-sq statistic=4.15, Prob=0.3855

주:  (  )안은 t-value임.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추정한 계수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장애인정시 잠재생애임 소

득을 추정하게 된다. 이 게 추정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을 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표 16>참조)의 잠재생애임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데, <표 18>의 (A)는 

<표 15>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장애가 없는 경우로 가정한  장애인의 잠재생

애임 소득을 추정한 결과13)이며, (B)는 <표 17>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한 장애인의 

실  잠재생애임 소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 으로 보면, (A)와 (B)의 차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력 손실 분으로 볼 

수 있고, 동 손실분 부를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가정한다면, 장애연 , 장애수당 

등 장애 련 공 이 소득을 통해 생애기간동안 보 해주어야 보상 수 으로 해석할 수 

13) 앞서 언 했듯이 이 결과(A)가 의미하는 것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생애임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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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4). 이러한 보상수 을 장애인의 생애임 소득 비 보상소득 비 으로 표 하면 

Pooled OLS 추정모형 기 으로 약 48.2%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 장애연

을 포함한 장애 련 여 수 이 평균 으로 48.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동 비

에서 재 장애연 을 포함한 장애 련 여수 을 제한 나머지가 추가 으로 보 되어

야할 장애 련 소득보장수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 수 은 장애발생 책임을 으로 국가나 사회에 있다는 것을 제

로 하여 산출된 규모 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경제  능력을 갖기 해 필요

시 되는 소득지원 수 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출 에서와 같이 필요경비

에 한 지원 과는 다름을 유의하기 바란다.

<표 18> 장애인의 잠재생애임 소득 추정결과

(단  : 만원)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Pooled OLS

잠재생애임 소득_장애 없을시 (A) 40,196 35,484 39,367

잠재생애임 소득_장애 고려시 (B) 38,700 23,839 26.570

장애 련 공 이 소득의 정보장수  (A - B) 1,496(3.9) 11,645(48.8) 12,798(48.2)

주: (  )안은  (A - B)/B× 100으로 나타낸 재의 장애인의 생애임 소득 비 보상소득 비 을 의미

Ⅴ. 결론  시사

  최근 국민연 제도 개 에 따른 여수  인하는 장애인의 연 수 을 감소시킬 것이

라는 우려를 갖게 하 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 기 노령연  도입 등 고령화 문제

에 해서는 깊은 심을 가졌지만 상 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에 해서는 

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근 증장애인을 상으로 한 기 장애연

제도 도입 논의, 국민연 에서의 장애인 재활사업에의 참여 의지 등 장애를 둘러싼 사

회  심이 어느 때 보다 증가하고 있다. 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신체 , 

정신  측면에서 기능  장애로 까지 확 되는 등 장애범주 확   장애인 소득보장 

문제에 많은 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제로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력 손실분이 존재하는 지에 해 악하고자 하

다. 한 이러한 경제력 손실분이 존재한다면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에 

한 해답을 찾기 해 실증 으로 근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4단계 과정을 거쳐 장애인의 잠재생애소득, 장애로 인한 경제  

14) 앞서 가정했듯이 제반의 장애 련 공 이 소득의 성격이 장애발생으로 인한 근로능력 손실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보

에 맞추어져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제된다면 이러한 결론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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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분, 그리고 지원수 을 추정하고 있다. 즉, 1단계에서는 비장애인을 상으로 임 함

수의 계수를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동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상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 을 때의 잠재생애임 을 산출하 다. 3단계에서는 장애인을 상으

로 임 함수의 계수를 추정하고 4단계에서는 3단계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실 노동시장에 직면할 때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생애임 을 산출하고 있다.

  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직  경제력 손실을 제외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경제력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2.1%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장애외  요인

을 제거한 상태에서 장애로 인한 경제력 손실 수 은 48.2%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한 경제력 손실분의 부를 국가 혹은 사회  책임으로 가정한다면, 

기존의 장애연 , 장애수당 등 장애 련 공 이 소득이 장애인의  소득 비 48.2%수

이 되어야 정당한 보상수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소득보장 수 은 장애발

생 책임을 으로 국가나 사회에 있다고 보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획득하

게 될 경제력 수 으로 보상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로 할 때의 지원 수 이므로 

정당한 보상수 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즉,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력 손실을 단순히 임 소득으로 체할 수 있느냐는 

과, 그 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나 사회에서 으로 그 경제력 손실분을 모두 책임

져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한 으로 책임이 국가나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

원 수 을 반드시 경제력 손실분에 맞추어야 하는 지에 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경제력 손실분에 한 지원 보다는 생계 에서 지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시각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본 연구에서 근하고자 한 것은 장애로 인한 경제력 손실규모와 그 손실규모

에 한 정지원수 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지에 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장애인에 한 소득보장의 정지원 수 에 해서는 단순한 통계  

근을 넘어 사회  합의가 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경제력 

손실 수  만큼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지출측면에서의 정

당한 보상이면 충분한 것인지에 한 지속 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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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  용제외자의 노동시장 활동과 노후 소득보장에 한 함의*1)

Labor-Market Activities of Uninsured Pers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Implications for Old-Age Income Security

우해 **2)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 황을 분석하고 이

를 기 로 용제외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에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비록 3년의 단기간을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민연  용 상태가 고정된 상태라기보다는 상당한 수 으

로 변화를 보이는 동태 인 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연  가입자에 비해 용제외자의 경우 체로 

측 기간 동안 동일한 국민연  용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분석 결과는 한 용

제외자 집단  27세 미만과 무소득 배우자의 용 상태 변화가 상 으로 높은 수 임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러나 27세 미만과 무소득 배우자의 용 상태 변화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은 소득 활동

에 따른 실질 인 용 상태에서의 변화와 함께 소득 활동과 계없이 제도의 복잡한 설계에 기인한 형

식 인 변화를 상당 부분 반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시장 활동의 특성과 련된 분석 결과는 

국민연  용제외자 에서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연 에 의무 으로 가입해야 할 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들의 소득 활동은 체로 임시직 혹은 일용직 임 근로처럼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역에 집 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용제외자들의 취업 활동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한 분석 결과는 사회경제 으로 열악한 치에 있는 용제외자들의 취업 활동 개연성

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 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경

험을 고려할 때 개인 단 의 소득 활동 조사에 기 하여 국민연 의 용 범 를 확 하고자 하는 정책

은  시 에서 그 효과가 제한 이며, 국민연  용 범 의 무리한 확 보다는 리 가능한 집단을 

심으로 한 제도 운 의 내실화가 보다 요한 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  시 에서 국민연  용

제외자들(특히,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해서는 국민연 의 임의가입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

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조 로그램의 보다 큰 역할이 요구된다.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국민연 제도는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으로 

하여 도입된 지 10여 년 만에  국민을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상을 갖

추게 되었다. 행의 국민연 법은 기본 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개인들  법과 시

*  본 연구는 국민연 연구원에서 수행 인 「국민연  용제외자 황과 노후 소득보장 책」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본   연

구의 내용은 연구자 본인의 개인  의견이며 소속 기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 국민연 연구원 부연구 원. haebo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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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에서 정한 일부 집단들( 컨 , 특수직역연  가입자)을 제외한  국민을 가입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 국민연 제도는 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들을 심으

로 설계된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이기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의 

집단들( 컨 , 업주부나 학생)을 국민연 제도의 의무  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과 으로 행 국민연 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 용에 있

어서는 보편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며, 동시에 국민연  가입 자격을 결정하

는 데 있어서 연령이나 소득 활동과 같은 복합 인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기에 그 리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연 과 련된 재까지의 논의들은 체로 국민연 제도의 용을 받는 개인들

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 으로 국민연 제도의 의무  용에서 제외된 개인들

을 상으로 한 체계 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공  연  가입자/수

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같은 국민연  용제외자의 연  수 권 확 와 련된 연구

들이 제한 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들 연구들 한 체로 제도 개선과 련된 내용

에 한정되며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이나 이들의 노후 비와 련된 

경험 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국민연  용제외자에 한 경험  

연구의 부족 상은 재까지 이들의 기본 인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에 한 

악조차도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최근 국민연  용제외자에 한 심이 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은 국민

연  용제외자들이 향후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 에 방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과 

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 역(informal sector)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 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의 비 이 매우 높다는 측면

에서 국민연  용제외자 집단에 한 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국민연  

용제외자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

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연  사각지 의 축소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특수직역연 이나 

공공부조의 용을 받는 개인들을 제외한 국민연  용제외자들( 컨 , 무소득 배우자

나 27세 미만 학생/군인)을 국민연 제도 내로 편입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 한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연  용제외자들을 제도 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재의 

상황에서도 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납부 외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한 제시된다. 이러한 입장의 경우 더 나아가 장기 으로 국민연  납부 외자

도 국민연 제도의 의무  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 했듯이 국민연 제도의 의무  용에서 배제된 개인들에 

한 정보의 부족은 국민연 제도의 개선과 련된 실질 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한국복지패  자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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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국민연 제도의 의무  용에서 제외된 계로 최근까지 충분한 심을 받지 

못했던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을 경험 으로 분석함으로써 행 국민

연  용제외 제도의 개선과 련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

구는, 첫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의 측 기간 동안 국민연  용 상태에서 발생

한 변화의 양상을 유형화함으로써 분석 상자들이 국민연  가입과 용제외 상태에서 

고정 으로 체류하는지 아니면 가입과 용제외 상태 사이의 환을 빈번히 경험하는가

를 살펴본다. 둘째, 국민연  용 상태별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운 상 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으로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용제외자

들의 규모를 살펴 과 함께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활동 

련 주요 특성들을 검토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국민연  용제외자들을 상으로 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취업 활동에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으로써 용제외자들이 

취업 활동을 하게 되는 사회경제  배경에 한 보다 심층 인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

으로 분석 결과를 기 로  용제외 제도의 개선 방향과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

후 소득보장 방안에 한 함의를 논의하기로 한다.   

Ⅱ. 연구 배경

1. 선행 연구

  노후 소득보장 로그램의 용 범  그리고 용을 받지 않는 개인들에 한 보호의 

문제는 사회보장 역에서 가장 요한 심 사항 의 하나이다. 특히, 근로자와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공식 인 사회보장 로그램의 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제  발  

국가들의 경우 이들에 한 보호의 문제는 매우 요한 함의를 갖는다. 노후 소득보장 

로그램의 용을 받지 않는 개인들의 규모는 기본 으로 노후 소득보장에 한 개별 

국가의 근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 연 과 같은 보편 인 사회보

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 컨 , 네델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보험료 부담이 제도 용의 제 조건이 아니기에 사회보

장 로그램의 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 재원을 마련하는 부

분의 국가들의 경우 사회보장 로그램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인들을 용 상으로 

하며, 여의 수  한 납부한 보험료 수 에 의해 향을 받는다. 한 사회보험 방식

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측되는 최근의 사회보장제도 개  동향은 기여

(contribution)와 여(benefit) 사이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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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  방향은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 로

그램에 장기 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들의 순응성을 제고시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기여와 여 사이의 연계성 강화는 기본 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의 약화와 이로 인해 

소득층의 가입 유인을 하락시킴으로 인해 노후 소득보장 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용

제외자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James, 1999). 

  특히, 노동시장 경험이 거의 없는 개인들(특히, 여성)과 노동시장 경험은 있지만 체

로 이러한 노동시장 활동이 비공식 역(informal sector)에서 이루어지기에 노후 소득보

장 로그램에 한 기여를 거의 하지 않는 개인들에 한 노후 소득보장이 주된 사회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 를 축소시키고자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통 인 사회보장 방식에 기 한 용 범 의 확 ( 컨 , 보험

료 지원) 외에도 미시 보험(micro-insurance)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Jacobi and Kluve, 2006; Overbye, 2005; Reynaud, 2002; van Ginneken, 199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의 사각지  문제는 연구자들의 주요 심의 상이 되

어 왔다.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한 기존 연구들은 국민연 (강성호․김태완․김문길, 

2008; 박성민, 2002; 석재은, 2002; 최 수, 2002; 홍백의, 2005a), 공  연 (석재은, 

2003), 혹은 공  연 과 공공부조를 포함하는 사회보장 반(구인회․백학 , 2008; 정

경희․석재은․이 주․구인회․손병돈․홍경 , 2005)에 한 사각지  논의 등 다양한 

수 에서 사각지 를 정의한 후 사각지 의 규모를 추정하 다.1)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의 사각지  문제와 히 연 된  다른 주요 이슈는 여성들의 연  수 권과 련

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연  수 권과 련하여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 컨

, 강성호․김철주․최은아, 2007; 권문일, 2003; 김수완, 2002; 석재은, 2004; 홍백의, 

2005b)은 체로 연  수 권을 개별 수 권과 생 수 권으로 구분한 후 장기 으로 

여성들의 개별 수 권 강화의 필요성을 지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사회보장의 사각지  논의나 여성의 연  수 권과 련된 연구 

모두 체로 미시 자료보다는 집계 자료에 기 하고 있으며, 사각지 에 존재하는 개인

들의 경험  분석보다는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 사회보장제도 반에

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에 을 맞추는 계로 개별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

황에 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컨 , 본 연구가 을 맞추

고 있는 국민연  용제외자의 경우 기존 연구들은 용제외자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납부 외자  보험료 미납자와 함께) 용제외자들을 일 으로 국민연

의 사각지 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국민연  용제외자들이 (잠재 으로) 국

민연 의 사각지 에 놓인 개인들이라는 을 기존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 하고 있음에

1) 사각지 에 한 정의는 용 범 에 해서 뿐만 아니라 여 수 에 해서도 논의되기도 한다. 용 범 에 한 논의와는 

달리 여 수 에 한 논의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상이한 사각지  정의가 내려질 수 있기에 이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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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이들 국민연  용제외자들이 어떠한 개인들이며 이들의 노후 비 상태

는 어떠한가에 한 본격 인 논의는 최근에야 시작되고 있다( 컨 , 우해 , 2009).

2. 국민연  용제외자의 정의  황

   국민연 법은 국민연  가입자의 지  취득과 련하여 단일의 기 이 아니라 복

합  기 에 근거하고 있다. 컨 , 국민연 법은 원칙 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개인들이 국민연 에 의무 으로 가입하여야 할 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처럼 국민연 제도의 의무  용을 받지 않는 집

단들을 한 열거하고 있다. 국민연  가입과 련된 이러한 복합  기 의 용은 개인

들이 본인의 국민연  용 상태에 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컨 , 배우자가 공  연  가입자/수 자이며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  용제외자(무소득 배우자)로 분류됨에 비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무배우 개인들의 경우 원칙 으로 국민연  가입자(납부 외자)로 분류되는 내용을 일반

인들이 정확히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연  용제외자는 최근까지 국민연 제도의 리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법 으로 엄격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일반 으로 국민연 제도의 리  측면에서는 

국민연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을 국민연  용제외자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

다.2) 학문 으로는 용제외자 신 사각지  개념이 보다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록 국민연  용제외자에 한 논의가 국민연  사각지 에 한 논의에서 빈번히 

검토되고 있지만, 이들 두 개념에 반드시 동일한 개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근로 세 에서의 국민연  사각지  개념에는 국민연 제도

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과 함께 국민연  가입자이지만 국민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들(납부 외자  보험료 미납자)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컨 , 석재은, 

2002). 한 (  근로 세 로 논의를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연  용제외자가 

국민연  사각지 에 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언 하겠지만  국민

연  용제외자 에는, 비록  시 에서는 국민연  가입자/수 자가 아니지만, 이미 

국민연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국민연  수  요건을 충족한 개인들이 상

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과 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국민연  용제외자 개념은 특정 시 을 기 으로 한 개념으

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들을 의미한다. 

물론 18세 미만과 60세 이상 개인들도 국민연  용제외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2) 국민연 제도를 리/운 하고 있는 국민연 공단의 경우 일반 으로 용제외자는 국민연  가입자가 아닌 모든 개인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국민연  가입자가 아닌 모든 개인들(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포함)은 

리의 측면에서 국민연  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일련의 용제외 코드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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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있지만, 기본 으로  국민연 제도가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기 한 보험료 부

담을 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라는 에서 노동시장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국민연  용제외자로 논할 실익은 상 으로 크지 않다. 물론 국민연  가입 

상과 련하여 행의 연령 구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활동 패턴을 히 반

하고 있는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8년 국민연 법 개정으로 수 개시

연령이 2013년부터 5년 단 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에는 노령연 의 수 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됨을 고려할 때 국민연  의무 가입 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 규정은 검토될 필요가 크다. 

  <표 1>은 이러한 정의에 기 하여 국민연 공단의 용제외자 모집단 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2009년 4월 말 재 국민연  용제외자 규모는 1천3

백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은 한 국민연  용제외자들을 일

련의 하  범주들로 유형화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재 배우자가 공  연  가입

자 혹은 수 자이며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무소득 배우자■가 용제외자 

체의 41% 수 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군인, 특수직역연  가입자, 기 생활수 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3) 비록 국민연

이나 특수직역연  수 자 한 존재하지만 그 비 은 각각 1% 미만이다. <표 1>은 

한 국민연  용제외자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무소득 배우자 집단을 

배우자의 공  연  가입/수  상태를 기 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무소

득 배우자 에서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가 체 무소

득 배우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국민연  용제외자 체  유형별 황

국민연  용제외자 유형 명 백분율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인 3,343,861 25.10 

특수직역연  가입자 1,449,651 10.88 

특수직역연  수 자 109,536 .82 

기 생활수 자 755,165 5.67 

국민연  수 자 79,308 .60 

무소득 배우자 5,534,216 41.55 

  (국민연  사업장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454,797 ) (44.36 )

  (국민연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263,779 ) (40.91 )

  (국민연  수 자의 무소득 배우자) (354,500 ) (6.41 )

  (특수직역연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363,226 ) (6.56 )

  (특수직역연  수 자의 무소득 배우자) (97,914 ) (1.77 )

기타(말소자 포함) 2,047,998 15.38 

합계 13,319,735 100.00

주: 국민연  용제외자 모집단 산 자료를 분석한 것임(2009년 4월 30일 기 ).

3) 비록 본 연구에서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인의 표 을 사용하고 있지만 용제외자로 분류되기 해 학생이나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연령 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용제외자로 분류된다(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는 자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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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용제외자 체  무소득 배우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반 으로 용제외자  여성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체 용제외자의 

61.22% 그리고 무소득 배우자의 87.94%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소득 배우자 집단

에서 측되는 이러한 성별 분포는 우리나라의 행 국민연 제도가 상당한 정도로 남

성이 가족의 생계를 주도하는 모형(male breadwinner model)에 기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용제외자 체의 연령 분포를 보면 30  이하가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며,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상 으로 장년층의 비 이 높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

다. 성과 연령의 조합을 살펴보면 용제외자 체의 경우 30  이하 남성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반면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30  이하 여성의 비 이 오히려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표 2〉 용제외자의 성별 연령 분포

남성 여성 체

명 백분율 명 백분율 명 백분율

용제외자 

체

18~39세 3,062,007 59.28 4,166,430 51.09 7,228,437 54.27

40~49세 1,055,692 20.44 2,298,775 28.19 3,354,467 25.18

50~59세 1,047,694 20.28 1,689,137 20.71 2,736,831 20.55

합계 5,165,393 100.00 8,154,342 100.00 13,319,735 100.00

무소득 배우자

18~39세 186,335 27.91 1,880,894 38.65 2,067,229 37.35 

40~49세 277,730 41.60 1,733,545 35.62 2,011,275 36.34 

50~59세 203,508 30.48 1,252,204 25.73 1,455,712 26.30 

합계 667,573 100.00 4,866,643 100.00 5,534,216 100.00

주: 국민연  용제외자 모집단 산 자료를 분석한 것임(2009년 4월 30일 기 ).

  <표 3>은 용제외자 체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  가입 경험 여부  최종 가

입 종류를 보여 주고 있다. 체 용제외자의 략 43%인 577만 명 정도가 과거에 국

민연 에 가입한 경험이 있으며,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이 보다 훨씬 높은 63% 이상이 

가입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 제도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용제외자들을 상으

로 하여 이들의 최종 가입 종별을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용제외자 체의 56.34% 그리고 무소득 배우자의 61.61%가 사

업장가입자에서 용제외자로 환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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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용제외자 체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  가입 경험 여부  최종 가입 종별

명 백분율

용제외자 체

가입 경험 있음 5,772,004 43.33 

  사업장가입자 (3,252,100 ) (56.34 )

  지역가입자 (2,501,991 ) (43.35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17,913 ) (.31 )

가입 경험 없음 7,547,731 56.67 

합계 13,319,735 100.00

무소득 배우자

가입 경험 있음 3,523,647 63.67 

  사업장가입자 (2,171,032 ) (61.61 )

  지역가입자 (1,341,969 ) (38.08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10,646 ) (.30 )

가입 경험 없음 2,010,569 36.33 

합계 5,534,216 100.00

주: 국민연  용제외자 모집단 산 자료를 분석한 것임(2009년 4월 30일 기 ).

  노후 소득보장과 련하여 국민연  가입 경험 여부에 비해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은 국민연  보험료 납부 기간이다. <표 4>는 국민연  용제외자 체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  보험료 납부/미납/납부 외 개월 수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

다. 국민연 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용제외자 체를 상으로 하여 보험료 납부 개월 

수를 살펴보면 략 58% 정도가 보험료 납부 개월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이는 63% 이상이다. 한 체 용제외자 에서 34만9천 명 정

도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함으로써 이미 국민연  수 권을 획득하 으며, 20년 이

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완 노령연  수 권을 획득한 경우도 2만7천 명 이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국민연  용제외자 체를 국민연 의 사각지 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 다. 한 용제외자 체에서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66만5천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국민연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  수 권을 획득할 개연성이 상 으로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에 국민연  수 권 확 와 련하여 특별한 심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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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용제외자 체  무소득 배우자 납부/미납/납부 외 개월 수

납부 개월 수 미납 개월 수 납부 외 개월 수

명 백분율 명 백분율 명 백분율

용제외자 체

없음
2,431,18

9
42.12 

5,262,61

9 
91.17 

2,949,57

7 
51.10 

 1년 미만 935,230 16.20 438,446 7.60 757,695 13.13 

 1년 이상~ 2년 미만 491,350 8.51 50,354 .87 647,011 11.21 

 2년 이상~ 3년 미만 358,656 6.21 15,273 .26 438,693 7.60 

 3년 이상~ 4년 미만 293,546 5.09 4,130 .07 289,086 5.01 

 4년 이상~ 5년 미만 247,515 4.29 556 .01 208,023 3.60 

 5년 이상~ 6년 미만 204,571 3.54 262 .00 152,039 2.63 

 6년 이상~ 7년 미만 157,971 2.74 173 .00 112,675 1.95 

 7년 이상~ 8년 미만 125,935 2.18 110 .00 81,596 1.41 

 8년 이상~ 9년 미만 99,851 1.73 51 .00 86,528 1.50 

 9년 이상~10년 미만 77,114 1.34 22 .00 35,489 .61 

10년 이상~15년 미만 221,578 3.84 8 .00 13,588 .24 

15년 이상~20년 미만 100,307 1.74 0 .00 4 .00 

20년 이상 27,191 .47 0 .00 0 .00

합계
5,772,00

4
100.00

5,772,00

4
100.00

5,772,00

4
100.00

무소득 배우자

없음
1,290,68

8 
36.63 

3,210,19

9 
91.10 

2,032,72

2 
57.69 

 1년 미만 617,178 17.52 271,788 7.71 462,250 13.12 

 1년 이상~ 2년 미만 343,053 9.74 30,182 .86 381,481 10.83 

 2년 이상~ 3년 미만 252,283 7.16 8,379 .24 219,186 6.22 

 3년 이상~ 4년 미만 208,709 5.92 2,316 .07 151,424 4.30 

 4년 이상~ 5년 미만 179,172 5.08 334 .01 100,369 2.85 

 5년 이상~ 6년 미만 149,000 4.23 180 .01 68,071 1.93 

 6년 이상~ 7년 미만 113,449 3.22 124 .00 45,700 1.30 

 7년 이상~ 8년 미만 88,396 2.51 85 .00 30,676 0.87 

 8년 이상~ 9년 미만 67,465 1.91 39 .00 19,545 0.55 

 9년 이상~10년 미만 48,117 1.37 16 .00 8,825 0.25 

10년 이상~15년 미만 121,024 3.43 5 .00 3,398 0.10 

15년 이상~20년 미만 39,220 1.11 0 .00 0 .00

20년 이상 5,893 .17 0 .00 0 .00

합계
3,523,64

7
100.00

3,523,64

7
100.00

3,523,64

7
100.00

주: 국민연  용제외자 모집단 산 자료를 분석한 것임(2009년 4월 30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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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분석 방법

1. 자료  변수

  국민연  용제외자의 노동시장 활동 분석에서 본 연구가 활용하는 자료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2006년부터 매년 수집하고 있는 한국복지패  자료이다. 한국복지패  조

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기 로 하여 일반 가구와 소득층 가구를 각

각 3,500여 가구씩 총 7,000여 가구를 표본 가구로 추출하여 가구  가구원의 경제활동, 

사회보장,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제1차 조사에서 구축

된 7,072 가구를 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2008년의 제3차 조사에서 패  가구  가구원

의 표본 유지율은 각각 86.65%와 84.29% 수 이다(원표본 기 ).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제1차 조사 시 에서 18세 이상 59세 미만의 개인들로서 2008

년의 제3차 조사까지 응답을 완료한 개인들이다.4) 분석 상의 선정과 련해서, 우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민연  용 상태의 변화  노동시장 활동과 련된 분석에서는 

국민연  용제외자뿐만 아니라 비교의 상으로서 국민연  가입자 집단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한다(가  표본 기  N=8,364명). 다음으로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취업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분석에서는 용제외자 집단 내부에서의 이질성 

악 그리고 이러한 측된 이질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하여 국민연  

용제외자만을 분석 상으로 한다(N=2,363명).

  변수의 정의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 핵심 인 치를 차지하는 변수는 국민연  

용 상태이다. 국민연  용 상태와 련하여 본 연구는 총 8개의 범주를 구성하는데 여

기에는 3개의 국민연  가입자 집단과 5개의 용제외자 집단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

으로 3개의 국민연  가입자 집단에는 국민연  사업장가입자(집단 1), 국민연  지역가

입자(소득 신고자: 집단 2), 국민연  지역가입자(납부 외자: 집단 3)가 포함되며, 5개의 

용제외자 집단에는 특수직역연  가입자( 용제외자: 집단 4), 27세 미만 학생/군인(

용제외자: 집단 5), 기 생활수 자( 용제외자: 집단 6), 무소득 배우자( 용제외자: 집단 

7), 그리고 공  연  수 자( 용제외자: 집단 8)가 포함된다.5)

  비록 한국복지패  조사의 경우 설문 항목에 국민연  용제외자의 범주를 명시 으

로 제시하고 있지만 용제외자 집단의 구성과 련하여 이 정보를 액면 그 로 사용하

4) 일반 으로 제1차 조사에서 59세의 경우 제2차 조사 시 에서 그리고 58세의 경우 제3차 조사 시 에서 60세에 도달하기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국민연  용제외자의 연령 상한을 넘어서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분석 상자들의 변화 양상을 추 한다

는 측면에서 이들 연령 의 개인들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5)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국민연  수 자와 특수직역연  수 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

연  수 자와 특수직역연  수 자를 공  연 의 측면에서 함께 취 하기로 한다. 국민연  가입자 에서 보험료 미납자를 

별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례 수의 제한  분석의 간명성 차원에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한 소수의 임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로 분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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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 했듯이 행의 제도하에서 국민연  

용 상태가 단일의 기 에 기 하여 분류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기 을 기 로 삼고 있

기에 조사 상자가 본인의 국민연  용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기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과 련된다. 국민연  용제외자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

는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와 함께 조사 상자의 혼인 상태  유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  용 상태를 추가 으로 고려하여 분류 작업을 수행하 다. 

  국민연  용제외자의 분류와 련하여 복수의 용제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

는데, 행 제도는 복수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경우 시간 으로 우선하는 사유를 기

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7세 미만 학생/군인 범주

와 무소득 배우자 범주가 경합할 때 자를 우선 으로 고려하기로 한다.6) 다음으로 

용제외자  기 생활수 자의 경우 해당 가구가 기 생계비 수  상이면 해당 가구

의 가구원들을 기 생활수 자로 분류하기로 한다. 국민연  용 상태의 분류와 련하

여 남편과 부인 모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무소득 배우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

는 경우에 특별한 분류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사용

된 가구주의 정의를 고려하여 가구주를 국민연  납부 외자로 그리고 가구주의 배우자

를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하기로 한다.7) 마지막으로 가구주와의 계를 통해서도 국민연

 용 상태 분류가 가능하지 않는 일부 사례(부부)의 경우 우리나라 가구의 형 인 

경제활동 참여 패턴을 고려하여 남편을 납부 외자로 그리고 부인을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하기로 한다.       

  국민연  가입자와 용제외자의 노동시장 활동과 련된 특성으로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 고용 형태, 비경제활동 사유, 종사 산업, 종사 직업이 고려된다. 경제활동 참여 상

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 근로자와 고용주, 자 업자, 무 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8 범주로 구성되며, 고용 형태는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하여 정규직

과 비정규직을 구분한다.8) 산업과 직업은 분류를 기 으로 하되 분석의 간명성을 하

여 유사한 산업과 직업을 통합하여 각각 9개  10개의 산업과 직업의 범주를 구성한다. 

  용제외자 집단을 상으로 한 취업 활동 분석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비취

업자로 그리고 나머지 경제활동 상태 범주들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취업 상태의 구체  

조작화와 련해서 본 연구는 제1회 조사에서 제3회 조사까지 취업 활동을 지속 으로 

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지속  취업=1). 취업 활

6) 27세 미만 용제외자의 경우 보다 정확한 분류를 해서는 보험료 납부 사실에 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가 불충분한 

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7)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가구주는 호주 는 세 주와 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을 의미한다. 

8)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임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해 사용되는 정보는 조사의 회차가 증가함에 따라 보

다 세분화되어 수집되고 있다. 제1차 조사에서는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제2차 조사에서는 고용 계, 근로시간 형태, 근

로계약 유무/근로의 지속 가능성, 제3차 조사에서는 근로계약 유무와 근로의 지속 가능성이 별도의 변수로 측정되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복지패  3차년도의 사용자 지침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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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련하여 성, 혼인 상태, 교육 수 , 가구 소득, 경제  어

려움 경험 여부, 건강 상태가 고려된다. 성은 더미 변수로 남성이 거 범주이며(여성

=1), 연령은 제1차 조사 시 에서의 연령을 기 으로 18~29세, 30~39세, 40~49세, 50~59

세의 4 범주로 구분하며 거 범주는 40~49세이다. 교육 수 은 제3차 조사 시 까지 

측된 가장 높은 교육 수 을 의미하며, 고졸 미만, 고졸( 거 범주), 졸 이상의 3 범주

로 구분한다. 나머지 측 변수들의 경우 제1회 조사부터 제3회 조사까지 측된 값들을 

조합하여 변수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혼인 상태는 더미 변수로 측 기간 동안 지

속 으로 유배우 상태를 유지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며(유배우=1), 건강 

상태 한 자기평정  건강 상태가 지속 으로 양호한 경우(매우 좋음, 좋음, 보통)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양호함=1). 경제  어려움은 제1회 조사부터 제3회 조사까지 

분석 상자의 가구가 공과  납부 등의 항목들에서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겪었는가를 

측정한다(경험 있음=1).9) 가구 소득은 한국복지패 에서  균등화 소득의 60%를 기

으로 설정된 일반 가구와 소득 가구의 구분을 활용하여 측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일반 가구의 상태를 유지한 가구와 한 번이라도 소득 가구에 속한 가구를 구분하기로 

한다( 소득 가구=1). 

2. 분석 방법

  첫째, 본 연구는 교차표 형식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

는 국민연  용 상태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  가입자  용제

외자들이 가입/ 용제외 상태에서 얼마나 지속 으로 체류하는지 그리고 3년의 기간 동

안 어느 정도의 상태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민연  용제

외자 개념이 특정 시 에서 정의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민연  

용 상태의 궤 을 살펴보는 것은 특정 시 을 기 으로 한 국민연  용제외자에 

한 이해에 추가하여 국민연  가입과 용제외를 통합 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찬가지로 교차표 형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민연  용 상태별로 노동시장 

활동의 주요 특성들을 살펴본다. 국민연  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기에 국민연 제도에 의무 으로 가입해야 하는 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국민연  용 상태와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함

으로써 용제외 분류의 성에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경제활

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종사상 지 나 직업, 산업 등 노동시장 활동과 

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 으로써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  용제외자들을 

9) 경제  어려움의 측정에 포함된 항목들은 모든 조사 상자들에게 해당되는 항목으로 제3회 조사까지 공통 으로 측정된 4개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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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취업 활동에 한 보다 심층 인 이

해를 목 으로 로짓 분석(logit analysis)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  용제외자

들의 취업 활동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 혹은 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하며, 이

를 기 로 국민연  용제외자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정책  방안의 효

과성을 보다 심층 으로 검토한다. 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 로 국민연  용제

외 제도의 개선 방향과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련된 일련의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Ⅳ. 분석 결과

1. 국민연  용 상태  변화

  <표 5>는 교차표 방식을 통하여 국민연  용 상태가 3년의 기간 사이에 어떻게 변

하 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표 5>의 상단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의 국민연  

용 상태에서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10) 국민연  가입자 집단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상태 지속이 87.3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두 집단의 

경우 동일한 국민연  용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략 57%로 상 으로 낮다. 소득

신고자(집단 2)의 경우 납부 외자(집단 3)로의 환이 그리고 납부 외자의 경우 사업

장가입자로의 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  가입자 집단에 비

해 용제외자 집단의 경우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27세 미만 학생/군인의 경우 동일한 용제외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69.14%로 낮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제1차와 제3차 조사 시 에서의 국민연  용 상태를 비교하면 체로 국

민연  용 상태에서의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연  

사업장가입자(집단 1)의 경우 략 79%가 3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

는 반면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집단 2)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국민연  용 상태

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  용 상태에서의 변화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집단 1)와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집단 2)는 납부 외

자로 이동한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납부 외자(집단 3)의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로의 환이 상 으로 높다. 국민연  가입자(집단 1~3)에서 

용제외자(집단 4~8)로의 환을 살펴보면 무소득 배우자(집단 7)로의 환이 가장 높은 

10)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매년 특정한 시 에서의 정보에 한정되기에 두 조사 시  사이에서 발생한 국민연

 용 상태에서의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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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용제외자로 분류된 개인들의 경우 제1차 조사 시 과 제3차 조사 시 에서 동일한 

용제외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체로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7세 미

만의 학생/군인 집단의 경우 유지율은 략 52% 수 으로 비교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 상 으로 국민연  사업장가입자(집단 1)와 지역가입자  납부 외자(집단 3)로의 

환 비율이 높다. 용제외자 집단 에서 무소득 배우자 집단의 유지율 한 제3차 조

사 시 에서 략 75% 수 으로 제2차 조사 시 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무소득 배우자 집단에서 나타난 변화의 경우 납부 외자 집단으로의 이동이 가장 크

다. 

〈표 5〉 국민연  용 상태  변화

(단 : %)

국민연  용 상태(2006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체

2007년

집단 1 87.32 10.86 16.68 6.48 17.36 0.00 4.73 4.09 30.23 

χ 2=25,276.5

9

***

집단 2 4.16 57.97 9.52 0.36 0.62 1.98 3.23 0.91 11.80 

집단 3 5.38 21.60 57.48 0.42 8.17 6.91 5.06 8.76 14.25 

집단 4 0.97 0.18 0.75 85.39 1.49 0.00 0.10 0.00 5.41 

집단 5 0.52 0.15 0.79 0.00 69.14 0.00 0.00 0.00 7.34 

집단 6 0.06  0.92 2.73 0.00 0.28 86.52 0.75 5.15 2.69 

집단 7 0.95 5.87 9.56 0.32 2.93 2.86 85.89 1.21 26.42 

집단 8 0.63 2.45 2.49 7.03 0.00 1.73 0.24 79.87 1.86 

2008년

집단 1 79.26 12.90 16.67 4.75 22.67 0.94 5.71 0.00 29.11 

χ 2=20,295.0

1

***

집단 2 4.06 48.38 9.85 0.32 1.20 2.86 3.60 2.04 10.60 

집단 3 10.64  25.13 54.29 1.58 17.37 6.42 13.68 3.60 19.10 

집단 4 1.85 0.00 0.63 83.63 2.63 0.00 0.10 0.00 5.62 

집단 5 0.52 0.10 0.67 0.00 51.72 0.00 0.00 0.43 5.54 

집단 6 0.28 1.02 3.76 0.00 0.26 84.37 1.06 6.33 2.93 

집단 7 2.36 6.35 10.21 1.34 4.15 4.78 75.33 4.46 24.27 

집단 8 1.05 6.13 3.91 8.38 0.00 0.64 0.53 83.14 2.84 

N 2,210 1,224 1,048 475 857 186 2,310 55 8,364

주: 집단1 =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집단2 = 국민연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집단3 = 국민연  지역가입자(납부 외자); 집단4 

= 용제외자(특수직역연  가입자); 집단5 = 용제외자(27세 미만 학생); 집단6 = 용제외자(기 생활수 자); 집단7 = 

용제외자(무소득 배우자); 집단8 = 용제외자(공 연  수 자); *** p<.001.

  <표 5>에서 나타난 국민연  용제외자 집단의 상태 변화는 소득 활동과 련된 실

질 인 국민연  용 상태에서의 변화와 함께 국민연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련된 

행 제도의 복잡한 설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형식 인 용 상태에서의 변화

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행 국민연 제도는 가입자 에서 과도한 비 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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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납부 외자 문제의 해결을 해 소득 활동의 개연성이 상 으로 낮을 것

으로 추정되는 27세 미만 연령층을 국민연  용제외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7세 미만 학생/군인(집단 5)의 경우에 국민연  용 상태에서의 변화가 상 으

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로 이들 집단의 경우 생애 과정에서 학교 교육 종료 

후 소득 활동을 본격 으로 시작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질 인 용 상태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27세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더 

이상  상태(27세 미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과도 련이 있다.

  무소득 배우자 집단의 경우 국민연 제도가 일정 부분 가구를 기본 인 가입 단 로 

설계된 측면을 반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무배우자는 

소득 활동과 계없이 원칙 으로 국민연  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유배우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행 제도하에서 납부 외자가 아닌 용제외자로 분류된다. <표 

5>의 무소득 배우자 집단에서 나타난 용 상태에서의 변화는 본인의 소득 활동으로 인

한 가입자 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의 취득뿐만 아니라 제도 설

계에 따른 용 상태에서의 형식  변화를 상당 부분 반 하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무소득 배우자 상태에서 납부 외자(집단 3) 상태로의 변화(13.68%)는 상당 부분 혼인 

상태에서의 변화( 컨 , 사별 혹은 이혼)가 발생했거나 배우자가 공  연  가입 자격

과 련된 연령 상한에 도달한 시 에서 공  연 의 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무소득 배우자 신 국민연  가입자(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 외자)의 지 를 

다시 취득하게 되는 상을 반 하고 있다. 

2. 국민연  용 상태와 노동시장 활동

  <표 6>은 제1차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연  용 상태별 노동시장 활동과 련된 주

요 특성들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표 6>은 국민연  용 상태별로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용제외 분류의 성과 련된 정보를 

도출해 볼 수 있다. 행 제도하에서 특수직역연  가입자(집단 4), 기 생활수 자(집단 

6), 그리고 공  연  수 자(집단 8)의 경우 완 히 혹은 부분 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11) 반면 국민연  용제외자 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학생/군인의 경우 원칙 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에 이들의 경우 용제외 분류의 성과 련하여 특별한 심의 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  용 상태별 경제활동 상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  사업장

11) 재 국민연 의 조기노령연 을 수 하기 해서는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2006년 3월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기 은 국민연  A값으로 조정되었는데, 2009년 재 A

값은 월 1,750,959원(소득공제 후의 액)이기에 연  수 과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데 큰 장애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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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집단 1)의 경우 부분 상용직 임 근로자이며(81.65%), 임시직/일용직 임 근로

자는 략 1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가입자 에서 소득신고자(집단 2)의 경우 

45%가 자 업자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임

근로자를 합한 비 이 략 2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가입자 에서 납부 외자

(집단 3)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 이 략 26% 수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다음으로 임시직 임 근로자, 자 업자, 일용직 임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살펴볼 수 있다. 행 국민연 제도가 보험료 납부를 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연  납부 외자 집단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 이 높게 

나타나는 은 납부 외자 규모의 축소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근본 인 한계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특수직역연  가입자(집단 4)의 경우 부분(92.8%)이 상용직 임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27세 미만 학생/군인(집단 5)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68.96%로 나타나고 있다. 

한 27세 미만의 경우 임시직 임 근로자와 실업자의 비 이 각각 12.59%와 9.1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용제외자  기 생활수 자(집단 6)의 패턴도 략 유사한데 비

경제활동인구가 57.63%, 일용직 임 근로자가 22.41%, 그리고 실업자가 7.9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소득 배우자(집단 7)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65.92% 수 이며, 다음

으로 무 가족종사자의 비 이 10.1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 으로 무소득 배우자 

집단의 경우 27세 미만이나 기 생활수 자 집단에 비해 임 근로자의 비 이 낮은 한

편 비임 근로자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  연  수

자(집단 8)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67.1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 업자가 

15.49% 그리고 임시직 임 근로자가 9.44%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상태가 임 근로자인 개인들을 상으로 하여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국민연

 사업장가입자와 특수직역연  가입자의 경우 정규직 비 이 각각 81.51%와 96.4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민연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납부 외자) 그리고 

특수직역연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용제외 집단들의 경우 정규직 임 근로자의 비

은 매우 낮다. 다만, 27세 미만의 학생/군인(집단 5)의 경우 임 근로자 에서 정규직

의 비 이 29.14%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연  납부 외자  용제외자 집단(특수직역연  가입자 

제외)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집단들을 심으로 비

경제활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납부 외자(집단 3)의 경우 가사(27.84%), 

근로 무능력(22.45%), 근로 의사 없음(15.73%)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 사유에 있어서 기 생활수 자(집단 6)의 경우도 략 납부 외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공  연  수 자(집단 8)의 경우도 그 패턴은 략 유사하지만 

구직 활동 포기(23.07%)의 비 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7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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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학업의 비 이 7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소득 배우자(집단 7)의 경우 가사와 

양육의 비 이 93%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 활동을 하는 개인들을 상으로 하여 종사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체로 제조업

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 생활수 자(집단 6)의 경우 공

공  개인서비스의 비  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  연  수 자(집단 8)의 경우 

농림어업  업의 비 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의 경우 반 으로 사무 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매 종사자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연  납

부 외자(집단 3)와 기 생활수 자(집단 6)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 이 가장 높

다. 국민연  용 상태별 노동시장 활동 련 주요 특성들은 2007년과 2008년 조사에서

도 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1, 2 참조). 반 으로 본 섹션에서의 분석 결

과는 소득 활동을 하기에 국민연 에 의무 으로 가입해야 할 용제외자(27세 미만  

무소득 배우자)의 규모가 략 20% 수 이며, 이들의 소득 활동이 체로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역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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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민연  용 상태와 노동시장 활동 련 주요 특성(2006년)

(단 : %)

국민연  용 상태

집단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체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 근로자 81.65 1.54 5.86 92.79 5.99 0.45 1.08 2.04 28.74 

χ 2=8,67

0.10

***

  임시직 임 근로자 15.31  17.48 22.93 0.82 12.59 6.16 8.54 9.44 13.37 

  일용직 임 근로자 0.64 11.15 12.47 0.00 1.97 22.41 4.48 2.44 5.32 

  고용주 2.28 8.68 1.16 0.00 0.00 0.00 0.17 0.00 2.07 

  자 업자 0.00 45.01 12.96 0.20 0.26 4.84 3.77 15.49 9.50 

  무 가족종사자 0.00 2.78 2.42 0.00 1.06 0.57 10.17 2.44 3.66 

  실업자 0.06 4.60 16.21 0.76 9.18 7.93 5.87 1.02 5.51 

  비경제활동인구 0.06 8.77 26.00 5.43 68.96 57.63 65.92 67.14 31.85 

고용 형태

  정규직 81.51 3.64 14.34 96.45 29.14 1.54 6.73 14.65 58.93 χ 2=1,57

4.03

***

  비정규직 18.49 96.36 85.66 3.55 70.86 98.46 93.27 85.35 41.07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 무능력 0.00 18.60 22.45 0.00 1.46 53.38 1.93 28.96 7.02 

χ 2=2,78

1.69

***

  군복무 0.00 0.00 0.00 10.11 1.60 0.00 0.00 0.00 0.45 

  학업 0.00 0.00 7.83 1.80 76.96 1.16 0.17 0.00 18.03 

  가사 0.00 17.98 27.84 32.79 5.60 16.84 68.76 24.24 45.44 

  양육 0.00 2.83 7.58 0.00 5.46 4.96 24.88 10.83 16.67 

  간병 0.00 5.91 1.08 5.72 0.81 2.81 0.69 0.00 1.09 

  구직 활동 포기 0.00 15.19 8.59 9.18 1.84 6.48 0.49 23.07 2.84 

  근로 의사 없음 0.00 29.60 15.73 40.40 2.57 11.89 2.19 12.89 5.67 

  기타 100.00  9.90 8.91 0.00 3.70 2.49 0.89 0.00 2.79 

산업

  농업/임업/어업/ 업 0.61 9.65 5.62 0.22 2.03 7.01 16.37 50.32 5.24 

χ 2=2,42

7.40

***

  제조업 36.91  10.52 14.22 0.00 19.79 9.36 12.21 1.54 21.67 

  기/가스/수도/건설업 12.07  15.71 14.05 0.41 6.22 9.95 2.74 0.00 10.61 

  도소매/숙박/음식업 10.39  28.76 23.84 0.15 30.67 34.76 40.25 26.46 19.58 

  운수/통신업 8.86 10.75 5.29 2.82 6.12 2.19 0.88 0.00 7.12 

  융/부동산업 6.44 5.00 4.89 0.00 4.41 0.00 2.74 0.00 4.79 

  사업서비스/공공행정 9.75 2.91 5.94 54.47 4.26 10.33 2.55 0.00 10.61 

  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 8.71 5.29 11.20 40.10 9.65 3.88 8.22 6.41 10.89 

  공공  개인서비스/기타 6.27 11.40 14.95 1.83 16.84 22.51 14.04 15.27 9.51 

직업

  입법공무원/고 공무원/ 리자 2.48 2.17 0.25 0.34 0.00 0.00 0.29 0.00 1.58 

χ 2=2,04

3.80

***

  문가 8.23 1.58 6.48 36.33 3.58 2.55 4.04 0.00 8.29 

  기술공/ 문가 10.84  6.76 11.00 4.86 8.66 0.00 4.82 0.00 8.53 

  사무 종사자 34.57  3.17 6.38 36.82 22.29 0.64 5.27 0.00 20.53 

  서비스 종사자 3.89 16.06 14.18 11.09 27.37 26.21 22.89 20.50 11.69 

  매 종사자 4.76 18.37 12.77 0.15 14.50 8.53 20.10 5.96 10.35 

  농업/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 0.04 9.12 4.64 0.40 0.36 6.21 15.67 50.32 4.63 

  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 9.60 15.28 11.29 0.54 6.65 5.91 6.12 9.14 9.59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15.87  14.30 9.85 2.30 6.41 1.21 3.37 6.41 11.60 

  단순 노무 종사자/기타 9.73 13.19 23.16 7.18 10.18 48.73 17.43 7.68 13.21 

주1: 집단1 =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집단2 = 국민연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집단3 = 국민연  지역가입자(납부 외자); 집단

4 = 용제외자(특수직역연  가입자); 집단5 = 용제외자(27세 미만 학생); 집단6 = 용제외자(기 생활수 자); 집단7 = 

용제외자(무소득 배우자); 집단8 = 용제외자(공 연  수 자).

주2: 고용 형태는 임 근로자, 비경제활동 사유는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산업/직업은 취업자를 각각 모집단으로 하여 백분율이 

계산됨.

주3: N = 8,36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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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  용제외자의 취업 활동 련 향 요인

  국민연  용 상태별 노동시장 활동과 련된 분석 결과는 국민연  용제외자 

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들의 규모  이들의 노동시장 활동과 련된 주요 특성들

을 보여 주었다. 본 섹션에서는 이를 기 로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취업 활동이 어떠

한 요인들에 의해서 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 으로써 용제외자들의 취업 활동에 

해서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표 7>은 국민연  용제외자들을 상으로 

하여 이들의 취업 활동과 련된 일련의 로짓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측 변수들

의 개별 효과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 모형에서 추가 으로 고려하고 

있는 측 변수들이 국민연  용 상태와 취업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 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악하는 데 분석의 을 맞추기로 한다. 한 외 인 경우를 제

외하고 특수직역연  가입자들은 다른 용제외 집단들과는 달리 취업 활동을 그 가입

의 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에 이들의 취업 활동과 련해서 자세한 언 은 하지 않기

로 한다.12)  

  모형 1은 거 범주인 무소득 배우자 집단에 비해 27세 미만 연령층의 취업 활동 개

연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기 생활수 자의 경우에는 반 의 상이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27세 미만 연령층이 측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취업 활동을 할 오즈(odds)가 무소득 배우자에 비해 71.8% 낮음에 비해 기 생활수 자

의 경우 지속 으로 취업 활동을 할 오즈는 무소득 배우자에 비해 46.3% 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2부터 모형 8까지는 국민연  용 상태와 취업 활동 사이의 

연 성이 개별 모형에서 추가 으로 검토되는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보여 

다. 분석 결과는 모형 4와 모형 8에서 고려된 혼인 상태와 건강 상태의 효과를 제외한 

모든 측 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2는 국민연  용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 활동을 할 

오즈가 7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 으로 남성들의 취업 활

동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분석 결과는 용제외자 내부에서는 여성들의 취업 활동 개

연성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 3은 국민연  용 상태에 

연령을 추가 으로 고려한 모형인데 분석 결과는 연령이 국민연  용 상태별 취업 활

동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 다. 보다 구체 으로, 연령을 통제함에 따

라 기 생활수 자와 무소득 배우자의 취업 활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비

록 한계 이지만(p=.082), 27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무소득 배우자 집단에 비해 취업 활

동을 할 개연성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  용 상태를 통제한 상

태에서 연령의 효과를 보면 분석 결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개연성

12) 국민연  용제외자 에서 특수직역연  가입자를 제외하고 후속의 분석을 수행해도 분석 결과는 기본 으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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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 주는데 40 에 정 을 거쳐 50 에는 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교육수 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모형 5에서는 고졸에 비해 고졸 미만의 취업 활동 

개연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비록 한계 이지만(p=.052), 졸 

이상 집단의 경우 고졸 집단에 비해 취업 활동을 할 개연성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반

으로 분석 결과는 용제외자 집단에서 교육 수 과 취업 활동 사이에 역의 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 6에서는 가구 소득의 효과를 추가 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 가구의 경우 측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취업 활동을 할 

개연성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 7에서는 측 기간 동안 경험한 경제

 어려움(economic hardship)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구 소득과 마찬가지로 경제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에 속한 개인일수록 지속 으로 취업 활동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 으로 모형 5에서 모형 7의 분석 결과는 무소득 배우자에 

비해 기 생활수 자의 높은 취업 활동은 이들의 생계유지와 히 연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9는 국민연  용 상태에 추가하여 모든 측 변수들을 고려한 모

형이다. 다른 모든 측 변수들을 모형에 고려할 경우 국민연  용 상태별 취업 활동

에서의 차이는 특수직역연  가입자에서만 측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인구학  

변수와 련해서는 연령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록 한계 이지만(p=.061), 

분석 결과는 여성의 취업 활동 개연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경제  변수와 련해서는 교육 수 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졸 미만의 학력을 지닌 개인들의 취업 활동 개연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생애 과정에서 교육이 직업과 소득 수 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용제외자 에서 사회경제 으로 열악한 환경에 치한 개인

들의 노동시장 참여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13)   

13) 모형 9에서 교육 수 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취업 활동에 한 성, 가구 소득, 경제  어려움 변수의 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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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  용제외자의 노동시장 경험을 분

석하고 이에 기 하여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련된 일련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첫째, 비록 본 연구가 한국복지패  제3차 조사까지의 비교  단기

간을 고려하 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  용제외 상태가 고정 이기 보다

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빈번한 변화가 발생하는 동태  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사업

장가입자 집단이 측 기간 동안 동일한 용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은 

수 임에 비해 지역가입자 집단들(소득신고자 & 납부 외자)은 국민연  용 상태에 

있어서 빈번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제외자 집단의 경우 체로 측 

기간 동안 용제외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27세 미만 학생/군인과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상 으로 변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는 용제외자  27세 미만과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소득 활동에 따

른 국민연  가입자로의 환( 용 상태에서의 실질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에 있

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설계 방식에 기인한 가입자로의 환(

용 상태에서의 형식  변화) 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 설계

에 기인한 용 상태에서의 변화는 기본 으로 재 국민연 제도의 가입 자격이 소득 

활동과 같은 단일의 기 이 아닌 연령, 소득 활동, 배우자 유무 등의 기 을 복합 으로 

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4)   

  보다 구체 으로, 가입 자격과 련된 재의 복합  기 의 설정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  용 범 의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한 측면과 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측

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행 제도에서 용 범 의 보편성을 획득하

기 한 측면은 일부 집단을 제외한 18세 이상 59세 미만의 모든 개인들을 국민연 의 

의무 가입 상으로 설정한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국민연 제도가 기본 으로 

보험료 부담을 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임을 고려할 때 가입 상의 보편성 

확립은 실 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국민연 이 1995년 농어  지역으로 

확 될 당시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의무  가입 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 다. 한 국민연 이 도

시 지역으로 확  용된 직후인 2000년에 범 한 납부 외자의 존재로 인한 제도 운

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23~27세 미만 연령층을 추가

으로 국민연 의 의무  가입 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변경 한 이러한 측면에서 해

14) 국민연 제도가 1995년 농어  지역으로 확 되기 에는 소득 활동이 국민연  가입의 제 조건이었기에 이러한 것은 문제

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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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질 수 있다. 

  비록 용의 보편성과 리의 효율성 모두 요한 원칙임은 분명하지만, 원칙이 없는 

제도의 설계와 개선은 재처럼 용의 보편성과 리의 효율성 모두에서 성공 이지 

못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  용제외자 에서 27세 미만의 학생/군인

과 무소득 배우자 집단의 비 이 매우 큰 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집단에 한 

가입과 용제외 기 의 설정은 리 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음

이 지 될 필요가 있으며 가입 자격과 련된 보다 명확한 기 의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시 에서 무소득 배우자나 27세 미만 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 으로는 소득 활동을 하기에 국민연 제도에 의무 으로 가입해

야 할 용제외자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 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한 소득 활동

을 하는 이들 용제외자들의 노동시장 경험은 국민연  가입자, 특히, 국민연  사업장

가입자와는 질 으로 상이함을 보여 주고 있다. 원칙 으로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

제도에의 가입이 의무 이지만, 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무소득 배우자와 27

세 미만 용제외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형태가 체로 임시/일용직 임 근로나 자 업임

을 고려할 때 개인 단 로 소득 활동 실태를 악하여 이들을 국민연 제도로 편입하고

자 하는 방안은 그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용제외자들

의 취업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분석 결과 한 경제 으로 어려운 상황

에 직면한 용제외자들이 취업 활동을 할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 으로써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한다. 한 국민연  보험료의 납부는 기본 으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설사 소득 활동을 하는 이들 무소득 배우자나 27

세 미만 용제외자들을 국민연 제도에 강제로 편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부분

은 납부 외자나 보험료 미납자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임 근로자로 소득 활동을 하는 상당수 용제외자들의 종사상 지 가 임시  

일용직 임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환시키는 것은 국민연  

용 범 의 확 라는 측면에서는 검토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재까지 골 장 

캐디나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 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에 국민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용제외

자처럼) 소득 활동에 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민연  가입에서 완 히 락

되는 측면이 있다. 비록 사업주의 조와 같은 실행 과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국민연  사업장가입자로 의제 용하는 방안은 소득 활

동을 하는 용제외자들을 국민연 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입자 리의 측면에서도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08년 7월부터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해서 산재보험이 용되고 있

는 것도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35 -

  국민연  용제외자 제도 개선의 문제는 한 재의 국민연  지역가입자 제도의 

운 과도 히 연 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용제외자들의 국민연

 사각지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국민연  용제외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일  환

하는 제도 개선이 최근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수직역연  가입자/

수 자나 기 생활수 자 등을 제외한 용제외자들을 납부 외자와 통합하여 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제외자들을 지역가입자로 환하는 방안은 재 국

민연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용제외자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에서는 정

인 측면이 인정되지만, 국민연 제도의 리와 련하여  시 에서도 큰 문제가 되

고 있는 납부 외자 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 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  용제외 제도의 개선과 련하여 지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공  연 의 

용 범  확 는 근본 으로 경제발 과 이에 따른 소득 수 의 상승과 히 연 되

어 있다는 이다.15) 소득층의 경우 소득 상승을 통해 재의 생계 문제를 넘어 미래

를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국민연  용 범 의 확 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하게 27세 미만 청년층 용제외자들을 상으로 한 국민연  용 범

의 확  한 경제 환경과 히 연 되어 있다. 비록 27세 미만 청년층을 상으로 

국민연 의 용 범 를 확 하기 해 보험료 지원, 크 딧 제도, 소득 활동 조사의 강

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성공 으로 

이행하여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용 범 의 확 와 련하여 가장 효과성 

높은 방안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민연  용 범 의 확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거시 경제  맥락과 히 연 되

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연  용 범 의 무리한 확  신 리 가능한 인구집단에 

을 맞춰 재정의 안정화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한 안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 한 용제외자 집단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가구 차

원에서 볼 때 이미 부분이 국민연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특수직역연  가입자/수 자의 무소득 배우자 제외). 무소득 배우자를 새롭게 국

민연  가입자로 환시키는 정책 신 산 해 있는 납부 외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수의 무소득 배우자가 속한 가구의 노후 소득보장을 한 보다 실성 있는 방안이

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  용제외 제도의 구체  재편과 련하여, 비록 행 제도가 국민연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 제도는 기본 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

들을 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제로 하는 제도이며, 행 제도에서 국민연  수 권은 

기본 으로 국민연  보험료 납부 기간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노후 소득보장과 련하여 

국민연  용제외자를 납부 외자로 환하는 데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이 지

15) 경제발 은 한 국가의 소득 악 인 라의 확충을 통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들의 국민연  용을 효과 으로 강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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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재 국민연  납부 외자의 상당수

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갖춘 경우는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민연  용제외자를 납부 외자로 환하는 데 따른 리 

비용의 격한 증가 문제와 함께 국민연 제도에 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  

용제외자를 가입자로 강제 환하는 데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증가도 한 제약 요

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재의 납부 외 제도가 국민연  수 권의 확보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는 반면 과도

한 리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혹은 소득 활동

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  능력이 없는 납부 외자의 경우 장기 으로 국

민연 제도의 의무  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16) 이러한 근은 

기본 으로 국민연  가입 자격의 취득과 련하여 재처럼 복잡한 기 들을 설정하는 

신 소득 활동을 심으로 재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일시 으로 국민연  보

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제도의 안정  운 을 해서는 일정

한 납부 외 기간( 컨 , 3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납부 외 기간을 과

하는 장기 납부 외자의 경우 용제외자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  용 상태를 크게 가입자와 용제외자로 분류한 후 납부 외 상태를 잠정

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은 제도 용의 명확성이나 리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지만, 

납부 외자가 용제외자로 환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한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장애연 이나 유족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사망 원인이 가입 에 발생

하지 않은 경우)의 수  조건과 련하여 납부 외 상태는 용제외 상태와는 질 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납부 외자로 분류될 경우 장애연 이나 유족연 의 

수  조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용제외자의 경우 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 활동 능력이 없는 장기 납부 외자를 용제외자

로 처리하는 방안은 동시에 장애연 이나 유족연 의 수  조건에 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행 국민연 제도의 경우 사망이나 국제이주와 같은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제외 상태라고 하더라도 연 이 지 되기 시작하는 연령까지는 기존에 납부한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기본 으로 행 제도가 

국민연  용제외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국민연  수 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 등과 련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  용제외자도 장애연 과 유족연  수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

로 제도 개선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 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사후 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이는 경제  여건이 되는 계층

에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 제도가 성숙되는 시 에서는 추납이 가능한 기간에 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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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국민연  용 범 의 확 가 장기 으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 수 의 

상승에 있지만, 국민연 제도에 한 용제외자들의 근성을 높이는 방안 한  시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용제외자들을 상으로 국민연  용 

범 를 확 하고자 하는 방안이  상황에서는 효과 이지 못함을 고려할 때 국민연

의 임의가입 제도에 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용

제외자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한 개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연  수 권 보장과 련하여 임의가입제도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

성들의 상당수가 생애 과정의 기 단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한 후 결혼

이나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완 히 이탈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소득 활동보

다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한 국민연  수 권 보장이 고령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소

득보장을 한 보다 실성 있는 안이 될 수 있다. 

  재의 국민연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연  가입자의 소득에 기 하여 보험료를 

일률 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7) 컨 , 2009년 4월 재 국민연  임의가

입자가 납부하는 월 보험료 수 은 124,200원인데, 소득 수 이 낮은 용제외자들의 경

우 이러한 월 보험료 수 은 경제 인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비록 수 소

득에서 설정된 임의가입 보험료가 국민연  재정 안정화의 측면에서는 립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 내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역진 인 효과를 

나타낼 개연성이 크다. 용제외자들의 국민연  수 권을 확보하기 해서는 행의 임

의가입 보험료 수 을 다양화시켜 소득 가구의 용제외자들이 국민연 제도 내로 쉽

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 재 국민연  임의가입의 

경우 임의가입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상이 아닌데 임의가입 제도를 활성

화시키기 해서는 이에 한 고려도 유용할 것이다.18)   

  제도 으로 국민연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제도에 한 순응성이 매우 낮은 

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용제외자들이 임의가입 제도를 극 으로 활용할 것인

가에 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의 강제성 부족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

하고 임의가입 제도가 용제외자들, 특히 과거에 국민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

는 재의 고령 용제외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해 정 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유용한 제도  장치임은 분명하다. 재의 임의가입 제도가 국민연  용제외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해 히 기능할 수 있도록 국민연  재정의 안정화와 함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용제외자들이 노후 설계의 요성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 제도

에 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7) 기존 임의가입자의 경우 기 소득월액이 수 소득 이하인 경우 수 소득으로 변경되며, 수 소득 이상일 경우 기존 

기 소득월액을 그 로 사용한다. 한 신규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기 소득월액을 수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것

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액을 기 소득월액으로 결정된다.

18) 임의가입자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납하는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임의가입 보험료를 

공제받는 방안이 하나의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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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국민연  용제외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련된 이러한 제도 개 에도 불

구하고 장기 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혹은 경제 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을 갖

추지 못한 개인들을 국민연 제도의 의무  가입 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노후에 연

 수 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혹은 연  수 권을 획득하더라도 노후 소득보장의 측면

에서는 매우 부족한 수 의 여를 받는 계층을 양산할 수 있는 부정 인 함의를 지니

고 있음이 지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비할 수 없는 

소득층을 한 공공부조 로그램의 극 인 지원 없이는 성공 인 국민연 제도의 

개 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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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국민연  용 상태와 노동시장 활동 련 주요 특성(2007년)

(단 : %)

국민연  용 상태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체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 근로자 84.98 13.88 13.55 97.87 6.94 7.02 6.92 11.07 37.28 

χ 2=6,93

7.86

***

  임시직 임 근로자 6.68 5.62 12.09 1.55 6.94 5.89 6.67 8.69 7.08 

  일용직 임 근로자 0.85 9.40 12.25 0.00 1.78 19.63 5.47 2.74 5.27 

  고용주 2.75 14.16 2.67 0.00 0.00 0.00 0.81 2.22 3.14 

  자 업자 0.80 39.94 14.13 0.00 0.37 5.13 4.55 19.68 8.70 

  무 가족종사자 0.35 3.13 2.99 0.00 1.63 0.61 9.59 3.04 3.63 

  실업자 1.13 3.98 13.38 0.00 7.20 8.77 4.35 6.44 4.75 

  비경제활동인구 2.45 9.90 28.94 0.58 75.14 52.96 61.63 46.13 30.14 

고용 형태

  정규직 71.61 38.3 33.96 85.67 48.57 23.01 31.91 34.27 61.01 χ 2=498.

17

***

  비정규직 28.39 61.7 66.04 14.33 51.43 76.99 68.09 65.73 38.99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 무능력 4.85 10.02 9.87 0.00 1.78 35.86 1.76 13.69 5.22 

χ 2=2,21

6.51

***

  군복무 0.00 0.00 1.43 100.00 3.04 0.00 0.00 0.00 0.86 

  학업 9.09 3.01 10.90 0.00 72.88 0.00 0.58 0.65 15.50 

  가사 19.90  32.98 25.84 0.00 5.16 16.01 60.98 24.13 40.63 

  양육 43.16  1.47 13.21 0.00 6.38 3.56 24.30 2.66 17.46 

  간병 0.00 2.68 1.43 0.00 0.62 3.07 0.81 3.03 1.08 

  구직 활동 포기 11.33  14.26 9.66 0.00 2.76 14.92 2.84 21.05 5.50 

  근로 의사 없음 9.68 31.56 20.45 0.00 3.67 24.75 8.47 28.74 11.49 

  기타 1.99 4.03 7.21 0.00 3.71 1.83 0.26 6.04 2.27 

산업

  농업/임업/어업/ 업 0.61 8.79 6.11 0.00 6.44 7.08 15.10 37.34 5.25 

χ 2=2,71

6.42

***

  제조업 36.18  11.23 9.04 0.00 7.90 7.03 11.73 8.24 21.09 

  기/가스/수도/건설업 10.57  13.99 18.75 0.55 4.02 16.60 3.86 2.91 10.24 

  도소매/숙박/음식업 11.64  28.40 28.30 0.00 37.67 33.53 40.27 14.52 20.26 

  운수/통신업 9.22 11.52 6.26 2.94 1.42 2.96 0.69 8.95 7.25 

  융/부동산업 6.14 6.03 5.49 0.00 0.00 0.60 3.25 4.19 4.90 

  사업서비스/공공행정 9.01 2.50 3.73 53.10 4.32 2.45 1.80 8.97 9.78 

  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 9.70 4.92 6.94 42.74 15.85 2.14 9.08 0.00 11.12 

  공공  개인서비스/기타 6.93 12.61 15.38 0.66 22.40 27.60 14.23 14.88 10.12 

직업

  입법공무원/고 공무원/ 리자 2.95 2.20 0.14 0.11 0.00 0.00 0.00 3.47 1.74 

χ 2=2,26

3.14

***

  문가 8.19 2.54 4.85 39.39 1.73 0.00 3.69 0.93 8.48 

  기술공/ 문가 11.64  6.61 9.16 5.60 16.88 0.83 7.47 0.00 9.24 

  사무 종사자 31.69  2.40 2.77 35.92 7.07 0.60 5.80 3.88 18.88 

  서비스 종사자 5.06 15.61 18.39 11.12 34.08 28.47 22.74 11.41 12.37 

  매 종사자 5.62 19.10 15.44 0.00 13.53 7.46 21.07 2.34 10.77 

  농업/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 0.15 8.25 5.53 0.18 5.95 5.42 13.68 33.87 4.62 

  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 10.26  13.79 12.47 0.47 6.57 6.35 5.52 4.92 9.42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15.20  15.86 9.66 2.19 0.91 4.20 1.09 4.63 10.98 

  단순 노무 종사자/기타 9.25 13.64 21.60 5.03 13.25 46.67 18.94 34.56 13.50 

주1: 집단1 =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집단2 = 국민연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집단3 = 국민연  지역가입자(납부 외자); 집단

4 = 용제외자(특수직역연  가입자); 집단5 = 용제외자(27세 미만 학생); 집단6 = 용제외자(기 생활수 자); 집단7 = 

용제외자(무소득 배우자); 집단8 = 용제외자(공 연  수 자).

주2: 고용 형태는 임 근로자, 비경제활동 사유는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산업/직업은 취업자를 각각 모집단으로 하여 백분율이 

계산됨.

주3: N = 8,36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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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국민연  용 상태와 노동시장 활동 련 주요 특성(2008년)

(단 : %)

국민연  용 상태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8
체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 근로자 88.37 11.37 14.31 99.70 9.63 3.49 6.67 14.66 37.93 

χ 2=6,99

4.29

***

  임시직 임 근로자 7.45 5.28 10.52 0.30 8.73 5.53 6.20 4.87 7.04 

  일용직 임 근로자 0.98 9.56 12.36 0.00 7.39 22.65 7.96 9.35 6.93 

  고용주 2.58 17.28 3.44 0.00 0.00 0.00 0.78 0.61 3.44 

  자 업자 0.26 42.03 12.04 0.00 2.27 4.32 6.14 22.98 9.22 

  무 가족종사자 0.13 2.88 2.90 0.00 1.37 1.02 9.72 2.18 3.43 

  실업자 0.02 2.32 12.14 0.00 6.23 5.44 3.96 4.66 4.17 

  비경제활동인구 0.22 9.28 32.29 0.00 64.38 57.54 58.56 40.68 27.83 

고용 형태

  정규직 82.79 37.98 38.83 95.31 38.44 25.25 33.14 44.89 68.05 χ 2=862.

81

***

  비정규직 17.21 62.02 61.17 4.69 61.56 74.75 66.86 55.11 31.95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 무능력 0.00 4.49 5.53 n.a 1.69 18.58 1.21 10.56 3.78 

χ 2=1,75

4.39

***

  군복무 0.00 0.00 0.82 n.a 4.89 0.00 0.00 0.00 0.81 

  학업 0.00 1.06 10.07 n.a 73.30 0.00 0.45 0.00 11.89 

  가사 25.15  38.49 28.01 n.a 5.80 21.34 63.47 24.77 43.10 

  양육 74.85  6.04 25.15 n.a 7.65 2.24 25.06 1.62 19.94 

  간병 0.00 1.12 0.00 n.a 0.23 2.70 0.37 3.30 0.56 

  구직 활동 포기 0.00 13.54 6.74 n.a 0.66 16.94 1.93 19.77 4.89 

  근로 의사 없음 0.00 34.39 18.62 n.a 3.84 34.18 6.63 38.36 12.88 

  기타 0.00 0.86 5.06 n.a 1.94 4.03 0.87 1.63 2.16 

산업

  농업/임업/어업/ 업 0.57 9.37 5.88 0.00 1.82 7.59 12.80 23.75 4.87 

χ 2=2,64

2.73

***

  제조업 35.92  10.11 9.80 0.38 6.16 6.57 12.02 9.75 20.38 

  기/가스/수도/건설업 10.55  13.11 16.00 0.00 2.71 11.64 5.00 7.12 9.89 

  도소매/숙박/음식업 10.62  27.29 29.98 0.00 51.52 33.41 36.63 15.30 19.99 

  운수/통신업 8.37 11.79 6.08 3.27 1.23 2.94 1.25 11.00 6.91 

  융/부동산업 6.53 6.30 5.87 0.03 0.00 0.00 3.95 2.26 5.15 

  사업서비스/공공행정 9.62 3.13 3.35 53.34 4.60 4.06 4.27 8.36 10.40 

  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 11.14  5.64 7.45 42.35 16.04 0.00 10.64 2.36 12.06 

  공공  개인서비스/기타 6.69 13.26 15.59 0.64 15.92 33.79 13.43 20.10 10.35 

직업

  입법공무원/고 공무원/ 리자 2.90 1.68 0.09 0.59 0.00 0.00 0.55 1.97 1.65 

χ 2=2,24

0.55

***

  문가 8.98 2.94 4.32 38.72 6.82 0.00 4.64 1.49 8.93 

  기술공/ 문가 12.73  7.30 8.59 4.79 14.12 0.00 7.70 6.46 9.69 

  사무 종사자 31.20  1.42 6.16 36.79 5.79 2.64 6.38 1.38 18.59 

  서비스 종사자 5.01 17.74 17.71 10.77 30.93 27.36 24.82 12.76 13.03 

  매 종사자 5.54 19.39 16.74 0.00 25.22 9.85 19.03 6.80 11.11 

  농업/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 0.10 9.32 5.06 0.17 2.22 3.52 12.11 22.11 4.37 

  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 10.11  14.79 11.80 0.66 4.68 2.69 4.48 1.86 9.05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13.90  16.05 9.84 1.30 1.08 7.24 1.62 8.73 10.35 

  단순 노무 종사자/기타 9.52 9.38 19.69 6.20 9.14 46.70 18.66 36.42 13.23 

주1: 집단1 = 국민연  사업장가입자; 집단2 = 국민연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집단3 = 국민연  지역가입자(납부 외자); 집단

4 = 용제외자(특수직역연  가입자); 집단5 = 용제외자(27세 미만 학생); 집단6 = 용제외자(기 생활수 자); 집단7 = 

용제외자(무소득 배우자); 집단8 = 용제외자(공 연  수 자).

주2: 고용 형태는 임 근로자, 비경제활동 사유는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산업/직업은 취업자를 각각 모집단으로 하여 백분율이 

계산됨.

주3: N = 8,36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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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동기에 미치는 향

(Work incentiv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박상 1)․김태일2)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수 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향을 성향 수매칭과 이 차이

모델 방법을 용해 실증 분석하 다. 구체 으로 2006년에 새롭게 수 자가 된 신규수 자집단과 2006년 

이 부터 수 자 던 계속수 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을 설정하고 각각 이에 응하는 비교집단을 

구성한 후 2005년과 2007년의 경제활동참여율  소득 변화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여부의 경우 신규수 자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낮아

졌다. 반면에 계속수 자집단의 경우 비교집단과 경제활동 참여율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신

규수 자 집단과 계속수 자 집단 모두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이 훨씬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민기 생활제도가 수 자들의 경제활동참여와 근로소득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과의 심층면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심층면 을 통해 

이러한 부정 인 향은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여방식인 보충 여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 여

체계가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의 근로동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

도 변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근로능력의 정과 조건부수 자 등의 철 한 리․감독 등을 한 일선 담

당공무원 등의 확충  사회복지 달체계의 원할한 연계를 한 정부의 지원이 시 함을 시사한다.

Ⅰ. 서론

  본 연구의 목 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수 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한국복지패 』자료로부터 성향 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용하여 실험집단(수 자)과 비교집단(비수 자)을 구성하고, 

두 집단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근로소득 변화를 이 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통해 비교한다.

  한국은 1997년 말 IMF외환 기와 함께 규모 경제 기로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  안 망으로서의 공공부조제도를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 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에 제정하여 1년여의 비를 거쳐 2000년 10월 시행하 다. 특히, 이러한 제

도 변화에 있어서 핵심 인 내용은 종 에 근로무능력자만을 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까지 수혜 상이 확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1) 고려 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2) 고려 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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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없이 소득이 일정수  이하인 국민은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에서 

국민이 최소한의 기 인 생활수 을 권리로서 보장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와 같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수 자의 근로동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공

공부조제도 자체의 성격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여 방식

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 이 많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여 방식은 보충 여의 원칙과 통합 여의 체계를 취하고 

있다. 보충 여의 원칙으로 인해 최 생계비 이하인 소득층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

액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여액은 오히려 어들게 된다. 이러한 보충

여 원칙과 연계된 통합 여 체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들에게 근로동기를 감퇴시킴

으로써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차상  계층을 포함한 근

로빈곤층(working poor)3)에 해당되는 비수 자와의 형평성을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시행 기에는 최 생활 ‘보장’에 사회  심과 정책

 역 이 주어졌다면,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차 수 자의 ‘근로동기 강화’가 제도의 

건 성 확보 차원에서 강조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박능후, 2005: 228).

  그러므로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시 에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실제 수

자의 근로동기를 감소시키는 지를 입증하는 것은 공공부조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실제 

수 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가 부족하 다. 한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이 없다는 연구(이상은, 2004: 변 선, 2005; 김을식, 

2008)가 거의 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수 자의 근

로동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수 자와 유사한 소득층 비수 자를 비교 상

으로 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Ⅱ장에서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동기( 는 노동공 )

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변수의 조작화  측정과 

성향 수매칭과 이 차이모델 등의 분석방법에 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Ⅳ장에서

는 기술통계와 성향 수 매칭 방법  이 차이모델을 통한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마지

막으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본 연구의 정책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3) 근로빈곤층은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통  의미에서

의 빈곤계층과는 질 으로 차별되는 빈곤집단이다. 이들은 부분 임시․일용․비정규직 등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빈곤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김

안나, 2007: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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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검토

1. 이론  배경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 에 미치는 효과는 여체계와 련하여 논의가 많

이 이루어졌다. 즉, 보충 여방식의 여결정 기 과 여와 물 여의 연계체

계인 통합 여체계 등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상의 인 근로유인체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여, 탈 수  등에 요한 장애가 된다는 지 이 

있었다(구인회, 2005).

  보충 여의 원칙은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4) 여수

을 4   기본 여인 생계·주거·의료·교육 여액과 수 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액이 최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5) 즉, 가구별 최 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의 차액을 여 하는 것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은 가구는 그만큼 여액이 어들게 된

다. 따라서 보충 여원칙은 노동 외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득효과는 공공부

조정책의 수 자들의 경제활동참가를 더 막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남병탁 

외, 2007). 

  그리고 재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여를 지 하는 방식은 통합 여체계이다. 통합

여의 체계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최 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는 수 가구로 선정

되며, 수 상으로 선정되면 7가지 주요 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를 수 할 수 있

는 자격을 갖게 된다. 결국 이러한 통합 여체계는 물 여가 여의 자격기 과 

연계되어 있어, 여의 수 자격을 잃으면 모든 물 여의 혜택도 동시에 상실하게 

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와 같은 통합 여체계에서는 비수  빈곤층과 차상  

계층  주거 여나 의료  교육 여 등의 개별욕구가 있는 가구들이 아무런 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범 한 사각지 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김은정, 2007).6)

  한 이러한 통합 여체계와 보충 여원칙이 결합되어 소득인정액을 기 으로한 재

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 부 혹은 무 방식’의 여지 은 수 자들에게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보다는 수 권 유지를 해 노동공 을 이거나 경제활동  근로소득을 

은폐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상으로 증

가하면 생계 여의 자격을 잃게 되며 동시에 다른 주요 여(의료, 교육, 주거 여 등)의 

수 자격을 잃게 되므로 실질 인  소득이 수 탈피 이 보다 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

4) 보충 여의 원칙은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3조( 여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여는 수 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

지·향상을 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 한 노력하는 것을 제로 이를 보충·발 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 공제액-부채)×소득환

산율}의 합으로 산정된다.

6) 구인회․백학 (2008)의 연구에 의하면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 자격을 통과한 자 

 실제 수 을 한 자의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기 보장을 받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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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국민기 생활 수 자는 근로소득이 수 자격기 을 과하지 않도록 근로소득 증

가의 일정 지 에서 근로를 이는 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Moffitt, 2002).

2. 선행연구의 검토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기서는 국민기 생활보장

제도가 수 권자의 근로동기( 는 노동공 )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에 해 으

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은(2004)의 연구는 『한국노동패 』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 생활보장제

도의 직 인 향을 받을 로그램집단으로 근로능력가구의 학력자를 설정하고, 근

로무능력가구의 가구원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이 차이모델을 통해 실증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요인과 련해서 이상은(2004)에 의

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재산 기 , 부양의무자 기 , 그리고, 사

회복지 문요원들의 재량  단에 의해 여 히 제도의 제한성이 크다는 과 둘째, 국

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조건부 수 규정을 두어 근로능력을 가진 수 자에 해서는 

여수 의 제조건으로 근로 련 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 셋째, 이 연

구가 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난 후에 평가한 것으로 잠재  수 자들이 정책(제도)의 변

화에 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한 인지하 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반응에 변화

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을 들고 있다.

  변 선(200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 』 1, 6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 생활보장제

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집단변수와 시 변

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과 노동시장의 수요변수로서 지역별 실업률, 종사 직종

의 평균임  등을 고려하 다는 , 연구 상인 실험집단을 교육수 , 성별, 배우자 등에 

따라 모형을 달리하여 분석하여 이상은(2004)의 연구와 차이 이 있다. 분석 결과, 국민

기 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공 변수와 더불어 수요 변수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 향은 교육수 , 성별, 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 한다. 그리고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 에 해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우선 취업에 해서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근로시간에 

해서는 성별모형과 배우자모형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교육수 이 낮

은 집단에 한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시간을 약 1.5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한다. 

  김을식(2008)은 『한국노동패 』6～8차 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국민기 생활 수  

가구주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비수  가구주 에서 성향 수매칭을 이용해 비교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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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후 이 차이모델을 통해 분석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의 경제

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기 생활보장 

여의 수 이 경제활동참여율을 0.86%p, 근로시간을 1.6시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평균 차이 검정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상은(2004), 변 선(2005)의 연구는 비교집단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능력 는 학력, 

성별 등을 기 으로 하여 실험집단과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국

민기 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인과 계의 타당성이 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소득층 비수  가구원 에서 성향 수매칭 방법을 통해 실제 수 권자인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 다. 한 이들의 연구는 실험집단을 실제 수 권자를 상으

로 한 것이 아니라 성별․연령․학력․근로능력수  등의 특성에 따라 국민기 생활수

 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을 가상 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본 연구와의 차이 이 존재

한다. 

  김을식(2008)의 연구는 성향 수매칭을 통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

으나, 표본이 매우 다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 가구의 가구원을 실

험집단으로 하며,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해 성향 수 매칭을 이용하 다는 에서는 이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 다만, 김을식(2008)의 연구는 이 차이모델의 용에 있어서 단순

평균차이 검정만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이 연구와 달리 가구주 이외의 경제활동이 가

능한 가구원까지 분석 상에 포함시켰다는 과 국민기 생활수 자인 실험집단을 신규

수 자인 실험집단Ⅰ과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로 구분한 , 단순이 차이분석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회귀분석을 통한 이 차이모델을 용시킨  등에서 차이 이 있

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 」데이터는 2008년 조사까지는 비농 지

역에 거주하는 가구만을 표본으로 하 으므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농 지역 수 자

의 경우 표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실제 국민기 생활 수 자가 매우 다는 에서 표

본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국

민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동기에 미치는 향을 가능한 정확히 추정하는 데에 분석의 

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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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 상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 」데

이터 2006년(1차)부터 2008년(3차)까지의 가구용 자료와 가구원 자료 등을 이용한다. 

「한국복지패 」은 2006년에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  빈곤패 , 자활패

과 서울 학교의 한국복지패 을 통합함으로써 빈곤층  차상 층의 가구형태, 소득수

,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복지수 실태, 복지욕구 등을 동태 으로 악하여 정책형성  평가에 기여하고자 2006

부터 조사된 패 데이터이다.7)

  본 연구의 분석 상은 국민기 생활 수 가구의 가구원 에 실 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의 가구원을 상으로 한다.8) 본 연구의 실험집단

은 2개의 집단으로 구성하 다. 실험집단Ⅰ은 2005년까지 국민기 생활 비수 가구 이었

다가 2006년에 새롭게 수 가구로 진입한 가구의 가구원(‘신규수 자’라 함)이다. 실험집

단Ⅱ는 2006년 이 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수 받은 가구의 가구원(‘계속수 자‘라 

함)이다. 비교집단은 2006년 이 부터(2005년 포함) 2007년까지 계속해서 비수 인 가구 

에서 성향 수매칭을 통해 찰된 통제변수가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수 가구의 가구

원이다. 다만, 성향 수매칭을 통해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에 찰된 통제변수이외에 근

로소득(2005년)을 통제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하도록 하 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비교집단 사 ․사후측정설계에 의한 연구의 타당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얼마

나 유사한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김태일, 2004: 38). 따라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가 근로동기에 미치는 향을 타당하게 추정하기 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정책변수인 수 여부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유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이유는 첫째, 

2006년에 수 자가 된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만을 분석 상으로 하는 경우 방법론상

의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신규수 자와 계속수 자를 서로 구별하여 보는 것이 

국민기 생활 수 에 따른 수 자들의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에 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06년 새롭게 수 자가 된 실험집단Ⅰ만을 상으로 할 때의 문제 은 2006년 

수  이 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 경제활동여부의 변화나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국민기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 (http://www.koweps.re.kr/01_koweps/02_intro.asp)

8) 본래 경제학  개념으로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경제활동인구이나, 실제 실 인 면에서 일반 으로 고등학교 진학

은 거의 필수이므로 만 18세 이상을 상으로 하 다. 한 만 70세 미만으로 한 이유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취업여부가 아

니고 최근에는 은퇴이후에도 부업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노인인구가 많은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

구원(`09,7,26)에 따르면 한국은 한국 남성의 공식 은퇴연령은 60세이지만, 실질 은퇴연령은 71.2세로 OECD 30개 회원국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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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 자가 되었다면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를 들어 2006

년 수  에 상용직 근로자 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퇴직이 되었는데, 재산이나 부양의

무자가 없어서 국민기 생활 수 자가 되었다. 국민기 생활 수 자가 된 이후에 근로능

력이 있고 근로를 할 의지는 있지만 처럼 상용직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근로소득이 

매우 은 임시․일용직에 취업한 경우, 이것은 비록 수 이 의 (연간) 근로소득보다 

수 이후의 근로소득이 감소하 지만 독립변수인 국민기 생활 수 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의 변화가 독립변수에 

향을 미침으로써 다시 근로소득에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국민기 생활 수 여부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편의(bias)가 발생하여 인과 계의 타당성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2005년 이

부터 수 자 던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를 구성하여 수 이 의 경제활동여부나 근로

소득의 변화가 독립변수인 수 여부에 미치는 향을 임으로써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

를 이고자 하 다.

  그리고 2006년 이 부터 수 자 던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를 분석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 이미 응이 된 집단이므로 수 여부가 경제활동여부

와 근로소득에 미치는 실질 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계

속수 자들은 국민기 생활 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의 덫’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

은데, 이들과 수 여부를 제외한 찰된 통제변수들이 유사한 소득층의 비교집단을 구

성하여 비교함으로써 국민기 생활 수 이 지속됨에 따라 수 자의 경제활동여부와 근

로소득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악할 수 있게 된다. 한 계속수 자와 구별하여 

2006년 신규수 자를 통해서 로그램의 참여(treatment)라는 국민기 생활 수 을 기

으로 (2005년)과 후(2007년)의 경제활동여부  근로소득의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이 신규수 자와 계속수 자를 서로 구별하고, 이들 집단과 수 여부를 제외

한 다른 특성들이 유사한 비교집단을 각각 응시켜 악함으로써 국민기 생활 수 에 

따른 수 자들의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에 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민기 생활 수 여부가 근로동기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하기 해서는 방

법론 인 한계를 이면서, 수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  이 과 이후의 경제활동여부

와 근로소득의 변화  수 이 지속되었을 때의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의 양상 등을 

함께 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신규수 자인 실험집

단Ⅰ과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로 설정하고, 성향 수매칭을 통해 각각의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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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기존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와 근로시간을 종속변수로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

동여부와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하 다. 경제활동여부는 취업이외에 부업활동까지 포함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여부로 한 이유는 국민기 생활 수 자가 고령이나 가

구 특성으로 인해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과 함께 수 을 탈피하지 않으려고 경제활동 

 근로소득을 은폐하기 해 다수가 임시․일용직이나 부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다만, 단순이 차이분석에서 부업활동만을 한 경우를 제외한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함께 고려하여 경제활동여부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근로소득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 생

활 수 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경제활동자 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9) 이들의 경우 근로시간이 불규칙 이며 연간을 기 으로 했을 때 편차

가 심하기 때문에 근로동기의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문제 이 있다. 컨  선행연

구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사용하 는데,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부업

활동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조사 당시의 시 의 근로활동에 의해 결정될 가능

성이 크고 시 에 따라 편차가 심할 수 있다. 한 근로소득이 있는 수 자의 경우 보충

성의 원칙에 따라 최 생계비에서 차감한 액만큼 받기 때문에 수  이 과 이후의 근

로소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근로동기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 다.10)

  경제활동여부는 근로소득의 유무를 기 으로 해서 상용직 소득, 임시․일용직 소득이 

있는 임 근로자와 고용주  자 업자 소득, 농림․축산․어업 소득, 부업소득 있는 자

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1’로 코딩하 고,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경제활동에 참

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코딩하 다.11)  

  본 연구에서의 근로소득은 상용직 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임 과 자 업자 등의 

사업소득에 부업소득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업을 한다는 것은 근로동기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업활동도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부업에 한 가역시 근로소득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 국민기 생활 수 자의 취업특성을 살펴보면 10명  7.8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며 2.2명만 경제활동인구인데, 이들 경제활동인구

의 특성을 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와 일일고용, 실직  미취업자가 부분( 체수 자의 18.6%, 경제활동인구의 84.2%)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10) 물론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일반 으로 실제 소득보다 축소해서 계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수 자뿐만 아니라 비수 자나 

고소득층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정오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인식하면서도 근로동기의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근로시간보다 하다고 단하 다.

11) 「한국노동패 」에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상태’에 한 측정지표가 있으나, 개 국민기 생활 수 자의 경우 임시․일용

직이 많은데, 이 문항에 해서는 조사당시 시 의 상태에 따라 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1년간 근로소

득(부업소득을 포함)’이 있는 경우를 기 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수 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반 하는 것이라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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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실험집단 여부, ‘수 효과’ 변수이다.

  실험집단여부 변수는 2가지가 있다. 2006년에 새롭게 국민기 생활 수 가구가 된 가

구원을 실험집단Ⅰ로 하며, 2006년 이 부터 수 가구 던 가구원은 실험집단Ⅱ로 한다. 

즉, 「한국복지패 」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수 가구의 가구원인 경우에

는 실험집단Ⅱ에 해당된다. 실험집단인 경우에는 ‘1’로, 비교집단인 2005년부터 2007년까

지 계속 비수 가구의 가구원인 자는 ‘0’으로 코딩하 다. 

  ‘수 효과’ 변수는 본 연구의 요한 독립변수로서 시 변수와 실험집단(수 )여부 변

수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보기 한 것이다.12) 즉, 시 에 따른 제도변화의 효과를 

악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2개로 구분하 기 때문에 ‘수 효과’ 변

수도 실험집단Ⅰ과 실험집단Ⅱ로 구분하여 실험집단의 특성에 따른 수 여부 효과의 차

이를 나 어 볼 것이다. 

  3) 통제변수

  근로동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크게 기간 요인, 개인  요인(연령, 성별 

등)과 가구특성 요인(가구주여부, 가구원수 등), 인 자본 요인(학력, 건강상태, 근로능력

유무 등) 등이 있을 수 있다.

  시 변수는 찰가능한 통제변수 이외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공통되는 거시경제효

과를 통제하기 한 것이다. 이것은 2005년을 ‘0’으로 코딩하 고, 2007년을 ‘1’로 한 가변

수이다.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 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참여나 근로소득이 증가할 것이지

만, 국민기 생활수 자의 경우에는 상 으로 고령층이 많으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성별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여나 근로소득이 높을 것이

다.

  그리고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더 많은 가구소득이 필요하므로 

가구원수가 은 경우에 비해 상 으로 더 근로동기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으

로 가구주인 경우가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에 비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이 더 

강하므로 더 근로동기가 높을 것이다.

  학력의 경우 연령과 유사하게 일반 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나 근로소

득이 높을 것이지만, 국민기 생활수 자의 경우에는 학력․고령층이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 인 경우와 다를 수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할수록 근로하려는 동기부

12) 보통 이 차이모델에서 시 변수와 정책(제도)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제도) 변화의 효과를 보기 한 변수로서 ‘'수 효

과'변수’ 는 ‘상호작용변수’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 수 여부에 따른 근로동기의 시 간 효과를 보기 한 것으

로서 ‘수 효과’라고 개념화(conceptualization)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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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잘 되며, 근로능력도 더 높을 것이므로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근로능력유무는 한국복지패 에 ‘근로능력정도’를 측정한 지표에서 단순근로

(집에서 부업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한 정도 이상의 근로능력을 보유한 경우에 근로능

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 다. 반면에 집안 일만 가능한 단순근로미약자

와 증장애, 부상 등으로 근로무능력자의 경우에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0’

으로 코딩하 다.

<표 1> 변수의 정의  측정

변 수 명 변수 정의  측정

경제활동여부 근로소득을 기 으로 구분(경제활동 유=1, 비경제활동=0)

근로소득 임  는 사업소득+부업소득

실험집

단

여부

실험집단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 가구의 가구원=1, 그 외=0

실험집단Ⅱ 2006년 이 부터 2007년까지 수 가구의 가구원=1, 그 외=0

시 2007년=1, 2005년=0

수 효과 국민기 생활수 여부*시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만나이(=2006-태어난 연도)

가구주여부 가구주=1, 비가구주=0

가구원수 가구원수

학력
미취학=1, 무학=2, 등졸=3, 등졸=4, 고등졸=5, 2년제 졸=6, 

4년제 졸=7, 학원 석사=8, 학원 박사=9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

다=4, 아주 건강하다=5

근로능력유무 근로능력유=1, 근로능력무=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이와 유사한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기 해 성향 수매칭을 

이용하 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국민기 생활 수 여부에 따른 시 간 효

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이 차이 모델을 이용하여 국민기 생활 수

여부가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계량

분석 이외에 실제 행정 실에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수 자들의 경제활동과 근로소

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와 수 자들이 수 유지를 해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을 실제

로 은폐시키려고 하는지를 악하기 해 일선 담당자들과 심층면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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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향 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성향 수 매칭방법은 개체 i의 성과 변수(Yi), 로그램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i), 그리고 찰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Xi)의 계에 한 비모수  추정방법이다

(Moffitt, 2004). 이러한 매칭을 해서는 두 가지 가정을 제로 한다.

  첫째,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 CIA)’인데,13) 이것

은 로그램 참여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찰가능한 공변량(observable covariates)들

의 집합 X가 주어졌을 때, 잠재  성과는 로그램 참여여부와는 독립 (무 함)이라는 

것이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과와 련한 모든 차이는 

찰된 공변량들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Y 0 ,Y 1)⊥D |X

  본 연구에서 성과 변수는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이므로, Y0와 Y1은 각각 국민기

생활 비수 자와 수 자의 노동시장에서 근로동기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

에 해당된다. D는 국민기 생활 수 여부를 나타내며, X는 찰된 변수들을 의미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로그램 참여여부인 국민기 생활 수 여부가 성과변수인 경제활

동여부와 근로소득에 의해 향을 받는다면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즉,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 수매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독립변수인 수 여부를 제외하

고 실험집단과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로그램의 효과를 정

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생성을 이

면서 로그램의 효과를 타당하게 추정하기 해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를 설정하

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가정을 실 으로 충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찰가능한 통제변수

들이 많은 경우 ‘차원의 문제’(dimensionality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Rosenbaum 

and Rubin(1983)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균형 수(balancing score)인 성향 수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매칭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

  둘째, ‘공통된 역(common support)의 존재’의 가정이다. 이 가정은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에 동일한 공변량(X)을 갖는 개체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이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찰 가능한 변수들의 분포가 첩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을식, 2008).

0 < Pr (D=1|X) < 1

13) 이 가정은 ‘외생성의 가정(exogeneity assumption)’ 는 ‘비혼란성의 가정(unconfoundedness assumption)’이라고도 한다(Zhao, 

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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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이 성립하면 성향 수매칭은 아래와 같은 차를 거쳐 분석이 이

루어진다.

<그림 1> 성향 수매칭(PSM)의 실행 단계

1단계:

성향 수

추정

2단계:

매칭방법

선택

3단계:

공통( 첩)

역 검

4단계:

매칭의

질 평가

5단계:

매칭의

효과 추정

 주)  그림은 Caliendo and Kopeinig(2005)에서 수정 인용함.

  성향 수매칭의 각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찰가능한 변수들을 통해 “성향 수(Propensity Score)를 추정”한

다. 이를 해 로그램 참여여부인 국민기 생활 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찰된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Probit( 는 Logit)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14)

  2단계에서는 “매칭방법(matching algorithm)을 선택”한다. PSM 추정량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개체들을 정의하는 것과 공통 역의 범  등에 따른 이웃(neighborhood)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들 이웃들에 해 가 치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Caliendo and Kopeinig, 2005). 매칭방법에는 Nearest Neighbor(NN) Matching, Caliper 

Matching, Kernel Matching, Local Linear Matching 등의 방법들이 있다. Nearest 

Neighbor(NN) Matching 방법은 비교집단을 성향 수가 실험집단과 가장 가까운 개체들

을 선택하여 매칭시키는 것인데, 체(replacement)를 허용하는 방법과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체를 허용하는 방법은 비참여 개체가 매칭시에 한 번 이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번만 사용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체 허용 여부는 편의와 효율성의 상충 계(trade-off)와 련된다.15) 

Caliper Matching 방법은 최  성향 수 범 (이를 ‘caliper'라 함)의 허용 수 (tolerance 

level)을 부여함으로써 NN matching에서 매칭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 문제 을 보완하

기 한 방법이다.16) 이상의 매칭 방법들이 비교집단 에 공통 역내의 일부 측치만

이 매칭에 사용된 것인데 반해, Kernel Matching(KM) 방법과 Local Linear 

Matching(LLM) 방법은 비교집단 내에 모든(all) 개체들의 가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가

14) 본 연구에서와 같은 이분형 변수일 경우에는 Probit 모형과 Logit 모형의 추정 결과는 유사하다. 다만, 다항 변수(multinomial 

variable)일 경우에는 다항로짓 모형이 다항 로빗 모형보다 강한 가정에 기반하는 이유로 인해서 일반 으로 다항 로빗 모형

이 다항로짓 모형보다 선호된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15) 체를 허용하는 방법은 매칭의 평균 인 질을 증가시키고 편의(bias)를 감소시키는 장 이 있지만, 추정량의 분산을 증가시

키는 문제가 발생한다(Smith and Todd, 2005). 반면에 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추정치가 매칭에 사용된 통제변수들의 

측치의 배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이를 극복하기 해 가장 가까운 거리의 2개 이상의 개체를 매칭에 사용하는 방법

(‘oversampling')은 추정량의 분산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편의는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Smith, 1997; Caliendo and 

Kopeinig, 2005).

16)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매칭의 질은 향상시키나, 추정치의 분산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한 Smith and Todd(2005)에 의하

면 최  성향 수 범 (caliper)의 합리 인 허용 수 을 선택하는 것이 연역 으로 알기 어렵다는 결 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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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counterfactual)인 잠재  성과를 추정하는 비모수  추정량이다.17) 이때, 가 치는 

잠재  성과를 구성하는 비교집단 내에 개별 측치와 실험집단의 측치 사이의 거리

에 따라 결정된다(Smith and Todd, 2005: 317). 이 방법은 추정량의 분산을 이는 장

이 있으나, 반면에 편의를 증가시키는 단 을 갖고 있다.18)

  그 다면 이상의 여러 가지 매칭 방법들 가운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표본

수가 커짐에 따라 모든 방법들이 정확한 매칭에 가까워지고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표본수가 작은 경우에는 매칭 방법의 선택이 요할 수 있다. 즉, 매칭 추정

량의 성과(performance)는 개별 사례들마다 다양하고 비된 데이터 구조에 의해 크게 

향을 받게 된다(Zhao, 2003).

  3단계에서는 “공통 는 첩 역을 검”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성향 수가 최소값과 최 값의 비교를 

기 으로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두 집단 간에 확률 분포 추

정을 기 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19) 

  4단계에서는 “매칭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 간의 찰된 통제변수들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검하는 것이다. 만

약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면, 매칭이 완 하게 성공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찰된 통제변수들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과 고차항(higher order terms)을 포

함시켜서 성향 수를 추정한다. 이러한 매칭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다.20) 

  마지막으로 공통 역의 가정과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된 균형있는 매칭이 이

루어졌다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결과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성향 수매칭이란 ‘ 찰가능한 통제변수들에 하여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이 성립할 때, probit( 는 logit)모형을 통해 결정된 성향 수를 기 으로 

찰된 통제변수들의 공통된 역이 존재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개체들을 매칭시

킨 후에 성과변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PSM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

17) Kernal Matching(KM) 방법과 Local Linear Matching(LLM) 방법의 차이는 LLM 방법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성향 수에 1차항

인 편을 추가시켰다는 이다. 이러한 방식의 LLM 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향 수 분포에 있어서 비 칭 으로 분

포되어 있을 경우에 장 을 갖는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18) KM 방법은 kernel function과 bandwidth parameter를 선택해야 하는데, 특히 bandwidth의 선택이 이러한 KM 방법의 특징

과 련하여 요한 의미를 갖는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19) 자의 방법은 성향 수가 반 집단의 최소값보다 작은 모든 측치와 최 값보다 큰 모든 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이 방법은 최소․최 값의  경계상에서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측치들을 버리게 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가능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Smith and Todd(2005)에 의해 후자의 방법이 제안되었

다. 이 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확률 분포가 모두 0보다 큰 범 만을 공통 역으로 정의하고 확률 분포가 0인 범 는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험집단의 확률분포와 비교집단의 확률분포 간에 0인 범 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 0이 아닌 집단

의 범 까지도 배제되며, 그 결과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20) 매칭 과 후의 표 화된 편의(standardised bias)를 비교하는 방법(Lechner, 1999; Sianesi, 2004), 매칭 후에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통제변수들의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하는 방법(Rosenbaum and Rubin, 1985)과 Sianesi(2004)가 제

안한 매칭 과 후의 Pseudo-R2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Dehejia and Wahba(2002)의 연구에서 이용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각 하 집단 내에서 t-test를 하는 하 집단별 t검정(Stratification Test) 등이 있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 258 -

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나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임

으로써 로그램( 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본 연구에서는 이용한 이 차이 모델을 통해 국민기 생활 수 여부가 근로동기(경제

활동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는데, 이 모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본 연구는 패 자료를 이용하 는데, 패 자료는 동일인에 하여 반복 조사한 자료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두 시 의 비교에서 동일인만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시기의 비교에서 표본이 달라짐에 따른 차이는 발

생하지 않는다. 즉 각 시기의 비교에서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이는 으로 각 시기 사이의 환경(여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성향 수 매칭 이 에 2006년부터 수 자인 신규수 자집단과 2006년 이 부

터 수 자인 계속수 자집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수 자인 집단의 표본을 구성할 

때와 매칭 이후에 실험집단Ⅰ과 비교집단Ⅰ, 실험집단Ⅱ와 비교집단Ⅱ를 구성할 때에 모

두 동일인 표본으로 구성하 다. 

<그림 2> 분석 모형

T1(2005년) 2006년 T2(2007년)

실험집단Ⅰ(신규수 자) O1(비수 )

X(제도)
O2(수 )

비교집단Ⅰ(비수 자) O3(비수 ) O4(비수 )

실험집단Ⅱ(계속수 자) O5(수 ) O6(수 )

비교집단Ⅱ(비수 자) O7(비수 ) O8(비수 )

  <그림 2>에서 2006년 새롭게 수 자가 된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은 로그램 참여 

이 과 이후인 2005년과 2007년의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은 O1, O2이다. 이와 유사한 

비교집단Ⅰ의 2005년과 2007년의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은 O3, O4이다. 두 시기 간에 

실험집단Ⅰ의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의 차이는 (O2-O1)이 되며, 비교집단Ⅰ의 차이는 

(O4-O3)이 된다. 따라서 두 시  사이에 국민기 생활 수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경제

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의 변화 효과는 (O2-O1)-(O4-O3)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이미 2006년 이 부터 수 자 던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의 2005년과 2007년의 경

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은 O5, O6이다. 이와 유사한 비교집단Ⅱ의 2005년과 2007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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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은 O7, O8이다. 두 시기 간에 실험집단Ⅱ의 경제활동여부와 근로

소득의 차이는 (O6-O5)이 되며, 비교집단Ⅱ의 차이는 (O8-O7)이 된다. 따라서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의 경우 국민기 생활 수 으로 인한 ‘수 효과’의 차이는 

(O6-O5)-(O8-O7)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차이가 갖는 의미는 계속수 자

인 실험집단Ⅱ와 수 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은 유사한 비교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나타낸

다.

  이와 같이 단순평균이 차이를 통해서도 국민기 생활 수 여부가 경제활동여부와 근

로소득에 미치는 향에 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칭이 이루어진 2005년에는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 간에 찰된 통제변수들이 거의 동일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2007년

에는 찰된 통제변수들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한 이 차이분석을 통해 찰된 통제변수들의 

변화를 통제함으로써 ‘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 다.

<추정 회귀식> 

     Y=α + βX + γE + δT + ζE×T + ε

  단, Y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여부와 근로소득, X는 각 개인의 인 특성(성별, 연령, 학

력 등)과 그 이외의 통제변수들의 벡터임.

      E는 실험집단이면 1, 비교집단이면 0인 가변수,

      T는 사후(2007년)면 1, 사 (2005년)이면 0인 가변수

  의 회귀모형에서 가변수 E와 가변수 T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수 E․T의 회귀계

수인 ζ  (수 효과)에 의해 국민기 생활 수 여부가 경제활동여부  근로소득에 미치

는 향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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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표본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성향 수 매칭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기술통계 결과21)

변수명 실험집단Ⅰ 비교집단Ⅰ 실험집단Ⅱ 비교집단Ⅱ

성별(남성) 40.5% 37.3% 38.7% 36.9%

연령

30 이하 32.4% 35.0% 22.6% 26.5%

40 24.3% 14.1% 24.7% 12.0%

50 20.3% 16.7% 19.7% 19.2%

60 23.0% 34.1% 33.0% 42.3%

평균 46.9 47.3 49.6 51.1

학력

졸이하 37.8% 41.5% 45.2% 51.5%

졸 14.9% 13.2% 17.9% 14.1%

고졸이하 37.8% 29.9% 27.5% 24.1%

문 졸이상 9.5% 15.4% 9.4% 10.4%

평균 4.13 4.15 3.92 3.84

가구원수 2.81 2.89 2.83 2.64

가구주여부 63.5% 57.6% 50.9% 54.6%

가구형태

단독 16.2% 15.8% 15.6% 20.4%

모자 10.8% 2.9% 4.2% 1.5%

부자 0% 0% 1.6% 0.4%

소년소녀가장 1.4% 0% 1.0% 0%

기타 71.6% 81.4% 77.7% 77.7%

건강상태

매우 좋음 17.6% 11.3% 15.3% 16.4%

좋음 35.1% 41.2% 42.6% 43.1%

보통 12.2% 14.8% 15.8% 12.6%

나쁨 28.4% 25.7% 21.8% 22.3%

매우 나쁨 6.8% 7.1% 4.4% 5.7%

평균 2.72 2.76 2.57 2.58

근로능력유 73% 75.9% 69.6% 72.8%

상용직여부 5.4% 3.9% 1.3% 1.5%

임시일용직여부 37.8% 36.7% 27.3% 28.1%

자 업여부 6.8% 5.5% 3.6% 4.6%

농축어업여부 1.4% 1.0% 3.9% 4.6%

부업여부 2.7% 7.4% 10.4% 8.8%

경제활동여부 2005년 52.7% 51.8% 44.4% 44.2%

근로소득 2005년 462(만원) 442(만원) 274(만원) 304(만원)

총소득
2005년 568(만원) 692(만원) 707(만원) 618(만원)

2007년 792(만원) 1442(만원) 744(만원) 1278(만원)

표본수 74 311 385 547

21) 성향 수 매칭시에 가구형태, 부업여부, 총소득 등은 이용되지 않았으나, 각 집단 간에 표본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악하기 

해 추가시켰음. 매칭에 사용된 통제변수들(2005년)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t-test결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집단(Ⅰ,Ⅱ)와 비교집단(Ⅰ,Ⅱ) 간에 찰된 통제변수들이 거의 유사하게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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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성별의 경우 실험집단Ⅰ과 실험집단Ⅱ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

는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이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에 비해 30  이하의 연령층이 

많은 반면에, 60  이상의 연령층이 었다. 계속수 자집단에 60  이상이 많은 것은 

고령층이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에서 낮기 때문에 기 생활수 의 탈피가 어렵기 때문으

로 보인다. 한 실험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이 장년층인 40~50 는 고 60 는 많은데, 

이는 비수 집단 가운데 근로소득이 고령층이 기 때문에 연령과 근로소득을 통제할 

경우 이러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실험집단Ⅰ가 실험집단Ⅱ에 비

해 졸이하가 은 반면에, 고졸이하가 많아서 평균 으로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구원수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가구주 여부의 경우 실

험집단Ⅰ의 경우 비교집단Ⅰ에 비해 5.9%p더 많으나, 실험집단Ⅱ의 경우 비교집단Ⅱ에 

비해 3.7%p더 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의 경우 매칭 시에 통제하지 않았는데, 실험집단

Ⅰ의 경우 비교집단Ⅰ에 비해 모자 가구이 많았다. 한 실험집단Ⅱ의 경우 비교집단Ⅱ

에 비해 모․부자 가구는 많고 단독 가구는 상 으로 었다. 이는 보통 60  이상의 

고령층 독거노인이 빈곤층가구에 많은데, 비교집단Ⅱ가 실험집단Ⅱ에 비해 고령층이 많

기 때문으로 단된다.  

  건강상태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로능력의 경우

에는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과 비교집단Ⅰ이 모두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10%p정도 

비율이 증가하 다. 반면에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의 경우 비교집단Ⅱ과 비교할 때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격차가 심해졌다. 기타비근로소득의 경우 실험집단Ⅰ은 비교집

단Ⅰ과 비교할 때 2005년에는 비슷했지만, 2007년에는 166(만원)정도 증가하 음에도 불

구하고 비교집단Ⅰ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여 224(만원)의 격차가 발생하 다.

  종사상의 지 를 살펴보면, 소득층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상용직 근로자

의 비율이 매우 낮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매칭

이 이루어진 2005년의 경우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

직 근로자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자 업과 농․축산․어업 근로자의 비율은 낮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의 경우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에 비해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가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있으며, 

재 경제활동을 하는 수 자 에서 20%이상이 부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Ⅱ가 실험집단Ⅰ에 비해 60  이상의 고령층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국민기 생활 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 생계비 이하의 근로소득을 유지하기 해 소

득 악이 어려운 비가시 인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는 실

도 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활동여부의 경우와 근로소득의 경우도 2005년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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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은 단순이 차이분석에서 보

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추가 으로 국민기 생활 여액을 제외한 총소득을 살펴보았

는데,22)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때에 상당히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이 차이 분석 결과

  <표 3>에는 2006년에 신규로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가 된 실험집단1과 그 비교집

단의 2005년과 2007년의 경제활동참여와 근로소득에 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표 3> 신규 수 자에 한 이 차이 분석

종속변수 구분 2005년 2007년 연도간 차이

경제활동

여부

실험집단Ⅰ 52.7% 44.6% -8.1%p

비교집단Ⅰ 51.8% 60.1% 8.3%p

집단간 차이 0.9%p -15.5%p -16.4%p

t값(유의확률) -0.144 (0.885) 2.439 (0.015) 2.579(0.010)

취업

여부

실험집단Ⅰ 52.1% 43.8% -8.3%p

비교집단Ⅰ 49.0% 59.6% 10.6%p

집단간 차이 3.1%p -15.8%p -18.9%p

t값(유의확률) -0.469 (0.639) 2.457(0.014) 2.639(0.009)

근로소득

실험집단Ⅰ 462(만원) 394(만원) -68(만원)

비교집단Ⅰ 442(만원) 653(만원) 211(만원)

집단간 차이 20(만원) -259(만원) -279(만원)

t값(유의확률) -0.255 (0.799) 2.995 (0.003) 3.423(0.001)

  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자.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은  2005년도에 52.7% 으나 

2007년도에는 44.6%로 8.1%P가 감소하 다. 이에 비하여, 비교집단은 2005년도에 51.8%

으나 2007년도에는 60.1%로 8.3%P가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이  차이는 실험

집단Ⅰ이 비교집단보다 16.4%p 낮았다. 그리고 경제활동 에서 부업활동을 제외하고 

취업여부만을 비교하 을 때의 이 차이는 실험집단Ⅰ이 비교집단보다 18.9%p가 낮아서 

격차가 좀 더 커졌다. 

  다음은 근로소득을 보자. 실험집단Ⅰ은 2005년도에 462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394

만원으로 68만원이 감소하 다. 이에 비하여 비교집단은 2005년도에 442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653만원으로 21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이 격차는 279만원으로서 신규수

 이후 소득감소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22) 본 연구에서 총소득에는 국민기 생활 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기타정부보조 , 기타비근로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여

액 등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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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기 생활 수 이 경제활동 참여  근로소득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그 정도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술하 듯이, 

신규 수 자의 경우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 자 집단의 (비교집단에 비한) 

경제활동 참여율  소득 감소가 모두 국민기 생활 수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다.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이 국민기 생활 수  여부에 향을 주는 내생성 문제는 신규 

수 자 신 기존 수 자 집단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표 4>에는 기

존 수 자 집단에 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 계속 수 자에 한 이 차이 분석

]

종속변수 구분 2005년 2007년 연도간 차이

경제활동

여부

실험집단Ⅱ 44.4% 49.1% 4.7%p

비교집단Ⅱ 44.2% 51.1% 6.9%p

집단간 차이 0.2%p -2.0%p -2.2%p

t값(유의확률) -0.053 (0.958) 0.575 (0.565) 0.718(0.473)

취업

여부

실험집단Ⅱ 39.4% 47.3% 7.9%p

비교집단Ⅱ 40.9% 49.7% 8.8%p

집단간 차이 -1.5%p -2.4%p -0.9%p

t값(유의확률) 0.447 (0.655) 0.712 (0.477) 0.219(0.827)

근로소득

실험집단Ⅱ 274(만원) 314(만원) 40(만원)

비교집단Ⅱ 304(만원) 524(만원) 220(만원)

집단간 차이 -30(만원) -210(만원) -180(만원)

t값(유의확률) 0.941 (0.347) 4.652 (0.000) 5.073(0.000)

  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자.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는  2005년도에 44.4% 으나 

2007년도에는 49.1%로 4.7%P가 증가하 다. 이에 비하여, 비교집단은 2005년도에 44.2%

으나 2007년도에는 51.1%로 6.9%P가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이  차이는 실험

집단Ⅱ이 비교집단보다 2.2%p 낮았다. 그리고 경제활동 에서 부업활동을 제외하고 취

업여부만을 비교하 을 때의 이 차이는 실험집단Ⅱ가 비교집단보다 0.9%p가 낮아서 격

차가 좀 더 감소하 다. 

  다음은 근로소득을 보자. 실험집단Ⅱ는 2005년도에 274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314

만원으로 40만원이 감소하 다. 이에 비하여 비교집단은 2005년도에 304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524만원으로 220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이 격차는 180만원으로서 수

자 집단의 상  소득감소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신규수 자 집단의 경우는 국민기 생활보장 여의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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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참여율과 근로소득 모두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데 비하여, 

계속수 자 집단의 경우 국민기 생활보장 여의 수 이 경제활동 참여율에 미치는 

향을 별로 없지만 소득에는 상당한 정도로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계속수 자 집단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여율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근로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취업의 질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

이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두 집단의 경제활동 유형을 비교하 는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경제활동 유형 비교

변수명 실험집단Ⅰ 비교집단Ⅰ 실험집단Ⅱ 비교집단Ⅱ

경제활동여부
2005년 52.7% 51.8% 44.4% 44.2%

2007년 44.6% 60.1% 49.1% 51.1%

취업여부
2005년 52.1% 49.0% 39.4% 40.9%

2007년 43.8% 59.6% 47.3% 49.7%

상용직여부
2005년 5.4% 3.9% 1.3% 1.5%

2007년 5.4% 17.4% 5.2% 12.4%

임시일용직여부
2005년 37.8% 36.7% 27.3% 28.1%

2007년 32.2% 35.1% 31.4% 23.7%

자 업여부
2005년 6.8% 5.5% 3.6% 4.6%

2007년 2.7% 8.0% 6.8% 7.9%

농축어업여부
2005년 1.4% 1.0% 3.9% 4.6%

2007년 2.3% 0% 2.9% 5.8%

부업여부
2005년 2.7% 7.4% 10.4% 8.8%

2007년 2.7% 5.5% 8.3% 6.6%

  <표 5>는 2005-2007년 사이에 비수 자 집단의 상용직 증가 정도가 수 자 집단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 생활보장 여 수  여부는 경제활동 

참여 에서도 특히 상용직 취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비교집단은 성향 수 매칭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므로, 

<표 3>과 <표 4>와 같이 평균에 한 이 차이 분석만을 통해서도 기 생활보장 여 

수 의 효과를 악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비록 성향 수 매칭을 했다고 해도, 

두 집단이 ( 찰된 특성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며, 한 2005년도에는 

거의 유사하더라도 2007년도에는 찰된 특성들이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단순평균 이 차이 분석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이 차이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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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귀분석을 통한 이 차이 분석은 찰된 통제변수의 향을 통제한다는 장 이 있

다. 

  1) 국민기 생활수 여부가 경제활동여부에 미치는 향

<표 6> 경제활동 여부에 한 회귀분석 결과23)

변수명
실험집단Ⅰ 실험집단Ⅱ

B 베타 P<Z B 베타 P<Z

성별 -0.073** -0.071 0.042 -0.012 -0.012 0.603 

연령 -0.006*** -0.197 0.000 -0.006*** -0.174 0.000 

학력 -0.046*** -0.134 0.004 -0.046*** -0.127 0.000 

가구원수 0.036*** 0.098 0.008 0.017* 0.045 0.066 

가구주여부 0.352*** 0.348 0.000 0.278*** 0.277 0.000 

건강상태 0.035** 0.081 0.043 0.019* 0.043 0.085 

근로능력유무 0.410*** 0.330 0.000 0.431*** 0.371 0.000 

시 0.051 0.051 0.150 0.029 0.029 0.284 

실험집단여부 0.005 0.004 0.933 0.018 0.018 0.537 

수 효과 -0.167** -0.099 0.034 0.000 0.000 0.995 

상수 0.311** 0.043 0.369*** 0.000 

Adjusted R
2

0.253 0.243

표본수 770 1864

주1) ***P<0.01, **P<0.05, *P<0.1 임.

  우선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과 비교집단Ⅰ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실험집단여부와 시 변수를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건강상

태, 근로능력유무, 시 , '수 효과Ⅰ'변수 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비가구주에 

비해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등에 경제활동 참여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 효과' 변수의 회귀계수는 -0.167이어서 실험집단

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16.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3>

에서 제시한 단순이 차이 분석의 16.4%P와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를 분석 상으로 한 경우도 실험집단Ⅰ을 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수 효과’ 변수를 제외한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방향성은 동일하다. 즉, 남성

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비가구주에 

23) 보통 종속변수가 경제활동여부와 같이 이분형 변수인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목 은 경제활동의 참여율 함수식을 추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집단간 경제활동 참여율 

차이를 비교하면서, 추가 으로 찰된 통제변수들의 변화를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에 선형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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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등에 경제활동 참여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 효과' 변수의 회귀계수는 0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제시한 단순이 차이분석에서는 -2.2%P 으므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2) 국민기 생활수 여부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향

<표 8> 근로소득에 한 회귀분석 결과24)

변수명
실험집단Ⅰ 실험집단Ⅱ

B 베타 P<Z B 베타 P<Z

성별 35.03 0.024 0.490 69.89** 0.054 0.019 

연령 -9.87*** -0.218 0.000 -9.63*** -0.226 0.000 

학력 -6.42 -0.013 0.778 -7.48 -0.016 0.565 

가구원수 100.60*** 0.185 0.000 56.99*** 0.123 0.000 

가구주여부 573.16*** 0.390 0.000 364.55*** 0.291 0.000 

건강상태 89.01*** 0.140 0.000 51.44*** 0.092 0.000 

근로능력유무 312.07*** 0.173 0.000 251.13*** 0.173 0.000 

시 178.84*** 0.124 0.000 189.75*** 0.152 0.000 

실험집단여부 2.73 0.001 0.972 -33.94 -0.027 0.351 

수 효과 -277.09** -0.113 0.013 -157.42*** -0.102 0.002 

상수 -181.28 0.404 134.52 0.296 

Adjusted R2
0.288 0.239

표본수 770 1864

 주1) ***P<0.01, **P<0.05, *P<0.1 임.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임.

  신규수 자 집단인 실험집단Ⅰ의 경우 연령,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건강상태, 근로능

력유무, 시 변수, 수 효과 변수 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연령이 을

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등에 근로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 효과’ 변수는 -277로 나타나서 

수  여부가 근로소득을 277만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3>에서 

제시한 단순이 차이 분석의 279만원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의 경우 실험집단Ⅰ과 추정회귀계수의 방향성은 거의 동일하

다. 그리고 ‘수 효과’ 변수는 157로 나타나서 계속수 자 집단은 비수 자집단에 비하여 

근로소득이 157만원 정도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제시한 단순이

차이 분석의 180만원에 비해서는 다소 어든 액수이다. 

  <표 8>은 근로소득에 한 분석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까지 포함한 

24) 통상 소득 회귀모형에서는 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목 은 소득 회

귀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단 간 근로소득 차이를 비교하면서, 추가 으로 찰된 통제변수들의 변화를 

통제하는 데 있다.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원래의 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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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이에는 경제활동 참여율 차이가 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도 의미는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으로 수 자 집단과 비수 자 집단 간의 근로소득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자만을 상으로 

별도로 분석을 하 는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경제활동자만을 상으로 한 근로소득에 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실험집단Ⅰ 실험집단Ⅱ

B 베타 P<Z B 베타 P<Z

성별 166.52** 0.110 0.018 160.93*** 0.111 0.001 

연령 -7.33** -0.152 0.026 -12.66*** -0.252 0.000 

학력 71.62** 0.132 0.038 34.70 0.067 0.108 

가구원수 104.51*** 0.195 0.000 85.11*** 0.163 0.000 

가구주여부 493.34*** 0.314 0.000 326.75*** 0.217 0.000 

건강상태 109.32*** 0.162 0.002 60.75*** 0.092 0.009 

근로능력유무 111.33 0.034 0.457 50.13 0.016 0.599 

시 213.07*** 0.145 0.002 320.68*** 0.223 0.000 

실험집단여부 -33.58 -0.017 0.768 -78.86 -0.054 0.199 

수 효과 -277.16* -0.102 0.092 -327.20*** -0.188 0.000 

상수 -250.28 0.442 445.79 0.048 

Adjusted R
2

0.273 0.276

표본수 420 881

 주1) ***P<0.01, **P<0.05, *P<0.1 임.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임.

  경제활동에 참여한 자들만을 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비참여자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실험집단Ⅰ과 실험집단Ⅱ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실험집단Ⅰ에서는 수

여부의 계수값이 비참여자를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 모두 -277 정도로 거의 동일

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실헙집단Ⅱ에서는 수 여부의 계수값이 경제활동 비참여자

를 제외한 경우에는 -327인데 비하여 포함한 경우에는 -157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실험

집단 Ⅱ에서 이 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계속수 자 집단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차이는 거의 없지만, 근로소득 변화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이

다.  

4. 면 조사 결과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했을 때,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수 자들

의 근로동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단된다. 신규 수 자 집단의 경우 경제

활동 참여율을 낮추며, 계속 수 자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은 별 차이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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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형에는 상당한 향을 미쳐서 상용직 취업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근로소득의 감소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통계 분석 결과만에 의존할 때는 실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 가령 수 자 집단의 근로소득이 비 수 자 집단에 비하여 낮은 이유가 수 자 집

단이 수 자 지 에 향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보다 축소하여 응답하 을 수도 있다. 

설사 그런 상이 없다고 해도, 통계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상이 실제와 부합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실제로 이러한 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서

울․경기 지역의 일선 사회복지 담공무원(4명)과 자활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1명)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 다. 심층면  결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

택을 받기 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수 가구  략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여액은 최 생계 수 만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수 자로서도 근로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에

게 신고하고 음성 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은 몇몇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 기 때문

에 소득 악을 하기 해 조사업무를 하는데, 조사업무가 체업무에서  주요 업무로 

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를 하지 않는 이유로 부분의 수 자들이 노령과 

질병, 장애라는 이유를 든다. 를 들어, 당뇨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을 경우 진단서를 

제시하면 수 자로 선정된다. 그 지만, 당뇨는 투약만으로도 리가 가능하고 정상인으

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장애의 경우도 근로가 가능한 장애도 있음에도 제도상 장애

등 으로 인정만 되면, 수 자가 되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안양시, 

OOO)‘

‘수 자  한 분께서 송정역에서 아침마다 무료 일간지 배부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

고, 그 일이 월 20만원 소득이 있다는 소식도 확보하 다. 그리고 2개월간 지켜본 결과 

그 분이 계속 그 일을 하셔서  연락을 취해 이제 2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잡겠다고 통보 

드렸더니, 다음 날 지체장애  기타 6개월 이상 입원진단서와 근로무능력자라고 힌 

의사의 소견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이 게 아 데도 먹고살기 힘들어 일했는데, 돈

을 깎으면 나는 참고 일 못 한다“고 하소연 한다. (서울시 공항동, OOO)’

  비가시 인 근로활동과 소득을 담당공무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바로 진

단서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감소효과가 지 않게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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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즉, 심층면  결과를 볼 때 수 자들의 근로소득 감소는 낮은 경제활동의 참

여로 인한 것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수 유지를 해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을 은폐

시키려는 것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보충 여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 여체계로 인한 근로동기의 하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통계분석결과와 심층면 결과 등을 토 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국민기

생활제도는 수 자의 근로동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수 가구 가구원의 경제활동여부와 근로소득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수 자와 이와 유사한 비수  빈곤계층을 비교 상으

로 하여 이 차이 모델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여부의 경우 

신규수 자인 실험집단Ⅰ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때에 경

제활동 참여율이 더 낮았다. 반면에 계속수 자인 실험집단Ⅱ의 경우에는 2005년과 2007

년 모두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때 경제활동 참여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근

로소득의 경우 신규수 자와 계속수 자 모두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비교집단과 비교

했을 때 근로소득이 더 작았으며, 상당한 근로소득의 격차가 존재하 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수

자들이 비수 자들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수 자들

이 경제활동에는 참여하지만, 수 자의 다수가 임시․일용직이나 부업활동 등의 근로

소득이 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활동을 하기 때문이다.25) 특히, 이러한 두 가지 상

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 자들의 개인  특성이나 가구 특성에도 있겠지만, 행 국민

기 생활보장제도의 여체계 방식으로 인한 것이 문제가 된다. 행 국민기 생활보장

제도의 보충 여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 여체계로 인해 수 자들은 수 유지를 해 

비가시 이고 불규칙 인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유인(incentive)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수 자의 근로동기를 상당 정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도가 갖는 이러한 

수 자의 근로동기에 한 부정 인 향을 이기 해 근로유인체계를 변경하기 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근로장려세제’를 연간 1700만원 미만의 차상  계층을 상으로 도

입하 다. 물론 정부는 단계 으로 확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 히 근로빈곤층의 근로

25) 첫 번째는 신규수 자 집단에서 두드러진 상이며, 두 번째는 계속수 자 집단에서 두드러진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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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자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유인시스템(incentive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26) 

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 생활 수 자에 해 근로동기를 자극할 만한 유인수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행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정책수단은 보충 여원칙과 통합

여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그 공제율이 100%에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유인이 

반감되고(이인재, 2008), 수 자들의 복지욕구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 자와 

소득 비수 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고, 범 한 사각지  문제의 해결을 해서

도 개별 인 욕구에 상응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시 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층 

체의 개별 인 욕구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행정기   일선 복지기 , 장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 달체계가 서로 력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써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정부는 재 매우 부족한 사회복지공

무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등 사회복지 달체계에 한 극 인 지

원에 힘써야할 필요가 있다.

26) 이상은(2007)에 의하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근로계층의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소득 악과 정부재

정여건 등의 실  제약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설계되어 정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재로서는 무 미약한 제

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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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자 비율 추정에 한 연구

허   선*･유 상**

1. 연구목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이 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 히 커다란 사각지 가 존재하는 등 많은 비 을 받고 있다. 빈곤하지만 수

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비수  빈곤층)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주로 재산기 과 부양의

무자 기 , 그리고 잘못된 행정  용에 기인한다. 비수  빈곤층의 생활수 이 수 자

에 비해 오히려 더 낮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 재산기

의 수 과 부양능력 별기 의 성에 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잘못된 용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지 까지 부양의무자 기 에 해서는 매우 은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부양의무

자 기 은 그 범 와 부양능력 별기 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

양능력자 비율을 추정을 통하여 부양능력 별기 의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행 부

양능력 정기  상 부양능력 있음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와 그 추이

를 살펴 으로서 부양능력 별기 의 성을 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수 자 선정기   최 생계비에 한 심이 집 되었음.

- 부양의무자 기 에 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1) 특히나 그 수 의 타당성에 한 연구

가 별로 없었음. 

- 부양능력 별 소득기 (최 생계비의 120% --> 130%)의 변화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있었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개선된 것인지를 단해 볼 필요가 있음.

- 부양능력자 비율 추정에 한 시도는 없었음.

- 합리 인 기 의 설정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  순천향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 hersun@sch.ac.kr

** 성균 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E-mai l: beyyond@naver.com

1) 부양의무자기 에 한 표 인 연구는 보사연에서 행한 두 번의 연구가 있음. 여유진외(2003), 여유진(2009), 구인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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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에서 주장 되고 있는 ‘수 자선정시 부양의무자 규정의 삭제’가 실 된다고 

하더라도 보장비용 징수 상과 액은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상을 구로 정

할 것인가의 쟁 은 계속 남아 있게 됨. 

- 정부에서 정한 행 부양능력미약자, 부양능력자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는 한

편 그들 가구의 생활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양능력 미약자와 부양능력 있음자간의 생활수 의 차

이는 나는 것인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 이 한 것인지를 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내용 

- 기 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 에 한 기존 연구의 검토

- 부양능력가구 비율 추정방법에 한 논의

- 연도별 부양능력 별기 에 따른 부양능력 미약, 혹은 있음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 추정

-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가구의 생활상태 비교

- 기 보장법 시행이후 기타 연도 부양능력 없음 가구 비율의 추정

2. 부양능력 정기 을 둘러싼 논의(도입배경과 주요 쟁 )

1)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규정의 변화

-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 , 즉 범 와 능력 별기 의 변화를 시기별로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음.

- 부양의무자의 범 는 법 시행 기 ‘2  이내의 족’에서 ‘1  이내의 족’으로 좁

졌고, 부양능력 정 소득기 은 최 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인상되었음.

- 부양능력 정 재산기 은 2008년 11월에 그 기본재산액이 수 자 기본재산액의 2.5배 

수 에서 3.5배 수 으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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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 의 변화

시행 일시 변경 내용

2000. 10. 1
- 국민기 생활보장법 시행(수 권자의 직계 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  이내의 

족)

2005. 7. 1. 
- 부양의무자 범  1차 축소(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  이

내의 족)

2006. 7. 1 - 부양능력 정 소득기  변경(최 생계비의 120%-> 130%)

2007. 1.1 - 부양의무자 범  2차 축소 시행(생계를 같이하는 2  이내의 족 제외)

2008. 11
- 부양의무자 재산기  변경(기본재산액): ‘08년 수 자 기본재산액 2.5배 → 3.5배

- 간주부양비 부과율 인하(아들의 경우 40% -> 30%)

2) 부양의무자 정 기 의 황

- 기 보장 수 자로 선정되기 해서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

액이 최 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법 5조 1항). 

- 행 기 상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 권자에 한 부양비 지원을 

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 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요약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다고 단되는 가구는 수

권자의 범 에 서 제외됨.

□ 부양의무자의 범  

- 수 권자의 직계 족  그 배우자 

- 수 권자의 배우자 

- 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부모, 아들·딸 등)  그 배우자(며느리, 사  등) 

□ 부양능력 유무의 정 

○ 부양능력 별 소득기  : 

  - 부양능력 없음 : 최 생계비의 130% 이하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가구 최 생계비의 130% ~ 양쪽 가구 최 생계비의 

130%

  - 부양능력 있음 : 양쪽 가구 최 생계비의 130% 이상

○ 부양능력 별 재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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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 권자(A)  당해 부양의

무자가구(B) 각각의 최 생계비 합의 42%2) 미만(양쪽 가구 최고재산액의 약 

120~130% 미만 수 ).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 권자(A)  당해 부양의

무자가구(B) 각각의 최 생계비 합의 42% 이상(양쪽 가구 최고재산액의 약 

120%~130% 이상 수 )

<그림 1> 부양능력 정기  도해

    실제소득

 (A+B)×130%

   B의 13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 권자가구의 최 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 생계비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용

3) 부양능력 정기 의 변화

- 부양능력 별기 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2>와 같음. 2003년 이후 이 과 다

른 방식의 재산기  설정이 이루어 졌고, 재산기 의 경우 2008년 까지 아주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에 폭 인상되었음.

-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 보증 , 생활 비  공제 포함)를 차감하

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 액 기 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 을 충족하는 것임.

2) 42%의 의미 : ’99년도 4인 가구 재산기 (3,200만원)의 120%(3,840만원)에 하여 월 이자율 1%를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월 

소득 384천원과 4인 가구 최 생계비(93만원)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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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도별 부양능력 정기 표

(단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 권 2인기

부양
능력

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2001

없음 40

7,440

66

7,440

91

7,800

115

7,800

130

8,280

147

8,280미약 40~106 66~133 91~158 115~181 130~197 147~214

있음 106 133 158 181 197 214

2002

없음 41

7,920

69

7,920

94

8,280

119

8,280

135

8,760

152

8,760미약 41~100 69~137 94~163 119~187 135~204 152~221

있음 100 137 163 187 204 221

2003

없음 43

9,202

71

9,437

97

9,660

122

9,870

139

10,011

157

10,161미약 43～113 9,202 71～141 9,437 97～168 9,660

있음 113 9,202 141 9,437 168 9,660

2004

없음 44

10,485

73

10,728

101

10,959

127

11,177

144

11,322

162

11,478미약 44～117 73～146 101～174 127～200 144～217 162～236

있음 117 146 174 200 217 236

2005

없음 48

10,578

80

10,847

109

11,088

136

11,318

156

11,486

178

11,652미약 48～128 80～160 109～189 136～217 156～237 178～258

있음 128 160 189 217 237 258

2006

없음 50

10,627

84

10,912

113

11,153

140

11,385

162

11,569

185

11,759미약 50～134 84～168 113～197 140～225 162～246 185～269

있음 134 168 197 225 246 269

2007

없음 56

10,679

95

10,979

126

11,220

159

11,454

183

11,655

209

11,861미약 56～152 95～191 126～222 159～252 183～278 209～305

있음 152 191 222 252 278 305

2008

없음 60

10,756

102

11,080

133

11,324

165

11,565

193

11,789

223

12,014미약 60~162 102~204 133~235 165~267 193~295 223~325

있음 162 204 235 267 295 325

2009

없음 64

14,636

109

14,984

141

15,231

172

15,478

204

15,725

236

15,972미약 64~172 109~217 141~249 172~281 204~313 236~345

있음 172 217 249 281 313 345

* 수 권자 가구 2인 기 , 2003년 부터는 부양의무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자료) 복지부, 각년도, 국민기 생활보장사업안내

4) 부양능력 정 기 의 도입배경

○ 생활보호제도의 부양능력 별기

  - 생활보호제도시 별도의 부양능력 별기 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음.

  -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보호 상자와 부양의무자 세

의 세 원 1인당 소득과 세 당 재산액이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생활보호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았음. 생활보호 상자가 아닌 경

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로 간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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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정

  - 행 방식의 정기 은 ｢국민기 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한 연구｣(김미곤·허선 

외 14인, 2000)에서 제안

  - 복지부에서 2000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방안을 마련하면서 보사연의 제안을 수

용하여, 부양능력 정 소득기 을 양가구 최 생계비 합의 120%로 설정하 음.

  - 이후 계 부처와의 의 과정에서 기획 산처의 요구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 에 재산기  신설하 음.3) 

3. 분석 방법

□ 기존 연구의 검토

  - 여유진외(2003)의 연구에서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부양능력 미약가구와 

부양능력 있음 가구의 교육비와 가계순수지, 재산액을 비교한 이 있지만 재산상태

를 감안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 으로 가구를 분류하 음.(여유진외, 2003, pp.54~55)

□ 분석 자료

  - 한국복지패  2, 3차년도 자료

  - 복지패 의 장 은 소득과 재산이 상세하게 조사되어 부양능력을 정하는데 사용

되는 소득기 과 재산기 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 분석 방법

  - 각년도 부양능력 별기 (소득  재산기 의 변화) 정리

  - 복지패 데이터상 부양 기 에 맞는 소득  재산 변수 생성

  - 부양능력가구, 부양능력미약가구 비율 추정

  - 부양능력가구와 부양능력미약가구, 부양능력 없음 가구의 생활상태 비교

  - 다만 2명의 수 권자(부모, 혹은 자녀)가 있다는 제에서 분석을 실시함. 복지패  

데이터에서는 평균 부양의무자수, 혹은 평균 피부양자수에 한 정보는 없음.

  -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 구를 기 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짐.

  - 부양의무자가구와 피부양자 가구를 1:1로 가정하여 비율을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수

권자의 다수가 2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4)는 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3) 복지부, 2000, 내부자료

4) 비수  빈곤가구의 부양의무자(가구)수는 2가구 이상이 77.08%에 달함(여유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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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구분의 차

  Group A(부양능력 없음) : (순재산<재산기 ) & (소득평가액<=소득1기 ) 

  Group B(부양능력 미약) : (순재산<재산기 ) & (소득1<소득평가액<=소득2) 

  Group C(부양능력 있음1) : (순재산>재산기 ) & (소득평가액>소득2)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Group D(부양능력 있음2) : (순재산>재산기 ) & (소득평가액>소득2) & (소득평가

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정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개념과 재산기

에 합당하는 변수를 산출하 음.

  - 복지패 데이타에서 소득평가액  순재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표-3>과 같음

구 분  내  용

 소득평가액 시장소득 + 사회보험 + 농어업 보조  - 가구특별지출(의료비, 교육비)

시장소득
근로소득(상용+임시․일용근로자) + 사업소득(고용주  자 자+농림축산업 경 주+어업경 주) + 부업소득 + 

재산소득 + 민간보험 + 보조 ( + 물)

 순재산 일반재산+ 융재산+자동차재산-부채

일반재산 주택가격+소유부동산+ 유부동산+기계재산+농작물재산+기타재산(자동차 포함)

융재산 ( + +주신•채권+계돈+기타)-생활 비 (300만원)

부채 융기 출+일반사채+카드빚+ 세보증

<표-3> 소득평가액  순재산의 산출 방식

4. 추정 결과

1) 부양능력 정도별 비율의 추정

- 2006년도의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16.12%, 부양능력 미약가구의 비율

은 15.85%이며,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68.02%에 달함

- 부양능력 정 소득기 이 인상(최 생계비의 120% --> 130%)된 2007년도의 경우는 

부양능력 없는 가구의 비율은 20.72%, 부양능력 미약가구의 비율은 13.02%, 부양능력 

있음의 가구 비율은 66.27%에 달함.

- 2006년 7월에 있었던 부양능력 정 소득기 의 변경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의 비율을 4.60% 높아 졌고, 부양능력 있는 가구의 비율은 불과 1.75% 감소되었을 뿐

이다.

- 이상의 추정 결과는 수 신청가구가 1명(혹은 1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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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통 1명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4> 부양능력자 비율의 추정

2차년도(2006) 3차년도(2007)
증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Group A 1,021 16.12 1,294 20.72 +4.60

Group B 1,003 15.85 813 13.02 -2.83

Group C 1,338 21.12 1,300 20.84 -0.28

Group D 2,969 46.90 2,836 45.43 -1.47

체 6,330 100.00% 6,243 100.00%

<그림-4> 2007년도 부양능력자 비율의 추정

   소득평가액

 Group D((부양능력 있음2)

45.43%

 소득평가액

Group C(부양능력 있음1) 

20.84%

 (A+B)×130%

Group B(부양능력 미약) 13.02%

 B의 130%

Group A(부양능력 없음) 20.72%

최 생계비

Group A'

              
수 자

최고재산액

부양능력

재산기
  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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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별 생활실태 비교

□ 사회인구학  항목의 비교

  - 평균 가구원수는 A그룹이 2.11명으로 가정 었고, C그룹이 3.38명으로 가장 많았

음.

  - 성별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음. A그룹은 여성의 비

율이 58.8%인데 반해 D그룹은 49.65%임.

  - 교육수 은 D그룹으로 갈수록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A그룹은 장애인의 비율이 15.22%로 가장 높았고, B C 그룹은 5~6%로 비슷한 수

이었음.

  - 주거 유형태는 C, D 그룹의 경우 자가소유 비율이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A, B 그룹은 30% 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월세의 비 이 높게 나타남(각각 

27.04%, 35.19%)

  - 건강상태는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A그룹의 경우 42.9%인 반면 나머지 그룹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근로능력자 비율은 A그룹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 나머지 B, C 그룹은 비슷한 분포, 

D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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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사회인구학  항목의 비교 (가구, 명, %)

변인 변인항목 체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F/ χ2-value p-value

평균 가구원수(명)
2.92

(1.28)

2.11

(0.98)

2.89

(1.24)

3.38

(1.09)

3.09

(1.43)
F=502.18 <.0001

성별

남자
7,960

(48.50)

1,002

(41.16)

1,024

(48.51)

1,936

(49.29)

3,998

(50.35)
χ2=64.43 <.0001

여자
8,453

(51.50)

1,433

(58.84)

1,087

(51.49)

1,992

(50.71)

3,941

(49.65)

연령

20세 미만
4,445

(27.08)

559

(22.95)

675

(31.98)

1,165

(29.65)

2,046

(25.77)

χ2=1703.68 <.0001

20~39
4,741

(28.89)

291

(11.96)

617

(29.23)

1,063

(27.05)

2,770

(34.89)

40~59
4,129

(25.16)

454

(18.65)

504

(23.88)

945

(24.06)

2,227

(28.05)

60세 이상
3,098

(18.88)

1,131

(46.44)

315

(14.91)

756

(19.24)

897

(11.30)

교육수

고졸미만
8,150

(49.66)

1,842

(75.63)

,1198

(56.75)

2,071

(52.71)

3,040

(24.09)

χ2=1459.80 <.0001고졸
3,890

(23.70)

381

(15.65)

607

(27.78)

989

(25.16)

1,913

(24.09)

문 졸

이상

4,374

(26.65)

212

(8.72)

306

(14.47)

869

(22.13)

2,986

(37.62)

장애유무

없음
15,419

(93.94)

2,064

(84.78)

1,994

(94.42)

3,693

(94.00)

7,669

(96.60)
χ2=458.18= <.0001

있음
994

(6.06)

371

(15.22)

118

(5.58)

236

(6.00)

270

(3.40)

가구형태

단독
1,031

(16.52)

509

(39.35)

156

(19.21)

55

(4.25)

311

(10.96)

χ2=858.42 <.0001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147

(2.35)

76

(5.88)

31

(3.81)

25

(1.90)

15

(0.52)

기타
5,065

(81.13)

709

(54.77)

626

(76.98)

1,221

(93.86)

2,510

(88.52)

주거

유

형태

자가
3,387

(54.26)

448

(34.64)

275

(33.82)

907

(69.69)

1,758

(62.00)

χ2=758.97 <.0001

세
1,174

(18.81)

243

(18.77)

173

(21.26)

211

(16.19)

548

(19.32)

월세(보증부월

세포함)

1,126

(18.04)

350

(27.04)

286

(35.19)

123

(9.43)

368

(12.96)

기타
555

(8.90)

253

(19.55)

79

(9.73)

61

(4.69)

162

(5.72)

건강상태

건강함
11,585

(70.60)

1,044

(42.91)

1,530

(72.45)

2,804

(71.39)

6,208

(78.19)

χ2=1610.42

<.0001

보통
2,583

(15.74)

483

(19.87)

309

(14.61)

617

(15.71)

1,175

(14.80)

건강하지 않음
2,242

(13.66)

905

(37.22)

273

(12.94)

507

(12.91)

557

(7.01)

근로

능력

정도

근로가능
11,222

(85.98)

1,180

(57.76)

1,433

(89.54)

2,603

(86.51)

6,006

(93.86)

χ2=1713.67 <.0001

단순근로가능
654

(5.01)

290

(14.20)

66

(4.11)

142

(4.73)

156

(2.43)

단순

근로미약자

856

(6.56)

433

(21.17)

79

(4.90)

187

(6.21)

158

(2.47)

근로능력없음
320

(2.45)

140

(6.87)

23

(1.46)

77

(2.55)

7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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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태 비교 

  ○ 소득  지출 비교

    - 그룹간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그룹별 가구원수가 다르다

는 을 감안하여 균등화한 결과5) 경상소득의 경우 A그룹이 월평균 58만원인데 

비해, B그룹은 112만원, C그룹은 124만원, D그룹은 289만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여액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비교해 보면 A그룹의 평균이 

월 50만원으로 나타나타났다.

    - 총생활비를 비교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 B, C 그룹의 경우 소득보다 지

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그룹의 경우 그 격차가 가장 컸고, 특이할만한 

은 C 그룹의 경우 B그룹보다 그 차이가 더 컸다는 이다. 

<표-6> 경제 상태 비교(월평균)

[단 : 만원]

변인 그룹 평균 표 편차 F-value p-value

경상소득

(균등화)

체 184 169.22 - -

A 그룹 58 21.58

2628.79 <.0001
B 그룹 112 22.45

C 그룹 124 51.40

D 그룹 289 236.05

경상소득

-공공부조 여(균

등화)

체 182 170.57 - -

A 그룹 50 24.87

2783.66 <.0001
B 그룹 111 21.48

C 그룹 124 51.42

D 그룹 289 236.08

총생활비

(균등화)

체 160 116.07 - -

A 그룹 71 37.14

2458.11 <.0001
B 그룹 112 52.56

C 그룹 136 73.73

D 그룹 226 151.60

주. 2008년 한국복지패 조사 데이터

○ 흑자, 자 가구의 분포6)

  - 생활의 곤란 상태는 자가구의 분포를 통해서 추측할수 있는데, D그룹이 자가구

의 비율(공공부조 미포함)이 16.18%로 가장 게 나타났고, A그룹은 6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은 B그룹에 비해 C그룹의 자 가구의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난다는 이다.

5) 균등화 방법: (소득)/ (가구원수), (총생활비)/ (가구원수)
6) 비균등화 경상소득과 총생활비를 이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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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흑/ 자 가구 분포 비교(연간)

그룹
공공부조 여 포함 공공부조 여 미포함

흑자 자 χ2-value p-value 흑자 자 χ2-value p-value

체
4,180

(66.99)

2,060

(33.01)
- -

3,974

(63.69)

2,266

(36.31)
- -

A 그룹
583

(45.09)

710

(54.91)

750.31 <.0001

390

(30.14)

903

(69.86)

1181.95 <.0001

B 그룹
517

(63.77)

294

(36.23)

509

(62.77)

302

(37.23)

C 그룹
701

(53.92)

599

(46.08)

699

(53.71)

602

(46.29)

D 그룹
2,379

(83.88)

457

(16.12)

2,377

(83.82)

45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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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요약 

- 행 부양능력 정기 은 실제로 부양하지 못하고,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을 부양능력자로 분류하는 수 임. 부양능력 있음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음. 즉,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있는 수 권자의 경우 수 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거

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2007년에 행한 부양능력 정 소득기 의 변경은 부양능력자 비율에 거의 향을 미

치지 못하 음.

- 지난 10년간 최 생계비의 수 이 일반가구의 생활수 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는 을 감안할 때 인상시켰다고 하는 행 부양능력 정기 은 10년 의 상  수

에 미치지 못함.

- 부양 실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한 시 임.

2) 연구의 한계

- 수 권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를 1:1로 가정한 연구이기 때문에 비율의 의미가 한계

를 가짐. 

  --> 가구별 부양의무자의 분포에 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정교한 비율 추정이 

가능할 것임.

3) 기 되는 후속 연구

- 정한 부양능력 정 소득기 , 재산기 (기 공제액, 환산율)을 찾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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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수 자와 노동공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 생활보장제도의 여방식인 보충성과 통합 여의 원칙은 수 자의 노동공 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한 다양한 실증분석들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 생활보장제

도의 노동공  효과성에 해서 근로능력수 자를 분석의 직 인 처리집단으로 설정하고 비교집단의 

성과와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 이유로는 효과성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실 으로 불가능하며 이것을 체할  실험  방법을 용하기 해 필요한 근로능력수

자  조건부수 자 상의 추 조사나 패 조사 등의 자료 등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실태조사 자료들에 비해 기 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자들에 한 정보가 풍부한 한국복지패 을 이용하여 

근로능력수 자들과 그들과 유사한 비교집단의 설정을 통해 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수 자들의 노

동공 에 어떤 변화를 발생시켰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2005년 자료에서 처리집단(근로능력수 자)

이 비교집단에 비해 노동공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자료와 3차 자료를 가지고 이 차이분

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공 일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조건부수 자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비교집단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 문제제기

  보편  공공부조제도로서 근로능력과 상 없이 최 생계비이하의 빈곤가구에 해 최 생계비와 소득인

정액의 차이만큼 여를 제공하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도입 10년 이래 우리나라 공공부조를 표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발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기 생활보장제도에 용되는 여방식인 보충성과 통합 여의 

원칙은 수 자의 노동공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험제도로 보호하기 힘든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근로능

력을 가진 수 빈곤층의 취업을 진함으로써 수 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거나 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해 

여지출의 감소를 꾀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근로빈곤

층 문제를 가장 요한 빈곤정책의 안으로 다루고 있다(노 명, 2007). 

  2007년 기 으로 기 생활보장수 자의 수는 약 155만 명에 이르며 이  32만 명이 근로능력자로 추정

되고 있다(노 명, 2007). 이들 근로능력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살펴보면 ‘실직  미취업’이 근로능

력자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시고용  임시고용의 규모도 약 14%에 이르며 체 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지 않은 규모의 근로능력 수 자들이 존재하지만 이

들에 한 정확한 실태 악을 근거로 이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정책, 특히 공공부조의 효과성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효과성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실 으로 불가능하며 이것을 체할  실험  방법을 용하기 해 필요한 근로능력수 자  조건부

수 자 상의 추 조사나 패 조사 등의 자료 등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약 인 조건가

운데서도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수 자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에 련한 연구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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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은(2004)․변 선(2008)은 처리집단인 기 보장 수 자에 해 학력, 가구내 지  등으로 구분한 

리집단을 설정하여 기 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  효과를 분석하 고, 김을식(2007)은 처리집단인 기 생

활보장수 자들에 해 인구특성  기타 특성이 유사한 비교집단을 성향 수(Propensity Score) 매칭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노동공  시간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하 다. 하지만 기존

의 연구들은 처리집단의 설정에 있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신 특정조건을 가진 가상의 집단을 

선정하거나, 수 자를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체 수 자를 처리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

다. 이상은(2004)․변 선(2008)의 연구는 학력 등의 변수들 이용하여 이 차이 분석을 실시하 는데, 성과

변수와 처리집단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피하기 해 처리집단을 가상의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로 설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인 기 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

을식(2007)의 연구는 효과성 분석의 처리집단을 근로무능력자들까지 포함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체 

수 자를 상으로 하여 근로능력자를 심으로 악해야 하는 노동공 효과를 수 자 체 수 에서 

악하는 것으로 한정 하고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  효과성 분석은 제도의 목 에 따라 근로능

력을 기 으로 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의 목   목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무능력자들의 경우 정책의 목 은 최 생계 보장  유지인 반면 근로

능력자들에 한 정책 목표는 노동참여 는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한 노동을 통해 수 자가 스스로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기 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조건부수 자들과 같은 

근로능력집단을 분석 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실태조사 자료들에 비해 근로능력수 자에 한 정보가 풍부한 한국복지패 을 이용하

여 근로능력수 자와 조건부수 자들을 분석의 처리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와 유사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근로능력자와 조건부수 자들이 비교그룹에 비하여 경제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실

증 으로 분석하여 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빈곤층에 미치는 노동공  효과성을 악해 보고자 한다. 엄

한 효과성 추정을 해 국내외 실험 (qusi-experimental) 연구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성

향 수(Propensity Score)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집단인 근로능력수 자의 비교집단을 설정해 보고 이

게 설정된 집단간 평균차이의 비교를 통해 기 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  효과성을 악해 보고자 한다. 

한 측되지 않은 시간불변의 교란항들을 제거하기 해 이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 DID)분석

을 실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기 생활보장 수 자수 

구분 비

수 유형

(총수 자수 약 155만명)

일반수 자 91.4

조건부수 자  7.8

차상  0.8

취업상태

(32만명 = 100%)

상시고용  3.96

임시고용 10.00

일일고용 39.53

자 업  8.96

농업  3.52

어업  0.19

축산  0.15

실직 미취업 33.68

자료: 복지행정데이타 2007년 12월 기 (노 명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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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자료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과 통합 여의 원칙이 실제로 근로능력을 가진 수 자들의 노

동공 에 부정 인 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한국복지패  1차 자료와 3차 자료를 가지고 분석

을 실시하 다. 집단간 조를 통한 근로능력수 자의 노동공 효과를 악하기 해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집단을 다음과 같은 3개의 처리집단으로 분류하 다. 먼  조건부수 자를 첫 번째 처리집단으로, 

근로능력1)이 있는 수 자를 두 번째로 처리집단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근로능력에 상 없이 체 수 자

를 처리집단으로 구성하 고 이 처리집단들과 특성이 유사한 비교집단들을 성향 수(Propensity score) 방

법을 이용한 매칭을 통해 구성하 다. 따라서 기 생활보장제도 노동공 효과를 조건부수 조건에 의해 

자활사업 참여나 기타 노동활동참여를 강제 받는 집단과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근로능력이 있는 집

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능력에 상 없이 체 수 자집단으로 분류하며 근로능력  제도 용에 따

른 성과변수의 차이를 통해 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 분석 상을 연령별․소득계층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여 분

석하 다. 연구목 이 소득 근로능력자에 한 것이므로 소득기 을 용하여 소득 60%이하의 개

인들만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조건부수 자의 용 연령이 18세부터 64세까지 이므

로 이 기 을 용하며 해당 연령 의 수 자들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한 본 분석의 성과변수로

는 ‘지난 1년간의 노동공 일’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선정하 다. 복지패 의 경우 노동공 시간을 주당 근

로시간이 아닌 지난 1년을 기 으로 평균 으로 일한 개월 수와 일한 달의 평균 근무 일수를 조사하므로 

성과변수로 두변수의 곱한 값을 나타내는 ‘자난 1년간의 노동공 일’을 사용하 다. 실제로 기 생활보장

제도 수 자들이나 소득 계층의 경우 임시  일용직의 비 이 높은 편이므로 노동에 참여한 날짜를 근

거로 한 성과변수의 사용이 분석방법에 합한 것으로 단된다. 

2. 분석방법 

(1) 실증분석 방법론

  사회정책 는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방법에는 사회실험과 실험  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이 

있다. 먼  사회실험은 정책 는 사업을 평가하기 하여 사업 상을 무작  메커니즘에 의해 복수의 

집단에 배정한 후 이들 집단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무작 로 배정되는 두 집단을 사업

의 용을 받는 처리집단과 사업의 용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으로 구분한다. 사회실험의 핵심은 처리집

단과 비교집단을 무작  배정에 의해 나 다는 에 있으며, 무작  배정은 평가의 상이 되는 모든 표

본 구성원들이 처리집단 는 비교집단에 배정될 확률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사회실험은 사업을 본격

으로 실시하기 앞서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하여 그 효과성을 객 이고 과학 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

에 근거하여 국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실험의 가장 큰 유용성은 편의(bisa)가 없는 효과성

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작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  경우에는 확률의 원리에 의해 양 집

1) 근로능력정도를 별하는 변수를 선택하여 그 변수 값  ‘근로능력 있음’, ‘단순한 근로는 가능’이라고 응답한 경

우를 ‘근로능력자’로 정의하여 이것을 처리집단의 기 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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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평균 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표본 구성원의 모든 특성들에 걸쳐서 동질 인 응  사실

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석원, 2007).

  실험  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은 무작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로그램 참가자, 로그

램 비참가자, 다른 시기 참가자를 이용하여 참가자의 로그램 비참가시기의 성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험  방식은 로그램 참여자와 가능한 유사한 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한 후 

로그램 참여 이후에 결과를 통해 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로써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이다. 표 인 방법으로는 매칭(matching)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  추정법인 성향 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한 매칭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정책에 한 효과성 분석을 해 매칭과 같은 실험  방법을 용하는데 있어 반 사실  상황( 

counter-factual condition)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에 해 설명하면, 어떤 정책 는 로그램

에 시행에 있어 y1이 찰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처리단의의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처리집단이 실험

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성과 y0은 찰이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처리집단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상  성과 y0에 해당하는 집단을 ‘counter-factual’이라 한다. 

〈표 2〉반 사실  상황(counter-factual condition)

집단 y1 y0

처리집단 (d = 1) 찰가능 counter-factual

비교집단 (d = 0) counter-factual 찰가능

 

  정책 는 로그램 시행에 따른 처리효과(treatment effect)를 추정하기 해서는 처리집단과 처리집단

의 성과인 y1과 비교할 가상  성과 y0  이것에 해당하는 비교집단을 설정해야 하는데 y0은 찰 할 

수 없으므로 처리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비교집단에 있는 구성원들

과 둥이 같이 같은 상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을 y0의 역할인 counter-factual의 리인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상원 외, 2007). 아래의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 ATT)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정책에 참여한 처리집단 성과에 이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과 둥이처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에 시행되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과

를 차감함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 ATE)

        E(y) = E( y1 －  y0)  = E( y1) - E( y0)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 ATT)

        E( y1－y0| d = 1) =  E( y1| d= 1) － E( y0| d = 1)

  의 논리를 확장하여 처리집단의 특성(인구통계학  특성  소득, 성향 등등)과 유사한 상을 찾을 

수만 있다면 로그램의 처리효과를 추정하기 해서 공변량(covariate)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처리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만약 가구원수, 성별, 학력, 연령, 성별, 직업과 

종사상 지  등의 공변량(covariate)을 x라고 할 때 이 조건하에서의 그룹 간 평균차이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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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 1|d =1, x)-E(y 0 |d =0, x) 

        =E(y 1|d =1, x)-E(y 0 |d =1, x) +E(y 0 |d =1, x)-E(y 0 |d =0, x)

        =E(y 1- y 0|d =1, x)+y 0비교그룹 편의 

 여기서, y 0비교그룹 편의=E (y 0 |d =1, x)-E(y 0 | d =0,x) 이며 d는 훈련참가여부 같은 더미변수로

써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나 는 라미터라 가정한다. 여기서 공변량을 나타내는 x가 각각 동일하고 선

택편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d가 0 는 1 인 것과는 상 없이 E(y 0 |d=1, x)과 E(y 0 |d=0,x)은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 경우 y0 비교그룹의 편의는 0이 된다. 즉, E(y 0| d , x)=E(y 0 | x) 이 성립한다. 

특히 공변량(covariate)인 x를 좀 더 세부 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비교그룹편의는 완 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비교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용되어 지며 만일 y0과 y1 양쪽의 비교그룹편의가 0이 

된다면 정책에 한 평균처리효과(ATE)와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효과(ATT)와 같아지게 된다.2)  

  매칭시에 측되는 여러 변수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해서는 제약이 많아지게 된다. 먼  변수

가 이산 이어야 하고 그 범주가 작아야 한다. 한 변수들이 무 많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한 차원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 매칭이 어렵게 된다(김안국, 2007). 표본에서 단지 한두 가지 특성만

이 존재한다면 매칭이 쉽겠지만 표본을 설명하는 많은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향 수(Propensity 

score) 방법을 이용한 매칭을 사용하게 된다. Rosenbaum and Rubin(1983)은 공변량(covariate)으로부터 구

한 로그램참가의 기 확률값으로 매칭을 실시한 결과와 공변량(covariate)들로 매칭을 한 결과와 같다는 

사실을 이론 으로 증명하 다. 성향 수(Propensity Score)는 어떤 사람의 조건을 상하기 해 사용되

는 찰된 공변량(covariate)으로부터 추론된 조건부 확률임을 뜻한다. 이것을 간략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ropensity score = P = P(X) = τ(d=1|X) 

  성향 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한 매칭은 공변량(covariate)이 무 많거나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유사한 것이 없어 층화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먼  다음과 같은 매칭에 한 기본가정이 성립

된 경우에 사용될 있다.  

(Y1,Y0) ∐ d|X  ,  0 < Pr ( d = 1|X ) < 1

  의 가정에서 좌편은 측되는 변수(X)들이 동일하다면, 즉 사업 참여자에 한 찰 가능한 특성들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사업 참여 여부는 성과변수들 Y1,Y0
과 독립 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사업참여 여

부가 성과변수들과 독립 이란 의미는 사업 참여여부(d = 1 : 참여, 0 : 비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성과

변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택편의가 없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정은 선택편

의가 없는 경우 찰할 수 있는 특성들을 통제하면 사업의 참가는 성과변수와 독립이므로 공변량으로 통

제된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체계  차이는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 가정에서 우측은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원들의 사업 참여 확률의 분포는 공통의 역에 존재한

다는 가정으로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찰 가능한 변수들로 추정한 사업참여의 확률분포가 0과 1사이에

서 공통으로 존재해야 함을 타나낸다. 

  이러한 가정들이 충족된다면 사업참여 여부를 로짓 는 라빗으로 추정한 사업참여 기 확률인 P(X)

가 주어졌을 때 사업참여 여부는 공변량들과 무 하며, 즉 X ∐ d| P(X)이 성립하며 의 가정과 동일한 

가정이 성향 수(Propensity Score)가 주어졌을 때도 성립됨을 Rosenbaum & Rubin(1983)의 연구는 보여

2) 고상원 외(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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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이석원, 2003). 

  (Y1,Y0) ∐ d | P(X) , 0 < Pr ( d = 1| P(X) ) < 1

  성향 수 매칭의 주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 , 로그램 참가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 모든 변수의 

함수로 로짓 는 라빗모형을 추정한다. 로짓 회귀분석으로부터 참가 측확률을 계산하면 이 값이 성

향 수가 되고 이를 통해 참가자와 비참가자 모두에 한 성향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자 표본

의 개별 측치에 해 가장 가까운 성향 수를 비참가자의 표본의 측치를 찾는다. 이는 성향 수 차

이의 값을 이용하여 구하며, 이를 ‘최근 거리 이웃(nearest neighbor)’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결과지

표의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구한다(안종범 외, 2007).

  기 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 효과는 기 생활보장제도수 자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성과를 정확하

게 악하기 해서는 로그램 참여자의 성과와 이 로그램 참여자가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가상  성과를 악해서 비교해 한다. 하지만 로그램 참여자의 가상  성과는 

찰될 수 없기 때문에 로그램 참여자와 유사하지만 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집단으로 구

성하여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로그램에 한 정책효과를 악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집단의 구성

을 해 매칭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칭의 한 방법인 성향 수(Propensity Score)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최근거리이웃(Nearest Neighbor)법을 용한 일 일 매칭을 이용하 다. 

(2) 실증분석 차

  성향 수(Propensity score) 매칭 차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균형이 달성할 때 까지 반복 으로 

수행하는 성향 수의 추정과, 균형이 달성되었을 경우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매칭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로짓 는 라빗 모형으로 성향 수(Propensity Score)을 추정한다. 로짓 모형은 처리집단을 1

로 비처리집단을 0으로 코딩한 후 일반 으로 사용되는 빈곤  수  결정요인 변수들을 사용하여 성향

수로 사용될 조건부 확률 값 P(x) =P|(X)를 추정한다. 성향 수를 추정한 후에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

의 매칭을 실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거리 이웃(nearest-neighbor)'을 이용한 일 일 매칭을 

용하 다. 매칭에 사용되는 성향 수는 양의 실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칭을 하기 해서는 매칭에 필

요한 유효거리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caliper‘라 한다. caliper를 얼마만큰 설정하라는 기 은 없지만 

주로 0.0001, 0.00001 는 0.0005, 0.00005의 기 이 통상 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본연구에서는 0.0005를 

캘리퍼의 값으로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캘리퍼의 값을 게 할수록 메칭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만큼 유실되는 이스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매칭과정에서 비교집단의 경우 체를 허용할지 는 

허용하지 않을지가 요한 문제인데 비교그룹에서 일정한 수의 참가자와 매칭된 비교 상을 다시 사용하

지 않는 경우 비교그룹과 처리집단 개인들 간이 성향 수 차이는 매우 작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체를 허용하지 않고 매칭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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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처리집단을 조건부수 자, 근로능력수 자, 체수 자로 분류한 후 각각의 비교집단을 성향 수

(Propensity score)로 구한 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성과변수인 노동공 일수로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

리 효과를 구한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표를 보면 조건부 수 자의 경우 매칭  처리집단의 노동공 일

수는 127.4일인데 매칭 후 124.6일로 다소 축소되었고 비교집단의 경우 116일에서 112.3일로 다소 감소하

다. 근로능력수 자의 경우 매칭 후 처리집단의 노동공 일수는 94.8일로, 비교집단의 경우 102.5일로 나

타나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효과는 -7.69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포 한 체수

자의 경우 처리집단의 평균처리효과가 처리집단  가장 낮은 -36.4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조건부수 자의 경우 처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노동공 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 값이 

0.6에 불과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 다. 매칭 후 처리집단  체수 자만이 유

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기 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 에 미치는 부정정인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 한 처리집단의 평균처리효과를 살펴보면 조건부수 자, 근로능력수 자, 체수 자가 각

각 18.7%, 4.9%, -12%로 나타났으며 조건부수 자의 경우 매칭 후에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조건부수 자의 경우 생계 여 수 에 해 근로조건이 붙기 때문에 상 으로 다른 처리집단에 비

해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체수 자의 경우 노동공 일수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

은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효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처리집단의 평균처리 효과

성과

변수
집단

매칭

후
처리집단(A) 비교집단(B)

ATT

(A) - (B)
S.E. T-stat on supprt(A)

노동

공

일수
(단  :일)

조건부

수 자

127.4 116.0 11.4 16.0 0.71
64(68)

후 124.6 112.3 12.3 20.5 0.60

근로능력

수 자

96.6 118.3 -21.6 8.01 -2.70
204(294)

후 94.8 102.5 -7.69 11.5 -0.66

체

수 자

60.8 126.0 -65.1 6.4 -10.12
257(471)

후 79.3 105.7 -36.4 10.8 -3.36

경제

활동

참가

율
(단  :%)

조건부

수 자

72.0% 51.0% 20.9% 0.061 3.43
64(68)

후 70.3% 51.5% 18.7% 0.085 2.20

근로능력

수 자

52.3% 51.4% 0.9% 0.031 0.30
204(294)

후 52.4% 47.5% 4.9% 0.049 0.99

체

수 자

32.9% 54.8% -21.8% 0.024 -8.88
257(471)

후 36.9% 49.0% -12.0% 0.434 -2.78

* caliper = 0.0005

** ATT =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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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변수
집단 처리구분 2005년 (C) 2007년 (D) (D) - (C) 이 차이

노동

공

일수
(단  :일)

조건부

수 자

처리집단(54) 129.75 171.77 42.02
2.91

비교집단(53) 111.81 150.92 39.11

근로능력

수 자

처리집단(184) 95.11 112.65 17.54
-10.82

비교집단(165) 103.68 132.04 28.36

체

수 자

처리집단(231) 69.72 85.67 15.95
-20.35

비교집단(215) 105.40 141.70 36.30

경제

활동

참가

율
(단  :%)

조건부

수 자

처리집단(54) 72.22 79.62 7.4
-5.81

비교집단(53) 50.94 64.15 13.21

근로능력

수 자

처리집단(184) 52.17 55.43 3.26
-8.87

비교집단(165) 47.87 60.00 12.13

체

수 자

처리집단(231) 37.22 42.42 5.2
-5.95

비교집단(215) 51.16 62.32 11.16

 다음으로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향일 미치는 기 생활보장제도 이외에 기타 경제  요인, 제

도  변환 등이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차단하기 해 단순 이 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 이 차이 분

석결과 노동공 일에 해서 조건부 수 자만이 노동시간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체수 자집단보다 근로능력수 자집단의 참여율

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이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집단의 경제활

동은 3.26%p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비교집단의 경우 무려 12.13%p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비수

집단이 수 집단에 비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 다.  

〈표 4〉성과변수의 변화 비교

caliper = 0.0005

  매칭 후에 실제로 공변량(covariate)들이 균형을 이루어졌는지 검해 보아야 하는데 매칭을 통한 처리

집단의 평균과 비교집단의 평균의 차이에서 bias의 비 을 나타내는 표 화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

를 이용한다. 개 그 크기가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알려져 있다. 한 매칭에 의

한 공변량(covariate)들의 분포 변화를 ‘% reduct bias’를 통해 매칭 후 감소한 편의를 직 으로 살펴볼 

수 도 있다. 아래 표들은 매칭 후 공변량(covariate)들이 균형을 이루어 졌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여기서 

t 값은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가를 나타내는데, 매칭이 잘 이루어졌다면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비

교는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t값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어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

가설을 채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록의 그림들은 성향 수에 따라 처리집단과 비처리집단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낮은 성향 수 값에 분포가 집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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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명
Mean   t-test

Treated  Control %bias reduct bias t t p>t

성(=남성) d_sex 0.3906 0.3281 12.6 -71.6 0.73 0.465

연령 age 44.32 40.56 30.5 -82.8 1.83 0.070

연령*연령 ageage 2102.60 1775.40 30.3 -45.2 1.90 0.059

학력( 졸이하) edu10 0.3750 0.2812 19.4 -760.3 1.13 0.262

학력( 졸) edu20 0.1562 0.1875 -8.6 -236.4 -0.47 0.643

학력(고졸) edu30 0.4218 0.4687 -9.6 35.2 -0.53 0.597

배우자여부(사별,이혼

별거)
spouse1 0.4375 0.3906 10.4 83.3 0.53 0.594

배우자여부(미혼) spouse2 0.1718 0.3125 -37.4 -926.7 -1.87 0.064

가구원수 fnum 3.0156 3.1719 -11.9 -247.6 -0.68 0.495

지역( 역시) region1 0.3437 0.3593 -3.4 72.1 -0.18 0.855

지역(시) region2 0.3125 0.3437 -6.7 -24.7 -0.37 0.709

지역(군) region3 0.2031 0.1875 3.7 68.9 0.22 0.825

만18미만 아동여부 child18n 1.0625 1.0469 1.6 96.7 0.08 0.933

65세이상 노인수 old65n 0.0625 0.0937 -7.8 86.2 -0.65 0.514

본인의 장애여부 disabled 0.0937 0.0781 5 58.9 0.31 0.755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 가구원 여부
disay 0.2031 0.1875 4.1 34.4 0.22 0.825

본인의 장기질환 

여부
dise 0.3750 0.2343 28.9 -1253.7 1.74 0.085

본인을 제외한 

장기질환자 여부
disey 0.4687 0.4375 6.3 45.2 0.35 0.725

변수 변수명
Mean

%bias reduct bias
t-test

Treated Control t t p>t

성(=남성) d_sex 0.4166 0.3774 8 20.9 0.81 0.419

연령 age 45.451 44.87 4.5 73.1 0.44 0.663

연령*연령 ageage 2234.70 2196.40 3.4 82 0.34 0.737

학력( 졸이하) edu10 0.4460 0.3872 12.1 -30.2 1.20 0.229

학력( 졸) edu20 0.1715 0.1225 12.8 23.6 1.40 0.163

학력(고졸) edu30 0.3382 0.4509 -23.5 -2018.3 -2.34 0.020

배우자여부(사별,이

혼별거)
spouse1 0.2990 0.3823 -19 62.1 -1.78 0.076

배우자여부(미혼) spouse2 0.2352 0.2451 -2.5 69.3 -0.23 0.817

가구원수 fnum 2.8431 2.7255 9.1 -59.1 0.89 0.377

지역( 역시) region1 0.3725 0.3823 -2.1 93.2 -0.20 0.839

지역(시) region2 0.2402 0.2549 -3.3 81.2 -0.34 0.732

지역(군) region3 0.2402 0.2352 1.2 90.6 0.12 0.908

만18미만 아동여부 child18n 0.7107 0.7402 -3 91.4 -0.30 0.761

65세이상 노인수 old65n 0.1813 0.2058 -5.3 83.5 -0.57 0.572

본인의 장애여부 disabled 0.2107 0.1323 21.7 -3.9 2.11 0.036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 가구원 여부
disay 0.2941 0.2107 20.1 46.6 1.94 0.053

본인의 장기질환 

여부
dise 0.4852 0.4558 6 82.8 0.59 0.553

본인을 제외한 

장기질환자 여부
disey 0.5343 0.4460 17.7 0.8 1.79 0.075

〈표 5〉처리집단 1 기  균형테스트(balancing test)

〈표 6〉처리집단 2 기  균형테스트(balanc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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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처리집단 3 기  균형테스트(balancing test)

Mean
 %reduct %bias

t-test

Variable Treated Control bias t p>t

d_sex 0.3852 0.3579 5.5 30.9 0.64 0.524

age 47.86  48.75 -7.1 -1.8 -0.75 0.452

 ageage 2475.8 2549.7 -6.6 -55.1 -0.71 0.480

edu10 0.5019 0.4941 1.6 94.3 0.18 0.860

edu20 0.1517 0.1634 -3.1 78.8 -0.36 0.717

 edu30 0.3073 0.3190 -2.5 81.7 -0.28 0.776

spouse1 0.3073 0.3424 -8.1 85.7 -0.85 0.398

 spouse2 0.1906 0.1712 5.1 -1449.0 0.57 0.568

 fnum 2.7237 2.5642 12.4 58.5 1.38 0.169

 region1 0.3696 0.3190 10.8 69.5 1.21 0.228

region2 0.2490 0.3035 -12.1 0.0 -1.38 0.168

region3 0.2529 0.2529 0.0 100.0 0.00 1.000

child18n 0.5953 0.6031 -0.8 91.9 -0.10 0.924

old65n 0.2256 0.2023 4.8 81.0 0.59 0.554

disabled 0.2062 0.1867 5.0 92.3 0.55 0.580

disay 0.2607 0.2023 14.2 64.5 1.57 0.117

dise 0.5447 0.5642 -4.1 93.7 -0.44 0.658

 disey 0.5058      0.4396 13.3 -7.3 1.50 0.134

[그림 1 ] 성향 수에 따른 매칭된 조건부수 자집단의 분포

0 .1 .2 .3 .4
Pro pe ns ity Sco re  1

Un tre ated Trea t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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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  성향 수에 따른 매칭된 근로능력수 자집단의 분포

0 .2 .4 .6 .8
P ro pe ns ity S co re  2

Un tre ated Trea te d

[그림 3]  성향 수에 따른 매칭된 체수 자집단의 분포

0 .2 .4 .6 .8 1
P ro pe ns ity S co re  3

Un tre ated T rea t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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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기 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 효과는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성과를 정확

하게 악하기 해서는 로그램 참여자의 성과와 이 로그램 참여자가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를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가상  성과를 악해서 비교해 한다. 하지만 로그램 참여자의 가상  성과는 

찰될 수 없기 때문에 로그램 참여자와 유사하지만 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로그램에 한 정책효과를 악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집단의 구

성을 해 매칭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칭의 한 방법인 성향 수(Propensity Score)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매칭 후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효과 분석에서 세 분류의 처리집단  체수 자로 구성된 처리집단 

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 생활보장제도의 부정 인 노동공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조건부수 자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비교집단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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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부표 1〉성향 수(Propensity score) 추정을 한 로짓분석 결과

변수 변수명
처리집단 1 처리집단 2 처리집단 3

B S.E. B S.E. B S.E.

성(=남성) d_sex -0.0572 0.3723 -0.0064 0.2019 -0.0331 0.1722 

연령 age 0.1686 0.1200 0.0488 0.0599 0.0478 0.0523 

연령*연령 ageage -0.0021 0.0013 -0.0009 0.0007 -0.0009* 0.0006 

학력( 졸이하) edu10 1.6565* 0.9009 2.1113*** 0.5022 2.2171*** 0.4256 

학력( 졸) edu20 1.4641* 0.8846 2.0564*** 0.4918 1.9305*** 0.4248 

학력(고졸) edu30 1.5055* 0.8038 1.6174*** 0.4600 1.6080*** 0.3974 

배우자여부(사별,이혼별거) spouse1 1.7727*** 0.4408 1.4686*** 0.2500 1.3162*** 0.2131 

배우자여부(미혼) spouse2 1.1693 0.7427 1.4275*** 0.3712 1.0710*** 0.3161 

가구원수 fnum -0.0844 0.2561 -0.7160*** 0.1600 -0.8710*** 0.1366 

지역( 역시) region1 0.3130 0.5343 0.4963** 0.2669 0.6219*** 0.2378 

지역(시) region2 0.3913 0.5023 -0.2701 0.2726 -0.0856 0.2367 

지역(군) region3 0.4054 0.7135 0.2738 0.3563 0.1053 0.3135 

만18미만 아동여부 child18n 0.5638* 0.3004 1.3932*** 0.1925 1.3664*** 0.1676 

65세이상 노인수 old65n -2.1862*** 0.8214 -0.8780*** 0.2675 -0.7008*** 0.2042 

본인의 장애여부 disabled -0.6000 0.6287 -0.1937 0.2697 1.4245*** 0.1956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 

가구원 여부
disay -0.3064 0.5172 1.1237*** 0.2395 1.4884*** 0.2048 

본인의 장기질환 여부 dise 0.0586 0.4146 0.9217*** 0.2248 1.2221*** 0.1888 

본인을 제외한 장기질환자 

여부
disey 1.1203*** 0.4036 1.1245*** 0.2351 0.9650*** 0.2014 

Constant -9.7343*** 2.9666 -5.1822*** 1.5318 -4.4478*** 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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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우울 측요인

-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이 주1)․강상경2)

  본 연구는 장애인의 우울에 한 스트 스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의 향을 분석하고, 실증 으로 검

증되어 온 스트 스 처이론이 장애인에게도 공히 용되는지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장애인에 

한 국 표표본인 한국복지패  장애인부가조사에 응답한 성인 86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우울증상 유병율(CESD≥25)은 17.0%(남성 15.5%, 여성 19.1%)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우울에 한 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스트 스 요인인 건강상태와 차별경험 모두 우울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 감을 통하여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 감이 낮았고,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 다. 

스트 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건강상태와 우울  차

별경험과 우울의 두 경로 모두에서 자아존 감이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강상태가 나쁜 

소득 여성 장애인일수록 사회  지지가 높았으나, 우울에 한 사회  지지의 직 인 향력이 유의

하지 않아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과정에서 강력한 내 자원으로 작용하는 자아존 감 강화를 한 실천  함의와 

장애인의 우울 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히기 한 추후 연구방향을 논의하 다.  

I. 문제제기

  인구의 노령화,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질병  환경오염의 심화 등

으로 인해 장애 인구는 차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장애인은 장애로 인

한 신체 ․정신  기능손상이라는 본질 인 스트 스와 더불어, 장애인에 한 차별이

라는 사회 으로 유발된 이차  스트 스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요한 것은 이러한 

기능손상과 역할제한  차별과 사회  고립이 장애인의 우울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

이다(Turner and Noh, 1988; Finch, Kolody, and Vega, 2000; Desrosiers, Noreau, 

Rochette, Bravo, and Boutin, 2002). 장애인구  90%가 선천  원인이 아닌 후천  원

인에 기인한 장애임3)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각하는 스트 스가 얼마나 심각할지 측할 

1)  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2)  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3)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원인  후천  원인이 90.0%로 가장 높았고, 후천  원인  질환(55.6%)이 사고

(34.4%)보다 21.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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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반 으로 스트 스는 우울의 주요 측요인으로 알려져 왔다(DeLongis, Folkman, 

and Lazarus, 1988; Bolger, Delongis, Kessler, and Schilling, 1989). 그러나 동일한 스트

스에 해서도 개인이 가진 내․외  처자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Dohrenwend, 1978; Sandler & Lakey, 1982; Lazarus and Folkman, 1984), 특히 개인 

내  자원으로서 자아존 감과 외  자원으로서 사회  지지가 우울에 한 주요 처

자원으로 연구되어왔다(Brown, Andrews, Harris, Adler, and Bridge, 1986; Yang, 2006; 

김정엽․이재모, 2008). 즉 같은 스트 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정도에 따라 스트 스에 한 지각과 처가 달라져 스트 스의 결과인 

우울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도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가 스트

스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장

애인이 과연 만성 이고 복합 인 스트 스에 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아존 감과 사

회  지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기능수행과 역할 제한이 자아존

감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사회  지지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Aneshensel, Frerichs, and Huba, 1984; Williamson and Schulz, 1995). 한 장애인이 

경험하는 낙인의 과정은 장애인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 축되고 고립되며 낮은 자아존

감을 갖게 하고 사회  지지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Crocker & Major, 1989; Link, Struening, Neese-Todd, Asmussen, and  Phelan, 2001; 

Mickelson, 2009). 즉 장애에 한 타인의 부정  평가와 차별, 그리고 이에 한 장애인

의 지각이 자아존 감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장애인의 제한된 

사회참여  사회  계와 이로 인한 소외문제는 장애인에게 스트 스가 되는 사건은 

시키는 반면 이에 처할 수 있는 심리사회  자원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인의 지속 이고 복합 인 스트 스는 우울과 같은 심

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일반 으로 스트 스에 한 완충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온 자아존 감이나 사회  지지의 높은 수 을 기 하기 어려워 이들의 우울은 더욱 심

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우울  스트 스 처과정에 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국 표표본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스트 스요인과 우울의 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계에서 심리사회  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건강, 차별경험)과 심리사회  요인(자아존 감, 사회  지지)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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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사회  요인은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과 우울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  배경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있어 

본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이론은 스트 스 처 이론이다. 이론  배경은 크게 스트 스 

처 이론의 주요개념과 련 선행연구, 그리고 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에 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 다.  

1. 장애인의 스트 스 처과정에 한 이론  배경 

  1) 스트 스 처 이론 

  Lazarus and Folkman(1984)의 스트 스 처이론에 따르면, 스트 스가 부정  결과

를 가져오는지 여부는 스트 스에 해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처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스트 스에 직면한 개인은 스트 스에 한 인지  평가를 통해 처자원을 활용하

여 스트 스를 다스리기 한 인지   행동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우울과 같은 정

서  반응 역시 평가와 처의 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래된다. 여기서 처자원은 

크게 개인  자원과 환경  자원으로 구분된다. 개인  자원에는 건강과 같은 신체  자

원과 정  신념과 같은 심리  자원이 포함되고, 환경  자원에는 사회  지지와 물질

 자원 등이 포함된다.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도 스트 스에 한 처자원을 개인 내  자원과 외  자원

으로 구분하 고, 특히 개인 내  자원으로서 자아존 감과 외  자원으로서 사회  지

지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Dohrenwend, 1978; Sandler 

and Lakey, 1982; Brown et al., 1986; Yang, 2006). 그 이유는 가장 부정 인 조건에 직

면하여서도 처 노력을 유지시키는 요한 심리  자원이 바로 자신에 한 정  신

념이기 때문이다. 한 스트 스와 처  응의 결과를 개인과 사회의 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요한 것이 사회  지지이다(Lazarus and Folkman,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스트 스 처자원으로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

지가 우울에 미치는 향에 을 두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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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의 내 자원과 외 자원  우울의 계 

  앞서 언 하 듯이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에 있어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

는 주요한 내․외  처자원이다. 그 다면 장애인의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는 어떠

한 특성을 갖는지, 한 이 처자원들이 일반 인 상에서와 같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정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내․외  처자원의 

특성  이 처자원들과 우울의 계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자아존 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해 갖는 정  혹은 부정  평가를 의미하

는 것으로(Rogenberg, 1979) 우울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트 스가 우

울에 미치는 향을 자아존 감이 조 한다는 조 효과  스트 스가 자아존 감을 낮

추고 낮아진 자아존 감으로 인해 우울에 이르게 된다는 매개효과에 한 연구들이 이

루어져왔다(Brown et al., 1986; Tram & Cole, 2000; Yang, 2006; 최미례․이인혜, 2003; 

김미례, 2007; 김 순․김병석, 2007).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자아존

감이 안정 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 스와 같은 여러 요인의 향을 받아 시간

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자아존 감의 불안정한 속성(Sherman, 1981; Kernis, 

Cornell, Sun, Betry, and Harlow, 1993)에 기반한 것이다. 

  장애인은 자아존 감의 부정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신체질환이나 장애로 인

한 기능손상 뿐 아니라 낙인의 과정이 자아존 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Aneshensel et 

al., 1984;  Crocker & Major, 1989; Link et al., 2001). 즉 장애인에 한 타인의 부정  

평가가 장애인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 자신에 한 부정  평가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자아존 감이 낮아지게 된다. 장애발생이 선천  원인이 아닌 후천  원인에 기인했을 

때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자아존 감의 변화를 더욱 격히 겪을 수 있는데, 장애인

구  90%가 후천  원인에 기인한 장애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자아존 감은 다른 어떤 

상층보다 더 불안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 감의 가변 인 속성과 우울에 한 

향력을 통해 장애인의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자아존 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

로 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지지는 스트 스의 해로운 향으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

는 메커니즘으로서, 크게 구조  차원과 기능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  지지

의 구조  차원은 다시 사회  통합과 사회  지지망으로, 기능  차원은 정서  지지, 

도구  지지, 정보  지지, 평가  지지로 구성되는데, 실증연구에서의 사회  지지는 기

능  측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House, 1981; Cohen and Wills, 1985; 김윤정․최혜

경, 2008).

  사회  지지와 우울의 계에서도 사회  지지가 우울을 직 으로 측한다고 보고

되기도 했고(Turner and Noh, 1988; 김원경, 2001; 허 수․유수 , 2002), 스트 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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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의 계를 조 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으로 밝 지기도 했다(엄태완, 2008; 문수경․

정재은․손의성, 2008).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는 만성 인 스트 스 상황에서 사회  

지지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스트 스가 만성화되면 사회  지지망의 자원이 고갈되

어 사회  지지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  지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윤정․최

혜경, 2008). 기능  역할수행의 제한에 따른 만성  스트 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애

인의 경우 사회  지지의 감소와 그에 따른 우울의 증가를 측할 수도 있고, 역으로 장

애발생에 따라 실제 인 지원이나 보살핌이 요구되어 사회  지지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  지지의 정  효과가 모든 상에서 일 성 있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사회  지지가 미치는 향에 을 두어 보면, 사회

 지지는 정  차원과 부정  차원으로 나 어지는데, 사회  지지의 부정  차원은 

사회  지지의 제공과 동시에 정서  고통이나 디스트 스가 함께 제공된다는 의미이다

(Rook, 1984; Wortman & Dunkel-Schetter, 1987; Rook, 1997). 이러한 부정 인 차원의 

지지는 환자나 노인과 같이 지지의 상호 호혜성이 떨어지는 경우 더욱 두드러질 수 있

으므로 사회  지지를 연구할 때에는 사회  지지가 갖는 다양한 맥락과 상이한 향을 

고려해야 한다(Caplan, 1979; House, 1981; Belle, 1982; Fiore, Becker, & Coppel, 1983; 

Antonucci, 1985, 김윤정․최혜경, 2008에서 재인용).

  종합하면,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는 직 으로 우울을 감소시키거나 스트 스와 

우울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우울을 완화시키는 주요한 처 자원이다. 즉, 장애발생 자체

에 따른 스트 스  장애발생 이후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스트 스가 장애인의 심리

사회  자원에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스트 스  이의 처에 한 연구들 부분이 장애인을 상으로 하기보다는 장

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이 맞추어져왔다(김정진․김미옥, 2002; 임 승, 2004; 

김교연, 2006). 복합 인 스트 스를 겪는 장애인의 응을 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이 심리사회  처자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한 이러한 처자원들이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 

  1) 장애인의 건강과 우울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히 연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신체건강이 

쇠퇴해가는 노인을 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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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수록 우울  자살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ffens, Hays, & 

Krishnan, 1999; Kennedy, 2001; Yang, 2006; 김원경, 2001; 허 수․유수 , 2002; 권

은․하진․안수연, 2007; 배진희, 2009). Turvey, Schultz, Beglinger, and Klein(2009)의 

종단연구에서도 노인의 신체기능과 만성질환이 우울을 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우울 뿐 아니라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반 성인을 상으로 신체질환과 우울의 인과 계를 종단 으

로 분석한 Aneshensel et al.(198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질환  일상 인 기능수

행의 제한은 역할변화를 래하여 자아존 감을 하시키고, 실직, 소득감소, 의료비용으

로 인한 재정  부담을 래하는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상을 격히 증가

시킨다고 하 다. 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사회  지지가 낮고, 사회  지지가 낮을수

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김원경, 2001; 문수경 외, 2008; 윤 숙․구본미, 

2009) 건강과 우울의 계를 검증할 때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건강과 우울의 계에서 더 나아가 Turner and Noh(1988)는 신체질환은 성질환을 

포함하고 있고,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다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장애와 구별하여 설명하 다. 즉 장애는 그 자체가 일상 인 욕구를 충족하고 필수 인 

도구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래하므로, 장애가 곧 심각한 만성  긴장

(chronic strain)을 의미하고,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와 깊은 련을 가질 수 있다고 하

다. 이들은  18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신체장애와 우울의 계를 연구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 결혼, 주거지역, 소득수 과 상 없이 신체장애가 우울의 험을 격히 증

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장애노인을 상으로 한 Desrosiers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독립생활수행에 제한이 있을 때 사회  고립감으로 인한 스트 스가 발생하고 이는 우

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성인 여성장애인을 상으로 한 권복순․박

숙(2005)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우울의 주요 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우울  

  Goffman(1963)이 제시한 낙인의 세 가지 형태 , 신체장애는 신체  결함이나 신체의 

오에 해당되고, 정신장애는 개인의 성격  결함에 해당한다. 여기서 낙인이란 낙인의 

상이 되는 집단의 속성에 한 사고, 감정, 행동을 포함하는 다차원 인 개념으로

(Penn and Martin, 1998), 사람들이 인식하는 인지  개념인 고정 념, 정서가 내포된 편

견, 그리고 편견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련의 차별 경험과 행 를 말한다(조은 , 1999). 

즉 장애인은 사회가 부여하는 낙인의 주 상이 되는 집단으로서, 장애를 가진 집단에 

해 형성된 형화(stereotyping)로 인해 고정 념과 편견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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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낙인의 과정은 장애인의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 그리고 우울에 향을 미

친다. 장애에 한 낙인의 경험은 장애인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 자신에 해 부정  개

념을 갖게 하고, 스스로 축되고 고립되며, 낮은 자아존 감을 갖게 한다(Link, 1987; 

Crocker and Major, 1989).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한 Link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지

각된 낙인이 정신장애인의 자아존 감을 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은 한 사회  지지에도 향을 미친다. Mickelson(2009)은 장애아동 부모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낙인이 낮은 사회  지지와 높은 부정  상호작용, 그리고 우

울과 직 으로 련된다고 보고하 다. 우울에 한 낙인의 직 인 향력 역시 여

러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Link et al.(1997)은 종단연구를 통하여 지각된 낙인이 정신

질환, 물질남용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하 고, Finch et al.(2000)도 

차별경험이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즉 장애인에 한 낙인의 과

정은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를 감소시키고, 결과 으로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우울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요인

  일반 으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의 험이 높은 것은 문화권이나 시기에 상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미국의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ECA)의 

발병율 연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 정신장애 역학조

사에서도 여성의 우울증 유병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이 차별을 받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성인 여성장애인을 상으

로 한 권복순․박 숙(2005)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36%가 임상  우울상태에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연령과 우울의 계에 한 연구결과는 일정하지 않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

가한다고 보고되기도 하고(유계 ․신승철․ 상배․윤 수․김만권․문수재․이민 , 

1991), 다른 변인을 통제하면 연령은 우울증상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Kaplan, Roherts, Camacho, and Coyne, 1987; 조맹제․하양숙․한경자․박성애․송미

순․김용익․이군희․김한규․김창윤․홍진표, 1999). 

  많은 연구들에서 낮은 사회경제 지 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울증 유병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Murphy, Oliver, Monson, Sobol, Federman, and Leighton, 1991; 

Dohrenwend, Levav, Shrout, Schwartz, Naveh, Link, Skodol, and Stueve, 1992: Murali 

and Oyebode, 2004). 그  교육수 과 소득수 은 우울증에 한 강력한 험인자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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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도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조맹제 외, 1999; 이형근․장동철․김형 ․윤방

부, 2002; 김문두․황승옥․홍성철, 2003).   

3. 장애인의 스트 스요인, 심리사회  요인,  우울에 한 개념  틀 

  스트 스 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의 장애발생으로 인한 일상생

활기능 하와 장애로 인한 차별을 스트 스 요인으로, 부정  정서 반응을 우울로, 그리

고 장애인의 내  자원으로 자아존 감과 외  자원으로서 사회  지지를 처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장애인의 

자아존 감  사회  지지와 같은 처자원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스트 스 처 이론

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이 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과 

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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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 Panel Study) 3차년도 조사의 부

가조사인 “장애인 조사” 자료이다. 장애인 부가조사는 2차년도 패  표본가구  지역별, 

장애유형별로 계통 추출에 의해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후, 여기서 15세 이상 장애

인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878명이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미완된 응답자와 만 

18세 미만을 제외한 총 869명을 분석에 투입하 다.  

3. 변수의 측정 

  1) 신체  건강

  신체  건강은 신체기능의 손상정도를 나타내는 기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으로 측정하 다. 기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변 조 하기, 소변 조 하기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단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비 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상 이나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사기, 리하기, 

화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하여 응답자들은 

완  자립(0), 부분 도움(1), 완  도움(2)  하나에 응답하 고, 수가 높을수록 일상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본  일상생활 수행능력 12개 문

항의 신뢰도는 .98, 수단  일상생활 수행능력 10개 문항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2) 차별경험

  차별경험은 지난 1년간 결혼(결혼 , 결혼 생활 ), 취업, 직장생활(소득, 동료와의 

계, 승진), 운 면허 제도, 보험제도, 의료기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생활 등으

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이 있는가의 유(1)/ 무(0)를 측정하여 합산한 수를 측정변수

로 구조모형에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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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존감

  자아존 감은 Rosenberg의 자아존 감 척도 10문항을 4  척도(1= 체로 그 지 않

다～4=항상 그 다)로 측정한 문항들을 활용하 다. Rosenberg의 자아존 감 척도 문항

은 정  자아존 감(self-worth) 5개 문항과 부정  자아존 감(self-deprecation)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정   부정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5개씩의 정  자아존 감과 부정  자아존 감 문항들의 평

균을 산출하여 측정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하 다. 자아존 감의 문항간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4)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지난 1개월 동안 부모․자녀․형제자매,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종

교단체, 사회단체  사단체, 복지 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

지공무원, 학교 등으로부터 경제  는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에 한 도움을 받은 이 

있는가의 유(1)/ 무(0)를 측정하여 합산한 수를 측정변수로 구조모형에 투입하 다. 

  5) 우울

  우울은 지난 일주일간의 기분을 묻는 CES-D 척도 11문항을 4  척도(1= 체로 그

지 않다～4=항상 그 다)로 측정한 문항들을 활용한 것으로, 수고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례 당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를 여 합한 추정결과를 얻도록 하기 하여(Klein, 2005), 

CES-D 척도 11개 문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항목묶기(item-parceling)를 

하 다. 요인분석은 11개 항목에 해 Varimax rotation 방법에 의해 주성분 요인분석

(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시행하 다. 요인분석 시 체로 고유값

(Eigenvalue) 1 이상인 인자들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무 은 개수의 인

자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7이상의 인자를 보유하는 기 을 사용하기도 하므로(박성

․조신섭․김성수, 2006), 본 연구에서도 고유값 .7을 기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설명가능 변량 백분율은 1요인이 21.1%, 2요인이 

15.9%, 3요인이 14.7%, 4요인이 14.4%, 5요인이 12.3%로 총 7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구성항목을 보면, 1요인에는 “상당히 우울했다”, “마음이 슬펐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다”의 슬  정서를 나타내는 3문항이 포함되었고, 2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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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의 

인 계와 련된 2문항이 포함되었다. 3요인에는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

았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의 둔화된 활동을 나타내는 2문항이 포함되었고, 4

요인에는 “비교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정  정서의 2문항이 포함

되었으며, 5요인에는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잠을 설쳤다”의 신체 상태를 나타

내는 2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Radloff(1977)가 CES-D의 요인을 슬  정서, 정  정

서, 신체 인 문제  둔화된 활동, 그리고 인 계 요인의 총 4개 요인으로 구분한 결

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신체 상태와 둔화된 활동이 구분되어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문항간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6) 인구사회학  요인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투입하 다. 성별은 여성

(0), 남성(1)로 구분하 고, 학력은 졸이하(0)과 고졸이상(1)으로 구분하 다. 소득은 가

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 으로 소득 60%미만이면 소득층 가구(0)로, 그 지 

않으면 일반가구(1)로 구분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을 해 SPSS 15.0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 

AMOS 7.0을 사용하 다. 연구모형의 분석에 자료가 합한지 알아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에 해당하는 측정모형의 합성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얻어진 측정모형으로 

이론에 근거한 잠재변수 사이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장애인의 우울에 한 인구사회학  요인의 향력과,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장애인의 우울에 한 스트 스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의 향력을 알아

보기 하여 최종 구조모형에서 경로와 그 통계  유의미성을 검토하 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을 검토하기 하여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이 심리사회  요인을 거쳐 우울에 이

르는 경로의 총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고, MacKinnon(2000)에 의해 제안

된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하 다. 

  자료에 한 연구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서 합지수인 X
2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 고, 증분 합지수는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

하 다. RMSEA는 0.05～0.08의 범 에 있으면 연구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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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 IFI, TLI는 0.9이상이면 모형이 자료에 잘 합된다고 본다(Hoe, 2008; Hu & 

Bentler, 1999; 배병렬, 2007)

IV.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8.0%로 여성보다 약간 

더 많았고, 체의 44.6%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체의 약 70%가 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약 60%의 응답자가 소득

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12개 항목  1개의 부분도

움에서 4개의 부분도움이나 2개의 완 도움이 있는 경우 경증, 경증을 과한 항목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증으로 분류된다. 체 응답자  기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경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8.5%, 증인 경우는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 해서는 10개의 응답 항목  1개의 부분도움에서 2개의 부분도움

이나 1개의 완 도움이 있는 경우 경증, 경증을 과한 항목수부터 10개의 부분도움이나 

5개의 완 도움까지 증, 그리고 증을 과한 항목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최 증으로 

분류된다. 체 응답자의 수단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경증 10.5%, 증 13.5%, 최 증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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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N=869)

변수명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504

365

58.0

42.0

연령
65세 미만

65세 이상

481

388

55.4

44.6

교육수
졸 이하

고졸 이상 

605

264

69.6

30.4

가구소득
소득층가구

일반가구

515

354

59.3

40.7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316

553

36.4

63.6

장애등록여부
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792

77

91.1

8.9

ADL

이상없음

경증

증

727

74

68

83.7

8.5

7.8

IADL

이상없음

경증

증

최 증

563

91

117

98

64.8

10.5

13.5

11.3

  2) 주요변수의 자료 특성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 상자의 우울 수는 13.6 이었

고,  4  척도로 측정한 자아존 감의 평균은 2.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결혼

(결혼 , 결혼 생활 ), 취업, 직장생활(소득, 동료와의 계, 승진), 운 면허 제도, 보

험제도, 의료기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생활 등으로부터 받은 차별경험의 합은 

.3으로 나타났다. 한 지난 1개월 동안 부모․자녀․형제자매, 친척, 친구  동료, 이

웃, 종교단체, 사회단체  사단체, 복지 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  지지의 합은 .98로 약 1군데 정도에서 사

회  지지를 받고 있었다. 

<표 2> 주요변수의 자료 특성 

변  수 사례수 평  균 표 편차

차별경험 863 .320 .737

사회 지지 862 .983 1.041

자아존 감 722 2.773 .468

우울 722 13.636 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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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로 투입될 자아존 감, 우울, 그리고 건강변수의 지표들이 이론

 개념을 잘 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측정모형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요인 재량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유의수  .001에

서 유의하 다. <표 3>의 모형 합도를 보면, χ 2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이는 표

본크기에 민감하여 구조모형이 한 경우에도 p값이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날 수 있으

므로 다른 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배병렬, 2007). 다른 합도 지수를 보

면, RMSEA=.049, NFI=.970, IFI=.980, TLI=.961로 모두 수용 가능한 범 에 있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모형 합지수

X
2(df) p-value RMSEA NFI IFI TLI

74.190(df=24) .000 .049 .970 .980 .961

<표 4> 측정모형의 요인 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건강
ADLsum

IADLsum

1.000

1.508

.800

.973 14.331***

자존감
정  자존감

부정  자존감

1.000

-.837

.802

-.643 -13.646***

우울

우울1

우울2

우울3

우울4

우울5

1.000

-1.179

1.256

.361

1.196

.663

-.726

.751

.427

.843

-16.539***

16.985***

10.343***

18.355***

***p<.001, **p<.005

3. 구조모형 분석 : 스트 스 요인, 심리사회  요인  우울간의 계(연구질문 1)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 내․외  자원  우울의 계에 한 이론  인과 계와 측

정모형 분석결과를 토 로 Full-path Model을 구조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고, <그

림 2>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의 표 화된 값을 제시하 다. <표 5>의 모형 합도

를 보면, χ 2는 유의하 지만( χ 2(df=60)=171.788, p<.000), 합지수 RMSEA는 .05

보다 작고, 증분 합지수 모두 .9이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모형에서 각 내생변수 변량에 



- 314 -

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다 상 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자

아존 감의 31.0%, 사회  지지의 13.6%, 우울의  53.4%가 본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다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β=.024, p>.05; β=.016, p>.05). 

  둘째, 심리사회  요인에 한 스트 스 요인의 향력을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나쁠

수록 자존감은 낮고( β=-.430, p<.000), 사회  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180, 

p<.000).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낮았고( β=-.136, p<.01), 사회  지지에는 향

을 미치지 않았다( β=.022, n.s.). 

  셋째, 우울에 한 심리사회  요인의 향력에서는, 내 자원인 자아존 감은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쳐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β=-.707, 

p<.000), 사회  지지는 우울에 해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05, n.s.). 

  넷째,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  요인에 따른 심리사회  특성과 우울수 을 살

펴보면, 먼  학력과 소득이 자아존 감에 직 인 향을 미쳤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았고( β=.140, p<.01), 빈곤가구에 비해 일반가구(1)에 속할수록 자아존

감이 높았다( β=.227, p<.000). 사회  지지에 해서는 성별과 소득이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일수록 사회 지지가 낮았고( β=-.094, p<.01), 일반가구

(1)에 속할수록 사회 지지가 낮았다( β=-.295, p<.000). 우울에 한 인구사회학  요인

의 향력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력이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1)일수록 우울이 낮았고( β=-.093, p<.01),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087, p<.05).

통제변수

성 별

연 령

학 력

소 득

스트레스 요인

차별경험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장애인의
우울

-.707***

-.093**

-.094**
.140**

.087*
.227***

-.295***

-.430*** .180***

-.136**

통제변수

성 별

연 령

학 력

소 득

통제변수

성 별

연 령

학 력

소 득

스트레스 요인

차별경험

건강상태

스트레스 요인

차별경험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장애인의
우울

-.707***

-.093**

-.094**
.140**

.087*
.227***

-.295***

-.430*** .180***

-.136**

<그림 2>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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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조모형의 모형 합지수 

X 2(df) p-value RMSEA NFI IFI TLI

171.788(60) .000 .046 .945 .964 .926

4. 효과분해  매개효과 검증 : 스트 스 요인과 우울의 계에서 심리사회  요인의 매개효

과(연구질문 2)

  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경로와 스트 스와 우울의 계를 심리사회

 요인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구조모형에서 유의미한 계가 있는 변수들을 

심으로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건강과 차별경험 

모두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존 감을 통하여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 1〕건강 → 자아존 감 :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아존 감이 낮았고,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총효과는 .430이다. 

〔경로 2〕건강 → 자아존 감 → 우울 :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아존 감이 낮고(.430),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70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의 크기

는 .304(=.430×.707)이다. 

〔경로 3〕차별경험 → 자아존 감 :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 감이 낮았고, 이 경

로를 통해 설명되는 총효과는 .136이다. 

〔경로 4〕차별경험 → 자아존 감 → 우울 :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 감이 낮고

(.136),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70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

의 크기는 .096(=.136×.707)이다.

<표 6> 효과분해: 표 화계수

경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건강 → 자아존 감 -.430 -.430 NA

건강 → 우울 .329 .024(n.s.) .305

차별경험 → 자아존 감 -.136 -.136 NA

차별경험 → 우울 .112 .016(n.s.) .096

자아존 감 → 우울 -.707 -.707 NA

***p<.001, **p<.01, *p<.05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차별경험 모두 자아존 감을 통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간 효과의 경로가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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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innon(2000)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표 7>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자아존 감이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향 역시 자아존 감이 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7> 매개효과 검증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효과 

매개효과 여부
매개변수 없음 매개변수 있음

건강 자아존 감 우울 .434*** .024(n.s.) 완 매개효과

차별경험 자아존 감 우울 .107** .016(n.s.) 완 매개효과 

***p<.001, **p<.01, *p<.05

V. 결론  함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복합 이고 만성 인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실증 으로 검증되어 온 스트 스 처 이론이 장애인에게도 공히 용되는지 확인하고

자 하 다. 우선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 CESD-11의 평균 수는 13.6 으로, 단  16

을 기 으로 했을 때 장애인의 가능한 우울증상의 유병율은 38.0%(남성 33.2%, 여성 

44.6%)로 나타났고, 단  25 을 기 으로 한 명백한 우울증상의 유병율은 17.0%(남성 

15.5%, 여성 19.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  3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장애인을 제

외한 체 응답자의 CESD-11의 평균 수 9.2 , 단  25 을 기 으로 하 을 때 우

울증상 유병율 8.0%(남성 5.8%, 여성 9.7%)보다 높은 결과이다. 한 본 연구에서 

Rogenberg의 자아존 감 척도 10문항의 평균 수는 2.7 으로, 이 역시 한국복지패  3

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체 응답자의 평균 수 3.0 보다 낮았다. 본 연

구에서 장애인의 자아존 감 정도는 동일한 척도로 노인의 자아존 감을 측정한 연구의 

2.6 (김 순․김병석, 2007)과 소득 여성노인의 2.7 (김정엽․이재모, 2008)과 비슷한 

결과 고,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3.0 (최미례․이인혜, 2003)보다는 낮은 결과 다. 

즉 장애인은 일반 상층에 비해 자존감은 낮고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 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 스 요인인 건강

상태와 차별경험 모두 우울에 한 직 인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심리사회  

요인 에는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는 우울

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  변인들의 우

울에 한 향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우울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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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변수는 학력과 소

득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았고, 빈곤할수록 자아존 감이 낮았다. 사회  

지지에 해서는 여성일수록 사회 지지가 높았고, 빈곤할수록 사회  지지가 높았다. 

넷째, 스트 스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본 결과, 

스트 스 요인인 건강상태와 차별경험 모두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자아존 감을 통하여 간 인 향을 미쳤다. 즉,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아존 감

이 낮았고,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 다. 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아

존 감은 낮았고,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 다. 이 두 경로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건강상태와 우울  차별경험과 우울의 계 모두에서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스트 스 처에 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장애인의 스트 스 요인이 자아존 감을 통해 우울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는 기존의 스트 스 처과정에 

한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rown et al., 1986; Tram & Cole, 2000; Yang, 

2006; 최미례․이인혜, 2003; 김 순․김병석, 2007; 김미례, 2007). 특히 본 연구에서 자

아존 감은 건강상태와 우울, 그리고 차별경험과 우울 두 계 모두에서 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우울에 한 자아존 감의 강력한 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장애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격한 기능과 역할수행의 제한, 차별경험으로 인하여 다

른 어떤 상층보다 자아존 감의 감소를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이 갖는 자아존 감의 특

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한 정책 ․실천  개

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사회경제  지원이나 제도  지원 뿐 아니라 자아존 감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개별 이고 임상 인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의 향을 살펴보면, 건강이 나쁠수록 사회  지지가 

높았으나 우울에 한 사회  지지의 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

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기존의 연구결과(엄태완, 2008; 문수경 외, 2008)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한 본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한 노인을 상으로 한 김원경(2001), 허 수․유수 (2002)의 연구, 빈

곤층을 상으로 한 엄태완(2008)의 연구, 그리고 풍노인의 가족지지를 연구한 문수경 

외(2008)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 다. 반면 김정엽․이재모(2008)의 연구에서 빈곤여성

노인과 일반여성노인 모두의 우울에 사회  지지가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던 것과는 일

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앞서 사회  지지에 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사회  지지가 갖

는 의미와 그 향력이 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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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에게 사회  지지는 정  효과보다는 부정  효과를 갖거나, 정  효과

와 부정  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지지의 향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해 인구사회학  요인의 사회  지지

에 한 향력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  지지가 더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사

회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건강상태가 나쁜 소득 여성 장애인의 

사회  지지가 높았는데, 앞서 사회  지지의 총합 자체가 었던 것을 고려하면, 본 연

구 상자들의 사회  지지는 상당히 결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득층  등록장애인

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제도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

애인이 가진 사회  지지는 그들이 보유해 온 견고한 사회  지지망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기보다는 건강상태와 경제  수 이 낮은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  지지일 가능성이 높다. Hall과 Wellman(1985)은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지

가 제공되는 경우와 같이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  사회  계망 속에 포함된 비지지

인 결합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 상이 지지망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도 필

요하다고 하 다(김윤정,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장애인의 사회  지지의 속성과 그 향력에 하여 단정 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본 

연구에 투입된 사회  지지는 객 으로 표 화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스트 스 처과정에서 사회  지지의 역할에 해서는 추후 객 화된 척도를 활용한 

연구를 통하여 그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우울에 한 보편  결론에 도달하기 해서는 장애인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가 반복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장

애인의 우울과 스트 스 처과정에 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변인들 간의 향 계  매개효과는 시간에 다른 인과  계가 

아니다. 따라서 스트 스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  우울간의 인과 계를 명확히 규명

하기 해서는 종단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우울에 한 보다 실

천 인 함의를 도출하기 해서는 인구사회학  요인, 사회경제  요인  장애유형별로 

스트 스 처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 집단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사회  지지가 갖는 의미와 향력을 검증하기 

해 표 화된 사회  지지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에 한 표성 있는 표본자료를 통하여 장애인

의 우울에 한 스트 스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의 향을 분석하 다는 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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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정신건강의 계에 한 연구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와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심으로-

Study for the Mediators and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지혜1)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사회  경제  기회의 박탈이기도 한 동시에 심리  정신  건강에도 향을 미

친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다 같은 수 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차별경험

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사이에 어떠한 매개요인이나 조 요인이 작용하여 

우울수 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008년에 수집된 한국복지패 자료를 이용하 으며, 성인 장애

인으로 총 404명의 연구 상자를 분석하 다. 회귀분석을 통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법

과 Aiken과 West(1991)의 조 효과분석법이 사용되었다. 결과는 장애인의 차별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장

애인의 우울수 은 높게 나타났다. 이 계에 해 자아존 감은 부분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사회

지지 에서는 비공식  물질  지지와 차별경험의 상호작용항이 조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론을 통

해, 장애인의 심리  우울의 원인이 손상자체가 아닌 사회의 차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장애

인 심리상담은 자아존 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에 한 사회  지지로서, 물질

 지원은 공 역에서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그리고 보살핌 지원은 사 역에서 가족과 주변 지

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I. 서론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장애

인에 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하여 장애인 응답자의 79.7%가 차

별이 많다고 응답하 다. 한 한국에서 10명  9명의 장애인이 일상생활가운데서 차별

을 느낀다고 보고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06). 사실 이러한 장애인의 차별경험 문제는 

시공을 월하여  생애에 걸쳐 상존해온 문제 고, 늘 장애인 개인의 열등함 때문이라

는 개인 인 비극으로만 바라보는 에서 당연시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장

애문제에 하여 미권 국가들을 심으로 하여 학문  각성이 일어났고, 장애를 바라

보는 도 의료  모델에서 사회  모델로 바 었다. 비장애인 심으로 구조화된 사

1) 미국 일리노이 주립 학 장애학 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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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체계가 장애억압 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으므로, 장애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 하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한 시민  권리를 릴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장애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문제를 둘러싼 세계

사 인 환 속에서 한국 정부도 장애인차별 지법을 입안하 고, 장애인계의 장애인권

보장에 한 기 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에서 장애인차별 지나 권리 보호에 한 법 인 조치에도 불구하

고, 장애패러다임에 한 환요구와 외침은 선언 인 수 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 억압

인 사회질서, 제도, 규범, 가치 , 태도는 여 히 존재하며 이는 장애를 사유로 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우하는 장애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 차별은 어떠

한 결과를 낳을까? 교육 결혼 고용 등의 인생의 과업들의 장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

면서 장애인들은 사회 으로 더욱 소외되고 빈곤해지게 된다. 장애인들의 낮은 사회 경

제  지 에 장애차별은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장애차별과 련된 한국

의 연구들은 부분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  경제  지 와 련하여 빈곤이나 박탈에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제  사회  지 강등의 결과뿐만 아니라, 차

별경험은 장애인의 정서 심리 인 측면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장애인 심으로 구조화된 사회체계는 장애 억압 이고, 그 속에서 장애인은 시공을 

월하여  생애에 걸쳐 부정 으로 우받는다(Charlton, 1998). 이러한 장애억압 인 

사회의 시선과 처우에 응하는 장애인의 일상은 매일매일 심리  쟁을 치르는 것과

도 같다(Shakespeare, 1996; Keith, 1996). 즉 장애인에 한 차별은 장애인에게 사회  

정치  경제  사회통합에 하여 분리 배제 거부의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한 부정  통념을 내재화시켜 심리  안녕감에도 속 으로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이 장애인의 사회경제 인 지 뿐만 아니라 장

애인의 정서 심리 인 부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을 두었다. 

  기존의 한국의 연구들에서 장애차별경험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기존의 장애차별 련 연구들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의 

양상에 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상학  차원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불리함에 주로 을 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지법 입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

행되면서 차별실태와 양상에 한 국가기 의 연구들이 시도되었고,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 심을 가진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장애인의 차별경험에 하여 몇몇의 질  

연구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한 연구들은, 상을 정신장애인

에 한하거나(서미경, 김정남, 2004; 정선미, 2005) 여성장애인에 한하여 (권복순, 박 숙, 

2005) 정신건강의 실태를 다루거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개인  환경  요인들을 

살펴본 정도 다. 는 의료  모델의 에 입각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의 우울실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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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오윤택, 1999)나 청각장애인의 우울실태(송상욱 외, 1996)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있

을 뿐이다. 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 차별경험을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향

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우울과 사회 지지, 삶의 질, 사회통합의 계

를 살펴보는 연구들(신은경 최정아 2007; 임성욱, 2006)도 있었지만 역시 장애억압 인 

사회 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이 공통 으로 경험하는 장애차별의 문제와, 심리  안녕감의 

문제는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 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다룬 양  연구들은 

장애수용, 는 자아존 감과의 계를 살펴본 내용이 부분이었다. 즉 장애인의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개인  차원의 역량인 장애수용정도나 자아존 감 등과의 계를 심으

로 연구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한 개인 인 임 워먼트와 응노력이 요하다는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차별경험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원 희, 2005)나 외국인 노동자를 상으로 한 연구(이인선, 2004) 등이 

있으나 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인종차별경험과 정신건강의 계에 한 연구가 많은데, 최근 5년간의 

연구만 검색하더라도 200여편이 넘는다. 부분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장애차별경험과 정신건강의 계에 한 양 실증

연구는 미비하다. 아 리칸아메리칸을 비롯하여 이민자들을 상으로 한 차별경험과 정

신건강의 계를 연구한 논문은 수백편에 달하는데 비해, 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

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많지 않다. 질  연구와 이론  논의들을 통해 장애차별경험과 장

애인의 정신건강이 한 계에 있음이 논의된 정도이다(Keith, 1996; Thomas, 1999; 

Reeve, 2006).

  이에 본 연구는 장애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 계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  요인(자아존 감)과 외  요인(사회 지지)으로 나 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들이 공통 으로 경험하

는 심리  고통의 원인이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행하

는 차별  요인에 있다는 을 알아 으로써 장애에 한 사회  모델을 검증할 수 있

다. 둘째, 장애인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매개 는 조  요인들을 살펴 장애정책 

수립  실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  배경 

1. 장애와 우울의 계

  우울이란 부정  자기 인식, 일의 수행의 좌 , 사회  지지의 부족 등의 향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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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우울은 병 인 비애감으로 망감, 세상일에 한 흥미상실, 삶의 종말, 시간의 

무의미, 슬픔 뒤에 슬픔이 따르는 연속 인 불쾌한 감정 등을 의미한다(김옥희, 1992) 우

울증은 사회  계의 하, 단력 하, 불안과 긴장을 유도하고, 자살기도를 하기에까

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더욱 사회  심이 집 되고 있다. 특히 만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

에 응해 가는 과정에서 정서 인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그 과정속에서 우울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Light et al, 1985)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  억압과 

차별로 인하여 더 우울에 빠지기 쉽다. Friendland와 McColl은 장애와 우울의 계에 

하여 아래의 4가지 이론 인 에서 설명한다(Friendland·McColl, 1992). 첫째, 정신분

석학  에서 우울이란 상실에 한 자연스런 반응으로,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정신  기능이나 역할을 잃게 되면 장애인들은 그 상실에 한 애도의 과정으로 우

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학습된 무기력 으로 해석하자면, 우울은 장애인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에 하여 비수용 인 실과 비장애인 심으로 구

조화된 물리  환경 등을 인지하면서 학습된 반응이다. 셋째, 인지  에서 보면, 장

애를 부정 으로 보는 사회  가치 이 장애인에게 향을 미쳐 자신과 미래, 세상에 

한 부정  시각의 증거로서 장애인의 우울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스트 스의 결과로

서 나타나는 징후로서 우울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의 양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으며 만성 인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우울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주랑(1986)은 장애인의 경우 임상 인 수 에서 유의미한 우울증상의 

기 을 넘는 비율이 높고 우울 일화를 보고하는 사례도 3-4배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고 

하 다. Turner와 Mclean(1989)도 장애인의 우울을 만성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보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우울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우울은 스트 스의 우울에 한 향을 재할 수 있는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

어져야 한다고 서술하 고, 신체  장애와 심리  응간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사회  지지를 언 하고 있다.  

  장애인의 우울감은 손상으로서의 장애 자체로 인한 것인가? 장애차별 인 상황들이나 

구조, 질서로 인한 것일까? 두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논하기는 어렵다. 기능  

손상의 차원으로서의 장애가 사회  역할 수행의 걸림돌로서의 장애와 완벽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에 한 패러다임이 의료  모델에서 사회  모델로 환되

었듯이 장애인의 우울감의 원천이 손상으로서의 장애에 있을지, 사회구조나 질서에 있을

지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 된 장애와 우울의 계를 설명하는 4

가지 이론  에서, 정신분석학  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으로 두고, 장애인의 사회  지 나 편견, 처우에 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사

회심리학 인 반응으로서 우울을 해석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우울감은 손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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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장

애의 사회  의미를 지각하고 자신이 그로 인해 획득하게 되는 낮은 사회정체감의 향

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우울감은 병리학  이나 의료  

개인  차원의 재활의 에서 다루어졌고, 개인이 재활과정 속에서 극복해 나가야 하

는 개인의 문제로 주로 연구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간의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한 연구는 장애차별경험으로 인한 장애

인의 우울 경험에 을 둔 것이 아닌, 장애 자체로 인한 장애인의 우울 경험을 다루는 

수 에서 이루어졌다. 즉, 의료  에서 “손상으로서의 장애”에 을 두어 장애인의 

우울을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 특정장애유형만을 연구 상으로 하여 우울

감을 조사하 다. 청력장애가 장애인의 불안  우울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다수의 논

문들이 그 증거이며(Thomas, Herbst, 1980; Watts, 1980; Thomas et al., 1983; Mulrow, 

1990, 송상욱 외, 1996에서 재인용), 평균 청력손실정도가 30dB 이상일 때 우울 수가 유

의하게 높다고 한 의료  의 논문 결과가 한 이다(송상욱 외, 1996). 뇌성마비 장

애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우울의 계를 연구한 이미자·오윤택(1999)의 논문도 

한 인데,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기본  일상생활수행동작보다는 수단  일상생활동

작에 한 의존도가 더 높고 우울과의 상 계도 수단  일상생활과 더 큰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다. 장애인의 재활을 해 어떠한 생활동작이 더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지 

살펴본 이 연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에서 장애인이 목욕하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기본  동작능력보다 사회생활과 계된 화사용, 돈 리 등의 문

제와 련하여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장애인의 우울감이 손상자체로 인

한 동작수행의 제약보다는 사회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의 제약과 더욱 련이 

깊다는 이 연구는 장애인의 우울감이 사회  차별로 인한 것임을 제하는 본 연구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 다. 

2. 차별경험과 우울의 계

  장애인의 차별경험이나 차별 지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 연구는 

무하다.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회  소수자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다른 

사회  소수자를 상으로 한 연구로는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원 희 , 2005),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상으로 한 연구(이인선, 2004), 국내의 아시아 유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서한나, 2009)가 부이다. 세 연구는 공통 으로 CSE-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을 사용하여 우울감을 측정하 으며, 차별경험이나 차별 지각이 우

울감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원 희(2005)의 연구는 조 이나 매개요인 없이 

회귀분석을 통하여 노인 차별 경험과 우울의 인과 계를 보여주었고, 이인선(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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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  계가 이들의 차별경험과 우울감 사이에서 어떤 조  

효과를 갖는지 보여주었으며, 서한나(2009)의 연구는 민족  정체감이 한국에 있는 아시

아권 유학생의 차별 경험과 우울의 계를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장애인

이 노인이나 아시아권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 소수자로서 느끼는 차별 경험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나, 분명한 사실은 장애인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상

이었고, 그럼에도 차별경험이 장애인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의 부양부담을 지고 있는 수발자의 스트 스와 련된 

우울 련 연구가 일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외의 상이었음을 보여 다. 한국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은 연구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회  소수자들을 상으로 한 연

구를 통해 볼 때, 차별경험은 정신건강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각된 차별2)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다수의 

논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 상자는 역시 장애인이 아닌, 아 리칸 

아메리칸이었으며, 종종 기타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 는 성  소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다. 차별지각과 정신건강의 계에 한 연구는 이처럼 인종차별문제에 

심을 둔 연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993년 Kreiger과 그의 동료들이 인종차별, 성차

별,  사회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지속 으로 수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PubMed, PsychoINFO와 Sociological Abstract databases

에서 키워드로 ‘지각된 인종차별’, ‘지각된 차별’, ‘건강’으로 검색하면 2009년 재까지 

200여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부분의 연구에서 공통 으로 인종차별 경험은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arnes와 동료들(2004)은 지각된 인종차별은 

정신  스트 스이며 우울을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 이미 메타분석이 이루어질 만큼 선

행연구들이 축척되었고, 차별지각이 정신  신체  건강에 부정  향을 다는 사실에

는 거의 이견이 없다. Paradies(2006)은 련된 138개의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기도 

하 는데, 정신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결과들의 72%가 인종차별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보 다. 한 William과 그의 동료들(2003)도 련연구들을 메타분석하 는데, 아

리칸 아메리칸이 지각하는 차별경험이 감정  곤란, 우울, 강박증, 화, 스트 스와 같

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흡연, 알콜 남용, 약물 오용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정리하 다. 장애인의 차별경험이나 차별지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는 없으나, 다른 사회  소수자들에 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장

애인의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가능하다. 

2)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은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객 으로 차별이 실제로 있었는가의 문제와

는 상 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차별을 감지했는가에 을 두는 용어이다( 지혜, 2009). 지각된 차별은 화(anger) 는 스트

스의 형태로 내재화되거나 외부로 표출되며 정신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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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 스 련 이론들의 용

  최근에 우울은 병리 인 것이 아니라 보편 인 인간의 상황에 한 응과정의 일부

로서 이해되고 개인 , 환경  특성에 따라서 우울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3)(유양숙, 2001). 부부 계요인, 결혼상태 등이 척수손상 장애인의 우

울정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루어진 것이 그 이다. 우울감이 병리학 으로 질병

으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사회  계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는 이러한 연구

자들은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내외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을 진행하 다. 주로 내

외  자원을 통해 연구 상자들의 우울이 증가 는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계 속에서 받는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우울을 이해하고, 스트

스 련 이론들을 본 연구에 용하 다. 장애인의 차별경험을 사회에서 받는 스트 스

로 이해한 것이며, 이에 한 반응으로 우울을 이해하 고, 아래의 스트 스 련 이론

들을 용하여, 인구사회학  변인들과 자아존 감, 사회  지지가 장에차별경험이라는 

스트 스원과 반응으로서의 우울 사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주목하 다. 

   가. 사회  스트 스 이론 : 인구사회학  특성과 우울의 계

  사회  스트 스 이론(Social Stress Theory)은 사회 속에 많은 사회  스트 스가 존

재한다고 본다. 성별, 빈곤, 계 , 인종, 직업 등의 개인의 사회 경제  지 와 같은 요인

들이 스트 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Horwitz, 1999). 장애도 이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인 스트 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구 사회학  특성이 그 자체로서 스트

스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 속에서 장애를 갖거나, 소수민족이거나 하는 등의 

사회  계 의 의미를 지니는 인구학  특성은 스트 스가 될 수 있다. 해당 인구사회학

 요인들이 사회내에서 지니는 의미로 인하여 부당하거나 차별 이거나 화가 나는 등

의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이론은 설명력을 갖는 것이다. 

  구체 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우울에 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지   인구학

 특성들을 정리해보면 일반 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 , 소득, 경제활동상태, 가구원

수,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등을 들 수 있다. 한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장

애정도와 장애획득시기가 우울에 향을 미친다. 우선, 성별과 련하여 여성의 우울성

향이 남성보다 높다는 결과는 부분의 우울에 한 연구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다. 

Schieman(2002)와 강상경,권태연(2008)의 연구에서 특히 성별과 우울의 계를 잘 보여

다. Schieman(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수 이 낮고 업무의 자율성이 낮은 여성의 경우 

3) 우울의 개념에 있어서 주된 흐름을 형성해 온 두 가지 입장이 있다. Kraepelin은 우울이 하나의 질병이며 임상  장애라는 질

병모형을 제안하 고, 한편, Meyer는 우울이 특수한 선천  요인과 그겅을 발하는 심리사회 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 특정 자극에 하여 정서상의 반응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반응모형을 제안하 다(김윤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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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우울정도가 높다고 하 고, 강상경, 권태연(2008)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었는데, 생애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우울을 보 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우울정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강상경, 

권태연(2008)의 연구는 소득, 교육정도, 성별에 따른 우울수 을 생애주기 으로 보여주

었는데, 사회 경제  지 가 높은 경우 우울정도가 상 으로 늦은 나이에 높아졌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 으로 우울수 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 과 련하

여, 교육수 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더 높게 나타난다(김문두 외, 2003; 이형근 외, 

2002; 강상경, 권태연, 2008에서 재인용). 권복숙, 박 숙(2005)의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 

장애인을 상으로 우울실태를 연구하 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서 우울수 이 높았고, 종교와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우울의 차이가 없었다. 즉, 성별이든, 교육수 이든, 소득수 이든 

낮은 사회경제  지 를 의미하는 인구학  특성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우울수 을 보

이는 것이다. 

  종교와 련하여, 석말숙(2003)은 종교성이 높을수록 도장애인의 우울수 이 낮아진

다고 보고하 고, 신유선 외(2001)도 성인 여성가장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가 없

는 군보다 있는 군이 낮은 우울수 을 보인다고 하 다. 유양숙(2001)은 척수손상자의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하 는데, 직업활동여부, 결혼만족도, 부부

간 성생활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 수, 장계호, 채정호 외(1999)도 낮은 학력일

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일수록, 이혼 별거등의 한 인 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수

록 우울정도가 높다고 보고하 다. 즉, 종교생활을 안할수록, 한 인  가족 계가 

없을수록 더 높은 우울수 을 보인다. 

 장애와 련하여서는 장애정도가 심할수록(장애등 이 낮을수록), 복장애가 나타나고 

있을수록, 우울수 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재활치료유무나 장애유형은 우울수 의 집단

간 차이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권복숙, 박 숙, 2005). 김성회(1999)는 장애발생시기와 

귀인양식이 장애인의 우울감과 장애수용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선천  장애인

이 후천  장애인에 비해 정  장애수용을 높게 하고 있었으나 우울수 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장애유형과 계없이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공통

으로 경험하는 심리  응의 재활과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발생시기에 따라 장애인

을 선천  장애인과 후천  장애인으로 나 어 우울감과 장애수용을 연구한 이 주목

할만한 연구 다. 

  종합하면, 사회  의미를 지니는 인구학  특성이 스트 스가 될 수 잇다는 사회  스

트 스 이론을 통해 볼 때, 장애유무, 장애확득시기, 성별, 연령, 소득수 , 교육수 , 직

업유무,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등에 따라 연구 상자는 다른 우울수 을 보일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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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트 스 취약성 모델: 자아존 감과 우울의 계

  동일한 스트 스 상황에 해서 사람들마다 동일한 우울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이유에 해 그간의 연구자들은 스트 스 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에 입

각하여 설명하 다(Abramson, Alloy, & Metalsky, 1988; Alloy, Hartlage, & Abramson, 

1988; Hammen, Marks, Mayol, & deMayo, 1985; 공수자, 이은희, 2006에서 재인용). 스

트 스는 개인이 지닌 취약성들을 자극하여 우울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귀인양식, 성

격유형, 자아존 감 등이 주요 취약성 요인으로 언 되어 왔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Beck, 1967; Brown & Harris, 1978; 공수자, 이은희, 2006에서 재인용). 

귀인양식4)에 있어서 성격상 내재  귀인양식을 보이는 경우 외재  귀인에 비하여 낮은 

자아존 감을 갖게 되고 우울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낮은 자아존 감은 우울에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자아존 감은 우울에 큰 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거론되어왔다. 자아존

감은 자아개념의 하  개념으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를 통제할수 있

다고 지각하는가 아닌가에 의하여 그 수 이 결정된다(Herbert, 1982; 권복숙, 박 숙, 

2005에서 재인용). Lazarus와 Folkman(1984)의 연구와 그 이후에 등장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존 감은 스트 스원과 우울 사이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즉 자아존 감은 장애차별과 같은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우울 

정도에 향을 미친다. 같은 차별경험의 스트 스를 받았을 때, 낮은 자아존 감의 소유

자는 우울수 이 높으며, 높은 자아존 감의 소유자는 우울수 이 낮아지는 것이다. 장

애인들의 경우 부모와 가족의 낮은 기 수 으로 인하여 는 냉 와 무 심속에서 자

신의 상황을 통제할수 없음을 끊임없이 느껴야 했고, 그 속에서 무력해진 경우 낮은 자

아존 감을 갖는다. 반 로 가족의 지지와 기  속에서 주변 상황에 한 통제력을 보장

받은 장애인이라면 상 으로 높은 자아존 감을 갖는다. 이 게 마다 다른 자아존

감은 장애차별 경험이라는 스트 스에 해 장애인들이 다른 수 의 우울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다. 스트 스 처이론: 사회  지지와 우울의 계 

 마지막으로 스트 스 련이론으로 우울을 설명하는 데에는 스트 스 처이론

(Stress-Copying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개인에게 잠재된 취약성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하지만 스트 스에 하여 어떠한 처방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울상태가 강

화될 수도 는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트 스- 처 이론에서는 개인이 지닌 취

4) 귀인양식에는 내재  귀인과 외재  귀인이 있다. 내재  귀인은 당사자의 성격, 특성, 눙력같은 성향  특성에서 사건이 발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외재  귀인은 당사자의 성향과는 무 하게 상황  요인에 의해서 사건이 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덕웅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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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에 을 두기 보다는 개인의 처방식에 을 둔다. 처는 스트 스를 주는 내

외  상황에 해 개인이 평형상태를 찾기 해 노력하는 시도로서, 인지  차원의 처

와 행동  차원의 처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91; Amodeo et al., 2007). 스

트 스와 처방식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50%나 설명하고 있어서(Aldwin, 1994) 스

트 스원 자체보다 처방식이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Buckelew(1990)도 개인의 연령, 장애 정도, 장애 발생기간, 건강에 한 통제, 신념들보

다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하는 스트 스 처 략이 심리 인 응에 더욱 요하다고 

했다. 

  이론 으로 볼 때, 사회 지지(social support)는 가장 표 인 스트 스 완화요인으

로 취 되고 있다(Thoits, 1995). 사회 지지란 사회  계 속에서 획득되는 것으로, 주

의 인정, 사랑, 물  원조, 정보제공 등 모든 형태의 환경  자원을 의미하며, 환경에 

한 인간의 통제력을 증 시켜 사회 속에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오 미, 문승태, 2005; 신은경, 최정아, 2007). Cohen과 Hoberman(1983)은 인 계

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자원이라고 했고 박지원(1985)은 가족친구 이웃들에 의

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하 다. 이러한 사회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

키고 건강을 증진시켜 삶을 질을 높여 다(Revenson et al, 1991) 사회  지지가 척수손

상 장애인들의 우울감을 낮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Elliot, 1992; Rintala, 1992; Beedie, 

Kennedy, 2002)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장애인의 우울감을 

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상 계를 입증한 연구(이주용, 2002)에서도 사회 환경과

의 상호 작용속에서 사회  지원이 어떻게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도 보여 다. 그밖에 장애인을 상로 한 사회 지지에 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의 삶

의 질에 한 것인데, 부분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  지지에 한 지각정도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1995; 백은령, 2003; 조혜숙, 2003; 김동선, 

2003; 임성욱 외, 2007) 특히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지지 기반은 경제 , 

신체 , 사회 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 요한 요인으로 지 되어 왔다(Cagnetta and 

Cicognani, 1999).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는 장애에 한 사회  모델의 에 입각하여, 차별경험이 장애인의 정신건

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이 계에 향을 미치는 매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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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내  요인(자아존 감)과 외  요인(사회 지지)으로 나 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연구 모형과 가설은 아래와 같다. 

[ 그림1. 연구모형 ] 

독립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 , 소득, 경제활동상태, 장애등 , 

장애획득연령 ,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장애차별경험 장애인의 우울감

내 요인 (자아존 감)

외 요인 (사회 지지)

종속변수

매개변수

통제변수

가설1. 장애차별경험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에 유의미한 직  향을 미칠 것이다. 

즉, 장애차별경험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더 높은 우울 수 을 보일 것이다.

가설2. 장애차별경험은 내  요인(자아존 감)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우울)에 유의미한 간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장애차별경험은 외  요인(사회 지지)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우울)에 유의미한 간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장애차별경험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 계에 향

을 미치는 매개변인들을 내 요인과 외 요인으로 나 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

에 맞추어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인구 사회학  변인들(장애정도, 성별, 학력, 소득수 , 취업유무 등)에 따른 장

애인의 정신건강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장애차별경험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셋째,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정신건강의 계를 매개 는 조 하

는 변인5)들을 알아본다. 장애차별경험은 장애인차별 지법 상에서 나 고 있는 차별 역

5) 조 요인(moderator)인지 매개요인(mediator)인지 단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사회심리학, 사회복지학의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 

두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어 왔다. Baron과 Kenny(1986)의 연구에 따르면 조 요인과 매개요인의 세

부  특징은 다르다. 조 요인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계의 방향과 강도에 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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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해 우울 척도(CESD-11)를 이용할 

것이다. 매개 는 조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내  요인으로 장애인 개인의 

자아존 감과 외  요인으로 사회  지지를 변수로 둘 것이다. 

3. 주요변수

   가. 장애차별경험

  그동안 스트 스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인지  평가의 요성 때문에 스트 스원을 평

가할 때 주 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Dohrenwend와 Shrout(1985)는 주 인 

스트 스원에 한 평가가 스트 스의 결과로 발생하는 종속변인(우울)과 오염될 수 있

으므로 오히려 객 인 측정이 가능한, 스트 스가 되는 생활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횟

수를 보고하도록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들이 우울감과 어떤 계에 있는지 살펴

보는 것으로, 스트 스원으로서 독립변수에 과거의 장애차별경험의  횟수를 두었다. 

한국복지패 의 3차 조사자료의 장애인 부가조사에 따르면, 차별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각 역별 (입학 학시 차별, 학교생활시차별, 결혼차별, 취업차별, 직장생활차별, 운

면허 제도상 차별, 보험제도상의 차별, 의료기  이용시 차별,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 지

역사회생활차별)6)로 차별 경험 유무를 체크하도록 하 는데, 각 문항당 차별경험 있음을 

1 으로, 없음을 0 으로 하여 합산하 다. 수는 최소 0 에서 최  19 까지 가능하

며, 수가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 다. 이는 장애인 집단에 한 차

별이 아니라 개인에 한 차별을 측정하는 것이며, 차별지각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종속

변인(우울)과의 오염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객 화 노력을 시도한 것이다. 

   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해 우울 련 연구에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자가진단척도인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 다. 이는 지난 

한주간의 생활에 한 11개의 문항으로 응답자의 우울 수 을 측정한다. 응답범주는 1

(일주일에 1일 이하), 2(일주일에 2-3일), 3(일주일에 4-5일), 4(일주일에 6일 이상)로 되

한편 매개요인은 독립변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유기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달과정을 통해서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

의 효과를 변화시킨다. 즉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을 견한 것보다 매개변인을 추가하여 투입하면 설명변량이 증가한

다(박희석 외,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용되어 온 매개요인과 조 요인을 구분하여 근하고자 하 다.  

6) 입학 학시 차별은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역으로 총 5문항이며, 학교생활과 련된 차별은 교사, 래

학생, 학부모로부터의 차별을 구분하여 총 3문항이다. 결혼차별문항은 결혼  차별과 결혼생활  차별로 2문항으로 구성된다. 

취업차별은 취업시 차별경험여부를 묻는 1개문항, 직장생활차별은 소득 련, 동료 계에서의 차별, 승진 련 차별로 3개 문항

이다 운 면허 취득시 차별경험, 보험제도상 차별경험, 의료기  이용시 차별경험, 정보통신이용시 차별경험, 지역사회생활에서

의 차별경험은 각각 1개 문항이다. 차별경험에 한 질문은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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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분석시 0,1,2,3으로 코딩하 다. 한 11문항  2번(비교  잘 지냈다)과 7번 

문항(불만 없이 지냈다)은 역코딩하 다. 우울증상의 단은 총 11개의 문항의 수를 

합한 후에 20/11을 곱한 값으로 하 으며, 결과값이 16  이상일 때 우울증이 있는 것으

로 단하 다7)(한국복지패  가이드북, 2009). 한 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하 다.  

   다. 자아존 감

  자아존 감은 Rosenberg Self Esteem Scales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우울을 측정할 

때에는 지난 한주간의 상태에 해서 조사한 반면, 자아존 감은 조사시  재일을 기

으로 하 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그 로 사용하 으며, 3번(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5번(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8번(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번(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10번(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을 역코딩하 다. 자아존 감에 한 단은 10개문항의 수를 합한 후에 10으로 

나 어 단하 고,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라.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일반 으로 공식  지지와 비공식  지지로 나 어진다(이민홍, 2006). 

비공식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등에서 받는 정서  물리  지원이고, 공식  지지는 

문가, 가정 사원, 사회복지  공식  기 을 통한 지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식 인 사회  지지와 비공식  사회  지지로 나 어 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정신건

강 사의의 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한 물질  지원인지 보살핌 지원인

지 나 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은 지난 1개월간 몇 회의 물질  지원과 보살

핌 지원을 받았는가를 물었다. 물질  지원에는 물과 지원이 포함되며, 보살핌 지

원에는 화통화, 가사지원, 자녀양육 등이 포함된다. 비공식  지지 변수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도움 여부, 친척의 도움여부, 친구와 동료의 도움여부, 이웃의 도움여부, 종

교단체의 도움여부에 답변한 물질  지원횟수의 총합과 보살핌 지원횟수의 총합으로 하

다. 공식 지지 변수는 사회단체의 도움여부, 복지 과 복지사의 도움여부, 읍면동사무

소의 도움여부, 학교교사의 도움여부에 답변한 물질  지원횟수의 총합과 보살핌 지원횟

수의 총합으로 하 다. 따라서 사회  지지는 총 4개의 하 변수(비공식  물질지원, 비

공식 보살핌지원, 공식  물질지원, 공식  보살핌지원)로 구성된다. 

7) CES-D 척도는 본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최  0 에서 최고 60 의 총 이 산출될 수 있으며 16  이상인 경우에 우

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하며 일반 인구의 18%가 이에 해당한다(Radloff, 1977). 한국복지패 에서는 20문항의 척도를 11문

항으로 간추려서 우울증상을 조사하 으므로, 결과 해석 시에는 20/11을 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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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우울에 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  변수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우울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변수들을 통

제변수로 두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 , 소득, 경제활동상태, 장애등 , 장애획득연령 ,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종교유무가 해당 변인들이다.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나이를 사용하 으며, 교육수 은 고졸이하를 0, 고졸을 1, 

문 졸 이상을 2로 코딩하 다. 소득변수는 세  경상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8)을 사용

하 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 어 더미변수화하 으며, 

변수명 경제활동상태D1은 경제활동인구는 1, 그 외는 0으로 입력하 고, 경제활동상태

D2는 실업자는 1, 그 외는 0으로 입력하 다. 장애등 은 1  장애인을 0, 2  장애인을 

1, 3  장애인을 2, 4  장애인을 3, 5  장애인을 4, 6  장애인을 5, 미등록장애인을 6

으로 코딩하 다9). 장애획득나이 변수는 만 나이를 그 로 사용하 고, 가구원수는 본인

을 제외한 가구원수로 코딩하여 0(1인가구)부터 7(8인가구)로 코딩하 다. 배우자유무 변

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0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 고, 종교유무도 종

교가 없는 경우 0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 다. 

4.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에서 2008년에 조사한 한국복지패  3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 다. 본 패 자료는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한 실태를 악하기 

한 자료로서, 가구를 상으로 한 자료는 복지서비스욕구,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가입상태,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 재산, 생활여건, 복지이용실태를 담고 있고, 

가구원을 상으로 한 자료는 생활실태  만족도, 생활습 , 정신건강, 가족 계, 개인

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3차년도 자료에는 원표본가구원과 신규가구원을 합하여 총 6314

가구, 12,930명의 가구원이 응답하 다. 매년 부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2008년에는 패  

조사 상 가구원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들에게 장애차별경험(교육, 취업, 직장

8) 세  경상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을 소득변수로 활용하 고, 404명의 연구 상자의 로그 환 소득변수에는 결측치가 없었다. 장

애인의 소득변수를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에 연구자도 의문이 있었다. 장애인 개인의 우울감에 본인

의 소득기 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향이 클까 하는 의문이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의 경제활

동상태를 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변수를 따로 두었으며, 기존의 우울감에 한 연구들 다수에서도 

소득변수를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 기 을 주로 이용하 기에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을 사

용하 다. 

9)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악할 수 없기에 장애 도가 가장 낮은 등 으로 취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상되

나, 총 21명으로 미등록 장애인은 체 연구 상자의 5.1%에 해당하며, 이들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계  회귀분석을 실행하

으나, 결과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 인 에서 장애의 의미를 고려하면 등록 장애인만을 연구 상으로 삼아야 하

겠으나, 포 인 의미에서 장애의 정의를 주  단에 의한 것으로 삼는다면, 주 으로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들을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미등록 장애인을 본 연구의 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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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결혼 등의 역별)과, 일상생활(일상생활수행능력, 활동보조서비스욕구, 물질  지

원  보살핌의 실태) 련 내용을 공통 으로 조사하 고, 미취학장애아동, 성인, 노인으

로 나 어 각각의 복지욕구  정신건강 등을 조사하 다. 이 에서 본 연구는 성인장

애인(만 18세-65세 미만)을 분석 상으로 삼았으며, 장애인부가조사에 모두 응답완료한 

사람만을 상으로 하 다. 한 횡단연구이자 표본분석을 한 개인표 가 치를 용

하 다. 패  응답자  분석 상자는 총 404명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들을 상으로하여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정신건강의 

계를 알아보고, 그 계에 장애인의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가 어떠한 향을 주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사회  스트 스 이론, 스트 스 취약성 이론, 스트

스 처 이론에 기 하여 연구모형을 세웠고, SPSS 1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

석을 실시하 다. 

  첫째,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차별경험  우울수

에  한 반 인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

학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과 우울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상 계분석을 사용

하여 주요 변수 간 상 계를 측정한다. 넷째,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

한 매개효과 분석법10)을 이용하여 자아존 감이 차별경험과 우울사이의 계를 매개하

는 효과를 알아본다. 다섯째,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하 던 조 효과 분석법11)을 이

용하여 사회  지지가 차별경험과 우울사이의 계를 조 하는 효과를 알아본다.

IV. 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1-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총 404

명으로, 남성이 60.7% 여성이 39.3% 다. 성인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응답

자의 연령 에 따른 분포는 20 가 8.5% 30 가 15% 40 가 27% 50 가 30.2% 60 가 

10)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우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설명인자임을 보이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의 유의미

한 설명인자 임을 보이며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설명인자임을 보인다는 제가 성립해야 한다. 매개변인을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독립변인의 β계수가 매개변인 추가시 유의미한 수 에서 무의미한 수 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

 매개, β계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부분매개 계가 성립된다. 

11) 조 효과를 가질것으로 상되는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1)과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2)을 비

교하여 1번 분석에서는 유의하나 2번분석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조 효과가 없다고 해석한다. 1번 분석에서

는 유의하지 않고, 2번 분석에서 상호작용항만이 유의할 경우 그 변수는 순수조 변수(pure moderator)가 된다. 1번 분석에서

도 유의하고 2번 분석에서도 유의한 경우 이는 유사조 변수(quasi moderator)가 된다. 한 상호작용항의 투입 후의 R²값의 

변화량이 통계  유의성을 갖는지 살펴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상호작용항을 계산할 때에는 다 공선성을 최소화하기 해 

centered scores(각 수에서 평균을 뺀 값끼리 곱함)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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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고, 교육수 에 따른 분포는 무학에서 졸이 43%, 고졸이 38.7%, 문 졸 이

상이 18.3%로 나타났다. 가구균등화 지수에 따라 산출된 소득수 은 소득 가구가 

41.6% 일반 가구가 58.4%로,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가 38.3%, 실업자가 8.1%, 비경제활

동인구가 53.5%로 나타나, 다수의 장애인 연구 상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고, 비장애인에 비해 상 으로 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12). 장애 등 은 증장애(1 과 2 )가 32%를 차지했고, 6 장애가 24.3%

로 개별 장애등 에 의한 구분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언제 장애를 갖게 되었는가

를 보면 선천성이 9.4%, 후천성이 90.6%으로 나타나 생후에 장애를 갖게 된 비율이 매

우 높았으며 만 18-39세로 정의한 성인기에 장애인이 된 경우가 35.2%의 응답률을 보

여, 생애주기 으로 사회활동이 매우 왕성한 시기에 장애출 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원수는 3인가구와 4인가구가 각각 28.9%, 28.7%로 높은 비 을 차지했다. 혼인상태

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63.7%로 높게 나타났고, 종교와 련해서는 종교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59.7%로 종교가 없는 응답자보다 다소 높았다. 

12) 가구 균등화지수에 따른 소득구분을 비장애인 성인(만 18세이상 만 65세 미만)을 상으로 살펴보면, 소득 가구가 

11.8%(1134명) 일반가구가 88.2%(8487명)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장애인 응답자의 41.6%가 소득 가구에 해당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약 4배 더 빈곤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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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n=404)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

여

245

159

60.7

39.3

연령 20

30

40

50

60

34

61

109

122

78

8.5

15.0

27.0

30.2

19.3

교육수 무학- 졸

고졸

문 졸이상

174

156

74

43.0

38.7

18.3

소득수 소득 가구

일반 가구

168

236

41.6

58.4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55

33

216

38.3

8.1

53.5

장애등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미등록장애인

47

83

73

40

43

98

21

11.5

20.5

18.1

9.8

10.6

24.3

5.1

장애 획득 연령 출생시부터 (0세)

유소년기 (만1-17세)

성인 청년기 (만18-39세)

성인 장년기 (40-65세)

38

104

142

119

9.4

25.8

35.2

29.6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35

83

117

116

52

8.8

20.6

28.9

28.7

13.0

혼인상태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기타(미혼 등)

257

16

28

4

99

63.7

3.9

6.9

0.9

24.6

종교 없음

있음

161

238

40.3

59.7

2.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 차이분석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변인에 따른 차별경험횟수를 알아보기 해 분산분석과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지난 일년

간의 차별경험의 평균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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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횟수 차이

특성 구분 사례수(명)
지난1년간 

차별경험평균횟수
F Tukey HSD

성별
남

여

245

159

.5188

.5399
.046

연령

20

30

40

50

60

34

61

109

122

78

.6135

.8301

.6018

.4222

.3134

3.089* 30  > 60

교육

수

무학- 졸

고졸

문 졸이상

174

156

74

.4214

.6615

.4913

2.614

소득

수

소득 가구

일반 가구

168

236

.6405

.4462
3.986* 소득가구> 일반가구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55

33

216

.6181

1.6419

.2923

33.534***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취업자

장애

등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미등록장애인

47

83

73

40

43

98

21

.4197

.4642

.7424

1.0406

.3850

.2515

.8755

4.803***

1등 <4등

2등 <4등

5등 <4등

6등 <4등

3등 >6등

장애 

획득 

연령

출생시부터 

유소년기

성인 청년기

성인 장년기 

38

104

142

119

.9913

.5957

.4608

.3977

4.126**

출생시부터>청년기

출생시부터> 장년기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35

83

117

116

53

.4349

.5411

.6671

.3997

.5367

1.202

혼인

상태

유배우자

무배우자

257

147

.4535

.6561
4.125* 무배우자>유배우자

종교
없음

있음

161

238

.5116

.5499
.148

*p<.05  **p<.01 ***p<.001

  연령별, 소득수 별, 경제활동상태별, 장애등 별, 장애획득연령 별, 혼인상태별로 장

애차별경험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 으며, 성별, 교육수 , 가구원

수,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횟수의 차이는 없었다. 유의미한 집단간 평균차이를 보인 것을 

심으로 살펴보자면, 연령별 장애차별경험 횟수는 30 의 차별경험횟수가 .8301로 60

의 .313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30  장애인의 차별경험횟수가 다른 연령

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사회참여의 과정 속에서 왕성한 사회  활동이 기 되

는 30  장애인들이 다른 연령 에 비해 차별의 벽을 높게 실감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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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 별 차별경험횟수는 소득 가구가 평균 .6405로 일반가구가 .4462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소득 가구의 장애인이 일반가구의 장애인에 비해 

차별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본 결과를 통해 차별과 장애의 문제가 빈곤의 문제와도 

연 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장애와 빈곤의 문제가 깊은 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13). 하지만 이에 차별경험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면, 장애와 빈곤의 역학 계를 보다 잘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제활동상

태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비경제활동인구(.2923)에 비해 취업자(.6181)나 실업자

(1.6419)인 경우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사, 학업, 심신장애, 연로 등

의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장애인들은 취업한 장애인이나 구직활동 인 실업 

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참여, 특히 취업 는 직장생활로부터 배제됨으로 인해 차별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장애등 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경험도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1년간 평균 

차별경험 1.0406으로, 장애 4등 의 경우 1,2,5,6 등 에 비하여 매우 높은 차별경험을 보

고하 다. 6 장애인의 경우에는 .2515로 가장 낮은 장애차별 경험을 보고하 다. 이는 

증장애(1,2 )인에 비하여 4  장애인이 사회참여율이 높고, 사회 활동 속에서 장애인

으로서 차별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 경증장애

(5,6 )의 경우, 장애정도의 수 가 경미하여 사회 활동속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

하는 일이 다고 단된다. 장애를 갖게 된 시기구분에 따른 차별경험횟수를 보면, 출

생시부터 장애인(.9913)인 경우가 청년기(.4608)나 장년기(.3977)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 

비해, 높은 차별 경험율을 나타냈다. 지난 일년간의 차별경험을 살펴본 것으로 생애를 

통해 된 차별경험들을 계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부터 장애인이었던 경

우 차별경험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본 결과는 장애획득시기와 장애수

용, 차별경험의 인지와 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14). 마지막으로 무배우자의 

차별경험횟수(.6561)가 유배우자(.4535)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13) 빈곤과 장애의 유착 계에 해서는 최근 많은 논문들이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Stone(1999)은 장애와 빈곤의 

계를 연구하 는데, 장애인은 빈곤해지기 쉽고 빈곤한 사람은 장애인이 되기 쉽다고 언 하 다. 

14) 일반 으로 선천  장애인이 후천  장애인에 비해 장애수용이 높음이 알려져 있다(간우선, 2008). 따라서 조심스런 유추를 

해보자면, 장애 정체성을 가진 선천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 인지를 상 으로 높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차별인지에 있어서 개인으로서의 경험( . 당신은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이 있습니까?)보다 집단으로서의 경험( . 당

신이 속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해 조사했을 때 차별경험에 한 응답률이 높다

는 선행연구(Bourguignon et. al., 2006)를 고려하면 자신이 장애인 집단에 속한다는 장애정체감이 상 으로 높은 선천  장

애인이 후천  장애인에 비해 차별인지를 높게 하고 있는 것은 장애수용과 련하여 이 의 연구들과의 연결선상에서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며, 차별인지와 련하여서는 종합 인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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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우울수 의 차이

특성 구분 사례수(명) 우울수 F Tukey HSD

성별
남

여

233

154

11.01

14.87
11.041*** 여>남

연령

20

30

40

50

60

27

59

107

117

78

10.60

13.37

11.84

12.18

14.11

.777

교육수

무학- 졸

고졸

문 졸이상

173

145

69

13.79

12.11

10.35

2.464

소득수
소득 가구

일반 가구

161

227

17.00

9.39
47.551*** 소득가구>일반가구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53

32

203

9.52

11.39

15.01

10.915*** 비경제활동인>취업자

장애

등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미등록장애인

40

77

71

40

43

96

21

17.08

15.56

11.58

12.52

15.04

7.67

13.25

5.771***

1등 >6등

2등 >6등

5등 >6등

장애 획득 

연령

출생시부터 

유소년기

성인 청년기

성인 장년기 

36

98

137

117

14.74

10.95

10.55

15.55

5.420***
장년기>유소년기

장년기>청년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35

82

114

110

46

20.70

15.64

12.36

8.32

11.34

11.141***

1인 가구>3인 가구

1인 가구>4인 가구

1인 가구>5인 가구

2인 가구>4인 가구

3인 가구>4인 가구

혼인상태
유배우자

무배우자

251

136

11.19

15.05
10.447*** 무배우자>유배우자

종교
없음

있음

154

227

13.32

12.15
.958

*p<.05  **p<.01 ***p<.001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변인에 따른 우울수 을 알아보기 해 분산분석과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 고 결과는 <표2-1>과 같다. 성별, 소득수 , 경제활동

상태, 장애등 , 장애획득연령 , 가구원수, 혼인상태에 따라 우울수 의 차이를 보 으

며, 종교유무와 연령에 따른 장애인의 우울수 은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장애인이(14.87) 남성장애인(11.01)에 비해 더욱 높은 우울수 을 

보 고 통계 으로도 유의미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의 우울수 이 남성보다 높고 장

애인의 우울 수 이 비장애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성별과 장애의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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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려될 때에도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다. 소득수 별 장애인의 우

울정도를 보면 소득 장애인가구는 우울수 이 17 으로 임상학 으로 우울증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16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구의 장애인의 우울 수 이 

9.39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차이를 보여 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장애인의 우울수 은 

취업자(9.52)에 비하여 비경제활동인구(15.01)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비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이나 취업상태와 우울의 계를 연구한 기존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장애등 에 따른 장애인의 우울수 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는데, 1  장애인의 경우 17.08로 임상학  우울수 인 16 을 넘었으며, 2  

장애인의 경우에도 15.56으로 평균 수임을 고려할 때, 다수가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단된다. 6  장애인은 7.67 으로 다른 장애 등 에 비해 우울수 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 장애가 증일수록 우울수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된 시기에 따른 우울

수 을 살펴본 결과 장년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15.55로 우울수 이 높게 나타

났고, 유소년기나 청년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

수 을 보 다. 출생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통계 으로 다른 집단과 유의

미한 차이가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14.74 으로 다소 높은 우울수 을 보 다. 가구원수

에 따른 우울수 은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1인가구의 경우 해당 장애인은 20.70으로 

매우 높은 우울수 을 보 다. Tukey 사후검증을 통해 1인가구는 3인, 4인, 5인 가구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으로 높은 우울수 을 보 다. 2인 가구도 15.64 으로 

높은 우울수 을 보 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장애인의 우울수 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의한 우울수 에도 차이를 보 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의 

우울수 은 11.19 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5.05 으로, 배우자가 없을 때 더 높은 우울

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차별경험과 우울의 계: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와 사회  지지의 조 효과

  본 연구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의 우울에 한 향에 있어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와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의 상 계분석

을 실시하 고 해당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와 함께 <표3-1>에 제시하 다. 연구 

상자의 지난 일년간의 차별경험의 평균횟수는 .5271로 나타났고, 차별경험 횟수는 우울

수 과 정  상 계(r=.129 p<.05)를, 자아존 감과는 부  상 계(r=-.203, p<.01)를 

보 다. 우울의 평균 수는 12.55로 나타났고, 우울 변수는 자아존 감과 부  상 계

(-.495, p<.01)를 보 고, 사회  지지의 하 변인인 비공식  물질지원(r=.175, p<.01)과 

공식  물질지원(r=.179, p<.01) 변수와는 정  상 계를 보 다. 자아존 감 변수의 

평균은 1.8539로 나타났고, 공식  물질지원(r=-.177, p<.01)과 공식  정서지원(r=-.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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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변수와 부  상 계를 보 다. 장애인의 우울수 은 비공식 이든 공식 이든 

물질지원으로 행해지는 사회  지지와 정  상 계가 있으며, 장애인의 자아존 감은 

물질제공이든 정서제공이든 공식 으로 제공되는 사회  지지와 부  상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련변수들은 다 공선성을 의심할만큼 높은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단 

우울수 과 공식  정서지원이 .085의 다소 높은 상 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다 공선선의 문제를 확인하기 해 회귀분석시 분산팽창계수(VIF)를 산출하

으나 모두 10이 넘지 않았으며,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15). 

〈표 3-1〉주요변수의 상 계수, 평균, 표 편차

차별경험 우울수
자아

존 감

비공식 물

질지원

비공식

정서지원

공식

물질지원

공식

정서지원

차별경험 1

우울수 .129* 1

자아

존 감
-.203** -.495** 1

비공식

물질지원
.020 .175** -.104 1

비공식  

정서지원
-.013 -.005 .027 .263** 1

공식  

물질지원
.034 .179** -.177** .210** .033 1

공식

정서지원
-.032 .085 -.111* .234** .232** .302** 1

평균 .5271 12.5462 1.8539 .1721 .0710 .1934 .0440

표 편차 .97 11.33 .48 .43 .30 .42 .22

*p<.05  **p<.01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

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이용하 으며, 그 분석 결과는 <표3-2>에 제시되었다. 단계1에서

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한 제를 검증하기 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 장애차별경험은 장애

인의 자아존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1, p<.000). 장애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 감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입증하 다. 단계2에서는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고,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장애인의 차별경

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의 우울수 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

15) Hocking, R.R. and Pendleton, O.J.(1983)에 따르면 VIF>10은 결정계수>0.9를 의미하며 다 공선성이 있음을 보여 다고 하

다. 상 계수에 따라서 다 공선성을 살펴볼 수도 있으나, 이는 세변수 이상이 공선  계에 놓이면 두변수간의 상 계는 

작아질수도 있다고 하여 상 계 계수를 통해 다 공선성을 확인하는 것이 합하지 않다(Webster 외, 1974; 송정,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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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다(β=.194, p<.000). 단계3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경험횟수와 자아존 감을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 는데, 두변인 모두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장애인의 우울감

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계2에 비해 차별경험 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만 상 으로 향력이 감소되었다(β=.128, p<.05). 따라서 자아

존 감은 장애차별경험이 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단계3에서 련 변수들의 장애인의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5.3%로 나타

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β=.101, p<.05), 소득은 을수록(β=-.207, p<.01), 늦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일수록(β=.144, p<.01), 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β=.128, p<.05), 자

아존 감이 낮을수록(β=-.358, p<.000) 우울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으

로 향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자아존 감이었으며, 소득, 장애획득연령 , 차별경험횟

수, 성별 순으로 장애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표 3-2〉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계에 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1

(독립변인->매개변인)

단계2

(독립변인->종속변인)

단계3

(독립, 매개변인->

종속변인)

  B(SE) β B(SE) β B(SE) β

통제

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

소득

경제활동상태D1

경제활동상태D2

장애등

장애획득연령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019

.001

.073

.125

-.262

-.152

.025

-.002

-.015

.118

.000

.019

.030

.113

.217**

-.270***

-.088

.095

-.058

-.038

.115

.000

 2.024

-.032

.558

-3.804

2.979

-2.494

-.403

.101

-.206

-1.953

-.370

 .090

-.031

.038

-.291***

.135*

-.063

-.066

.165**

-.023

-.083

-.016

 2.276

-.017

1.228

-2.716

.883

-3.967

-.207

.088

-.301

-1.190

-.381

 .101*

-.017

.083

-.207**

.040

-.101

-.034

.144**

-.034

-.051

-.017

독립

변인
차별경험 -.097 -.191*** 2.222 .194*** 1.463 .128* 

매개

변인

자아 

존 감
     -8.236  -.358***

 

R²

수정된 R²

F(sig.)

.263

.235

9.288***

.259

.230

9.019*** 

.353

.326

12.946*** 

*p<.05  **p<.01    ***p<.001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하 던 조

효과 분석법을 이용하 고16), 그 결과는 표<3-3>에 제시되었다.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16) 우울에 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 지지, 처방식, 역기능  태도 등의 변수들은 우울의 직 인 주요원인이 될수도 있고 

설명변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김정희, 1987; 박희석 외, 1993; 

Barnett, Gotlib,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선 으로 사회  지지 변수를 매개요인으로 제하고 매개변수(사회 지지)가 

독립변수(차별경험)에 의해 야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장애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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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 지지 변인들이 차별경험이 장

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력을 조 하는지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차는 통제변수를 먼  투입한 뒤, 스트 스원으로 평가되는 독립변인을 투입하

고, 그 다음에 사회 지지 변수를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차별경험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때 R²변화량을 통해서 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표 3-3〉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계에 한 사회  지지의 조 효과 분석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통

제

변

인

성별

연령

교육수

소득

경제활동상태D1

경제활동상태D2

장애등

장애획득연령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2.351

-.071

.234

-4.150

1.959

.040

-.527

.090

-.502

-1.250

-.521

.101*

-070

.015

-.298***

.086

.001

-.087

.148**

-.054

-.052

-.022

1.960

-.059

.167

-3.905

2.866

-1.492

-.432

.096

-.429

-1.350

-.472

.084

-.057

.011

-.281***

.126*

-.036

-.071

.158**

-.046

-.057

-.020

1.673

-.073

.202

-4.051

2.729

-1.547

-.440

.101

-.352

-.981

-.443

.072

-.071

.013

-.291***

.120*

-.038

-.072

.167**

-.038

-.041

-.019

1.706

-.071

.070

-3.915

2.735

-1.137

-.452

.107

-.308

-1.243

-.481

.074

-.070

.005

-.281***

.120*

-.028

-.074

.176**

-.033

-.052

-.021

독

립

변

인

차별경험 1.635 .141** 1.597 .137** 1.587 .137**

매

개

변

인

비공식 물질지원

비공식 보살핌지원

공식 물질지원

공식 보살핌지원

2.646

-2.491

-.858

1.679

.100*

-.065

-.030

.031

3.065

-2.668

-.718

2.948

.115*

-.069

-.026

.055

상

호

작

용

항

비공식 물질지원*차

별경험

비공식 보살핌지원*

차별경험

공식 물질지원

*차별경험

공식 보살핌지원

*차별경험

4.278

-2.079

.453

6.557

.158**

-.052

.015

.083

 

R²

수정된R²

R²변화량

F(sig.)

.204

.180

8.595***

.219

.194

.016**

8.625***

.230

.196

.011

6.818***

.258

.217

.028**

6.263***

*p<.05  **p<.01  ***p<.001

별경험은 사회 지지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매개변수의 성립 제가 입증되지 못

했기에, 사회 지지 변수는 매개변수로 다루어질 수 없었다. 많은 연구들이 매개 변인과 조 변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는 두 변수가 장애차별 경험과 우울의 계에 어떠한 변수로서 향을 미치는지 구분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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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R²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ΔR²=.028, p<.01), 사

회  지지와 차별경험의 상호작용변수가 차별경험이 장애인 우울수 에 미치는 향을 

조 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특히 비공식  물질지원과 장애차별경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58, p<.01). 즉 비공식  물질지원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장애차별경험이 많으면서 

비공식  물질지원이 많은 사람의 경우, 장애차별경험이 많더라도 비공식  물질지원이 

은 사람의 경우 보다 우울수 이 높음을 미한다. 비공식  물질지원은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도움 여부, 친척의 도움여부, 친구와 동료의 도움여부, 이웃의 도움여부, 종

교단체로부터 제공되는 물과 지원을 의미한다. 주변의 친족 친분 계에 있는 사람

들로부터 장애인들이 물질  도움을 받을 때 장애인들은 더욱 높은 우울수 을 경험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련해서 볼 것은 소득수 과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활동상태가 장

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이다. 단계3에서 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

장 향력이 있는 것은 소득(β=-.291, p<.000)이었다. 소득수 이 낮을수록 장애인의 우

울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장애인의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

구의 소득을 기 으로 하 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활동상태를 함께 고려해서 해석해

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활동상태는 더미변수화하여 분석17)하 는데, 경제활동상

태D1(비경제활동인구=1, 그 외=0)가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0, 

p<.05). 즉, 장애인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처한 경우 취업자든 실업자든 경제활동인구에 포

함되는 경우보다 우울수 이 높아지는 것이다. 종합하여볼 때, 해당 가구의 소득수 이 

낮고, 장애인 당사자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고, 게다가 주변의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물질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모두 장애인의 경제  자립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정도의 장애차별경험을 한다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제  자

립도가 낮고 그것이 주변사람들의 물질  원조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장애인의 우

울수 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성인임에도 경제 으로 자립하지 못한 주변인에 한 

의존의 상태가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 하여 우울을 더욱 심화

시킬수 있는 조 변수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비공식  물질지원이 아닌 공식  물질지원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비공식 이든 공식 이든 외부에 경제 으로 의존한 상태인 것은 동일한

데, 공식  물질지원의 우울에 한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

만, β값이 -.030으로 공식  물질지원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우울수 은 낮아지는 결과

로, 비공식  물질지원이 우울을 높이는 것(β=.100, p<.05수 에서 유의함)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공식  물질지원은 사회단체, 복지 과 복지사, 읍면동

17) 경제활동상태D1은 경제활동인구=1, 그 외=0으로 입력하 고, 경제활동상태D2는 실업자=1, 그 외=0으로 입력하 다. 따라서 

결과로 나온 회귀식을 통해 경제활동상태별 우울을 보려면, (D1, D2)순으로 용한다고 가정할 때, 취업자는 (0, 0), 실업자는 

(0, 1), 비경제활동인구는 (1,0)을 용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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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학교교사로부터 행해지는 과 물지원을 의미한다. 공공기 에서 제공하는 

물질  지원은 장애인의 우울수 을 감소시키고,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제공되

는 물질  지원은 장애인의 우울감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의 장애인의 

공  소득보장의 노력이 사 이 을 통한 노력보다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을 한 공 소득보장이 장애인의 경제  상태뿐만 아

니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사회복지 역의 장애인의 공  소득보장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식  보살핌제공과 비공식  보살핌제공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면, 역시 흥

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두 변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비공식  보

살핌제공이 많을수록 장애인의 우울수 은 낮아졌으며(β=-.065) 공식  보살핌제공이 많

을수록 장애인의 우울수 은 높아졌다(β=.031). 보살핌 지원은 화통화, 가사지원, 자녀

양육 등이 포함되는데, 정서 인 부분에 한 사회 지지 변인으로서 가족, 친인척, 주변

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보살핌제공의 공  

의존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부정  향을 미쳤다. 이에, 종합하면 물질  지원은 공

으로 행해질수록, 보살핌지원은 사 으로 이루어질수록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장애 차별의 경험과 장애인의 정신건강 사이의 계를 밝히는 것을 목 으

로 하 다. 특히 그 둘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과 사회  지지의 

조 변수로서의 역할에 을 두었다. 기존의 장애차별 연구나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련된 연구는 각각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의 역에서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던 연

구주제이다. 외국의 연구와 국내 몇 연구에서 다른 사회  소수자를 상으로 하여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기도 하 으나, 장애인의 경우 차별경험

을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가치

가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알려진 사회  모델에 한 입

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생활가운데 직면하는 심리  고통의 원인이 손상

으로서의 장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에게 가하는 차별 경험에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장애등 은 장애인의 우울수 을 결정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회귀모델에서 가장 유의미

했던 변수는 자아존 감이었으며, 소득, 장애획득연령 , 차별경험횟수, 성별 순으로 장

애인의 우울수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증명되었다. 사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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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조 효과를 본 회귀모델에서도 소득, 경제활동상태, 장애획득연령 , 차별경험, 비

공식  물질지원이 유의미하게 장애인의 우울수 을 결정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손상정

도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인 특성인 직업상태나 소득수 이나, 

차별경험의 정도가 우울에 향을 미친 것을 볼때, 장애인의 심리  고통의 원인은 개인

이 아닌 사회와 환경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 한 정책  지

원이 재활과 심리치료 자체가 될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원 인 처방으로 장애인의 사회

경제  지 를 높여주는데 을 들 필요가 있다. 

  둘째,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었다. 장애차별경험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더 높은 우울 수

을 보 다(가설1). 한 장애차별경험은 내  요인(자아존 감)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에 유의미한 간  향을 미쳤다(가설2). 같은 장애차별 경험

에 해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우울수 은 낮아졌고,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수

은 높아졌다. 한 장애차별경험은 외  요인(사회 지지)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장애

인의 정신건강(우울)에 유의미한 간  향을 미쳤다(가설3). 특히 사회 지지 에서 

비공식  물질지원과 장애차별경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차별경험이 많으면서 비공식  물질지원이 많은 사람의 경우, 장애차별경험이 많더라도 

비공식  물질지원이 은 사람의 경우 보다 우울수 이 높음을 미한다. 앞에서도 논

의하 듯이,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물질 지원

은 국가에서 공 으로 행하는 것이 사 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보살핌지원은 비공식 으로 가족이나 주변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국가에 의해 공 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장애인의 우울수 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한 공  소득보장의 노력과 사  보살핌 지원을 돕는 

사회복지 실천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 다. 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보았을때, 장애인의 심리상

담은 장애인의 자아존 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좀 더 논의하여야 할 내용들과 연구의 한계들이 있다. 먼 , 왜 

차별경험의 보고율이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한국에 장애차별이 많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지

난 일년간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의 평균 횟수는 0.53회 다. 한 404명의 연구 상자 

가운데 1회의 차별경험을 보고한 사람은 75명이었고, 차별경험2회는 26명, 차별경험3회

는 17명, 차별경험 4회는 5명, 가장 높은 빈도인 5회의 차별경험을 보고한 사람은 단 3

명이었다. 278명의 응답자가 차별경험이 없거나 비해당란에 응답하 다. 이는 매우 낮은 

차별경험 보고율이라 단된다. 자칫하면, 이와 같은 차별경험 보고는 장애차별이 한국

사회 내에 매우 낮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 같은 오해를 빚어낼 수 있기에 요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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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에 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으나, 이론 으로 근하자면 개

인 인 차별감에 한 보고율이 집단으로서 느끼는 차별감에 한 보고율보다 일반 으

로 낮기 때문이라 하겠다. 차별경험의 지각에 하여 Bourguignon와 동료들은 개인으로

서 받는 지각된 차별과 집단으로서 받는 지각된 차별을 구분하 다. 개 개인 인 차별

감을 집단에 한 차별감보다 덜 지각할 것이라고 한다(Crosby, 1982; Taylor, Wright, 

& Porter, 1994).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상에 해 개인은 자신에 해 정 인 상

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Ruggiero와 Taylor(1994)의 연구는 차별 실

험을 해 보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집단에 한 차별감을 주로 회상한다고 하 다

(Bourguignon et. al., 2006). 

  차별경험 보고율이 낮은  다른 이유는 설문문항에 있다고 단된다. ‘지난 일년간’의 

차별경험을 묻고 있으며, 차별 역을 보면, 유치원, 등학교시 의 내용부터 운 면허 

취득, 취업, 결혼 등 생애사 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역에서의 차별경험을 묻고 있다. 

즉,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지난 일년간 경험할수 없는, 즉 비해당란에 표시할 수밖에 

없는 문항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만 18세에서 64세까지만을 포함하는 성인 

장애인을 상으로 하고 있기에 노인이나 아동이 차별경험을 하게 되는 역들은 자동

으로 연구 상에서 제외되었다. 지난 일년간이 아닌 ‘지 까지 살아오면서’로 기간을 

바꾼다면 재의 장애차별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한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차라리 차별경험에 한 조사가 다른 형태의 문항들로 구성되면 어떨까 

한다. 장애차별의 역을 정책  범주내에서 고민하고, 기존 한국의 연구들을 통해 선정

하다보니, 이와 같은 문항이 구성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 그 의의도 상당하지만, 일

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장애차별경험들로 구성된 장애차별경험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장애차별경험 보고율이 낮은  다른 이유는 장애인 스스로의 차별 인지력이 떨어지

기 때문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장애인은 스스로 장애차별 인 사회구조 속에서 살

아왔기에 장애억압과 차별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차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차별로서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인종차별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차별을 더욱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Williams et al., 1997; Yen et al., 1999; Ren et al., 1999; Gee, 2002). 

본 연구의 자료인 한국복지패 은 특히 소득층이 상 으로 많이 표집 되었고, 장애

인들의 경우 소득층에 학력인 경우가 많아서 차별인지력이 낮아, 차별경험보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체 인 변수들간의 계를 규명하

지 못한 이다. 이는 연구자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기 해본다. 

둘째, 장애차별 경험은 지난 일년을 시 으로 하고 있으며 우울수 은 지난 한주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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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기 으로 조사되었다는 이다. 이는 조사된 데이터의 특성으로 수정할 수 없는 한

계이다. 셋째, 각 항목별 차별경험 여부를 기 으로 차별 경험 체 빈도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많았다고 제하고 이것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여기

에서 차별경험의 횟수가 곧 차별경험을 얼마나 심리 으로 강도 높게 당했는가의 문제

와는 구별되지 않는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사건은 횟수보다도 어

보면 매우 강도 높은 단 한번의 차별경험이 더 큰 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궁에서는 차별 역별 빈도수만을 기 으로 이용한 것이 한계이기도 하다. 이와 련

해서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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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사회에서 다양한 몸의 존   

: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건강불평등에 한 연구

김 선 희1)

Ⅰ. 서론 

  경제 기 이후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인 사회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불평등

이다. 불평등은 인간 생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보편 인 상이라는 제를 받아들인다

면, 어떤 불평등을 문제로 삼을 때에는 그것이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 건강 

불평등이 요하고  사회  심사가 되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불평등한 

건강은 정의에서 어 나 있는가? 질문에 건강은 인간 생활을 이루는 요소라는 에 주

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빈곤, 질병이나 장애, 혹은 양 결핍 상태이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극 인 자유(positive freedom)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질병이나 불

건강(ill health)은 단순히 건강의 결핍이 아니라 능력의 결핍으로 인식된다. 건강상태가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 성과, 빈곤으로 이어지고, 다시 빈곤으로부터 건강상태의 악화라

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진다.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 혹은 건강의 사회  불평등(Social Inequality in 

Health)은   교육수 , 직업계층, 소득수  등의 사회경제  지 , 성별, 인종, 는 지리

 치와 같은 통 인 사회구조의 불평등 요인에 따라 향을 받는다(House, 2002 ; 

강상경, 권태연 재인용, 2007). 건강불평등이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200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불평등을 요한 국가정책

의 역으로 처음 제시하 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요한 목표로 정하 다. 건강수 이 

환경  요인, 개인의 사회경제  지 , 생활습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 인 

근의 필요성을 제시하 으나, 규범 인 수 이라 할 수 있으며 건강에 한 구체 인 

실천 략 수립에서 장애인에 한 고려는 미미하다.

  ‘장애’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비장애’와 비하여 그 립 개념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

에 장애가 곧 불건강(ill-health)이라는 잘못된 인식하고, 장애와 건강의 계를 묻기조차

도 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건강에 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경제 으로 

구조화된 생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강의 결정요소에 한 사회과학  이해가 증

1) 건양 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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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오츠루타다시, 2002, 리처드 G. 킨슨, 2004). 건강에 한 사회과학  고찰

은 ‘장애와 건강이 어떻게 계를 이룰 것인가?’를 물어야할 이유가 되었다. 그 다고 장

애인의 건강불평등에 한 논의에서 장애라는 물리  특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장애가 사회  지 로 인식되는 불평등 사회에서 사회  차원으로 건강을 바라보

고, 사회  환경인 사회 구조(강 호, 2007), 사회  지 (이창곤, 2007, Randall, 2001), 

그리고 불평등에 의해 개인의 삶이 향을 받는다는 에 주목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장

애인의 삶에 어떻게 사회  환경과 사회구조로부터 향을 받는지 새롭게 통찰할 수 있

도록 한다.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을 구체 으로 살펴 으로써, 불평등사회에서 다양한 몸

의 존 의 요성을 제시하고, 장애인가구의 불평등이 완화를 한 략수립의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장애와 건강에 한 

  WHO 국제장애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손상, 활동, 참여, 환경 이라는 제가지 차원이 

장애를 규정하는데 작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의 담론에서 장애는 장애를 불러일으

키는 활동과 참여의 제한, 환경의 제약 등에 부딪치면서 개인의 신체  특성이 장애화

(disablement)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물로 보는 시각으로 이동한 것이다. 아직도 

장애에 한 이 ‘비장애’라는 기 으로 가늠하여 장애인은 그 기 을 만족시키는 것

이 불가능하거나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사람으로 일컫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당

사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회에 ‘ 응’해 가야한다는 강요를 받게 된다. ‘장애와 

건강’의 계에 한 논의 부재한 이유도 ‘장애’가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재 상태, ‘사

실’ 이라는 을 간과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불건강(ill health)은 많은 부분 질환이나 물

리  환경으로 인한 결과이다(김창엽, 2009). 이 에서 건강불평등에 한 논의시 장애

상태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곧 ‘불건강(ill health)’ 상태인 것은 아니다. 건강 

결과 는 건강평가를 사회경제  지 , 인종, 거주지역 등 모든 과정의 다요인성을 배

제하고 의료 인 진단에 의해 결과로써 장애유형과 등 으로 평가한다면, ‘장애와 건강

의 계가 논의 상이 됩니까? 장애인의 건강에 해 논의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돌아 올 수 있다. 장애에 한 사회의 보편  이 반 된 질문이 이와 같다면 우문

(愚問)이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어느 가, 어느 계 에서 건강이 필요한가 

는 필요하지 않은가를 물을 수 있는가? 건강은 시민 ․정치  권리, 경제 ․사회 ․

문화  권리와 같이 사회구성원 구를 막론하고 동등한 수 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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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인

들이 인간다운 삶을 하기 해 정수 의 의식주를 릴 권리, 건강을 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 인 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각종 경제 ․사회 ․ 문화  권리

를 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는 한 사람의 상태이고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계속

에서 악하는 것이 장애를 근하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2. 건강불평등의 향 요인에 한 선행연구 

  불평등 에서 건강 불평등은 복잡하다. 우선, 건강 자체가 추상 인 개념이기 때문이

기도 하다. 개인의 건강이해는 부분 질병이라는 부정  사건에 의존해 왔다.  건강 개

념의 추상성 못지않게 요한 것은 건강 결과의 다요인성(multi-factors)이다. 건강은 장

기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최종 인 결과로 이해한다. 어떤 종류의 불평등한 건강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결과를 바꾸기 해 어떤 요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 건강과 질병을 의학 , 생물학  으로 이해하는 것이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의학은 질병의 생물학  경로라든가 병리학, 치료 가능성 등을 규명하고 

있다. 근래에 사회  결정요인(social determination)에 의한 건강불평등을 구체 으로 연

시켜 이해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심리사회  요인을 고려하고 있기만, 아직까지 건

강에 한 설명시 사회  결정요인이 들어갈 틈이 매우 좁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에서 

건강에 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경제 으로 구조화된 생활이라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건강의 결정요소에 한 사회과학  이해가 시도되고 이다(이성균, 김

미, 강 호, 김창엽, 김성훈, 2009).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반 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괴로운 환경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불건강 

상태는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을 말해 다. 총체 인 건강상태는 사회 ․감

성  행복에 따라 좌우되므로 단순한 물질  풍요 이상의 요한 삶의 차원이 존재한다

는 함의를 내포한다. 건강한 삶에 한 사회지표로써 삶의 질에 한 연구는 1920년 미

국에서 오그번의 주도로 시작된 이래 1966년에서는 UN산하 RISD(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생활지표를 개발했으며, 1973년에는 OECD를 심으로 보

고서가 발간되었다. 삶의 질의 하 범주로는 음식, 주거  연 된 서비스(상하수도 시설 

등), 의료와 건강, 교육, 정보와 통신, 여가시간, 물리 인 안 , 사회  안 , 환경과 생

태  조건 등을 들 수 있다(Zapf, 1980; Morris, 1979). 그 외에도 사망과 양

(Williamson, 1987), 사건의 요도(Zapf, 1987), 주  삶의 질 경험(Lin, 1991), 박탈지

수와 사회  배제(Townsend, 1993) 역에서 연구해 왔다. 국내에서는 주학  등(1987)과 

윤종주(1983), 홍두승 외(1994), 서울  사회과학연구소(1993) 등이 총제척인 사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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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하고자 다양한 차원의 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제하에 삶의 질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개인이 

경험하는 물리  사회  환경이 삶의 질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

다. 박경숙, 윤수연(2009)은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발 과 삶의 질 황을 분

석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들이 사회  상태를 총체 이고 집약 으로 나타내는 

생활의 양 인 측면과 질 인 측면을 측정하여 반 인 복지정도를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객 인 삶의 질의 지표가 높다고 해서 개개인의 주  평가가 반드시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  측면에서의 장애인 당사자가 재 경험하

고 있는 장애상태와 주  건강평가(Self-rated Health)의 계는 항상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와 건강한 계의 인식, 사회경제  요인이 건강평가(오츠루 타다시, 2001), 우

울, 자아존 감(Self-Esteem)과 상 계를 보고하고 있다(김혜련, 2004; 강상경, 권태연, 

2008). 즉 건강불평등은 생활의 근원 인 사회․경제  불평등에 깊이 뿌리박고 있

는 양상들에서 생겨났다는 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 으로 장애로 인한 문제 들을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고 경제  어

려움, 취업의 곤란, 재활의료 서비스의 부족, 교육 기회의 제한 등 생각할 수 있다. 2008

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81

만9천원으로 국 일반가구 소득 337만원의 반 남짓인 54%에 머무르고, 당장 생계유

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기 생활보장 수  장애인 가구

가 19.1%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상황을 살펴보면 학 이상 

학력자는 10.3%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75%는 경제 인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의 취업분야는 단순 노무직(29.4%), 농어업(23.5%), 매

업 종사자(11.8%), 서비스 종사자(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빈곤, 고용, 교육, 그리고 취업의 문제는 개별 이지 않다. 

장애로 교육받기 어렵고, 능력 주의 사회에서 근로시장 진입이 배제되고, 근로 상태라 

해도 낮은 소득 수 과 비취업 상태의 장애인 가구는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된

다. 빈곤상황은 사회성원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기회의 박탈과 한 련이 있다. 불

평등이 심할수록 사회  소수자나 약자들에 한 차별이 심하여 ‘자 거타기(윗사람에게 

조아리고, 아랫사람을 발로차서 넘어뜨리기) 반응’이 팽배하다(리처드 킨스, 2008). 결

국 물질 인 삶의 조건이 주 인 삶의 질에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기 이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  지 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개별  

요인 이외에 개인이 손쓸 수 없는 사회․경제  요인이 교육불평등, 직업불평등, 소득불

평등에 이어 건강에까지 심각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이창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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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  3차년도 자료이며, 한국복지패 은 서울을 비

롯해 7개 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하여 9개 동의 가구를 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국

인 표성을 지닌 종단 조사이다. 한국복지패 은 인구총주택조사 90% 자료로부터 

24,711가구를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하 고, 일반

가구와 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기 으로 등록장애인이면서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가구주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 실제 분석에는 가 치를 

부여하여 실시하 다. 

2. 주요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건강수 은 반  안녕(general well-being), 육체의 주  건강평가

(self-rated health).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을 지표로 한다. 건강한 삶에 한 사회

 지표로써 반  안녕(general well-being)은 Likert 5  척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주 인 건강평가(Self-rated health)는 Likert 5  척도(1=건강이 아주 안좋

다~5=아주 건강하다)로 수가 높을수록 반 인 안녕감이 높고, 주  건강상태는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본다. 우울수 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수

를 0→1, 1→2, 2→3, 4→3으로 recoding 하여 문항의 총합을 활용하 다. 자아존 감은 

총 10문항으로 문항을 합한 값의 평균값을 활용하 다. 

  2) 독립변수

  건강불평등의 향요인으로 장애상태, 사회경제  지 를 포함한다. 장애특성은 장애

의 장애유형과 만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  지 는 교육수  ‘ 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 퇴 는 졸업=2 ’, ‘ 문  이상=3 ’, 성별은 ‘남성=1’, ‘여성=0’, 근로상

태는 ‘임 근로자=1’, ‘자 업  고용주=2’, ‘실업자=3’, ‘비경제활동인구=4’ 값을 부여했

다. 기 보장수 형태는 ‘비해당=0’, ‘일부 는 조건부 수 군=2’, ‘일반수 군=3’으로 값

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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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처리를 하 다. 연구 

설계에 의해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에 해 알아보기 하여 먼  기술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건강수 이 기 보장 수 형태와 장애특성, 사회경제  지

, 스트 스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GLM(General Linear Model)을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특성

  조사 상자의 장애상태는 <표 1_1>에 정리하 다.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로 분류한다. 신체  장애에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내부기 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장애)로 분류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정신  장애는 정신지체, 지 장애, 발달

장애가 포함된다. 조사 상자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인이 89.5%, 내부기 의 장애인 

6.6%, 정신  장애인 3.9%이다. 외부신체기능장애의 범주는 만성정도는 67.2%가 6개월 

이상 투병 는 투약 이었으며, 6개월 미만 투병 는 투약 인 장애인이 5.7%, 만성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은 27.1% 다. 

<표 1_1> 조사 상자의 장애상태

사례수 퍼센트

장애유형

외부신체기능 장애 1,211,787 89.5

내부기 의 장애 89,199 6.6

정신  장애 52,557 3.9

만성정도

비해당 366,637 27.1

6개월 미만 투병․투약 77,763 5.7

6개월 이상 투병․투약 909,144 67.2

  사회경제  지 변수는 <표 1_2>에 정리하 다. 먼 , 성별은 남성가구주가 82.9%로 

많았고 여성장애인 가구주는 17.1%로 나타났다. 교육수 을 살펴보면, 체의 학교 졸

업하거나 퇴자가 57.6%, 고등학교 퇴 는 졸업자는 28.8%로 조사 상자의 85% 이

상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낮은 교육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성인기(1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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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64세 이하)는 63.8%, 노인 기(65세 이상~74세 이하)는 27%, 노인 후기(75세 이상)는 

9.2%로 장애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상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임

근로자는 27.9%, 자 업이나 고용주, 는 무 가족종사자는 17.5%, 실업자는 4.5% 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 할지라도 50.1%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22%정도만이 일부수 , 조건부 수 , 일반수  형태로 기 보장수 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표 1_2> 조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         

사례수 퍼센트

성    별
여성 231,421 17.1

남성 1,122,123 82.9

교육수

학교 퇴․졸업 이하 730,360 57.6

고등학교  퇴․졸업 365,586 28.8

문  이상 172,964 13.6

연    령

성인기(19세 이상~64세 이하) 863,412 63.8

노인 기(64세 이상~74세 이하) 365,197 27.0

노인후기(75세 이상) 124,935 9.2

근로상태

임  근로자 378,171 27.9

고용주 는 자 업자 237,016 17.5

실업자 60,613 4.5

비경제활동 인구 677,744 50.1

기 보장

수 형태

비해당 1,057,785 78.1

조건부 는 일부 수 51,331 3.8

일반수 244,428 18.1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자료 특성과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_3> 정리

하 다. 반  안녕감은 평균 3.07으로 나타났다. 주  건강평가의 평균은 2.50으로 

반 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 보통 는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울수 은 평균 12.02, 자아존 감은 평균 2.84으로 나타났다. 자료들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변수가 왜도는 값 3미만, 첨도의 경우 값

이 10미만이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_3> 주요변수의 자료 특성         

평균 표 편차 결측비율 왜도 첨도

반 인 안녕감 3.07 0.81 8.4% -.131 .007

주  건강평가 2.67 1.07 0% .248 -.870

우울수 12.02 11.50 8.4% 1.094 .712

자아존 감 2.84 0.49 8.4% -.310 -.292

* 평균  표 편차는 가 치를 부여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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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보장수 형태와 인구경제사회학  요인에 따른 건강

  1) 반 인 안녕(perceived general well-being)

    (1) 기 보장수 형태와 장애상태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1_1>

에 정리했다. 반  안녕감은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에 포함되지 않는 비해당군이 기 보장수 보다 반 인 

삶의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수

군에서 신체내부기  장애인이 반 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비해당군에서는 정신 장

애인의 반 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_1_1> 반 인 안녕에 한 기 보장수 *장애유형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71,965.60 8 8,995.70 14,991.62 0.00

intercept 519,291.94 1 519,291.94 865,416.31 0.00

기 보장수 11,355.81 2 5,677.90 9,462.40 0.00

장애유형 1,222.29 2 611.15 1,018.50 0.00

기 보장수 *장애유형 1,589.40 4 397.35 662.19 0.00

Error 743,824.58 1,239,607 0.60

Total 12,537,625.00 1,239,616

Corrected Total 815,790.18 1,239,615

a. R 제곱 = .088 (수정된 R 제곱 = .088)

[그림 1]전반적안녕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장애유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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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인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1_2>에 정리했다. 반 인 안녕감은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에 포함되지 않는 비해당군이 기 보장수 군보다 

반 인 삶의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보장수 군에서 일부 는 조건부 

수 군이 일반수 군보다 반  안녕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

태에 따라 살펴보면, 만성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비해당군이 만성정도가 심한 집단보다 

정 으로 반 인 안녕감 평가하 다. 기 보장수 군(완  수 , 일부 는 조건수

군)에서 6개월 이상 투병 는 투약 인 장애인이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투병 는 투약

인 장애인군보다 반  안녕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_1_2>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만성정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90,332.60 8 11,291.58 19,294.19 0.00

intercept 729,717.84 1 729,717.84 1,246,886.61 0.00

기 보장수 30,658.47 2 15,329.24 26,193.44 0.00

만성정도 2,031.26 2 1,015.63 1,735.43 0.00

기 보장수 *만성정도 2,976.33 4 744.08 1,271.43 0.00

Error 725,457.58 1,239,607 0.59

Total 12,537,625.00 1,239,616

Corrected Total 815,790.18 1,239,615

a. R 제곱 = .111 (수정된 R 제곱 = .111)

[그림 2]전반적안녕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만성정도 효과

0.0

1.0

2.0

3.0

4.0

5.0

비해당 일부or조건부수급 일반수급

전
반
적
안
녕
감

비해당 6개월 미만 투병.투약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 366 -

    (2) 기 보장수 형태와 사회경제  지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과 성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1_3>에 

정리했다. 반  안녕감은 기 보장수 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 보장수 에 포함되지 않는 비해당군이 기 보장 수 군보다 반 인 삶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비행당군과 일부 

는 조건부 수 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수 군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삶의 만족을 평가하고 있었다.  

<표 2_1_3>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성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76,445.19 5 15,289.04 25,634.10 0.00

intercept 1,944,106.99 1 1,944,106.99 3,259,553.39 0.00

기 보장수 34,159.01 2 17,079.50 28,636.05 0.00

성별 275.01 1 275.01 461.09 0.00

기 보장수 *성별 6,947.85 2 3,473.92 5,824.49 0.00

Error 739,344.99 1,239,610 0.60

Total 12,537,625.00 1,239,616

Corrected Total 815,790.18 1,239,615

a. R 제곱 = .094 (수정된 R 제곱 = .094)

[그림 3]전반적안녕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성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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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1_4>

에 정리했다. 반  안녕감은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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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이 높을수록 반 인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수 군(완 수 , 일부 는 부분수 )의 교육

수 은 비해당군에 비해 매우 낮았다. 장애인 가구주의 57.6%정도가 학교 졸업 는 

퇴, 고등학교 퇴 는 졸업은 28.8%라는 낮은 교육수  상태에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25세 이상의 장애인  75%는 경제 인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장불평등( 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 원회, 2005)은 

직업  소득불평등에 이어 건강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 

<표 2_1_4>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교육수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147,021.129 8 18,377.64 34,064.15 0.00

intercept 860,051.11 1 860,051.11 1,594,160.74 0.00

기 보장수 32,490.56 2 16,245.28 30,111.69 0.00

교육수 1,657.77 2 828.89 1,536.40 0.00

기 보장수 *교육수 5,885.58 4 1,471.39 2,727.33 0.00

Error 668,769.06 1,239,607 0.54

Total 12,537,625.00 1,239,616

Corrected Total 815,790.18 1,239,615

a. R 제곱 = .180 (수정된 R 제곱 = .180)

[그림 4]전반적안녕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교육수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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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중퇴.졸업 전문대 이상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과 연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1_5>에 

정리했다. 반  안녕감은 기 보장수 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인기(19세 이상~64세 이하) 장애인은 기 보장 비해당군에서 반 인 삶의 만

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후기(7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기 보장수 상태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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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수 군(완

수 , 일부 는 부분수 )에서는 노인후기 장애인의 반 인 삶의 만족이 일정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반수 군에서 노인 기(65세 이상~74세 이하)군이 성인기 장애인

보다 삶의 만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_1_5>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연령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78,841.06 8 9,855.13 16,577.12 0.00

intercept 1,228,096.40 1 1,228,096.40 2,065,755.76 0.00

기 보장수 14,320.02 2 7,160.01 12,043.71 0.00

연령 1,099.81 2 549.90 924.98 0.00

기 보장수 *연령 10,304.40 4 2,576.10 4,333.20 0.00

Error 736,949.12 1,239,607 0.59

Total 12,537,625.00 1,239,616

Corrected Total 815,790.18 1,239,615

a. R 제곱 = .097 (수정된 R 제곱 = .097)

[ 그 림  5]전 반 적 안 녕 감 에  대 한  기 초 보 장 수 급 *연 령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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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1_6>

에 정리했다. 반  안녕감은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수  비해당군의 반 인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 근로자보다 고용주  자 업을 종사자들이 반 인 삶에 해 정 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증장애 는 노인인구)는 반 인 삶의 만족도 

평가에 기 보장수 상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과 일반수 군에서 임 근로자나 고용주  자 업 등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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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 보장 일부 는 부분 수 군

에서 임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공공근로 등)가 반 인 삶의 만족도에 해 매우 낮

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_1_6> 반  안녕감에 한 기 보장수 *근로상태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110,908.76 11 10,082.61 17,731.28 0.00

intercept 1,403,314.12 1 1,403,314.12 2,467,867.26 0.00

기 보장수 23,479.44 2 11,739.72 20,645.46 0.00

근로유형 3,203.96 3 1,067.99 1,878.16 0.00

기 보장수 *근로유형 9,968.28 6 1,661.38 2,921.70 0.00

Error 704,881.43 1,239,604 0.57

Total 12,537,625.00 1,239,616

Corrected Total 815,790.18 1,239,615

a. R 제곱 = .136 (수정된 R 제곱 = .136)

[그 림  6]전 반 적 안 녕 감 에  대 한  기 초 보 장 수 급 *근 로 상 태  효 과

0.0

1.0

2.0

3.0

4.0

5.0

비 해 당 일 부 or조 건 부 수 급 일 반 수 급

전

반

적

안

녕

감

임 금 근 로 자 고 용 주  및  자 영 업 자

실 업 자 비 경 제 활 동  인 구

  2) 주  건강평가(Self-rated Health)

    (1) 기 보장수 형태와 장애상태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2_1>에 정리했다. 주  건강평가는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 비해당군이 기 보장수 군(완  수 , 일부 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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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수 )에 비해 주  건강평가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정신  장애인군의 주  건강평가가 높았고, 신체내부

기  장애인에 비해 신체외부기능장애인군의 주  건강평가가 다소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_2_1>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장애유형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159,802.29 8 19,975.29 19,418.12 0.00

intercept 519,220.42 1 519,220.42 504,737.98 0.00

기 보장수 26,638.81 2 13,319.40 12,947.89 0.00

장애유형 11,185.51 2 5,592.76 5,436.76 0.00

기 보장수 *장애유형 7,103.76 4 1,775.94 1,726.40 0.00

Error 1,392,372.99 1,353,536 1.03

Total 11,239,723.00 1,353,545

Corrected Total 1,552,175.28 1,353,544

a. R Squared = .103 (Adjusted R Squared = .103)

[그림 7]주관적 건강평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장애유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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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1_2>에 정리했다. 주  건강평가는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 비해당군이 일반수 군보다 주  건강평가가 높았

으며, 모든 집단에서 만성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비해당군이 투병 는 투약 인 집단보

다 주  건강평가가 매우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6개월 이상 투병 

는 투약 인 만성질환의 장애인의 주  건강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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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2_2>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만성정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439,006.31 8 54,875.79 66,725.14 0.00

intercept 713,745.33 1 713,745.33 867,864.65 0.00

기 보장수 23,701.00 2 11,850.50 14,409.38 0.00

만성정도 80,018.15 2 40,009.07 48,648.25 0.00

기 보장수 *만성정도 5,080.22 4 1,270.05 1,544.30 0.00

Error 1,113,168.97 1,353,536 0.82

Total 11,239,723.00 1,353,545

Corrected Total 1,552,175.28 1,353,544

a. R Squared = .283 (Adjusted R Squared = .283)

[그림 8]주관적건강평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만성정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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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보장수 형태와 사회경제  지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과 성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2_3>에 

정리했다. 주  건강평가는 기 보장수 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  건강평가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일반가구의 남성이 여성보다 주 인 건강평가가 더 

정 인 것과는 다른 결과(강상경, 2008)라 할 수 있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

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  건강평가가 매우 정 이게 나타

났으나, 일부  조건부 수 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건강평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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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2_3>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성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131,076.82 5 26,215.36 24,969.08 0.00

intercept 1,597,723.95 1 1,597,723.95 1,521,767.66 0.00

기 보장수 30,972.06 2 15,486.03 14,749.82 0.00

성별 5,225.27 1 5,225.27 4,976.86 0.00

기 보장수 *성별 8,396.96 2 4,198.48 3,998.88 0.00

Error 1,421,098.46 1,353,539 1.05

Total 11,239,723.00 1,353,545

Corrected Total 1,552,175.28 1,353,544

a. R Squared = .084 (Adjusted R Squared = .084)

 

[그림 9]주관적건강평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성별 효과

여성

남성

0.0

1.0

2.0

3.0

4.0

비해당 일부 or 조건수급 일반수급

기초보장수급형태

주

관

적

건

강

평

가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2_4>에 정리했다. 주  건강평가는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이 고등학교 퇴․졸업 집단은 학교 퇴․졸업 집

단보다 주  건강평가가 다소 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  이상의 집단군은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

장 비해당군은 교육수 이 높을수록 주  건강평가도 정 인 반면, 기 수 형태가 

일부  조건부 수 군은 교육수 이 문  이상의 경우 오히려 주  건강평가가 매

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학을 졸업하더라도 노동시장 참여가 어렵

고, 근로 인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 보장수 조건과 소득과의 불안정한 계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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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2_4>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교육수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201,714.32 8 25,214.29 25,386.31 0.00

intercept 636,608.12 1 636,608.12 640,951.18 0.00

기 보장수 46,176.06 2 23,088.03 23,245.54 0.00

교육수 13,922.32 2 6,961.16 7,008.65 0.00

기 보장수 *교육수 11,413.02 4 2,853.25 2,872.72 0.00

Error 1,260,306.95 1,268,905 0.99

Total 10,756,235.00 1,268,914

Corrected Total

a. R Squared = .138 (Adjusted R Squared = .138)

[그림 10]주관적건강평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교육수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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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과 연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2_5>에 

정리했다. 주  건강평가는 기 보장수 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 보장 비해당군과 일반수 군에서 성인기(19세 이상~64세 이하) 집단이 노인

기(65세 이상~74세 이하) 집단보다 주  건강평가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는 조건부 수 군에서는 노인후기(75세 이상) 집단의 주  건강평가가 에 띄

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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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2_5>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연령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299,544.96 8 37,443.12 40,459.35 0.00

intercept 823,338.63 1 823,338.63 889,662.70 0.00

기 보장수 17,524.81 2 8,762.40 9,468.26 0.00

연령 18,216.78 2 9,108.39 9,842.11 0.00

기 보장수 *연령 28,211.14 4 7,052.79 7,620.92 0.00

Error 1,252,630.32 1,353,536 0.93

Total 11,239,723.00 1,353,545

Corrected Total 1,552,175.28 1,353,544

a. R Squared = .193 (Adjusted R Squared = .193)

[그림 11]주관적건강평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연령 효과

성인기

(19세~64세)

노인초기

(65세~74세)

노인후기

(75세 이상)

0.0

1.0

2.0

3.0

4.0

비해당 일부 or 조건부수급 일반수급

기초보장수급형태

주
관
적
건
강
평
가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2_6>에 정리했다. 주  건강평가는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수  비해당군의 주  건강평가가 정 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임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공공근로 등)보다 고용주  자 업을 종사자들이 

건강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증장애 는 노인

인구)의는 주  건강평가는 기 수  비해당군이 기 수 군보다 정 으로 평가하

다. 비경제활동인구군의 주  건강평가는 기 보장수 상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는 조건부 수 군과 일반수 가구에 속하면서 임 근로 상태인 장애인

가구주의 주  건강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 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

제(보건복지가족부, 2008)와 장애인의 근로연계 소득지원(유완식, 2007),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이 개별 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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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2_6> 주  건강평가에 한 기 보장수 *근로상태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339,547.04 11 30,867.91 34,454.70 0.00

intercept 1,186,076.23 1 1,186,076.23 1,323,895.71 0.00

기 보장수 28,277.75 2 14,138.87 15,781.78 0.00

근로상태 18,954.95 3 6,318.32 7,052.49 0.00

기 보장수 *근로상태 29,937.85 6 4,989.64 5,569.43 0.00

Error 1,212,628.24 1,353,533 0.90

Total 11,239,723.00 1,353,545

Corrected Total 1,552,175.28 1,353,544

a. R Squared = .219 (Adjusted R Squared = .219)

[그림 12]주관적건강평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근로형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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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건강(Mental Health)

    가. 우울수 (Depression level)

      (1) 기 보장수 형태와 장애상태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1>에 정

리했다. 우울수 은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울수 은 기 보장수 군이 비해당군에 비해 우울수 이 높게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에서 정신  장애군의 우울수 이 신

체 외부기능과 내주기  장애인군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기 보장 일부 는 조건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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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신체장애인군(외부기능, 내구기 )의 우울수 이 높게 나타났다. 기 보장 일

반수 군에서는 장애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2_3_1>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장애유형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25,131,163.54 8 3,141,395.44 28,039.53 0.00

intercept 17,151,622.33 1 17,151,622.33 153,092.32 0.00

기 보장수 940,470.67 2 470,235.33 4,197.24 0.00

장애유형 259,134.85 2 129,567.42 1,156.50 0.00

기 보장수 *장애유형 844,023.59 4 211,005.90 1,883.40 0.00

Error 138,878,757.62 1,239,607 112.03

Total 343,164,148.76 1,239,616

Corrected Total 164,009,921.16 1,239,615

a. R Squared = .153 (Adjusted R Squared = .153)

[그림 13]우울수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장애유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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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2>에 정

리했다. 우울수 은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 보장 수 군이(완 수 , 일부 는 조건 수 )이 비해당군보다 우울수 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6개월 이상 투병 는 투약 인 만성질환의 장애인의 우

울수 이 6월 미만의 일시  투병 는 투병 인 집단과 만성질환 비해당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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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2>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만성정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32,057,877.04 8 4,007,234.63 37,645.47 0.00

intercept 16,585,218.78 1 16,585,218.78 155,807.77 0.00

기 보장수 5,445,326.08 2 2,722,663.04 25,577.72 0.00

만성정도 936,675.90 2 468,337.95 4,399.74 0.00

기 보장수 *만성정도 268,687.09 4 67,171.77 631.04 0.00

Error 131,952,044.12 1,239,607 106.45

Total 343,164,148.76 1,239,616

Corrected Total 164,009,921.16 1,239,615

a. R Squared = .195 (Adjusted R Squared = .195)

[그림 14]우울수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만성정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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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보장수 형태와 사회경제  지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과 성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2_3>에 정리했

다. 우울수 은 기 보장수 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일반가구의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수 이 높은 결과(강상경, 2008)와 같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보다 일부  조건부 수 군, 그리고 일반수 군일수록 우

울수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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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3>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성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28,769,931.82 5 5,753,986.36 52,741.05 0.00

intercept 63,619,755.44 1 63,619,755.44 583,138.80 0.00

기 보장수 11,673,102.26 2 5,836,551.13 53,497.84 0.00

성별 388,436.12 1 388,436.12 3,560.41 0.00

기 보장수 *성별 1,355,845.80 2 677,922.90 6,213.84 0.00

Error 135,239,989.34 1,239,610 109.10

Total 343,164,148.76 1,239,616

Corrected Total 164,009,921.16 1,239,615

a. R Squared = .175 (Adjusted R Squared = .175)

[그 림  15]우 울 수준 에  대 한  기 초 보 장 수급 *성 별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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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4>에 정

리했다. 우울수 은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은 교육수 이 높을수록 

우울수 이 낮은 반면, 기 수 형태가 일부  조건부 수 군은 교육수 이 문  이

상의 경우 오히려 우울수 이 매우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 일반수 군

에서는 우울수 이 교육수 별 차이없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학에 입학하더라도 

학업환경의 장애와 졸업 이후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우며, 근로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임 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수  높다고 하여 건강에 한 평

가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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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4>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교육수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30,811,124.72 8 3,851,390.59 35,842.75 0.00

intercept 24,564,768.81 1 24,564,768.81 228,610.62 0.00

기 보장수 10,608,414.30 2 5,304,207.15 49,363.30 0.00

교육수 70,716.92 2 35,358.46 329.06 0.00

기 보장수 *교육수 1,291,522.89 4 322,880.72 3,004.87 0.00

Error 133,198,796.44 1,239,607 107.45

Total 343,164,148.76 1,239,616

Corrected Total 164,009,921.16 1,239,615

a. R Squared = .188 (Adjusted R Squared = .188)

[그림 16]우울수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교육수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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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과 연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5>에 정리했

다. 우울수 은 기 보장수 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기(19세 이상~64세 이하) 집단은 기 보장 비해당군보다 기 보장수 군일수록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기(65세 이상~74세 이하)와 노인후기(75세 이상) 집단은 

기 보장 일부 는 조건부수 군일 경우 우울수 이 높았으며, 노인후기 집단이 노인

기집단 보다 다소 높은 우울수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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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5>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연령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30,760,869.51 8 3,845,108.69 35,770.79 0.00

intercept 39,655,708.55 1 39,655,708.55 368,914.40 0.00

기 보장수 6,763,526.81 2 3,381,763.40 31,460.32 0.00

연령 859,170.55 2 429,585.27 3,996.40 0.00

기 보장수 *연령 3,364,052.06 4 841,013.02 7,823.89 0.00

Error 133,249,051.65 1,239,607 107.49

Total 343,164,148.76 1,239,616

Corrected Total 164,009,921.16 1,239,615

a. R Squared = .188 (Adjusted R Squared = .188)

[그림 17]우울수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연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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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6>에 정

리했다. 우울수 은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 수  비해당군의 우울수 은 기 수 군(완 수 , 일부  조건부 수 )에 비해 

낮게 평가하 다. 비경제활동인구군의 우울수 은 일반수 군에서 다소 높았으며, 고용

주  자 업을 종사자보다 임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공공근로 등)의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주가 취업상태라 할지라도 임 으로 기 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 보장 일반수 군이면서 실업상태의 장애인가구주의 우울

수 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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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6> 우울수 에 한 기 보장수 *근로상태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34,780,434.06 11 3,161,857.64 30,329.39 0.00

intercept 34,971,293.59 1 34,971,293.59 335,454.05 0.00

기 보장수 7,639,149.64 2 3,819,574.82 36,638.39 0.00

근로상태 897,845.00 3 299,281.67 2,870.79 0.00

기 보장수 *근로상태 2,867,396.16 6 477,899.36 4,584.14 0.00

Error 129,229,487.10 1,239,604 104.25

Total 343,164,148.76 1,239,616

Corrected Total 164,009,921.16 1,239,615

a. R Squared = .212 (Adjusted R Squared = .212)

[그림 18]우울수준에 대한 기초보장수급*근로형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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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아존 감(Self-Esteem)

      (1) 기 보장수 형태와 장애상태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7>에 

정리했다. 자아존 감은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장애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정신  장애인군이 신체  장애인군(신체 외부기능장애, 내부

기  장애)에 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군이 비해당군에 비해 자

아존 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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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7>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장애유형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34,832.29 8 4,354.04 19,886.80 0.00

intercept 411,073.18 1 411,073.18 1,877,551.63 0.00

기 보장수 685.40 2 342.70 1,565.27 0.00

장애유형 1,128.39 2 564.19 2,576.92 0.00

기 보장수 *장애유형 1,469.39 4 367.35 1,677.84 0.00

Error 271,400.89 1,239,607 0.22

Total 10,321,184.80 1,239,616

Corrected Total 306,233.18 1,239,615

a. R Squared = .114 (Adjusted R Squared = .114)

[그림 19]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장애유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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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8>에 

정리했다. 자아존 감은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만성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군에 따라 세부 으로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에서 만성

질환 비해당군의 자아존 감이 재 투병 는 투약 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 다. 

기 보장 비해당군에 비해 기 보장 수 군(완 수 , 일부 는 조건 수 )의 자아존

감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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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8>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만성정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45,905.89 8 5,738.24 27,323.90 0.00

intercept 673,960.92 1 673,960.92 3,209,216.64 0.00

기 보장수 12,143.75 2 6,071.87 28,912.59 0.00

만성정도 294.60 2 147.30 701.40 0.00

기 보장수 *만성정도 1,429.58 4 357.40 1,701.82 0.00

Error 260,327.29 1,239,607 0.21

Total 10,321,184.80 1,239,616

Corrected Total 306,233.18 1,239,615

a. R Squared = .150 (Adjusted R Squared = .150)

[그림 20]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만성정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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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보장수 형태와 사회경제  지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과 성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9>에 정리

했다. 자아존 감은 기 보장수 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

수 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 비해당군이 기 보장수 군(완 수 , 일부 는 조건수 ) 보다 자아존 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은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존 감을 높게 평가하 으며 기 보장 일부  조건부 수 군, 그

리고 일반수 군은 여성이 남성보자 높게 자아존 감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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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9>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성별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40,752.64 5 8,150.53 38,057.31 0.00

intercept 1,808,256.49 1 1,808,256.49 8,443,303.50 0.00

기 보장수 13,456.03 2 6,728.01 31,415.16 0.00

성별 95.39 1 95.39 445.40 0.00

기 보장수 *성별 6,236.76 2 3,118.38 14,560.67 0.00

Error 265,480.55 1,239,610 0.21

Total 10,321,184.80 1,239,616

Corrected Total 306,233.18 1,239,615

a. R Squared = .133 (Adjusted R Squared = .133)

[그림 21]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성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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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10>에 

정리했다. 자아존 감은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교육수 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 보장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은 교육수 이 높을

수록 자아존 감 평가도 높게 나타난 반면, 기 수 형태가 일부  조건부 수 군, 일

반수 군은 교육수 이 문  이상의 경우 오히려 자아존 감이 매우 높게 평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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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10>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교육수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53,030.40 8 6,628.80 32,452.67 0.00

intercept 741,738.72 1 741,738.72 3,631,336.56 0.00

기 보장수 18,693.34 2 9,346.67 45,758.58 0.00

교육수 675.36 2 337.68 1,653.19 0.00

기 보장수 *교육수 3,053.22 4 763.31 3,736.92 0.00

Error 253,202.78 1,239,607 0.20

Total 10,321,184.80 1,239,616

Corrected Total 306,233.18 1,239,615

a. R Squared = .173 (Adjusted R Squared = .173)

[그림 22]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교육수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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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과 연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11>에 정

리했다. 자아존 감은 기 보장수 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

장수 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 보장 비해당군에서 성인기(19세 이상~64세 이하) 집

단이 노인 기  후기 집단보다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 일부 

는 조건부 수 군에서는 노인후기(75세 이상) 집단이 매우 낮게 자아존 감을 평가하

으며, 기 보장 일반수 군에서는 연령별 자아존 감의 평가에 큰 차이가 없이 매우 낮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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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11>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연령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43,693.09 8 5,461.64 25,787.62 0.00

intercept 1,041,926.45 1 1,041,926.45 4,919,550.88 0.00

기 보장수 11,099.42 2 5,549.71 26,203.46 0.00

연령 542.56 2 271.28 1,280.87 0.00

기 보장수 *연령 2,967.06 4 741.77 3,502.32 0.00

Error 262,540.09 1,239,607 0.21

Total 10,321,184.80 1,239,616

Corrected Total 306,233.18 1,239,615

a. R Squared = .143 (Adjusted R Squared = .143)

[그림 23]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연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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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_3_12>에 

정리했다. 자아존 감은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특히 

기 보장수 과 근로상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 수  비해당군의 자아존 감 평가는 기 수 군(완 수 , 일부  조

건부 수 )에 비해 높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군의 자아존 감 평가는 기 보장수 형태

에 따라 큰 차이가 없어 낮았다. 고용주  자 업 종사자, 임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공공근로 등)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군이 비경제활동인구군과 실업자군에 비

해 자아존 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보장 일반수 군이면서 실업상태

의 장애인가구주의 자아존 감 수 은 매우 낮다는 에서 소득층 장애인의 정신건강

에 한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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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3_12> 자아존 감에 한 기 보장수 *근로상태 효과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65,963.62 11 5,996.69 30,938.27 0.00

intercept 1,346,981.90 1 1,346,981.90 6,949,378.60 0.00

기 보장수 11,791.69 2 5,895.85 30,417.98 0.00

근로유형 8,530.64 3 2,843.55 14,670.49 0.00

기 보장수 *근로유형 7,815.37 6 1,302.56 6,720.20 0.00

Error 240,269.56 1,239,604 0.19

Total 10,321,184.80 1,239,616

Corrected Total 306,233.18 1,239,615

a. R Squared = .215 (Adjusted R Squared = .215)

[그림 24]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근로상태 효과

0.0

1.0

2.0

3.0

4.0

비해당 일부or조건부수급 일반수급

자
아
존
중
감

임금근로자 고용주_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 388 -

Ⅴ. 결론  실천  함의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인구사회경제학  요소들이 건강에 주는 향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건강수 은 환경  요인, 개인의 사회경제

 지 , 생활습  증가 연 되어 있다는 에 주목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한 새국

민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 다. 그러나 장애와 건강의 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거의 문

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건강불평등의 인구사회경제학  요인들의 

향을 탐색  수 에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경제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장애상

태, 성별, 교육수 , 연령, 근로상태 등의 다차원 인 요인들을 사용하여 기 보장수 형

태에 따른 건강불평등 양상을 고찰하 다. 총체 인 건강상태는 사회 ․감성  행복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건강의 지표로 반 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안녕감과 신체  

장애상태와 주  건강에 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  건강상태에 한 

인식, 그리고 정신건강 지표로는 우울과 자아존 감 지표를 활용하 다. 기존연구들을 

통해 사회경제  지 가 건강불평등의 향요인이고,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 삶의 

반 인 만족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지지한다. 기존연구와 다

르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수 이 높다고 주  건강평가가 항상 높지

는 않았다. 장애인들은 교육수 이 높아져도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출이 어렵고, 임

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장애인의 빈곤문제는 여 히 장애인소득

보장의 문제로 남아 있다. WHO에서 장애는 사회구성물로 보는 시각으로 이동하고 있음

에도 장애상태가 증 는 만성질환의 경우 건강수 을 낮게 평가한 결과를 볼 때, 아

직까지 개인의 신체  특성이 장애화되어 건강평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건강불평등에 한 기존의 연구와 차이 은 첫째, 건강지표를 사회지표로서 

반 인 삶의 만족도, 육체  건강상태, 정신건강 측면에서 총체 으로 살펴보았다. 둘

째, 장애에 한 기존의 논의가 개인의 물리  특성에 을 두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장애와 건강결정요인을 사회구조  에 바탕을 두고, 장애인의 빈곤과 실제 으로 

신체 상태와 주  건강인식의 차이 을 살펴보았다. 셋째, 장애가 있으면서 실질 으

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가구주의 정신건강과 반 인 삶의 만족도를 

인구사회경제학  결정요인의 탐색을 통해서 장애와 건강의 계의 요성을 제시하

다.

  장애와 건강과의 계를 설명하고자 시도되었다는 에서 본 연구가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의 한계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인구사회경제학  요인들  일부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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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고려했다는 한계 이 있다. 둘째, 장애상태에 을 두기보다는 사회경제  요인

을 심을 건강불평등을 살펴보기 해 시도했지만, 다양한 장애유형별로 건강수 을 살

펴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장애인가구주의 건강불평등에 한 설명을 해 기

보장수 형태와 장애상태, 사회경제  지 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생애주기

별 장애상태, 사회경제  요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종합 인 

향후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횡단  분석이므로 건강에 한 

결정요인들의 인과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종단  분석을 통한 변수간의 경

로와 인과성을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경제학  요인들로 건강불평등의 실태를 탐색해 보는 한계를 지니

고 있으나, 장애와 건강의 계를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는 을 제언한

다. 향후  ‘장애’와 ‘건강’에 한 논의의 시작이 장애특성부터가 아니고 사회구조 인 

으로 환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해 인구사회경제학  요인들이 생애주기별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실천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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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에 모의 취업이 미치는 향 

 The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Development  

이상록1)

  아동기에의 모 취업은 빈곤, 가구주의 실업,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생활사 만큼이나, 아동발달에 주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사(life event)임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데이터  2006년도 1차년도 가

구  가구원,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의 취업 여부 뿐 아니라 취업지 , 근로소득, 근로시간, 

취업경력 등의 다양한 모 취업 양상들이 아동발달 제 측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아울러, 본 연구

에서는 아동 특성  가구 특성에 따른 하  집단별 분석을 통해, 아동의 성별, 가구 소득계층, 가족 형태

에 따라 모 취업의 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모의 취업 여부 보다는 

취업 지   근로소득 등에 따라 아동발달에 유의미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귀분석 모델

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모 취업(취업지 와 근로소득)이 학업성취, 자존감, 공격성 등의 아동발달 측면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에서는, 모 취업의 향이 아동의 성별, 소득계층, 가구 형태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아동

발달에 한 모 취업의 향은 여학생, 비빈곤계층, 일반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부정 이지 않다는 은, 아동기 모 취업에 한 부정  사회  

인식에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라 평가된다. 그 지만, 모 취업의 정  향은 상 으로 높은 

취업지 와 근로소득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나, 기혼 여성의 경제  지  뿐 아니라 건강한 아동발달의 제

고를 해서는, 취업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지   근로조건 개선에도 극 인 정책  여가 필요함을 

시사하여 다.  

I. 서론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1990년  말 경제 기를 후한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경제  

변화들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 심이 고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은, 1990년  후반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 안이 되는 빈곤, 

실업, 고용형태  가족구조 변화 등이 가구주  배우자 등의 성인 가족원 뿐 아니라 

가구내 아동에게도 상당한 충격과 향을 미치는 생활사(life event)일 수 있음을 제기한

다는 에서, 흥미롭고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1) 북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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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 빈곤, 실업, 가족구조 변화 등 최근의 주요한 사회경제  변

화의 향을 사회구성원 반을 포 하는 차원에서 다각 으로 규명하기 한 연구 노

력의 시도라는 에서, 정 인 학술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차세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들에게 미치는 제반 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사회경제  변화

들이 세 에 걸쳐 나타나게 될 장기   효과에 심과 주의를 환기 한다는 에서

도, 요한 정책  함의와 시사 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지만, 아직까지 련 연구들에서의 사회경제  변화와 아동발달의 계는 주로 빈

곤  실업, 가족구조 변화 등의 생활사에만 집 될 뿐이어서, 연구범 가 제한 인 상

황이다(구인회, 2003a; 2003b; 김 , 2006; 김 주․이병훈, 2007; 박 선, 2008; 임세희,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변동의 주요한 특성 의 하나가 기혼여성의 고용 

증 라는 , 특히 학령기 뿐 아니라 학령기 이  시 에서의 기혼여성 취업의 격한 

증가 추세인 에 주목하여,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를 한국복지패 조사의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된 바와 같이,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아동발달과 련하여 가족원 에서

도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며, 아동과 모의 계는 아동발달의 양상  결

과를 좌우하는 결정 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에 비추어 보면, 최근 기

혼여성의 취업 증 에 따른 모의 역할 변화 추세는 아동발달 측면과 련하여 매우 주

목되는 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서구 국가들에서는 “모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라는 문제가 일 부터 학술 으로 뿐 아니라 정책

으로도 심이 집 되어온 주제가 되어 왔다.    

  그 지만, 련 논의들에서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은 상반되게 평가되어,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Baum II, 2003; Verropoulu & Joshi, 2009). 

정  향을 제기하는 에서는, 모의 취업은 가구 소득의 증 를 부수하고, 이와 

같은 소득 증가는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으로 귀결될 것이기에, 모 취업은 아동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본다(Yoshikawa & Seidman, 2001). 이와 더불어, 모의 

취업은 경제 으로 뿐 아니라 취업 등의 사회  역할에 따른 심리  정서  측면에 

정  변화가 발생되고, 이의 결과로 아동과 모의 계가 개선됨으로 인해 그 향이 

정 일 것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모의 취업은 출산 감소를 야기

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원과 심이 아동에게 집  투여될 수 있도록 하기에, 아동발달

에 부정 이기 보다는 정 인 향이 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Stafford, 1987).    

  반면, 부정  향을 제기하는 에서는, 모의 취업은 아동 양육에 한 모의 시간

과 에 지 투여의 감소를 래하고, 이로 인해 아동과 모의 계가 제 로 형성, 발달되

지 못할 수 있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Baum II, 2003; 

Belsky, 1988). 물론, 공   사  양육 리 체계들이 취업 모를 신하여 아동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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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모의 상과 역할을 근본 으로 신할 수는 없기에, 모 취

업의 향은 체로 부정 일 것이라 주장된다. 한, 취업에서 발생되는 스트 스와 취

업과 가사  양육을 병행하여야 하는 과도한 역할부담 등은 취업 모의 심리  정서 

상태의 하를 래하며, 이는 아동에게 부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에서, 부정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Hoffman, 1980).   

  이와 같은 상반된 이론  평가로 인해, 모 취업의 실제  향을 별하기 해 그간 

상당 수의 경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지 까지의 경험  연구들의 분석결과 역

시 상반되고 있다. 련 경험  연구들은 체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발달, 

특히 인지발달 측면을 심으로 모 취업의 향을 분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Parcell & 

Menaghan(1990), Hill & O'Neil(1994), Ruhm(2000), Stafford(1987) 등의 연구는, 아동발

달 기에의 모 취업은 아동의 인지발달, 특히 언어능력(PPVT Scores) 발달에 부정 임

에 의거하여, 모 취업의 부정  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Leibowitz(1977), Parcel & 

Menaghan(1994), Harvey(1999), Greenstein(1995) 등의 연구는 모 취업이 아동의 인지발

달  학업성취 등에 부정  향이 없음을 제시하여, 앞서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 한편, Vandell & Ramanan(1992)의 연구에서는, 소득층 가구를 상으로 한 

제한된 분석이긴 하지만, 모 취업이 아동의 읽기  수학 수에 정 인 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주어, 부정  향을 제기하는 연구들과는 분석결과가 으로 상반되고 

있다. 

  한편, 일부 연구들에서는 모 취업의 향에 혼재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흥미롭다. 일

례로, Blau & Grossberg(1992)의 연구에서는, 1세 때의 모 취업은 아동의 인지발달(언어

능력)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세에서의 모 취업은 오히려 정  

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아동발달 단계에 따라 모 취업의 향이 상이함을 보여

다. Baydar & Brooks-Gunn(1991)의 연구도, 1세 때의 모 취업은 언어능력  행동 발

달에 부정 인 향이 있지만, 2세  3세에의 모 취업의 부정  향은 사라지는 것으

로 분석하여, 모 취업의 향이 일 되지 못함을 보여 다. 이와 련하여, Mott(1991)의 

연구에서는 모 취업의 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Desai 등

(1989)의 연구에서도 소득계층  아동의 성별에 따라 모 취업의 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어, 소득계층  아동성별 등의 주요 특성들이 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하여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이론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험  연구에서도 아동발달에 미치는 모 

취업의 향은 상반되게 나타나, 아직까지도 모 취업의 향에 해 일반화된 결론을 도

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서구에서의 상당한 연구 성과들의 축 에 비해,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1980년 를 후로,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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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와 함께 1980년  후반을 후로 기혼 여성이 노동시

장에서 노동력 공 의 부족을 해소할 잠재된 노동력 풀로 주목되면서, 기혼 여성의 근로

활동에 학술 , 정책  심이 높아지기도 하 지만, 련 연구들은 주로 기혼 여성의 

취업 실태  양상에만 집 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기혼여성의 역할 변화와 취업 증

가 가구내 아동발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경험  분석은 매우 미진한 실

정이다. 

  물론, 소수의 일부 연구들에서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를 실증, 분석하고 있기도 

하지만(김 화, 1991; 정태인․유홍 , 2002; 김일 , 2006; 주동범, 2006), 이들 연구들은 

체로 개별 연구자 수 에서의 조사 데이터, 특히 일회성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그칠 뿐이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분석내용에서도, 모 취업의 향은 체로  시 에의 취업(직업보유) 여부의 

향만을 고찰함에 국한되어,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 수  등에 따른 기혼여성의 다양

한 취업 양상과 아동발달의 계는 분석되지를 못하고 있고, 종속변수가 되는 아동발달 

역시 주로 학교성  등의 학업성취에만 국한될 뿐이어서 분석범  한 극히 제한 이

다. 곧, “다양한 아동발달 단계들에서 모 취업의 다양한 형태  양상이 아동 발달의 제 

측면에 장기 으로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자 한 서구의 련 

연구들에 비추어, 국내 연구들의 성과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모 취업의 향을 다각도로 분석함에 합한 데이터, 특히 종단 데이타의 결

여가 주된 이유라 평가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향후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에 한 

온 한 규명을 해서는 련 데이터의 구축이 극 필요한 상황이라 단된다. 

  아동기에의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한 규명은, 일차 으로

는 가족 차원에서의 합리 인 경제  선택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요

한 함의를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이해 계가 상충되는 인구집단

들에 한 합리 인 정책 선택  결정에 타당한 이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정책  함의를 지닌다. 곧, 기혼여성의 취업 제고에 따른 여성  가족의 경제  

지  향상은 다른 한편으로 아동 발달에의 희생을 요구하는, 즉 주요 인구집단들간 이해

계가 상충되는 정책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 합리  정책 선택이 이루어

지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 상에 체계 인 분석과 규명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이

다.   

  일례로, 분석에서 모 취업의 향이 부정 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의 아동 보유 기

혼여성의 취업 증가 추세  출산 이후 조기 복직의 증가 추세는 부정 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의 제고를 해 각종 지원 정책들의 강구가 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

다. 그 지만, 반 로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의  추세는 사회 으로 막 한 손실을 래하는 양상일 수 있기에, 이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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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부정  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련 책의 강구가 우선 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특히, 경제  수  제고를 해 가구 체의 소득활동 극 화가 요구되는 소

득층  빈곤층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 방안들을 선택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상충성에 해 체계 이고 면 한 분석이 더욱 실하지 않을 수 없다2). 

  이상과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에 한 규명이 지닌 이와 같

은 정책  함의와 련 국내 연구 성과들의 미흡에 주목하여, 한국복지 패  데이터의 1

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를 심층 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국가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여성 특히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  추세는 사회

변화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혼여성 취업은 이 과는 달리 

학령기 이 에의 상 으로 더욱 낮아진 아동 연령 에서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어 주

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이후 조기 복직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의 고용 단 기

간이 감소되는 추세 한 두드러지고 있는  역시 주목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1960년에 6세이하 아동 보유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20% 미만에 

불과하 으나, 이들의 취업률은 1980년에 47%, 1998년 68%로 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학령기 이 에의 기혼여성 취업 증 가 두드러짐을 보여 다(Baum II, 2003; 

Ruhm, 2004). 한편, 1995년도에 출산 이  취업한 여성의 66%가 출산 아동이 2세가 되

는 시 까지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Klerman & Leibowitz, 1999), 

그리고 임신  근로하 던 여성의 1/3이상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근로활동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Klerman & Leibowitz, 1990; 1994), 출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시 이 더

욱 짧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더욱 낮은 아동 연령에서의 기혼여성의 취업이 외 이기 보다는 일반

인 양상이 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아동기 모 취업이 이후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아동발달에의 모 취업의 향은 그간 경제학, 사

회학, 심리학 등의 학문분야들에서 범 하게 연구되고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 되어 왔

지만, 이론  논의에서 뿐 아니라 경험  연구들에서도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어,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취업의 부정  향을 제기하는 연구들에서는, 아동기 특히 아동발달 기에의 모

2) 1990년  반을 후로 빈곤층 복지수 자에게 근로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workfare 형태로 미국의 공공부조제도가 환되는 

변화에는, 최소한 빈곤층에게서는 모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오히려 정  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상당 수의 경험  연구결과들이 이론  토 가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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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은 아동과 모의 분리와 함께 양육시간의 감소를 야기하여, 아동발달 반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주장한다(Verropoulu & Joshi, 2009; Ruhm, 2004). 한, 

취업에 따른 스트 스의 증가(Hoffman, 1980)  아동발달에 련한 사회  자본의 감

소(Coleman, 1988) 등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미치는 모 취업의 향은 정 이기 보다

는 부정 일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정  향을 제기하는 에서는, 모 취업이 가구소득의 제고를 통해 

아동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하를 통해 부모의 심과 애정, 자원의 분산을 감소

시킴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오히려 정  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Stafford, 1987). 

물론, 모 취업은 양육시간의 감소를 래하지만, 취업활동으로 모의 심리  정서 상태

가 오히려 향상되고, 이로 인해 양육 시간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에 아동발달에 부정

이기 보다는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Parcel & Menaghan, 1994b). 한, 

모 취업은 아동기 시 에서부터 아동들에게 정 인 역할모델로 인식됨으로 인해, 아동

의 사회성 향상과 교육성취에도 정 일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Verropoulu & Joshi, 

2009).      

  한편, 경험  연구들에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모 취업의 향 한 상반되고 있다. 구

체 인 분석들에서 모 취업의 향은, 모 취업의 시 과 아동발달의 평가시 , 아동발달

의 지표 등을 달리하여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지만,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모 취업의 향

은 이론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반된다. 아동기 기에의 모 취업이 5~6세 시 에의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한, Hill et. al(2001), Waldfogel et. al(2002), 

Brooks-Gunn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1세 이하에서의 모 취업, 특히 풀타임 고용은 

아동발달에 부정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10~11세에의 아동발달을 분석한 

Ruhm(2005)의 연구에서도, 모 취업은 아동발달(인지발달 측면)에 부정  향이 큰 것

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Gregg et. al.(2005) 연구에서도 아동기 기(18개월 이 ) 모의 

풀타임 근로는 7세에 측정된 언어능력에 부정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Leibowitz(1977), Harvey(1999), Parcel & Menaghan(1994a), Greensein(1995) 등의 

연구에서 모 취업은 아동발달(인지발달)에 부정 이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어 상반된 연

구결과를 보여 다.  

  한편, 소득층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체로 모 취업의 향은 정 으로 제

시되어 주목된다(Zaslow & Emig, 1997). Reiber & Womack(1968)은 Head Start 로그

램에 참여한 소득층 아동을 상으로 모 취업의 향을 분석하 는데, 취업 모 아동의 

언어능력 수가 비취업 모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 취업의 

정  향을 보여주고 있다. Cherry & Eaton(1977) 연구에서도 모 취업의 향은 정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소득 여성가구주 가구에서 모가 취업한 아동의 신체발

달  언어발달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여성 가구주의 10~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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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으로 한 Allessandri(1992) 연구에서도, 모의 풀타임 취업이 아동의 자아존

감과 가족 계 인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학업성

취 뿐 아니라 자립의식에도 정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의 모 취업 뿐 아니라 복지수 의 이력 한 아

동발달과 련하여 주목될 필요가 있음에 근거하여, 모 취업과 복지수  이력의 다양한 

조합들의 향을 다차원 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져, 주목되고 있기도 하

다(Yoshikawa & Seidman, 2001; Neblett, 2007). 

  이상에서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모 취업의 향은 상반되어, 아

직까지도 합의된 일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행 연구들에서의 상

반된 분석결과는 데이터 혹은 분석 시  등의 차이에서 일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지

만, 구체  분석에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분석상 주요 쟁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다.   

  첫째로는 아동발달단계  어떤 시 (timing)의 모 취업을 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

라 연구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다. 곧, 학령기에의 모 취업과 학령기 이

의 발달 기에의 모 취업은 그 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에서, 어떤 시 을 기 하느

냐가 분석상 쟁 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하여 다.    

  둘째로는 모 취업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향이 달리 평가될 수 있음 역시 

주목될 필요가 있다. 곧, 취업 모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임 수 , 직무형태 등에 따라 

모의 양육 태도나 양육 환경이 향 받을 수 있기에, 모 취업을 어떤 변수로 리하여 

분석할 것인가 역시 분석상 쟁 이 된다. 

  셋째, 아동발달에의 향을 어떤 시 에의 아동발달 결과로 분석할 것인지 역시 쟁

이 되는 부분이다. 곧, 취학 후 시 에의 아동발달 결과를 기 으로 분석할 것인지(

단기  향), 아니면 학령기  청소년기의 발달양상을 기 으로 할 것인지(장기  

향), 혹은 청년기  장년기의 노동시장 지  등을 기 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모 

취업의 향은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기에, 아동발달 측정 시  역시 주목된다. 한, 아

동발달의 어떤 측면을 심으로 분석할 것인지, 곧 신체  발달(건강상태 등), 인지발달

과 학업성취도, 사회정서발달, 행동발달 등의 제반 측면 에서 어떤 지표를 심으로 

모 취업의 향을 분석할 것인지 역시 쟁 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모 

취업의 향은 아동발달 역에 따라 그 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발달의 어

떤 측면을 분석할 것인지가 분석상 주요 쟁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다.  

  넷째, 분석 상 아동의 유형 역시 쟁 이 되는 부분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모 취업의 

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한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

나, 분석 상 아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역시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쟁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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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련 변수들의 통제 한 주목되는 측면이다. 련 연구들에서는 취업 모와 

비취업 모가 특성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분석모델에서 이들 요인이 

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 아동발달의 차이는 취업 효과이기 보다는 취업 모의 비 측 

특성과 기질의 향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련되는 취업  비취업 

모 특성의 한 통제 역시 분석상 쟁 으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서구의 선행 연구들의 동향과 쟁  등을 참조로, 한

국사회에서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를 한국복지패  데이터의 1차년도 조사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들을 통해 아동발달에 모 취업이 미치는 향이 일부분 분석되

기도 하 지만(정태인․유홍 , 2002; 이정환, 2002: 이 주, 1999; 김일 , 2006; 김

주․이병훈, 2006; 2007), 데이타 미흡 등의 분석상 제약과 분석 내용의 미흡으로 인해, 

모 취업의 향이 충분하게 규명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곧, 련 종단 데이터의 

축 이 미흡한 계로, 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시 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그

칠 뿐이고, 분석 상도 주로 취학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기에의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장기  향은 분석되지를 못하고 있다. 한편, 분석내용에

서도 모 취업의 향은 체로 취업 여부만으로 분석될 뿐이어서,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에 따른 모 취업의 향은 악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발달의 

측면 한 주로 학업성 만을 심으로 분석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  발달, 사회성 

발달, 행동 발달 등의 비학업  측면에서의 향은 반 으로 규명되지를 않고 있는 상

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 연구들의 한계들을 참조하여, 한국복지패 조사자료  1

차년도 가구  가구원 데이터와 아동에 한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에

서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국내에는 아직까

지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을 종단 으로 분석하기에 합한 데이터 구축이 

미흡한 계로, 본 연구 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모 취업의 장기  향을 분석

하기 어렵다는 에서 주요한 한계를 지니기는 하다. 그 지만, 한국복지패 조사에 포

함된 다양한 자료들을 극 활용하여, 선행 연구의 한계를 최 한 극복하여,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데이터에 포함된 아동발달의 제반 측면들에 한 자료를 극 활용하여, 기

존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모 취업의 향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심리정서  발달, 행

동  발달의 측면에서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직업 보유 여부만으로 모 취업의 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임

, 근로시간, 취업지  등에 따른 다양한 취업 형태의 향을 포 으로 분석,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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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모의 취업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취업기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는, 기존 연구들이 체로 아동 특성  가구 특성에 따른 모 취업의 향에의 

차이를 분석에 극 고려하지 못하 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  집단별(아동 의 

성별, 소득계층(빈곤-비빈곤), 가족형태(일반가구-한부모가구)) 분석을 통해, 모 취업의 

향을 다각도로 분석,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그 지만, 본 연구 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단일 년도의 데이터만을 활용하기

에, 분석결과가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보다는 오히려 두 변수들

의 련성을 검증한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 결과는 제한 인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는 종단 데이터의 구축을 토 로 후속 연구에서 

극복하여야 할 과제라 평가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사회복지연구소가 

산출한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는 가구  가구

원의 가구  개인 특성, 소득과 경제활동, 복지욕구 등의 정보들을 수집하기 해, 국

을 표하여 표집된 가구  가구원을 상으로 2006년도 이후 매년 추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 하는 종단 데이터이다. 한편,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는 주요 인구집단들의 

실태와 복지 욕구에 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해 부가 조사를 일정 기간을 주기

로 실시하는데, 2006년도 1차년도에는 아동에 한 부가조사가 수행되었다. 아동 부가 

조사 자료에는 아동의 발달상태에 한 범 한 자료가 수집되어, 가구  가구원 조사 

자료와 결합할 경우, 본 연구의 연구문제(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분석에 

합할 것으로 단되는 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조사 1차년도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지만,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아동부가조사는 재까지 1차

년도에만 수행되어, 아동발달에 한 종단  자료가 부재하고, 조사 상이 등학교 4~6

학년에 재학 인 아동에 국한된 계로,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을, 장기

으로 한 인과 계에 입각한 련성을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은, 데이터에서 

기인되는 본 연구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

  한국복지패 의 1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용 설문지, 가구원용 설문지 응답은 7,072가구, 

14,469명, 아동용 설문지 응답은 759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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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모 취업의 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분석에는 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사례들이 제외되고3) 두 자녀 이상이 응답한 사례는 첫째 자녀만을 분석

에 포함시킨 계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596가구로 나타났다.     

2. 변수 구성  측정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아동발달에의 모 취업의 향”)의 실증 분석을 한 주

요 변수들의 구성  측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구성과 측정 

   구 분     분 류                   하  변수  변수 측정

    독립

    변수
   모 취업  

   ▷ 취업여부 : 해당 기간 주 경제활동 상태의 응답치로 취업여부 측정

               (취업 -> 임 근로자, 자 업/고용주, 무 가족종사자) / (미취업)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측정   

   ▷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으로 측정 

   ▷ 고용형태 : 고용주/자 업, 상용직, 임시일용직로 재분류하여 용 

   ▷ 아동기 취업경력 : 아동연령을 기 으로, 출산 이후 취업년수 합산

    종속

    변수
   아동발달

a
 

   ▷ 학교 응 : 학교생활 응 측정 변수 --> 9개 문항(4  척도 )구성 (평균치 용) 

   ▷ 학업성  : 학업성취도 측정 변수 --> 국어, 수학, 어성 (5  척도) (평균치 용)

   ▷ 우울/불안 : 정서발달 측정 변수 --> 13개 문항(3  척도) 구성 (평균치 용)

   ▷ 주의집  : 정서발달 측정 변수 --> 11개 문항(3  척도) 구성 (평균치 용)

   ▷ 축 : 정서발달 측정 변수 --> 9개 문항(3  척도) 구성 (평균치 용)

   ▷ 공격성 : 사회성 발달 변수 --> 19개 문항(3  척도) 구성 (평균치 용)

   ▷ 자존감 : 정 인 자아인식 측정 변수 --> 13개 문항(4  척도) 구성 (평균치 용) 

   ▷ 비행 : 문제행동 성향 측정 변수 --> 12개 문항(3  척도) 구성 (평균치 용)

    통제

    변수

  아동특성
   ▷ 성별 -> 남성(1), 여성(2)           ▷ 학년 -> 4학년, 5학년, 6학년       

   ▷ 형제자매 보유 -> 있음(1), 없음(0)

   모 특성
   ▷ 연령 --> 만 연령    

   ▷ 학력 -> 졸이하(1), 고졸(2), 문  이상(3)   

  가구특성

   ▷ 가족형태  --> 일반가구, 모자가구

   ▷ 가구소득 --> 년 총 소득 (경상소득)

   ▷ 빈곤지  --> 빈곤선 100%, 150% 용 (빈곤, 차상 , 비빈곤)  

   ▷ 가구원 수 --> 가구 거주 가구원 총 수 

   ▷ 요보호 아동 수 --> 18세 이하 부양 아동 수

   ▷ 사교육비 --> 해당 아동에 한 월 평균 사교육비  

   ▷ 거주지역  --> 도시(1), 소도시(2), 군 지역(3)  

a. 아동발달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  .623, 학업성  .689, 우울/불안 .816, 주의집  .781,

   축 .771, 공격성 .841, 자존감 .690, 비행 .758로 나타나, 척도 활용에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3) 가구 데이터에서 가구주  배우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 는데, 이는 조사 상 아동이 등학교 4~6

학년이라는 을 감안하면 이들 가구는 아동이 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추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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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5.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 다. 연구 분석에서는 모 취

업의 향 분석에 앞서, 먼  모 취업 가구와 미취업 가구의 특성 차이들을 Chi-Square 

 T 검증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모 취업의 구체  양상에 따른 아동발달 양상에의 

차이를 One-Way ANOVA  T-test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아동발달에의 모 취업의 향”에 한 분석은 아동발달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모 취업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OLS 회귀분석 모델을 용

하여 분석하 다.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모 취업의 향 분석은 련 변수들의 통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 련 요인들로 

지 되는 아동 특성  모 특성, 가구 특성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분석에서의 모 취업의 향은 모 취업 여부 뿐 아니라 취업 형태와 근로조건 등의 취업 

양상 련 변수들을 개별   체  투입으로 투입하여 분석함을 통해, 모 취업의 

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 다. 

IV. 분석 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모 취업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 아래 <표 2>는 

련 변수들을 기술통계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 모가 취업하고 있는 가구는 253

가구로 체의 44.7%, 비취업 가구는 343가구로 55.3%으로 확인되었으며, 모 취업 가구

와 비취업 가구의 일부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 분석 상의 가족형태는 일반가구가 94.0%, 모자가구가 6.0%인 것으로 나타났지

만, 모 취업 여부에 따른 가족형태 분포를 분석한 결과, 모자가구의 비율은 모 취업 가

구에서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자 가구의 경우 모의 취업이 주된 가구 소

득원일 수 밖에 없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 보인다. 

  조사 상 가구의 년 가구 소득액은 평균 3,4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소득액

은  모 취업 가구(3,714만원)가 비취업 가구(3,297만원)에 비해 400여만원 정도 높게 분

석되어, 모 취업이 가구의 경제  수 을 제고함에 있어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

여 다. 

  한편, 빈곤지 별 분포에서는,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빈곤  소득가구 분포의 차이

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구 빈곤 지 와 모 취업간 유의미한 련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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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었다. 

  거주 지역 분포에서는 가구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 

취업 가구는 비취업 가구에 비해 도시  소도시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가구원 수  18세 이하 요보호 자녀 수, 형제자매 보유 등에서는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모 학력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취업 모에서 졸(

문 )이상 고학력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으로 검증되었다. 모 연령에서도, 취업 모의 평균 연령은 39.2세, 비취업 모의 평균 연령

은 38.7세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변 수  체(N=569) 모 취업 가구(N=253) 모 비취업 가구(N=343)

  가족형태***        

    일반가구 560(94.0%) 223(88.1%) 337(98.3%)

    모자가구   36(6.0%) 30(11.9%) 6(1.7%)

  가구소득(년)(만원)+ 3474.71(2470.56) 3714.61(2884.61) 3297.76(2100.88)

  빈곤지   

    PL100%이하(빈곤) 72(12.1%) 31(12.3%) 41(12.0%)

    PL100~150%(차상 ) 120(20.1%) 44(17.4%) 76(22.2%)

    PL151%이상(일반) 404(67.8%) 178(70.4%) 226(65.9%)

  거주지역*

    도시 272(45.6%) 123(48.6%) 149(43.4%)

    소도시 243(40.8%) 108(42.7%) 135(39.4%)

    군 지역   81(13.6%) 22(8.7%) 59(17.2%)

  가구원 수 4.2 (0.79) 4.15 (0.83) 4.24 (0.75)

  요보호 아동 수 2.1 (0.57) 2.12 (0.55) 2.10 (0.58)

  모 학력

    졸 이하 85(14.3%) 32(12.6%) 53(15.5%)

    고졸(퇴) 380(63.8%) 156(61.7%) 224(65.3%)

    문  이상  131(22.0%) 65(25.7%) 66(19.2%)

  모의 연령 38.97(4.23) 39.2(4.11) 38.7(4.31)

  아동의 성별

    남성 272(45.6%) 114(45.1%) 158(46.1%)

    여성   324(54.4%) 139(54.9%) 185(53.9%)

  아동의 학년*

    4학년 188(31.5%) 66(26.1%) 122(35.6%)

    5학년 191(32.0%) 80(31.6%) 111(32.4%)

    6학년 217(36.4%) 108(42.3%) 110(32.1%)

  아동 사교육비 35.73 (35.09) 36.32 (32.35) 35.30 (37.01)

  형제자매 보유

    있음 536(89.9%) 20(7.9%) 40(11.7%)

    없음 60(10.1%) 233(92.1%) 303(88.3%)

  아동발달 양상

    학교 응 2.48 (0.31) 2.48 (0.30) 2.49 (0.33)

    학업성 3.50 (0.87) 3.44 (0.82) 3.55 (0.91)

    우울/불안 1.31 (0.30) 1.31 (0.32) 1.31 (0.28)

    주의집 1.36 (0.31) 1.36 (0.31) 1.37 (0.32)

    축 1.31 (0.33) 1.30 (0.34) 1.31 (0.32)

    자존감 2.40 (0.21) 2.39 (0.20) 2.40 (0.22)

    공격성 1.22 (0.22) 1.22 (0.21) 1.21 (0.23)

    비행성향    1.09 (0.12) 1.09 (0.10) 1.10 (0.13)

+p<.10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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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동 특성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 성별 분포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만, 아동의 학년별 분포에서는 통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모 취업 가구의 아동이 상 으로 고학년으로 나타

나, 아동 연령에 따른 양육 부담의 차이가 모 취업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여 

다.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 액수는, 체 평균 35.73만원, 모 취업 가구 36.32만원, 모 비

취업 가구 35.30만원으로,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 사교육비 액수에의 차이는 거의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모 취업에 따른 가구소득의 증가가 아동에 한 

투자 증 를 야기하여 아동발달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나, 월 사교육비 액

수의 분석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끝으로, 아동발달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 취업 가구와 비취업 가구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취업 가구의 아동이 취업 가구의 아동에 비해 상 으로 학교 응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반면 정서발달(주의집 , 축)  행동발달(비행) 등에서는 

더 문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모 취업은 취업지   근로소득, 근로시간, 취업경력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에,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발달치 분포에 한 단순한 비교 분석만으로 모 취업의 

향을 평가하는 것은 합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

에는 다양한 가족  모, 아동 특성들이 하게 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이원 분석결과만으로 모 취업의 향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후에는 모 취업

의 다양한 측면들과 련하여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회귀분

석 모델을 활용하여 모 취업의 실제  향을 분석, 평가고자 한다.    

2. 모 취업 양상과 아동발달 

  모 취업의 구체  양상과 아동발달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여기에서는 취업지 , 

근로시간, 근로소득, 취업경력 등의 변수들을 심으로 모 취업의 질  측면에 따라 아

동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아래 <표 3>과 <표 4>는 이의 분석결과

로, 분석결과에서는 모 취업 여부와는 달리, 아동발달이 모 취업의 구체  양상과 일부

분 유의미한 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표에 나타난 분석결과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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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 취업 양상과 아동발달(1)  

변 수 빈도(%) 학교 응   성 자존감 비행

 취업상태   

     취  업    253(42.5%) 2.48 (0.30) 3.44 (0.82) 2.39 (0.20) 1.09 (0.10)

     미취업   343(57.5%) 2.49 (0.33) 3.55 (0.91) 2.40 (0.22) 1.10 (0.13)

 고용형태 (**)

   상용직 64(25.3%) 2.509 (0.268) 3.557 (0.742) 2.389 (0.179) 1.078 (0.103) 

   임시일용 등 150(59.3%) 2.471 (0.315) 3.421 (0.871) 2.375 (0.210) 1.095 (0.110)  

   고용주&자 자 39(15.4%) 2.479 (0.301)  3.350 (0.741)  2.489 (0.185)  1.105 (0.116)  

주당 근로시간a (+)

   40시간이상 157(62.3%) 2.491 (0.322)  3.517 (0.813) 2.402 (0.216) 1.103 (0.129)

   40시간미만 95(37.7%) 2.494 (0.318) 3.522 (0.801) 2.386 (0.182) 1.091 (0.112)

 근로소득(년)b

  600만원 미만 167(66.3%) 2.486 (0.305)  3.440 (0.785)  2.381 (0.215)  1.100 (0.116)  

  600~1,200만원 미만 46(18.3%) 2.435 (0.333) 3.333 (0.919) 2.415 (0.161) 1.089 (0.103) 

  1,200~2,400만원 미만 23(9.1%) 2.512 (0.248) 3.348 (0.775) 2.438 (0.205) 1.043 (0.061) 

  2,400만원 이상 16(6.3%) 2.528 (0.231) 3.958 (0.833) 2.447 (0.157) 1.089 (0.103) 

 아동기 취업년수c

   0년 375(62.9%) 2.497 (0.336) 3.563 (0.892) 2.409 (0.219) 1.098 (0.130)

   1~2년 71(11.9%) 2.461 (0.272)  3.543 (0.873)  2.362 (0.211)  1.100 (0.127)  

   3~5년 70(11.7%) 2.496 (0.286) 3.406 (0.810) 2.406 (0.187) 1.091 (0.098) 

   6년이상 80(13.4%) 2.447 (0.307) 3.403 (0.871) 2.407 (0.222) 1.104 (0.125) 

 3세이하 취업경력

   있 음 57(9.7%) 2.441 (0.301) 3.339 (0.869) 2.418 (0.177) 1.089 (0.111) 

   없 음 530(90.3%) 2.491 (0.322)  3.526 (0.879)  2.401 (0.219)  1.101 (0.125)  

+p<.10  * p<.05  **p<.01  *** p<.001 

a. 평균 43.46시간, 표 편차 22.50, 최소 16시간, 최  119시간. 

b. 평균 1366.95만원, 표 편차 1188.92, 최소 4만원, 최  5760만원.

c. 평균 3.04년, 표 편차 3.48, 최소 0, 최  13년. 

<표 4> 모 취업 양상과 아동발달(2)  

변 수 빈도(%) 우울/불안 주의집 축 공격성

 취업상태   

     취  업    253(42.5%) 1.31 (0.32) 1.36 (0.31) 1.30 (0.34) 1.22 (0.21)

     미취업   343(57.5%) 1.31 (0.28) 1.37 (0.32) 1.31 (0.32) 1.21 (0.23)

 고용형태

   상용직 64(25.3%) 1.317 (0.324) 1.355 (0.354) 1.319 (0.395) 1.199 (0.205) 

   임시일용 등 150(59.3%) 1.306 (0.326)  1.347 (0.292)  1.280 (0.332)  1.232 (0.212)  

   고용주&자 39(15.4%) 1.357 (0.313)  1.422 (0.339)  1.376 (0.312)  1.267 (0.225)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157(62.3%) 1.307 (0.307) 1.364 (0.314) 1.320 (0.344) 1.234 (0.222)

   40시간 미만 95(37.7%) 1.332 (0.348) 1.355 (0.319) 1.278 (0.350) 1.219 (0.195) 

 근로소득(년) (+) (**)

  600만원 미만 167(66.3%) 1.348 (0.345) 1.394 (0.332)  1.325 (0.362)  1.257 (0.219)  

  600~1,200만원 미만 46(18.3%) 1.259 (0.258) 1.330 (0.290) 1.244 (0.250) 1.199 (0.205) 

  1,200~2,400만원 미만 23(9.1%) 1.268 (0.331) 1.229 (0.216) 1.222 (0.255) 1.115 (0.123) 

  2,400만원 이상 16(6.3%) 1.226 (0.185) 1.290 (0.290) 1.389 (0.489) 1.183 (0.209) 

 아동기 취업년수 (*)

   0년 375(62.9%) 1.305 (0.304) 1.365 (0.322) 1.300 (0.325) 2.218 (0.225)

   1~2년 71(11.9%) 1.350 (0.326)  1.422 (0.329)  1.416 (0.457)  1.222 (0.223)  

   3~5년 70(11.7%) 1.320 (0.273) 1.365 (0.265) 1.288 (0.254) 1.232 (0.211) 

   6년이상 80(13.4%) 1.320 (0.284) 1.347 (0.338) 1.278 (0.303) 1.219 (0.239) 

 3세이하 취업경력

   있 음 57(9.7%) 1.319 (0.252) 1.378 (0.317) 1.300 (0.323) 1.209 (0.210) 

   없 음 530(90.3%) 1.314 (0.306)  1.369 (0.319)  1.311 (0.337)  1.224 (0.225)  

+p<.10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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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 고용지 를 기 으로 모 취업의 양상을 살펴보면, 임시일용직이 59.3%, 상용직이 

25.3%, 고용주  자 업이 15.4%로 나타나, 모 취업의 2/3가 임시일용직의 형태로 나타

났다. 한편, 모의 고용 형태를 기 으로 아동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을 제외

하고 부분의 아동발달 측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아동의 자존감은 모의 고용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검증되었는데, 취업 지 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존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 취업 지 가 아동의 자존감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근로시간에 따른 모 취업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주당 평균 40시간 미만의 부분 

취업이 37.7%, 40시간 이상의 일제 취업이 62.3%로, 모 취업의 2/3는 주 40시간 이상

의 일제 취업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모의 근로시간에 따른 아동발달 

양상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아동발달 양상 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소득을 기 으로 모의 취업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년 600만원(월 50만원)미

만이 66.3%, 년 600~1200만원(월 50~100만원)미만이 18.3%, 년 1200만원(월 100만원)이상

이 15.4%로, 취업 모의 2/3가 월 5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근로소득 수 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주의집 , 공격성 등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모의 근로소득이 높을

수록 주의분산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 취업이 아동발달의 일부 측면에 

정 인 향을 미침을 보여 다. 반면, 학교 응, 성 , 자존감, 비행, 우울/불안 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취업 모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체로 이들 측면에서도 정 인 아동발달을 보이는 계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음, 해당 아동의 아동기에의 모 취업 년수를 분석한 결과, 체의 2/3는  취업경

력을 보유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2년의 취업경력 11.9%, 3~5년의 취업경력 

11.7%, 6년이상의 취업경력도 13.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기 취업 경

력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축을 제외한 여타 변수들에서는 매

우 미미한 차이만이 확인되었다. 그 지만, 축은 취업경력과 체로 부 (-) 상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에의 모 취업경력이 아동의 축 성향을 감소시키는 정

 향이 있음을 보여 다.  

  일반 으로, 아동발달 단계에서 3세까지의 기간은 아동발달 요소들의 형성이 반 으

로 이루어지고, 이에 의거하여 이후 발달양상들이 주요하게 규정된다는 에서는 매우 

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의 취업력 자료를 활용

하여 3세 이하의 취업경력을 산출하 는데, 조사 상자의 10% 정도가 이 기간에 취업경

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3세 이하 취업 경력에 따른 아동발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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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발달의 제 측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논의에서와는 달리, 아동발달 기에의 취업경험이 취학 이후의 아동발달 상태와 뚜렷한 

상 성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3.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본 에서는 앞서 분석에서 모 취업과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발

달 변수, 곧 학업성취도, 자존감, 축, 공격성 등의 변수를 심으로, 회귀분석 모델을 

용하여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실제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아래 <표 5>

는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모 취업이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로, 분석결과에서는 모 취

업 변수가 련 주요 변수들의 통제에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표 5> 모 취업이 아동의 학업성취도(학업성 )에 미치는 향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2.971 3.126*** 3.129*** 3.143*** 2.944*** 

아동 성별 0.048 0.027 0.051 0.029 0.053 0.030 0.053 0.030 0.045 0.025 

아동 학년 0.007 0.007 -0.006 -0.005 0.003 0.002 0.001 0.001 0.003 0.003 

형제자매 보유 -0.067 -0.023 -0.063 -0.022 -0.055 -0.019 -0.058 -0.020 -0.070 -0.024 

모 연령 0.007 0.036 0.004 0.019 0.006 0.028 0.005 0.025 0.006 0.030 

모 학력
(고졸)

졸이하 -0.385** -0.137 -0.369** -0.131 -0.373** -0.133 -0.364** -0.129 -0.386** -0.137 

문 이상 0.285** 0.135 0.267** 0.127 0.267** 0.127 0.271 ** 0.129 0.283** 0.134 

가구소득 3.3E-05+ 0.092 2.08E-05 0.058 2.86E-05 0.080 2.72E-05 0.076 2.76E-05 0.077 

가족형태 0.006 0.002 0.111 0.030 0.024 0.007 0.057 0.016 0.056 0.015 

가구원 수 -0.037 -0.033 -0.040 -0.036 -0.038 -0.035 -0.042 -0.038 -0.035 -0.032 

사교육비 0.003** 0.125 0.003** 0.130 0.003** 0.128 0.003** 0.128 0.003** 0.125 

거주지

( 소)

도시 0.169* 0.096 0.167* 0.095 0.174* 0.099 0.166* 0.094 0.167* 0.095 

군단 0.184+ 0.071 0.216* 0.084 0.208+ 0.081 0.204+ 0.079 0.193+ 0.075 

고용
지

(임시)

상용직 -0.056 -0.020 -0.068 -0.024 

고용주/자 -0.258+ -0.073 -0.262 -0.074 

미취업 0.129 0.073 0.144 0.082 

근로소득 6.3E-05** 0.109 5.89E-05* 0.102 

근로시간 -0.002 -0.058 0.001 0.017 

출산 후 취업기간 -0.006 -0.028 0.003 0.013 

R² 0.124 0.122 0.113 0.111 0.135

adjusted R² 0.101 0.102 0.093 0.091 0.107

F 5.388*** 6.090*** 5.623*** 5.490*** 4.902***

+p<.10  * p<.05  **p<.01  *** p<.001 

  특히, <모델 2>에서의 모의 근로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어, 근로소득이 높은 형태의 모 취업은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에 정 으로 작용함을 시사하여 다. 모 근로소득의 정  향은 아동의 학업 활동 

지원에 한 극  투자에서 일부분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의 고소

득 취업활동이 아동들에게 성취동기 등을 고취하는 역할모델로 작용한데서 비롯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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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정되기도 한다. 특히, 사교육비를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된 모 근로소득의 정  

향은, 모 취업이 경제  측면 뿐 아니라 심리  측면을 매개로 아동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시사하여 다. 

  한편, 여타 모 취업 변수들은 아동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모의 근로시간이 아동과 지내는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에

서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출산 

이후 기간에의 모 취업경력 역시 아동발달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반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측면 역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일부 논의들에서 지 된 바와 같이, 아동발달단계의 경과에 

따른 모 취업의 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상쇄된데서 비롯한 결과가 아닐까 추정된

다.  

<표 6> 모 취업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향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2.474*** 2.470*** 2.472*** 2.471*** 2.475*** 

아동 성별 -0.040* -0.092 -0.039* -0.090 -0.039* -0.090 -0.039* -0.090 -0.040* -0.093 

아동 학년 -0.024* -0.093 -0.025* -0.095 -0.025* -0.096 -0.024* -0.093 -0.024* -0.092 

형제자매 보유 -0.012 -0.017 -0.022 -0.030 -0.022 -0.030 -0.021 -0.030 -0.012 -0.017 

모의 연령 0.003 0.050 0.003 0.052 0.003 0.053 0.003 0.054 0.002 0.047 

모 학력
(고졸)

졸이하 -0.027 -0.039 -0.029 -0.042 -0.030 -0.043 -0.029 -0.042 -0.025 -0.036 

문 이상 0.023 0.044 0.027 0.053 0.027 0.053 0.028 0.053 0.023 0.045 

가구소득 2.96E-06 0.034 2.38E-06 0.027 2.68E-06 0.030 2.96E-06 0.034 2.50E-06 0.028 

가족형태 0.022 0.025 0.028 0.031 0.027 0.030 0.023 0.026 0.025 0.028 

가구원 수 -0.017 -0.064 -0.014 -0.054 -0.015 -0.056 -0.015 -0.054 -0.017 -0.063 

사교육비 3.55E-04 0.057 3.63E-04 0.059 3.74E-04 0.060 3.63E-04 0.059 3.43E-04 0.056 

거주지

( 소)

도시 -0.004 -0.009 -0.004 -0.010 -0.004 -0.010 -0.005 -0.011 -0.006 -0.013 

군단 0.005 0.008 0.010 0.016 0.008 0.013 0.009 0.014 0.007 0.012 

고용
지

(임시)

상용직 -0.016 -0.024 -0.015 -0.022 

고용주/자 0.084* 0.097 0.087* 0.100 

미취업 0.013 0.029 0.011 0.026 

근로소득 5.79E-06 0.041 6.44E-06 0.045 

근로시간 1.09E-04 0.014 4.69E-05 0.006 

출산 후 취업기간 -0.001 -0.010 -0.001 -0.020 

R² 0.050 0.042 0.040 0.040 0.044

adjusted R² 0.025 0.020 0.018 0.018 0.015

F 2.000* 1.917* 1.849* 1.845* 1.539+

+p<.10  * p<.05  **p<.01  *** p<.001   

  다음, 의 <표 6>의 분석결과는 모 취업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로, 모 취업이 아동의 자존감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흥미롭

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모 취업 변수들  모 취업지 에서의 유의미한 향이 확인되

는데, 모 취업 지 가 상 으로 높은 경우(고용주  자 자)에서 아동의 자존감이 유

의미하게 높음을 보여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거하면, 모의 취업활동은 단순히 소



- 410 -

득 증 라는 경제 인 의미만을 지니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의미있는 역할모델로 인식됨

으로써 자녀의 심리발달에도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7> 모 취업이 아동의 축에 미치는 향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1.108*** 1.127*** 1.123*** 1.123*** 1.110*** 

아동성별 -0.004 -0.007 -0.005 -0.007 -0.005 -0.008 -0.005 -0.008 -0.004 -0.005 

아동학년 0.019 0.048 0.020 0.049 0.020 0.049 0.020 0.048 0.020 0.049 

형제자매 보유 0.120* 0.107 0.107* 0.096 0.107* 0.096 0.106* 0.095 0.120* 0.108 

모 연령 0.001 0.009 0.001 0.011 0.001 0.007 0.001 0.007 0.001 0.013 

모 학력
(고졸)

졸이하 0.028 0.026 0.023 0.021 0.024 0.022 0.023 0.021 0.026 0.025 

문 이상 -0.008 -0.009 -0.003 -0.004 -0.004 -0.005 -0.004 -0.005 -0.008 -0.010 

가구소득 -7.54E-07 -0.005 1.29E-06 0.009 1.48E-07 0.001 6.321E-08 0.0005 3.88E-07 0.003 

가족형태 0.016 0.011 0.016 0.012 0.025 0.018 0.026 0.019 0.006 0.004 

가구원 수 -0.022 -0.052 -0.019 -0.046 -0.018 -0.043 -0.018 -0.044 -0.023 -0.053 

사교육비 0.001 0.054 0.001 0.060 0.001 0.059 0.001 0.060 0.001 0.055 

거주지

( 소)

도시 -0.001 -0.002 -4.37E-05 0.000 -0.001 -0.002 -0.001 -0.001 4.20E-04 0.001 

군단 0.010 0.010 0.011 0.011 0.014 0.015 0.014 0.014 0.007 0.007 

고용
지

(임시)

상용직 0.026 0.024 0.026 0.025 

고용주/자 0.102+ 0.076 0.101 0.075 

미취업 0.035 0.053 0.035 0.052 

근로소득 -1.45E-05 -0.065 -1.39E-05 -0.063 

근로시간 -8.18E-06 -0.001 1.20E-04 -0.010 

출산 후 취업기간 3.320E-04 0.004 0.001 0.007 

R² 0.020 0.019 0.015 0.015 0.024

adjusted R² 0.005 0.003 0.007 0.007 0.007

F 0.790 0.869 0.682 0.682 0.782

+p<.10  * p<.05  **p<.01  *** p<.001 

<표 8> 모 취업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향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1.256*** 1.237*** 1.234*** 1.232*** 1.256 

아동성별 0.019 0.043 0.022 0.048 0.021 0.047 0.021 0.047 0.020 0.045 

아동학년 -0.003 -0.012 -0.003 -0.009 -0.004 -0.015 -0.003 -0.013 -0.003 -0.010 

형제자매 보유 0.033 0.044 0.031 0.042 0.029 0.040 0.030 0.040 0.033 0.044 

모의 연령 -0.002 -0.044 -0.002 -0.029 -0.002 -0.037 -0.002 -0.035 -0.002 -0.038 

모 학력
(고졸)

졸이하 -0.007 -0.010 -0.009 -0.013 -0.008 -0.012 -0.009 -0.013 -0.008 -0.011 

문 이상 -0.053* -0.098 -0.049* -0.092 -0.049 -0.092 -0.050* -0.093 -0.052* -0.096 

가구소득 3.521E-06 0.039 4.73E-06 0.052 2.85E-06 0.031 3.15E-06 0.034 5.01E-06 0.055 

가족형태 0.045 0.048 0.027 0.029 0.045 0.049 0.039 0.042 0.036 0.039 

가구원 수 -0.002 -0.009 -0.002 -0.008 -0.002 -0.007 -0.001 -0.005 -0.004 -0.013 

사교육비 4.32E-05 0.007 2.47E-05 0.004 2.83E-05 0.004 2.42E-05 0.004 4.82E-05 0.008 

거주지

( 소)

도시 0.012 0.027 0.013 0.030 0.011 0.026 0.012 0.028 0.013 0.028 

군단 0.041 0.063 0.037 0.056 0.040 0.062 0.041 0.063 0.035 0.054 

고용
지

(임시)

상용직 -0.031 -0.044 -0.034 -0.047 

고용주/자 0.047 0.052 0.036 0.041 

미취업 -0.016 -0.036 -0.011 -0.025 

근로소득 -1.79E-05** -0.122 -1.754E-05** -0.119 

근로시간 2.94E-04 0.036 2.09E-04 0.026 

출산 후 취업기간 0.001 0.012 5.0E-03 -0.009 

R² 0.025 0.033 0.020 0.019 0.039

adjusted R² 0.0003 0.011 0.002 0.003 0.008

F 0.985 1.519 0.917 0.867 1.275

+ p<.10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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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 <표 7>과 <표 8>은 아동의 심리  축과 공격성에 미치는 모 취업의 

향을 분석한 결과들이다. 분석결과에서는 아동의 심리  축에는 모 취업이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격성에는 모 취업이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정  

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곧, 공격성에 한 분석결과에서는 모의 근로소

득의 부 (-) 향이 나타나, 모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아지는 계

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모의 근로소득에 기반한 아동발달 환경에의 개선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업성취도, 자존감, 축, 공격성 등의 아동발달 측면에서의 모 취

업의 향에 한 분석결과들에 의거하면, 모 취업은 아동발달에 체로 부정 이지 않

는 것으로, 오히려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이다. 곧,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자존감 

향상과 공격성 감소 등 인성발달에도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곧, 모의 취업과 아동발달이 상충 이지 않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오히려 모 취업이 

경제 으로 뿐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정 이란느 에서, 우리사회 일각에서

의 모 취업에 한 부정  편견과 선입견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 지만, 이와 같은 모 취업의 정  향이 단순히 취업 여부가 아니라 근로소득 

 취업지 가 상 으로 높은 형태의 취업에서 발생되고 있음에 의거하면, 모 취업의 

정  향은 일부 직업에 국한된 양상일 수 있음 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에 비추어 보면, 기혼 여성의 취업 제고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장내 지   근로 

조건의 개선에도 정책  심이 극 부수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4. 아동  가구 특성에 따른 모 취업의 향 차이  

  서구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발달에 미치는 모 취업의 향은 아동의 성별  가구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모 취업 향

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아동  가구 특성별로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아래 <표 9>, <표 10>, <표11>은 아동의 성별, 가구 빈곤지

, 가족형태별로 모 취업의 향을 분석한 결과로, 분석결과에서는 모 취업의 향이 

아동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분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먼  아동의 성별과 련하여(아래 <표 9>), 모 취업은 학업성취에는 유사한 양상을 

미치지만, 자존감  정서발달의 측면에는 그 향이 일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학업성취도의 경우는 모의 근로소득이 아동의 성별과 무 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존감  정서발달에 모 취업 변수들의 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남학생의 경우 심리  축에 모 취업 지 의 유의미한 향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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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자존감  공격성에 모 취업 지   근로소득의 정 (+)인 

향이 확인되어, 상 으로 모 취업의 향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보다 민감

함을 보여 다.  서구 일부 연구들에서는 모 취업이 가사부담의 리로 인해 여아들에게 

특히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여아

들에게 보다 큰 정 인 향만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부모

의 자녀에 한 높은 교육열로 인해, 가사부담이 아동에게 가되기 보다는 취업 모 스

스로가 담당하는 성향이 높은데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한편, 소득계층에 따른 모 취업의 향 역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곧 아

래 <표 10>의 분석결과는 빈곤층 보다는 비빈곤층 가구에서 모 취업이 주요하게 향

을 미치고 있음을 체로 보여 다. 일례로, 모의 근로소득과 취업지 는 비빈곤층 아동

의 자존감 발달  공격성 감소에는 정  향을 미치는 반면, 빈곤층에서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에 따라 모 취업의 향이 상이함을 보여 다. 

한편, 학업성취도에 한 향에서도, 빈곤층과는 달리 비빈곤층에서는 모의 미취업이 

오히려 학업성취도에 정  것으로 나타나, 모 취업의 향에의 계층간 차이를 두드러

지게 보여 다. 이상과 같은 소득계층에 따른 모 취업 변수들의 향 차이에는, 경제  

수 의 차이와 함께 모 취업 양상(취업지 와 근로소득 등)에서의 계층  분포 등이 반

된 결과가 아닐까 추정된다.  

  끝으로, 아래 <표 11>분석결과에서는 모 취업의 향은 가구형태별로도 일부분 상이

함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취업지 와 근로소득 등의 모 취업변수들은 일반 가구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발달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모자 가구에

서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된다. 모자가구 보다는 일반가구

에서 모 취업 효과가 두드러지는 데에는, 모자 가구의 경우 모 취업 양상의 집단내 편차

(variation)가 상 으로 미미한데서 비롯된 것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된다. 그 지

만,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모자 가구 사례 수가 매우 은 편임을 감안하면, 모자 가구

에서 모 취업의 향이 부재한 것으로 결론내리기는 곤란하며, 이에 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수의 모자가구들이 포함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엄 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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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요약  함의

  아동기에의 모 취업은 빈곤, 부모의 실직,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생활사 만큼이나 아동

발달에 주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사일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

동발달에 모 취업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

에서는 한국복지패  데이터  2006년도 1차년도 가구  가구원 데이터와 아동부가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분석모델에서는 모 취업 변수를 취업 여부 뿐 아니라 취업지

, 근로소득, 근로시간, 해당 아동의 아동기 취업경력 등을 포 하여 설정함으로써, 모 

취업과 아동발달의 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아동발달의 측면 한 학

업성취도 이외에도 우울/불안, 주의집 , 축, 공격성, 자존감, 비행 등을 종속변수로 설

정함으로써, 아동발달의 다양한 측면에서 모 취업의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와 더

불어, 아동의 성별, 소득계층별, 가족형태별 분석을 통해, 모 취업의 향이 가구  아

동 특성에 따라 상이한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 다.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연구결과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 취업이 체로 학령기 아동의 아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

치기 보다는 오히려 정 인 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 국가들의 선행 연

구들에서 아동기에의 모 취업의 향은 이론 으로 뿐 아니라 경험 으로 상반되게 평

가되는데 반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모 취업 변수들이 학업성취도와 자존감, 그리고 공

격성 감소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동기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부정 일 것이라는 사회 일각에서의 인식과 평가는 재고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여 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모의 취업 여부 보다는 취업지   근로소득 등의 취업의 

질 인 측면이 아동발달과 련하여 더욱 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에서 모 취업 여부는 아동발달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의 취업지  

 근로소득은 아동발달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 보다는 취업지   근로소득 등의 취업 형태  조건이 아동발달

에 더욱 요함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경제

 지  향상 뿐 아니라 아동발달에의 정  향을 제고하기 해서는, 취업 기혼여성

의 노동시장 지   근로조건 향상에 극 인 정책  노력이 투여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아동발달에의 모 취업의 향은 아동의 성별, 가구 계층지

, 가족 형태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곧, 모 취업 지 와 근로소득의 정  

향 특히 정서심리발달에의 정  향은, 남성 아동 보다는 여성 아동에게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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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구 보다는 일반가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구소득 계층에 따라

서도 모 취업의 향은 상이한 것으로, 곧 비빈곤층에서만 모 취업의 정  향이 확

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모 취업의 향에 한 일반 인 분석  평가는 

치 못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와 함께 계층  가족형태간 아동발달의 편차를 감

소시키기 해서는 빈곤층  모자가구의 취업 모 자녀들에 해 극 인 아동복지서

비스의 제공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데이터의 제한 등으로 학령기 이후 아

동발달만을 상으로 모 취업의 향을 제한 으로 분석하 을 뿐이라는 , 한 종단

으로 분석하지 못하여 인과성이 명료하지 않다는 , 모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경로가 규명되지 못한  등은, 일련의 한계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 한계는 한 

데이터의 개발과 함께 후속 연구들에서 극복되어야 할 주요한 연구 과제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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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향

김   ( 주  사회복지학 공)

Ⅰ. 문제제기

  아동학   방임은 아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

장 큰 험 요소의 하나이며, 그 부정 인 향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는 큰 사회문제의 하나이다(English, 1998; Cynthia, 2002). 아동학   방임

의 험성에 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그 신고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아동학 와 방임의 발생 유형과 발생 유형 간 신고경향이 차 변

화되고 있어 아동학 와 방임에 한 새로운 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

다. 즉 기존에 아동학  연구나 이론의 주요한 논의의 상이었던 신체  학 나 성학

의 문제 외에도 방임이나 정서  학 와 같은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

학 와 방임 유형 간 신고율 역시, 변화되고 있다(홍미, 김효진, 2007). 이러한 변화에는 

우선, 아동학 나 방임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학 나 방임으로 인식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신고하고, 보고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아동학 와 방임의 발생 경향이 변화된 측면도 존재한

다. 특히 방임의 경우, 1990년  후반의 외환 기와 함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이

나 취약계층 아동의 증가 는 소득 지역에서 비보호 상태로 노출되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  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여 히 신체  학 나 성학  외에 방임이나 정서  학 에 한 학술 인 

심이나 사회  심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신체  학 나 성학 에 비해 그 비

이 차 증가하고 있는 방임은 방임에 한 방임(neglect of neglect)이라 할 만큼 사회

 인식이나 심이 낮은 수 이며, 그 원인과 결과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이 듯 사회  심이 은 것은 신체  학 나 성 학 와 달리, 방임의 경우,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구체 인 사건으로 확인이 어려운 특성, 그리고 다른 학  

유형에 비해 험성이 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방임의 정의  유형화에 한 합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김세원, 2008). 그러나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방임 역시, 신체  학

나 성 학  못지않게 아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험 사건의 하나로 인정되

고 있다. 방임을 경험한 아동 역시, 인지, 사회, 정서, 건강 등 체 인 아동발달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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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 애착과 래  인 계 등에도 부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Hildyard & Wolfe, 2002).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아동의 방임 상의 원인

과 결과를 기존의 아동학 의 범주 내에서 이해하는 소극 인 근에서 벗어나, 신체  

학   성 학 와 다르다는 새로운 에 기 한 방임에 한 이해  정의가 시도되

고 있다(홍미, 김효진, 200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방임에 한 심과 연구

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부정  향에 한 이해도 기존의 학  

유형에 한 이해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아동방임에 한 연구가 제한 으로 이루

어져 온 이유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아동학 에 한 연구가 주로 신체  학 나 성 

학  심으로 이루어져왔던 흐름과 방임의 험성에 한 인식의 부족, 방임에 한 정

의나 유형화 등에 한 합의의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아동 방임

과 포 인 아동발달에 한 표성 있는 체계 인 조사 자료의 부재 역시, 연구의 제

한 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아동 방임의 험성에 한 사회  인식

의 변화와 함께 빈곤층에서 방임이 발생하는 경향에 따라 빈곤의 물림이 방임을 매개

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증가, 그리고 한국복지패  아동부가조사를 시작으로 한

국아동청소년실태조사 등 아동의 학   방임에 한 국 인 차원의 표성 있는 

문 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체계 인 조사 자료의 부재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1차년도 자료) 아동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

동 방임이 아동의 우울  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취 등 포 인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탐색 인 수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PSS 15.0을 이용한 OLS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한다. 한 연구문제를 보다 분명히 밝히기 해 빈곤

여부, 가족구조 변수와 부모 교육수 , 아동성별, 형제순서 등 아동발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통제변수가 포함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방임의 발생 정도가 아동의 우울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취에 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방임이 아동의 우울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은 유

능감과 사회  지원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 방임이 아동의 우울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은 방

임의 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신체  학 , 정서  학 , 방임 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의 상  차

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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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향

  아동학 와 방임은 아동의 인지, 사회정서, 행동, 신체발달 등 다양한 발달 역에 걸

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학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자기 자신에 한 가치나 인

식의 하 는 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우울  불안, 슬픔, 분노 등 내면  정서 

문제(internalizing problem)와 개심과 분노 등에 기 한 공격  행동이나 비행 등 외

화된 행동 문제(externalizing problem)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아동기에 경험

한 학 나 방임의 부정  향은 내재화 는 외 화된 행동문제에 향을 미치는데 그

치지 않고,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취, 래 계, 비행  범죄 등 여

러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듯 학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와의 부정

인 계 형성으로 인해 자신에 한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계에서도 피해의식으

로 인한 의심, 계 맺는 방법의 경험  학습 부재, 는 타인에 한 경계하는 마음이 

강하여 타인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자신에 한 인식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간혹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지

기도 한다(Anthony & Cynthia, 1994; Cynthia, 2002; English, 1998; 김 , 2009). 

  일반 으로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과 상호작용에 기 하여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해 간

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 를 가하거나 방임하게 될 경우, 아동은 아동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 한 신념이 손상되고, 자신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안

정 인 환경이나 일차  보호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지가 결여된 방임된 아동의 경

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결과

으로 자기 자신에 한 인식이 하될 수 있다. 한 방임된 아동은 낮은 자기인식으

로 인해 타인과의 계에서 소외되는데 익숙해져 타인과의 계에 큰 기 를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계를 끊거나 소극

이고, 때로는 공격 인 방법으로 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Anthony & 

Cynthia, 1994; Hildyard & Wolfe, 2002; 김 , 2009; 송성자, 1993). 

  그러나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향에 한 연구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한 

발견  측정의 어려움, 개념 정의의 문제, 유형화에 한 합의의 부재, 그리고 방임의 

험성에 한 인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학 의 여러 형태 가운데 가장 연구가 미

흡한 유형의 하나이다(Anthony & Cynthia, 1994; 김세원, 2009). 지 까지 이루어져 온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지발달, 정서발달, 행동문

제 등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은 다양한 아동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특히 아동발달의 역 , 인지발달 는 학업성취

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구체 으로 많은 연구들은 방임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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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의 경우, 상 으로 낮은 지능발달을 보이며, 학업성취도 역시, 낮은 모습을 보

인다고 보고한다. 특히, 방임 아동은 언어 인 표 과 이해능력 부분에서 문제를 보인다

고 보고된다. 즉 방임아동은 인지  자극의 부재로 인해 낮은 인지 발달을 보이고, 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 히 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습과정에 부주의하거나 참여하

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김은경, 2009)에서는 부모의 학 나 방

임이 내 통제성이나 공감능력과 같은 내 인 손상과 사회  지지나 래  교사 지지

와 같은 외  요인 손상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래하게 된다고 설

명한 바 있다. 특히, 방임과 같은 부모의 부 한 양육은 아동의 자기 자신에 한 신

뢰나 인식 정도를 낮게 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한 체념이나 수동 인 수용 

반응이 강해져 래 계나 교사와의 계 등 학교생활 반에 극 이지 못하여 학교

응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태 과 권정혜(2007) 역시, 방임이나 

학 가 학교생활이나 응에 향을 미치는데, 주요한 과정변수 는 조 변수로 내 통

제력이나 사회  지지가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 결과 으로 방임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고, 특별 교육반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듯 방임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

친 향은 다른 유형의 학 를 경험한 아동보다 상 으로 더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물리 인 방임 경험이 있는 아동은 학 를 경험하지 않거나 다른 유형의 

학 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열정 이지 않았고, 문제해결과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 다고 보고한다. 한 언어 인 표 력과 이해능력 부분을 비롯한 학업

성취도의 경우, 다른 학  경험을 동반한 방임아동보다 방임만을 경험한 아동이 더 낮은 

수 을 보 음이 보고된 바도 있다(Holt, Finkelhor & Kantor, 2007; Hildyard & Wolfe, 

2002; Kendall-Tackett & Eckenrode, 1996; 나은숙 외, 20006). 

  둘째, 방임이 정서발달에 미친 향 역시, 인지발달에 한 향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임 아동은 자존감이 낮고, 가장 부정 인 정서를 보 으며, 자기가 불행하다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임 아동은 고립된 모습을 보이며, 사회 인 상호작

용에서 철회된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아동기 기에 방임과 정서학 를 심하게 경험한 

아동은 외 화, 공격성, 에고 조 , 그리고 낮은 에고 응유연성(ego resilience) 증상을 

보인다. 심한 방임이 학령 에 나타났을 때, 아동의 정서 인 안녕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데, 특히, 물리 으로 방임된 아동은 가장 다양하고, 가장 심각한 사회정서 인 문

제를 보이며, 정서 으로 방임된 아동은 매우 의존 이고, 부정 인 성향을 보 다. 한 

방임의 정도가 심할 경우, 틱 장애나 트라우마, 도, 잦은 물리 인 불평, 자기학  행

동 등의 병리 인 행동이나 분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방임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은 일반 으로 내재화된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방임이 아동의 정

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은 물리 , 정서  방임과 신체  학 , 성학  등 다

른 학  유형과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방임된 아동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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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에 띄는 모습은 내재화된 문제의 수 인데, 물리  는 정서 으로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비학  는 다른 학  아동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인성발달, 감정조 , 

그리고 처에 있어서, 뚜렷한 문제를 보인다. 특히, 문제 해결 과업에서 물리 으로 방

임된 아동은 모든 학  집단에서 가장 낮은 응능력을 보 다. 방임 아동은 일반 으로 

비학  는 학  아동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한 정서표 에서 혼란을 겪고, 감정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자신이 스트 스 상황에 있을 때, 신체 으로 학

받는 아동에 비해 보다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Hildyard & Wolfe, 2002; 윤혜미, 

1997; 조옥자, 온강, 2005; 이정숙, 김은경, 2007). 

  셋째, 방임이 아동의 사회성  행동문제에 미친 향은 인지발달이나 정서발달에 미

친 향에 비해 상 으로 문제의 수 이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된 아동은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방식에 한 학습

이 부족하거나 부재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의사결정이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충

동 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Anthony & Cynthia, 1994; 이명진, 조주연, 최

문경, 2007). 즉 방임으로 인해 발생한 자아존 감이나 자기유능감 는 자기통제력과 같

은 자기 자신에 한 인식의 미형성 는 하락이 행동문제와 같은 발달 역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자기인식이 방임과 아동발달의 과정  변수로 작용한다

는 부분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정익 , 박 선, 구인회(1006) 역시, 부모

의 신체  학 나 정서  학 , 방임과 같은 부 한 양육행동은 아동이 부모의 부

한 행동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자기자신에 해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가치없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자기에 한 죄책감

이나 부끄러움을 자기자신과 사회에 그릇된 행동으로 분출하게 만든다고 보고한 바 있

다. 구체 으로 방임된 아동은 사회  철회와 친구들과의 정 인 상호작용의 하 등 

사회  응에 손상이 있다. 정서 으로 방임된 아동의 섭취와 놀이 상황에의 참여가 낮

은 모습을 보이며, 특히 학령 의 방임된 아동은 사회 으로 철회되는 모습을 보인다. 

를 들어, 방임, 학 , 방임과 학 , 유사학 , 비학 를 비교했을 때, 방임 아동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동료들과 지낼 때 보다 고립되는 모습을 보 고, 보다 공격 이면서도, 철

회하는 모습을 보 다. 한 방임 아동은 학  는 비학  아동에 비해 사회  상호작

용에 보다 덜 참여하거나 회피 인 모습을 보 고, 고립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비

록 방임 아동이 비학  아동보다 공격 인 모습을 보 지만 그들은 신체 인 학  아동

에 비해서는 덜 공격 이었다. 즉, 방임 아동은 비학  아동보다 보다 비 력 이고, 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신체  학  아동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Hildyard & Wolfe, 2002). 

  정리하면, 방임은 아동의 주요한 발달 역 반에 걸쳐 넓고, 큰 부정 인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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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게다가, 방임 아동은 인지발달과 언어문제, 그리고 자존감이나 우울불안, 축 등 

정서발달 역에서 다른 학  아동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한 정 인 사회  상

호작용의 부재로 인한 사회성 부재  공격  행동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다른 학  유

형을 경험한 아동보다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1차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복지패 은 

제주도를 포함한 국을 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 인 조사이다. 한국복지패

의 경우, 농어가 는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어, 표본의 표성이 매우 높다. 표

본 규모는 7,000가구이며, 조사 상은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상으로 구분된다(보건사회연구원, 서울 사회복지연구소, 2006). 특히, 한국복지패 은 1

차 년도에 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 정서, 행동, 비행 등 포 인 아동발

달에 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동학 와 방임에 한 체계 인 조사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으로 표성 있게 아동발달과 방임에 한 정보를 보고하

고 있는 한국복지패  1차년도 조사 자료와 아동 부가조사 자료(739사례)를 분석에 활용

한다. 

2. 주요변수 정의  빈도

  본 연구에서 주요한 주요 독립변수는 아동 방임이며, 학  유형 간 상 인 향력을 

비교하기 해 신체 , 정서  학  변수가 사용되었다. 주요 종속변수는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학업성취도이다. 한 아동발달에 한 방임의 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알려진 아동의 유능감이나 사회  지원 변수를 매개변수로 분석하 다. 이 밖에 

아동발달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가족갈등 처, 부모우울, 가족빈곤, 가족구조, 

부모 학력, 성별과 학년 등이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먼 , 아동 방임의 경우, 방임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심이 없다”,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이 있

다”,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잠 이 있다”, “부모

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 도 그냥 내버려 둔 이 있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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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가도 모른 체 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 등 총 7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없었다(0 )’와 ‘있었다(1 )’로 측정

하여 합한 수를 방임 경험 정도변수로 하 다. 한 방임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에 기 하여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

은 심이 없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 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 등 4문항을 무 심  비행방조 변수

로,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이 있다”, “나는 더러운 옷

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잠 이 있다”,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

거나 아 도 그냥 내버려 둔 이 있다” 문항 등 3문항을 안   건강소홀 변수로 하

 유형화하 다. 

  한 신체  학 는 “부모님이 나를 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모님이 주 의 

물건(재떨이, 그릇, 의자)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 기, 로 맞았다”, “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송곳, 못, 도끼 등)로 나를 찔 다” 등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한 정서  

학 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 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 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 인 말을 하 다” 등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신체  학 와 정서  학 문항 역시, 각각의 문항을 ‘없었다(0 )‘와 ‘있었다(1 으로)’로 

측정하여 합한 수를 신체 , 정서  학  경험 정도변수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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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변수 정의  기 분석

변수(변수명) 변수정의 평균, 비율 (표 편차)

 방임

방임 경험비율

방임 유형  무 심  비행방조

           안   건강소홀 

.516 (.762)

.141 (.412)

.379 (.560)

 신체학  신체학  경험비율 .231 (.633)

 정서학  정서학  경험비율 .381 (.779)

 학   방임유형 

 학   방임 유형별 경험 비율 

           방임

           신체학

           정서학

           방임+신체학

           방임+정서학

           신체학 +정서학

           방임+신체학 +정서학

           없음

22.2

2.8

5.6

3.2

8.2

4.0

5.4

48.6

 우울․불안  CBCL 우울․불안 17.245 (3.911, α=.796 )

 축  CBCL 축 11.841 (3.005, α=.757 )

 공격성  CBCL 공격성 23.423 (4.523, α=.839)

 비행  CBCL 비행 13.33 (1.680, α=.538)

 학업성취도  국어, 어, 수학시험 성  합 10.413 (2.594)

 유능감  유능감 8.493 (1.760, α=.664)

 사회  지원
 개인상담,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체험, 래집단 

 로그램 참여 개수
1.066 (.868)

 가족갈등 처  가족갈등 처 9.967 (3.503)

 부모 우울  부모 우울 19.742 (5.869)

 가족빈곤 (%)
 빈곤 여부 (비빈곤=0)

 빈곤: 욕구소득비 1미만
23.0

 가족구조 (%)
 해체가정

 양친부모 가족 

20.0

80.0

 부모 학력(%)
 문 졸 이상

 고졸 이하

19.5

80.5

 아동 성별 (%)
 여성

 남성

47.4

52.4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36.8

30.6

32.4

* 아동학 와 방임 문항은 없음=0, 1년에 1-2번=1, 2-3개월에한두번=2, 한달에1-2번=3, 일주일에1-2번=4으로 측정됨.

** 욕구소득비는 소득을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로 나 값

  종속변수인 아동발달 변수인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등의 변수는 

Achenbach(1991)의 YSR을 오경자 등(1998)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게 합하도록 표

화한 K-YSR 문항 에서 우울․불안과 공격성, 비행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사용하

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체 학교 성 에 한 자기 응답형 5분  등 의 학교성 을 

사용하 다. 자기 응답형 5분  등 은 아동이 주 으로 느끼고 있는 성 의 정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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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객 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등학생을 상으로 한 객

인 학업성취도 측정되지 않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한 주  보고 방식의 

학업성취도 측정이 실제 학업성취도와 비교했을 때, 신뢰할만한 수 이라는 보고도 존재

한다. 한 매개변수로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의 유능감은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

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

심히 한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 다.  다른 매개변수인 사회  지원 변수는 아동의 

개인상담,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체험, 래집단 로그램 등의 로그램에 참여한 개수

를 합한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발달의 척도들은 

Cronbach's α 값을 통해 검증한 결과 모두 신뢰수 이 안정 으로 높게 나타나 분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표 1>참조).

Ⅳ.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방임이 다양한 아동발달 역에 미친 향을 포 으로 분석하기 

해 첫째, 방임의 정도가 우울  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취도에 미친 향을 분

석하 고(<표 2>참고), 둘째, 사회  지지와 아동의 유능감을 심으로 다양한 아동발달 

역에 한 방임의 향을 매개하는 변수를 밝히기 한 분석을 하 다(<표 3> 참고). 

세 번째는 아동 방임의 하  유형별 향을 분석하기 해 아동방임을 무 심비행방조, 

안 건강소홀 등 하  유형으로 구분하여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표 4> 

참고). 마지막으로 방임과 아동학 의 유형별 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방임, 신체  

학 , 정서  학 만 발생한 사례와 방임과 학 가 복 으로 발생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표 5> 참고). 

  먼 , <표 2>는 방임의 발생 정도가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방임

은 아동성별, 부모학력, 빈곤, 가족구조, 학년 등 인구사회  특성 변수들과 가족갈등

처  부모우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아동의 우울불안, 축 등 내재화 문제와 공

격성이나 비행 등 외 화 문제, 그리고 인지발달의 리지표라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에 

이르기까지 반 인 아동발달 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아동의 발달 정도는 부정 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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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향

변수 우울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

 성별 (남자 아동=0)
.116

(.278)

-.199

(.220)

-.198

(.315)

-.312**

(.118)

.015

(.188)

 부모학력 

 고졸 이하

      ( 문 졸 이상=0)

-.080

(.352)

.010

(.279)

1.079**

(.400)

.281

(.150)

-1.325***

(.238)

 빈곤 

      빈곤 여부

      (비빈곤=0)

.479

(.359)

.394

(.284)

-.025

(.408)

.059

(.153)

-.451

(.243)

 가족구조

   해체가정

      (양부모가족=0)

-.273

(.383)

-.344

(.303)

-.129

(.435)

.139

(.163)

-.144

(.259)

 학년 -.258

(.162)

.011

(.128)

-.349

(.183)

-.085

(.069)

.019

(.109)

 가족갈등 처 .060

(.040)

.010

(.031)

-.005

(.045)

.000

(.017)

-.024

(.027)

 부모우울 -.006

(.024)

.011

(.019)

-.003

(.027)

.001

(.010)

-.006

(.016)

 방임 정도 1.400***

(.183)

.750***

(.145)

1.923***

(.208)

.669***

(.078)

-.245*

(.125)

 상수
17.261***

(1.035)

11.137***

(.819)

23.527***

(1.174)

13.273***

(.440)

11.993***

(.700)

 Adj. R²

   N

.074

736

.030

736

.110

736

.105

736

.053

733

*p<.05, **p<.01, ***p<.001

  <표 3>은 방임의 발생 정도가 아동발달에 미친 향이 어떠한 변수를 통해 매개되는

가를 알아보기 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방임과 아동

발달의 주요한 매개변수로 알려진 아동에 한 사회  지지와 아동의 유능감 변수를 

심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방임은 <표 2>의 분석모형, 즉 아동성별, 부모학력, 빈곤, 

가족구조, 학년 등 인구사회  특성 변수들과 가족갈등 처  부모우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추가했을 때, 아동발달에 한 방임의 향 계수가 미세하게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분 계수의 통계 인 유의미성은 그 로 유지되었으

며, 계수만 미세하게 감소한 수 으로 나타나 방임의 향이 사회  지지나 아동의 유능

감에 의해 완  매개되기보다는 부분 매개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모형

에서는 방임의 향이 매개변수를 추가한 후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학업

성취도에 한 방임의 향은 아동의 유능감 변수에 의해 완  매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모형에 포함한 아동의 유능감과 사회  지원 변수 

 사회  지원 변수는 아동발달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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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유능감 변수는 모든 아동발달 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

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방임 정도가 아동발달에 미친 향

변수 우울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

 

 성별 (남자 아동=0)
.129

(.277)

-.183

(.216)

-.228

(.314)

-.321**

(.117)

-.037

(.177)

 부모학력 

      고졸 이하

      ( 문 졸 이상=0)

-.127

(.350)

-.050

(.273)

1.015*

(.396)

.252

(.148)

-1.246***

(.224)

 빈곤 

      빈곤 여부

      (비빈곤=0)

.438

(.357)

.342

(.279)

-.089

(.404)

.031

(.151)

-.393

(.228)

 가족구조

      해체가정

      (양부모가족=0)

-.281

(.381)

-.355

(.297)

-.163

(.432)

.126

(.161)

-.148

(.244)

 학년 -.270

(.160)

-.004

(.125)

-.367*

(.182)

.252

(.148)

.037

(.103)

 가족갈등 처 .061

(.039)

.013

(.031)

-.001

(.045)

.001

(.017)

-.026

(.025)

 부모우울 -.004

(.024)

.014

(.019)

.000

(.027)

.002

(.010)

-.009

(.015)

 방임

     방임 정도
1.346***

(.183)

.681***

(.143)

1.835***

(.208)

.631***

(.077)

-.169

(.118)

 유능감
-.276***

(.079)

-.354***

(.061)

-.322***

(.181)

-.151***

(.033)

.486***

(.050)

 사회  지원
.019

(.160)

.022

(.125)

.308

(.181)

.111

(.067)

.135

(.102)

 상수
19.658***

(1.239)

14.221***

(.967)

26.062***

(1.403)

14.491***

(.523)

7.616***

(.792)

 Adj. R²

   N

.087

736

.071

736

.126

736

.129

736

.164

733

*p<.05, **p<.01, ***p<.001

  <표 4>에서는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방임

을 무 심 비행방조변수와 안   건강 리소홀 변수로 구분하여 방임의 유형별 향

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 방임의 유형은 부분의 아동발달 지표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 심 비행방조 변수는 안   건

강 리 소홀 변수에 비해 아동의 우울불안이나 축 등 내재화 행동문제 변수와 학업성

취도에 상 으로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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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동문제 변수에서는 유사한 향의 정도를 보 다. 특히 학업성취도 변수에 한 

향은 교육  방임의 속성을 담고 있는 무 심 비행방조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 반면, 안   건강 리 소홀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방임 유형별 아동발달의 차이

변수 우울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

 

 성별 (남자 아동=0)
.128

(.278)

-.190

(.220)

-.198

(.316)

-.310**

(.118)

.002

(.188)

 부모학력 

      고졸 이하

      ( 문 졸 이상=0)

-.101

(.352)

-.005

(.279)

1.080**

(.400)

.277

(.150)

-1.307***

(.238)

 빈곤 

      빈곤 여부

      (비빈곤=0)

.449

(.360)

.371

(.285)

-.024

(.409)

.054

(.153)

-.427

(.243)

 가족구조

      해체가정

      (양부모가족=0)

-.297

(.384)

-.363

(.304)

-.128

(.436)

.135

(.163)

-.126

(.259)

 학년 -.252

(.162)

.015

(.128)

-.349

(.183)

-.084

(.069)

.015

(.109)

 가족갈등 처 .059

(.040)

.010

(.031)

-.005

(.045)

.000

(.017)

-.023

(.027)

 부모우울 -.007

(.024)

.011

(.019)

-.003

(.027)

.001

(.010)

-.006

(.016)

 방임유형

     무 심비행방조

     안 건강소홀 

1.762***

(.351)

1.185***

(.255)

1.024***

(.278)

.587**

(.202)

1.913***

(.399)

1.929***

(.290)

.732***

(.149)

.632***

(.109)

-.569*

(.240)

-.058

(.172)

 상수
17.299***

(1.035)

11.166***

(.819)

23.526***

(1.176)

13.280***

(.440)

11.953***

(.700)

 Adj. R²

   N

.074

736

.031

736

.109

736

.104

736

.055

733

*p<.05, **p<.01, ***p<.001

  <표 5>는 아동 방임과 신체  학 , 정서  학  사례, 그리고 복학  발생 사례 

아동 간에 발달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해 방임만 발생한 경우, 신체학   정

서학 만 발생한 경우, 그리고 여러 유형의 복학 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방임이

나 학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떠한 상 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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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  유형별 아동발달의 향 차이

변수 우울불안 축 공격성 비행 학업성

 

 성별 (남자 아동=0)
.299

(.273)

-.080

(.218)

.071

(.303)

-.214

(.118)

.025

(.190)

 부모학력 

      고졸 이하

      ( 문 졸 이상=0)

.030

(.345)

.096

(.275)

1.213**

(.382)

.266

(.147)

-1.301***

(.239)

 빈곤 

      빈곤 여부

      (비빈곤=0)

.477

(.352)

.417

(.281)

-.040

(.391)

.067

(.155)

-.419

(.245)

 가족구조

      해체가정

      (양부모가족=0)

-.173

(.377)

-.307

(.301)

.062

(.418)

.155

(.177)

-.187

(.262)

 학년 -.262

(.158)

.010

(.126)

-.371*

(.175)

-.065

(.068)

.018

(.110)

 가족갈등 처 .048

(.040)

.001

(.032)

-.018

(.044)

.003

(.017)

-.026

(.027)

 부모우울 -.003

(.024)

.014

(.019)

.001

(.026)

.005

(.010)

-.007

(.016)

학 유형

   방임

  신체학

  정서학

  방임+신체학

  방임+정서학

  신체학 +정서학

  방임+신체학 +정서학

  (학 방임 없음)

1.031**

(.346)

.219

(.828)

1.804**

(.614)

1.702*

(.774)

2.587***

(.518)

1.325

(.711)

5.603***

(.616)

.557*

(.276)

-.218

(.661)

1.474**

(.490)

.378

(.618)

.994*

(.414)

1.448*

(.568)

3.341***

(.491)

1.197**

(.384)

.283

(.918)

2.324***

(.680)

2.415**

(.858)

4.068***

(.574)

2.330**

(.788)

7.970***

(.682)

.417**

(.149)

1.047**

(.367)

.468

(.265)

1.058**

(.341)

1.062***

(.223)

.814**

(.301)

2.406***

(.267)

-.205

(.241)

-.664

(.587)

-.079

(.430)

-.332

(.537)

-.097

(.359)

-.442

(.493)

-.286

(.427)

 상수
16.921***

(1.021)

10.914***

(.815)

23.074***

(1.131)

12.935***

(.442)

11.996***

(.709)

 Adj. R²

   N

.116

739

.060

739

.192

739

.131

708

.041

736

*p<.05, **p<.01, ***p<.001

  분석결과 복 학  이외의 단순 학   방임 사례의 경우, 정서 인 학 가 우울불

안, 축, 공격성 등의 변수에서 상 으로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

임은 정서  학 에 비해 상 으로 그 향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취도를 제외

한 부분의 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

체  학 의 경우에는 비행에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을 뿐 부분의 아동



- 434 -

발달 지표에서 유의미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단순 방임과 학 의 향은 

복학  유형들에 비해 상 인 향이 크지 않았다. 이상 복학 를 제외하고 분석했

을 때, 정서  학 와 방임은 아동발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만 신체  학 는 비행

을 제외한 부분의 발달지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는 여러 가지 함의를 유의해야할 부분이다. 한 복 학  유형별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비교해 보면, 방임과 신체학   정서학  등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발생한 사례에

서 아동발달이 가장 부정 인 모습을 보 으며, 두 가지가 복 으로 발생한 경우에서

는 방임과 정서학 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의 발달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

순 방임과 정서학 가 아동발달에 상 으로 강한 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 다. 

Ⅴ. 논의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포 으로 분석하기 해 방임의 정

도와 방임의 유형별 향에 한 분석, 아동발달에 한 방임의 향을 매개하는 변수의 

향, 그리고 방임과 학  유형별 향의 차이를 비교하기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를 해, 한국복지패  1차년 자료와 아동부가조사 자료(739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방임은 아동의 우울불안  축 등 내재화 행동문제와 공격성  비행 등 외

화 행동문제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 부분의 역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방임의 향은 아동의 유능감 감소를 통해 

아동발달에 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 유능감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한 향을 제외하고, 그 매개변수로서의 향이 강하지 않아 부분 인 매개변수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유형별 향의 비교에서는 무 심  비행방조의 경우, 

안   건강 리 소홀 변수에 비해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나 학업성취도에 상 으

로 강한 향을 미친 반면, 외 화 행동문제에 한 향은 두 방임의 유형이 유사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에 한 방임과 아동학 의 상  

향을 분석한 결과, 순수한 방임과 학  유형 간의 비교에서는 정서  학 와 방임이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  학 의 경우, 비행 역에서만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복 학  유형 간 비교에서는 방임, 신체 

 정서학  등 세 가지가 모두 발생한 사례에서 가장 큰 발달 하가 나타났고, 두 가

지 유형이 복 으로 나타난 사례에서는 방임과 정서학 가 발생한 경우에 가장 부정

인 발달 하의 모습을 보 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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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온 방임이 다양한 아동발달 역에 미친 향을 포 으로 재

확인하 다. 한 국 단 의 표성을 가진 아동 조사 자료에 기 하여 분석한 부분은 

방임과 아동발달의 계를 보다 일반화시켜 해석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의 내재화  외 화 행동문제와 함께 아동의 인지  발달까지 포 인 아동발달

과 방임의 계를 체계 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유능감을 심으로 아동방임이 아동발달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 인 수

에서나마 분석하 다. 더불어 아동에 한 사회  지원이 방임의 향을 매개하는지 역

시, 분석하 다. 아동방임이 아동의 유능감을 하시키고, 이의 결과로 내재화 는 외

화 행동문제,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논리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

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학업성취도의 경우, 매개변수가 모형에 포함된 이후 방임의 

향이 사라져 방임과 학업성취도의 계에서 아동의 자기 인식이 주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추측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체 으로 매개변수로서의 작용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제2 는 제3의 매개변수 는 과정변수가 존재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방임을 무 심  비행방조와 안   건강소홀 등 두 가지 하 유형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교육  방임이나 물리  방임의 속성을 가진 무 심 

 비행방조의 경우, 학업성취도 역을 심으로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상 으로 강한 

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 , 물리  방임이 아동의 자기 인식을 부정

으로 변화시켜 내재화된 행동문제를 주요하게 야기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다. 한 교육  는 물리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주요한 향을 미친 

부분 역시, 아동의 자기인식 는 인지  자극이나 교육  심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아동의 신체  건강 역에 주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는 안   건강

소홀 유형의 경우, 본 연구에서 주요한 종속변수로 분석하고 있는 내재화, 외 화 행동

문제나 학업성취도 등에는 무 심  비행방조 유형에 비해 상 인 향이 강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  건강 역까지 고려한 분석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아동 방임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한 후속 인 논의 역시,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다른 학  유형에 비해 방임 역시, 

상 인 험성이 지 않다는 것을 탐색 인 수 에서 밝히기 해 상  향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방임은 다른 학  유형에 비해 그 험성이 지 않았으

며, 오히려 신체  학 에 비해 아동발달에 상 으로 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복 학  역시, 방임, 정서학 , 신체학  등 세 가지 학  유형이 모두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방임과 정서발달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장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  유형에 비해 방임의 험성이 

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근 서구를 심으로 지 되고 있는 ‘방임에 한 방임’ 문

제가 매우 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학  유형 못지 않게 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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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에 한 사회  인식변화와 사회  개입이 극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

여 다. 한 상  향력을 비교한 분석에서 특징 인 부분은 기존에 주요하게 심

을 가져왔던 학  유형인 신체  학 가 아동발달에 미친 향이 상 으로 크지 않거

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이 아니었다는 이다. 신체  학 의 약한 향은 복 학

 간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 , 본 

연구의 결과를 액면 그 로 받아들 을 경우, 신체  학 만 발생할 경우에는 아동발달

에 큰 험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해석으로는 우리나라의 경

우, 체벌 문화가 존재하여 아동에게 신체  학 에 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거나 아

동에게 역시, 큰 험요소로 인식되지 않거나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조사 사례수에서 신체  학 만 발생한 사례가 비교

 소수임을 고려할 때, 통계 인 오류로 인한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신체  학

와 비행의 련성이 검증된 을 고려했을 때, 두 번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단된

다.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이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체벌문화가 존

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는 방임보다 상 으로 신체  학 가 아동에 한 심 표

의 하나일 수 있다는 가정을 고려했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분 역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 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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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회귀모형에서 가 치를 활용한 회귀계수 추정

Estimation of Regression Coefficients Using Survey Weights in Panel Regression Model

김규성1)․이 민2)․ 병돈3)

  본 연구는 패 회귀모형에 가 치를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복지패  데

이터는 층화, 집락화, 무응답 처리, 사후 보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된 자료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

으로 가 치로 표 되며, 조사 항목의 응답 데이터와 함께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조사데이터가 복

합데이터이므로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가 치를 분석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 회귀분석에서 가 치를 사용하는 회귀계수 추정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가 치를 사용하지 않고 구한 회귀계수는 가 치를 사용하여 

구한 회귀계수에 비하여 편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복지패  데이터와 같은 복합 데이터

의 경우 패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를  구할 때에는 가 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 다. 

I. 서론

  패 조사에서는 횡단면 데이터 뿐 아니라 종단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패 조사 

자료는 연구자들에게 횡단면 분석은 물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면 분석까지 가능하

게 하는 훌륭한 연구자원이다. 패 자료를 분석할 때 일차 으로는 평균, 수 등 기

 통계량 계산,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 계수 등을 계산하여 패 자료의 기본 인 사항 

 개략 인 분포를 악하게 된다. 더 나아가 심층 분석에서는 통계모형을 설정하여 모

형의 모수 추정  검정 등을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론의 범 를 모집단 체로 확장

하게 된다.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모형은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따라 달

라지지만 그 에서도 패 회귀모형(Panel regression model)은 연구자들이 즐겨 사용하

는 가장 표 인 통계모형이라 할 수 있다.

  조사단 가 n개이고 T번 조사를 수행하 다고 하자. 그리고 심변수를 y라고 하고 

설명변수를 ( x 1 , ...,x p)라고 하자. 일반 으로는 시 에 따라, 조사 단 에 따라 회귀

계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인 패 회귀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 될 

1) 서울시립 학교 통계학과 교수, kskim@uos.ac.kr

2) 서울시립 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3) 서울시립 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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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를 들면 Hsiao 2003, Hill et al. 2008 등).

y jt= β
0jt+β

1jtx 1jt+...+β
pjtx pjt+ ε

jt,  j=1,...,n, t=1,...,T .               (1) 

  의 모형 (1)은 매우 일반 인 모형이기는 하지만 조사단 와 조사시 에 따라 회귀

계수가 변하므로 모수추정 방법론 으로 회귀계수를 유일하게 추정하지는 못한다. 따라

서 회귀계수 추정을 해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회귀계수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거나

(아래 모형 (2)) 혹은 조사단 에 따른 회귀계수의 변동은 없다는 가정(아래 모형 (3))을 

흔히 사용한다. 

y jt= β
0j+β

1jx 1jt+...+β
pjx pjt+ ε

jt,  j=1,...,n, t=1,...,T .               (2) 

y jt= β
0t+β

1tx 1jt+...+β
ptx pjt+ ε

jt,  j=1,...,n, t=1,...,T .               (3) 

  더 나아가 시간에 따른 변화도 없고, 조사단 에 따른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면 패 회

귀모형은 더 단순해진다(아래 모형 (4)).

y jt= β
0+β

1x 1jt+...+β
px pjt+ ε

jt,  j=1,...,n, t=1,...,T .                (4) 

한국복지패 조사의 경우 조사 시 이 2006년, 2007년, 2008년으로 조사회수가 3회이므

로  4개 모형  합 가능한 모형은 모형 (3)과 모형 (4)일 것이다. 조사회수가 으

므로 조사 단  별 회귀계수 추정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 패 가구의 경제활동 소득을 가구 변수와 가구주 변수를 활용하여 설명하

려고 한다고 하자. 회귀모형으로는 모형 (3)과 모형 (4)를 사용하고 3개년도 모두 응답이 

있으며 가구주가 일치하는 가구를 분석 상으로 제한하자. 한 모형 합을 하여 지

나친 이상치는 분석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통상 인 회귀분석을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분석은 통계패키지 SAS의 러시져  PROC REG를 이용

하 다.

3차년도(2007년) 데이터 분석 :

   가구소득 = -12,819 - 1,400.5 ×(균등화에 따른 가구구분) + 474.1 ×(가구원 수) - 

121.8 ×(가구형태) + 8.6 ×(가구주 태어난 해) + 142.9 ×(가구주 교육수 ) - 127.6 ×(가구

주 혼인 상태) - 59.1 ×(가구주 건강상태) - 173.9 ×(경제활동 구분) - 36.7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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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도(2005년-2007년) 병합 데이터 분석 :

   가구소득 = -8,630.5 - 1,429.9 ×(균등화에 따른 가구구분) + 414.7 ×(가구원 수) - 

111.5 ×(가구형태) + 6.5 ×(가구주 태어난 해) + 114.3 ×(가구주 교육수 ) - 129.9 ×(가구

주 혼인 상태) - 60.9 ×(가구주 건강상태) - 160.6 ×(경제활동 구분) - 34.9 ×(주거형태)

  두 모형 모두 합이 잘 되었고 회귀계수도 0이 아닌 것으로 검정되었다. 통상 인 회

귀분석에 의하면  결과가 모형 합의 마지막이며 연구자는  모형을 설명하는 단계

로 넘어간다. 를 들어 회귀계수 크기를 보면 균등화에 따른 가구구분이 -1,400.5 (2008

년), -1,429.9 (3개년)으로 가장 크다. 이 변수는 일반가구가 1이 값을 가지며 소득층 

가구가 2의 값을 가지므로 그 차이는 각각 1,400.5와 1,429.9이다. 일반가구와 소득층 

가구의 가구소득 차이가 상 로 크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그 차이는 약 1,400만원이다. 

다른 변수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분석은 타당한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이다. 연구의 출발은 한국복지패 데이터가 

통상 인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서로 독립 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 데이터가 아니라

는 이다. 한국복지패  사용자 설명서에 자세히 언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복지패  데

이터는 층화, 집락화, 무응답, 가 치 사후 조정 등을 통하여 생산된 복합데이터(complex 

data)이다. 따라서 패 가구는 추출확률이 서로 다르며 한 서로 독립이 아니다. 패 회

귀모형을 설정한 후에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한 분석 결과를 사용해도 괜찮

은 것인가? 안 된다면 복합데이터에 합한 안  회귀계수 추정법은 무엇인가? 이러

한 질문에 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2 에서는 패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 추정법으로 최소제곱추정법과 가 치를 활용한 

회귀계수 추정법을 설명하고 3 에서는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2 에서 설명한 

회귀계수 추정법을 수치 으로 계산하는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 에서

는 간단한 요약과 함께 연구자들이 가 치를 활용한 회귀계수 추정법을 사용하기를 제

안한다.  

II. 회귀계수 추정법

1. 최소제곱추정법

  패 조사에서 다루는 회귀모형은 모형 (2) - 모형 (4) 등이지만 문제의 구조를 분명히 

드러내기 하여 단순회귀모형을 가정하자. 

y j= β
0+β

1x j+ ε
j,  j=1,...,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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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ε
j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동일하며 서로 독립이라고 하자. 회귀계수에 한 최

소제곱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β̂
1=

∑
n

j=1
(x j- x)(y j- y)

∑
n

j=1
(x j- x)

2
,                            (6)

  여기에서 x= ∑
n

j=1
x j/n, y= ∑

n

j=1
y j/n는 x와 y의 표본평균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모형이 모형 (5)에 하여 모형 가정이 만족되면 (6)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선형 추정

량 에서 비편향이면서 분산이 가장 작은 최량 추정량임이 알려져 있다(Gauss-Markov 

정리, 를 들면 Abraham et al. 2006 등). 그러나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최량성(bestness)은 보장되지 않는다. 

2. 가 치를 활용한 회귀계수 추정법

  통상 으로 통계조사는 유한 모집단을 상으로 하고 복합 인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표본이 선정된다. 이제 시각을 바꾸어 복합표본 선정을 2단계로 세분하여 보자. 유한모

집단을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하여 무한모집단에서 유한모집단을 선정하는 것을 1단계

로 하고, 유한모집단에서 복합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2단계로 간주하자. 유한모집단의 크

기를 N이라고 하면 회귀계수 (β 0 , β 1)에 한 추정량 (AU,BU)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Skinner, et al. 1989).

BU=
∑
N

j=1
(x j- xU )(y j- yU )

∑
N

j=1
(x j- xU )

2
,  AU= yU-BU xU                           (7)

여기에서 xU= ∑
N

j=1
x j/N, yU= ∑

N

j=1
y j/N는 x와 y의 유한모집단 평균이다. 회귀계수 

(AU, BU)는 유한모집단을 모두 조사해야 구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표본조사에서

는 활용가능한 값이 아니다.

  이제 복합표본을 이용하여 (AU, BU)를 추정하는 문제를 고찰하자. BU를 풀어서 

다시 쓰면 아래와 같다.

                                    (8)

그리고 가 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AU,BU)  추정량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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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 yw- B̂ w xw                  (9)

  여기에서 xw= ∑
n

j=1
wjx j/ ∑

n

j=1
wj, yw= ∑

n

j=1
wjy j/ ∑

n

j=1
wj는 가 치를 이용한 가 평균

이다. 식 (9)의 추정량은 식(7)의 유한모집단 회귀계수에 한 일치추정량이고, 결과 으

로 무한모집단 모수 (β 0 ,β
1)에 한 일치추정량이 된다. 

III. 모의실험

1. 모의실험 모집단 

  모의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  3개년 데이터이다. 분석의 편의를 하여 3

개년 모두 응답이 있는 데이터만을 상으로 하여 3개년 데이터를 병합하 다. 그리고 

병합한 데이터에서 가구주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외하 다. 심변수로는 가구의 

상용근로자 연간 총 여액, 고용주  자 업자의 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순소득 등을 

합하여 가구소득 변수를 생성하 다.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5,672가구이다. 

병합된 데이터는 3개년 데이터 17,016개이다. 3개년도 가구소득에 한 산 도가 <그림 

1>, <그림 2>에 주어져 있다. 

<그림 1> 2006년 소득과 2005년 소득 산 도  <그림 2> 2007년 소득과 2005년 소득 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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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 회귀모형 

  패 회귀모형으로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가구소득을 9개 설명변수로 설명하는 

모형과 가구소득에 로그함수를 취하여 9개 변수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회귀계수는 연도

별로 다른 경우와 동일한 경우를 고려하 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총 8가지이다. 

  가구소득을 연도별로 9개 변수로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3개년 병합데이터

를 사용한 모형은 아래 모형에서 β
jt= β

j, j=0,...,9인 경우이다.  

  가구소득 = β
0t
 + β

1t ×(균등화에 따른 가구구분) + β
2t ×(가구원 수) + β

3t ×(가구형태) + 

β
4t ×(가구주 태어난 해) + β

5t ×(가구주 교육수 ) + β
6t ×(가구주 혼인 상태) + 

β
7t ×(가구주 건강상태) + β

8t ×(경제활동 구분) + β
9t ×(주거형태) + ε, 

t= 1,2,3      (10)

  가구소득 변수에 로그를 취한 경우는 심변수로 log (소득+2,300)을 사용하 다. 

소득에 2,300을 더한 이유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마이

스인 가구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 스 소득을 없애기 하여 2,300을 더한 변수를 분석

에 사용하 다. 모형 (10)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년 병합데이터를 사용한 모형은 아래 모

형에서 β
jt= β

j, j=0,...,9인 경우이다.  

  log(가구소득+2,300) = β
0t
 + β

1t ×(균등화에 따른 가구구분) + β
2t ×(가구원 수) + 

β
3t ×(가구형태) + β

4t ×(가구주 태어난 해) + β
5t ×(가구주 교

육수 ) + β
6t ×(가구주 혼인 상태) + β

7t ×(가구주 건강상태) 

+ β
8t ×(경제활동 구분) + β

9t ×(주거형태) + ε, t= 1,2,3     

 (11)

3. 표본선정 

  모의실험 모집단에서 표본수는 100개, 200개인 경우를 고려하 다. 그리고 가구에 부

여된 가 치를 활용하여 표본수 만큼 표본가구를 비복원 가 치 비례 추출을 하 다. 추

출에 활용한 방법은 Sampford 방법(Sampford, 1967)으로 이 방법은 포함확률비례 추출

에서 표본수가 3이상인 경우에 표본추출이 안정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mpford 방

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기 해서는 SAS의 SURVEYSELECT 러시져  선택

사항으로 method=pps_sampford를 지정하면 된다. 



- 444 -

4. 회귀계수 추정  평가지표

  선정된 표본에서 2가지 경우의 회귀계수를 계산하 다. 첫 번째는 통상 으로 사용하

는 일반최소제곱추정치(OLSE)이고(식 (6)), 다른 하나는 가 치를 이용한 가 회귀계수 

추정치(WLSE, 식(9))이다. 두 추정법을 비교하기 하여 8개 모형별로 각 표본수(100개, 

200개)에서 독립표본을 3,000번 반복 추출하여 회귀계수를 계산한 후 평균을 구하 다. 

β
jt=

1
3,000 ∑

3, 000

k= 1
β̂
jt

( k ) , j=0,...,9                               (12)

  여기에서 β̂
jt

( k)는 t시  데이터의 회귀계수 β
jt
를 k번째 반복표본으로 구한 회귀계

수 추정치이다. 회귀계수 추정치는 <표 1>과 <표 2>에 실려 있다.  

  한 회귀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각 회귀계수 한 상  편향을 계산하 다. 를 들

어 j번째 회귀계수 β̂
jt
에 한 상 편향은 다음과 같다. 

RBj(%)=
β
jt-β

jt

β
jt

×100 , j= 0,1,...,9                           (13)

  회귀계수에 한 상 편향 결과는 <표 3>, <표 4>에 실려 있다.

5. 모의실험 결과 

  회귀모형 (10)을 연도별(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병합)로 합하여 구한 최소제

곱추정치와 가 최소제곱추정치의 상 편향을 산 도를 그려 비교하 다. (<그림 3>, 

<그림 4>.) <부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개 회귀계수 추정치  WLSE이 상 편향

의 값이 OLSE의 상 편향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표본수가 100일 때

에는 4개, 표본수가 200일 때에는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경우는 OLSE의 상 편향이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편

향의 크기는 비례 계에 있으며 그 계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 (10), 표본수 100 : (OLSE의 상 편향) ≈4.37 ×(WLSE의 상 편향)

모형 (10), 표본수 200 : (OLSE의 상 편향) ≈6.96 ×(WLSE의 상 편향)

  즉, OLSE의 상 편향이 WLSE의 상 편향보다 약 4.37배(표본수 100)와 6.96배(표본

수 200) 크다는 뜻이다.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상 편향의 차이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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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LSE와 WLSE의 상 편향 산 도     <그림 4> OLSE와 WLSE의 상 편향 산 도

 (모형 10, 표본수 100)                         (모형10, 표본수 200)

  회귀모형 (11)을 연도별(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병합)로 합하여 구한 최소제

곱추정치와 가 최소제곱추정치의 상 편향 산 도는 아래 <그림 5>, <그림 6>과 같다. 

한 <부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개 회귀계수 추정치  WLSE이 상 편향의 

값이 OLSE의 상 편향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표본수가 100일 때에는 8

개, 표본수가 200일 때에는 4개 다. 그리고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편향의 크기는 비례 계에 있고 계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 (11), 표본수 100 : (OLSE의 상 편향) ≈4.61 ×(WLSE의 상 편향)

모형 (11), 표본수 200 : (OLSE의 상 편향) ≈9.71 ×(WLSE의 상 편향)

<그림 5> OLSE와 WLSE의 상 편향 산 도     <그림 6> OLSE와 WLSE의 상 편향 산 도

 (모형 11, 표본수 100)                         (모형11, 표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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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제안

  본 연구에서는 패 회귀모형을 가정하고 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회귀계수를 추

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  데이터는 복합데이터로서 표본가구가 서로 다

른 가 치를 가지므로 가 치를 회귀계수 추정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식 (9)에서 

제시한 방법은 가 치를 회귀계수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회귀계수 추정에 가 치를 

활용하지 않으면 가 치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 편향이 4배 ~ 9배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 치를 회귀계수 추정에 이용하면 추정치의 편향을 일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많은 패 조사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되어 연구자는 다양한 분석을 시

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분석 에서 패 회귀분석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통계모형 의 하나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분의 패 회귀분석 텍스트들

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데이터가 복합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인 회귀분석 이론

에 근거하여 일반최소제곱추정법을 회귀계수 추정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

으로 보인 바와 같이 이러한 분석은 추정치의 편향을 래한고 결과 으로 분석의 타당

성을 떨어뜨린다. 향후 많은 연구자들이 복합데이터는 이에 걸맞는 분석법으로 분석하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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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형 (10)에 한 회귀계수 추정치

연도 변수명 BU

표본수 100 표본수 200

OLSE WLSE OLSE WLSE

2005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5730.95

  -1423.21

    349.33

   -105.48

      4.99

     94.12

   -116.79

    -53.63

   -149.06

    -31.01

   235.87

 -1423.07

   386.50

  -122.16

     1.91

   177.39

  -137.93

   -76.80

  -173.60

   -63.26

  -5155.23

  -1425.16

    354.93

   -113.68

      4.71

    105.92

   -126.21

    -53.39

   -152.08

    -39.57

    902.42

  -1422.99

    394.98

   -116.42

      1.53

    175.61

   -129.16

    -76.78

   -173.44

    -57.93

  -4538.16

  -1422.50

    359.51

   -109.46

      4.37

    101.14

   -117.94

    -52.92

   -151.13

    -33.10

2006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7705.09

  -1390.81

    413.02

   -101.45

      6.03

    110.75

   -144.33

    -90.32

   -158.18

    -37.70

 -1314.02

 -1449.75

   431.77

  -102.81

     2.72

   198.66

  -160.86

   -90.28

  -182.61

   -67.45

  -6981.31

  -1399.23

    413.31

   -104.91

      5.68

    123.19

   -150.62

    -90.71

   -160.53

    -46.02

   -477.00

  -1444.35

    441.29

   -100.43

      2.28

    195.11

   -158.05

    -94.09

   -183.20

    -63.04

  -6612.79

  -1392.79

    421.13

   -105.61

      5.47

    118.08

   -148.21

    -91.99

   -159.19

    -40.30

2007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12819.00

  -1400.45

    474.11

   -121.84

      8.60

    142.87

   -127.63

    -59.06

   -173.88

    -36.75

 -6475.97

 -1491.31

   512.16

  -137.28

     5.29

   242.20

  -135.76

   -57.64

  -193.29

   -61.95

 -12165.52

  -1413.50

    482.12

   -129.61

      8.26

    157.84

   -132.94

    -54.71

   -175.07

    -45.13

  -6291.72

  -1488.52

    518.59

   -133.60

      5.19

    234.63

   -130.07

    -63.24

   -193.71

    -59.55

 -11659.32

  -1403.04

    486.24

   -128.28

      8.00

    149.21

   -127.43

    -61.46

   -175.06

    -39.37

3개년

병합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8630.48

  -1429.91

    414.73

   -111.51

      6.49

    114.25

   -129.91

    -60.89

   -160.62

    -34.91

 -3521.46

 -1464.57

   448.65

  -119.97

     3.80

   204.55

  -142.21

   -65.20

  -181.46

   -65.12

  -8959.71

  -1418.91

    419.74

   -114.45

      6.64

    127.19

   -133.10

    -58.76

   -160.36

    -42.60

  -2557.13

  -1463.72

    456.50

   -117.68

      3.30

    200.63

   -138.54

    -69.00

   -182.78

    -61.10

  -7957.17

  -1420.90

    424.81

   -114.43

      6.12

    121.21

   -129.89

    -61.63

   -160.85

    -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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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 (11)에 한 회귀계수 추정치

연도 변수명 BU

표본수 100 표본수 200

OLSE WLSE OLSE WLSE

2005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3.5810 

   -0.3619 

    0.0806 

   -0.0169 

    0.0026 

    0.0073 

   -0.0199 

   -0.0121 

   -0.0370 

   -0.0065 

    4.1104 

   -0.3670 

    0.0839 

   -0.0188 

    0.0024 

    0.0206 

   -0.0228 

   -0.0166 

   -0.0397 

   -0.0131 

    3.4570  

   -0.3640  

    0.0811  

   -0.0183  

    0.0028  

    0.0090  

   -0.0218  

   -0.0116  

   -0.0372  

   -0.0084  

    4.2734 

   -0.3668 

    0.0851 

   -0.0173 

    0.0023 

    0.0202 

   -0.0209 

   -0.0168 

   -0.0398 

   -0.0119 

    3.6821  

   -0.3627  

    0.0819  

   -0.0172  

    0.0026  

    0.0081  

   -0.0200  

   -0.0118  

   -0.0372  

   -0.0072  

2006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3.1564 

   -0.3425 

    0.0872 

   -0.0101 

    0.0029 

    0.0084 

   -0.0220 

   -0.0215 

   -0.0383 

   -0.0073 

    3.5490 

   -0.3575 

    0.0873 

   -0.0086 

    0.0027 

    0.0215 

   -0.0223 

   -0.0207 

   -0.0408 

   -0.0127 

    3.0963  

   -0.3449  

    0.0868  

   -0.0101  

    0.0029  

    0.0098  

   -0.0224  

   -0.0217  

   -0.0383  

   -0.0088  

    3.6712 

   -0.3556 

    0.0884 

   -0.0081 

    0.0026 

    0.0211 

   -0.0224 

   -0.0214 

   -0.0409 

   -0.0120 

    3.2103 

   -0.3432 

    0.0878 

   -0.0103 

    0.0029 

    0.0094 

   -0.0226 

   -0.0218 

   -0.0382 

   -0.0077 

2007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2.0024 

   -0.3393 

    0.0977 

   -0.0126 

    0.0034 

    0.0133 

   -0.0178 

   -0.0151 

   -0.0404 

   -0.0066 

    2.3665  

   -0.3614  

    0.1006  

   -0.0138  

    0.0033  

    0.0276  

   -0.0163  

   -0.0130  

   -0.0419  

   -0.0106  

    2.0126 

   -0.3439 

    0.0988 

   -0.0135 

    0.0035 

    0.0154 

   -0.0174 

   -0.0140 

   -0.0403 

   -0.0079 

    2.3956 

   -0.3608 

    0.1013  

   -0.0133 

    0.0033 

    0.0263 

   -0.0159 

   -0.0140 

   -0.0420 

   -0.0104 

    2.1486 

   -0.3413 

    0.0994 

   -0.0135 

    0.0034 

    0.0140 

   -0.0172 

   -0.0155 

   -0.0405 

   -0.0071 

3개년

병합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2.9633

   -0.3528

    0.0889

   -0.0135

    0.0029

    0.0094

   -0.0198

   -0.0152

   -0.0386

   -0.0067

    3.1871 

   -0.3631 

    0.0914 

   -0.0136 

    0.0029 

    0.0231 

   -0.0199 

   -0.0154 

   -0.0405 

   -0.0123 

    2.7213  

   -0.3513  

    0.0895  

   -0.0137  

    0.0031  

    0.0112  

   -0.0198  

   -0.0146  

   -0.0382  

   -0.0082  

    3.3647 

   -0.3629 

    0.0924 

   -0.0130 

    0.0028 

    0.0224 

   -0.0195 

   -0.0161 

   -0.0408 

   -0.0116 

    2.9743 

   -0.3515 

    0.0902   

   -0.0137 

    0.0030 

    0.0103 

   -0.0196 

   -0.0152 

   -0.0384 

   -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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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 (10)의 회귀계수 추정치의 상 편향

연도 변수명

표본수 100 표본수  200

OLSE WLSE OLSE WLSE

2005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104.116 

      -0.010 

      10.641 

      15.814 

     -61.741 

      88.475 

      18.097 

      43.205 

      16.463 

     103.981 

     -10.0457 

       0.1373 

       1.6050 

       7.7733 

      -5.6032 

      12.5414 

       8.0581 

      -0.4385 

       2.0299 

      27.6017 

     -115.747 

       -0.015 

       13.069 

       10.375 

      -69.245 

       86.584 

       10.586 

       43.175 

       16.360 

       86.791 

     -20.8131

      -0.0496

       2.9139

       3.7768

     -12.4479

       7.4652

       0.9780

      -1.3099

       1.3898

       6.7359

2006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82.946 

       4.238 

       4.539 

       1.339 

     -54.870 

      79.370 

      11.455 

      -0.047 

      15.444 

      78.918 

      -9.3935  

       0.6057  

       0.0688  

       3.4103  

      -5.9306  

      11.2294  

       4.3608  

       0.4353  

       1.4908  

      22.0781  

      -93.809  

        3.850  

        6.844  

       -1.002  

      -62.193  

       76.162  

        9.503  

        4.178  

       15.818  

       67.219  

     -14.1763

       0.1424

       1.9626

       4.1021

      -9.2965

       6.6151

       2.6858

       1.8508

       0.6433

       6.8959

2007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49.481  

       6.488  

       8.024  

      12.670  

     -38.476  

      69.530  

       6.373  

      -2.407  

      11.165  

      68.563  

      -5.0977 

       0.9315 

       1.6900 

       6.3739 

      -3.9035 

      10.4821 

       4.1639 

      -7.3613 

       0.6847 

      22.7932 

      -50.919 

        6.289 

        9.382 

        9.654 

      -39.574 

       64.227 

        1.911 

        7.086 

       11.406 

       62.030 

      -9.0465

       0.1851

       2.5591

       5.2888

      -6.9307

       4.4426

      -0.1567

       4.0656

       0.6826

       7.1380

3개년

병합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59.197 

       2.424 

       8.177 

       7.590 

     -41.434 

      79.043 

       9.470 

       7.080 

      12.970 

      86.521 

       3.8147 

      -0.7693 

       1.2061 

       2.6397 

       2.1945 

      11.3261 

       2.4529 

      -3.4958 

      -0.1642 

      22.0167 

      -70.371 

        2.364 

       10.069 

        5.536 

      -49.121 

       75.607 

        6.640 

       13.333 

       13.791 

       75.008 

      -7.8015

      -0.6303

       2.4304

       2.6176

      -5.6663

       6.0918

      -0.0153

       1.2276

       0.1406

       5.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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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형 (11)의 회귀계수 추정치의 상 편향

연도 변수명

표본수 100 표본수  200

OLSE WLSE OLSE WLSE

2005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14.784 

     1.409 

     4.094 

    11.243 

    -7.692 

   182.192 

    14.573 

    37.190 

     7.297 

   101.538 

     -3.4627 

      0.5803 

      0.6203 

      8.2840 

      7.6923 

     23.2877 

      9.5477 

     -4.1322 

      0.5405 

     29.2308 

     19.335 

      1.354 

      5.583 

      2.367 

    -11.538 

    176.712 

      5.025 

     38.843 

      7.568 

     83.077 

     2.8232

     0.2211

     1.6129

     1.7751

     0.0000

    10.9589

     0.5025

    -2.4793

     0.5405

    10.7692

2006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12.438 

      4.380 

      0.115 

    -14.851 

     -6.897 

    155.952 

      1.364 

     -3.721 

      6.527 

     73.973 

     -1.9041 

      0.7007 

     -0.4587 

      0.0000 

      0.0000 

     16.6667 

      1.8182 

      0.9302 

      0.0000 

     20.5479 

     16.310 

      3.825 

      1.376 

    -19.802 

    -10.345 

    151.190 

      1.818 

     -0.465 

      6.789 

     64.384 

     1.7076

     0.2044

     0.6881

     1.9802

     0.0000

    11.9048

     2.7273

     1.3953

    -0.2611

     5.4795

2007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18.183 

      6.513 

      2.968 

      9.524 

     -2.941 

    107.519 

     -8.427 

    -13.907 

      3.713 

     60.606 

      0.5094  

      1.3557  

      1.1259  

      7.1429  

      2.9412  

     15.7895  

     -2.2472  

     -7.2848  

     -0.2475  

     19.6970  

      19.636 

       6.337 

       3.685 

       5.556 

      -2.941 

      97.744 

     -10.674 

      -7.285 

       3.960 

      57.576 

     7.3012

     0.5894

     1.7400

     7.1429

     0.0000

     5.2632

    -3.3708

     2.6490

     0.2475

     7.5758

3개년

병합

편            

균등화 가구구분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태어난 해

가구주 교육수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건강상태

경제활동 구분

주거형태

      7.552 

      2.920 

      2.812 

      0.741 

      0.000 

    145.745 

      0.505 

      1.316 

      4.922 

     83.582 

     -8.1666

     -0.4252

      0.6749

      1.4815

      6.8966

     19.1489

      0.0000

     -3.9474

     -1.0363

     22.3881

      13.546 

       2.863 

       3.937 

      -3.704 

      -3.448 

     138.298 

      -1.515 

       5.921 

       5.699 

      73.134 

     0.3712

    -0.3685

     1.4623

     1.4815

     3.4483

     9.5745

    -1.0101

     0.0000

    -0.5181

     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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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 의 소득층 가구의 결측 패턴연구

손창균1) ․ 신재동2)

1. 서론

  아무리 잘 통제된 상황에서도, 종단 연구에서 결측자료는 필연 으로 발생하게 된다.  

어떤 특정 측시 에서 개체가 결측될 수 있으며, 연구 시 에서 일부 개체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다른 개체들은 그 지 못할 수 있다. 주어진 시 에서 근된 개체들은 단

지 일부 연구변수에 반응하여 불완 한 자료를 만들어 내게 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조사 상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종단면 결측치(longitudinal missing data)와 어느 한 

시 에서 특정 변수의 값이 결측되는 횡단면  결측치(cross-sectional missing data)이

다. 이러한 무응답에 의한 결측자료는 결과 으로 조사 자료의 신뢰성에 큰 향을 미치

게 되며, 통계 인 방법으로 완 자료(complete data)를 구성하여 정형화된 통계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패 조사와 같은 종단면 연구에서 웨이 무응답(wave nonresponse)라는 특정한 무

응답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무응답을 처리하기 해 체방법이나 가 값 조정 등의 방

법으로 히 처리하여 무응답으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까지 종단면 연구에서 결측치를 다루는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Demirtas, 2004; Molenberghs et al., 2004; Hogan and Larid, 1997; Gorbein et al., 

1992). 이러한 연구들 에서 Little(1995)은 결측치 연구에 한 요한 통계 인 체계를 

수립하 고, 최근에 Hogan et al.(2004)는 결측치 연구에 한 다양한 용을 소개하

다. 한 결측치 처리에 한 연구들로는 Rubin and Little(2002), Diggleet et al. (2002), 

Verbeke and Molenberghs (2000)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종단면 연구에서 발생하는 웨이  무응답(결측)을 히 처

리하기 해 반드시 고려해야할 무응답 패턴을 연구하고, 한국복지패  1~3차 자료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 원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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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가구의 특성을 악하여 이론 인 정합성을 실제자료를 분석하여 실증  문제를 

검토하여 향후 한국복지패 의 주 연구 상인 소득층 가구에 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2.1 결측 패턴의 정의

  종단면 자료의 결측패턴을 연구하기에 앞서 먼  이에 필요한 기호와 매커니즘등을 

정의하고자 한다.

  자료의 결측을 정의하기 해 먼  R ij
는 만일 개체 i가 시  j에서 결측이면 1의 

값을 가지며, 만일 개체 i가 시  j에서 측되면, 0의 값을 가지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이다. 여기서 종속변수 y가 측되거나 그 지 않은지를 고려한다. 만일 어떤 

연구가 T개의 시 에서 측정을 요구한다면, T×1차원의 완 한 종속변수벡터는 다음과 

같다.

y'= (y i1,y i2,⋯,y iT)

  임의의 개체에 한 T×1차원의 결측자료 지시벡터는 다음과 같다.

R i'= (R i1,R i2,⋯,R iT)
,  R ij= { 1, yij missing

0, yij observed

  R i
에 기 하여 주어진 개체 i에 해 완  종속변수벡터 y i

를 측된 자료 y i O

와 비 측된 자료 y i
M로 분해할 수 있다. 

y i'= ( y i O, y i M )'

  여기서 y i
를 개체 i에 해 계획되거나 는 잠재 인 종속변수벡터로 고려하며, 

y i
O는 개체 i에 해 실제로 측된 종속변수벡터로 고려되며, y i M

은 개체 i에 

해 측되지 않은 종속변수 벡터이다. 한편 공변량 행렬로 시간 는 그룹으로서 X을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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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완 임의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MCAR) 

  결측자료에 한 가장 기본 인 가정은 결측자료들이 완 임의결측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어떤 개체가 완 하게 확률 인 원인으로 특정시 에 결측된 것이다. 이러한 

매체를 “완 임의 결측” 는 MCAR 이라 한다. 이는 결측자료 지시변수 벡터 R i
는 

y i
O와 y i M

 둘 다와 독립이다. 즉 이들은 측된 종속변수와 비 측된 종속변수에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Pr( R i
 | y i

O, y i M
) = Pr( R i

), 모든 y에 해                     (1)

  거의 모든 종단면연구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측자료는 증가하며 따라서 MCAR에

서 이러한 가정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MCAR 가정하에서 추론과정은 보통의 일반화 추정방정식(GEE)를 이용하여, 공변량에 

한 조건부 추론을 통해 결측치 자료가 있는 불완  자료의 추론을 하며 이를 “공변량

-종속 결측”모형이라 한다.

  즉, 

Pr( R i
 | y i

O, y Mi
, X ) = Pr( Ri

 | X ), 모든 y에 해                      (2)

  2) 임의결측(Missing at Random: MAR)

  임의결측(MAR)은 완 히 찰된 공변량 X와 찰된 종속변수 벡터 y i
O  둘 다에 

결측치들의 종속성을 허용함으로서 한 단계 더 확장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MAR은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결측치들이 측되지 않은 종속변수벡터 y i M
과 련되지 않는

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를 조건부독립성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공변량 

X와 찰된 종속변수 벡터 y i O
 의 조건하에서 결측 R i

는 종속변수벡터 y i M
에 

독립이다. 

Pr( R i
 |  y i

O, y i M
) = Pr( R i

 | y iO
), 모든 y

M에 해                      (3)

  MAR은 결측자료들이 측자료들과( X와 y i
O) 연 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결측은 

비 측자료 y i M
과는 추가 으로 련되지 않음을 가정한다. 결과 으로 종단면 모형에 

한 MAR은 한 공변량들이 X에 포함되고, y i
의 분산-공분산 구조가 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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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한다. 만일 이들  하나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주어진 분석은 기본 인 

MAR 매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MAR 가정하에서는 우도에 근거한 추론이 가능한데, 측치와 공변량에에 한 조건

부 추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우도모형을 고려한다.

Pr( R i
 | y i

O, y i M
, X ) = Pr( Ri

 | X , y i
O), 모든 y i M

에 해                   (4)

  MCAR과 MAR 모형 둘 다는 결과 으로 공변량 X에 종속된 결측을 허용하는 모형

을 고려하며, 종단면 연구에서 결측치에 한 측으로 한 X를 고려하는 것이 매

우 요하다.

  3) 비임의결측(Missing Not at Random: NMAR)

  비임의결측(MNAR)은 결측이 측자료( X와 y i
O)를 고려한 후 비 측된 종속변수

벡터 y i M
과 련된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측된 값(즉, y i M

의 값)과 결측 

R i
간의 계를 의미한다. 

  MAR과 MNAR간의 차이 이 비 측된 자료 y i M
을 포함하는 지 여부이기 때문에 

MNAR 비 MAR을 확신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특정한 MNAR 모형에 

비교하여 특정한 MAR 모형을 확신하거나 기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보다 일반 인 모

형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으로 MNAR의 이용은 자료가 심각하게 MAR에 

배된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MNAR 결측의 가정하에서 다양한 민감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결측치 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의 체모형을 설정하여 분

석함으로서 단순히 결측자료를 체자료로 부터 제거한 후 분석하는 것보다 효과 인 

추론이 가능하다.  

2.2 결측패턴에 한 검증

  1) MCAR 에 한 검증

  종단면 자료에 해 2.1 에 정의된 결측패턴이 실제 자료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여 가장 타당한 결측패턴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측자료를 측하여 정규

인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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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 가장 간단한 가정으로 2개의 시 (two-time points)을 가진 자료를 가정하

여 첫째 시 에서는 모든 자료가 측되고, 두 번째 시 에서는 일부 자료가 결측인 경

우를 가정하자. 이를 해 D i
인 지시변수를 고려하여 만일 개체들이 두 시 에서 모두 

측되면, D i=0이라 하고, 만일 개체가 첫 번째 시 에만 측되면 D i=1이라 하자.

  그러면 지시변수 Di에 의해 별된 두 그룹의 측값을 비교하여 만일 MCAR이 성

립하면 측값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즉, MCAR은 두 그룹 D i=0와 D i=1간의 측치 y가 평균 으로 차이가 나지 않

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 간단한 t-검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일반화 하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y i1=β
0+β

1D i+β
2 x i+ε

i
                                  (5)

  여기서 β
2
는 x i

에 포함된 공변량의 회귀계수 벡터이다.

  만일 이탈지시변수와 공변량간 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y i1=β
0+β

1D i+β
2 x i+β

3(Di× x i )+ε
i
                         (6)

  여기서 β
2
는 x i

에 포함된 공변량의 회귀계수 벡터이다.

  한편 이탈변수에 해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Ridout, 1991).

log [
P(D i=1)

1-P(D i=1) ]= α
0+α

1y i1+ α
2 x i+ α

3 (y i1× x i )             

(7)

  여기서 α
2
와 α

3
는 공변량 x i

와 y i1간의 상호작용에 한 회귀계수벡터를 나타

낸다. 

  따라서 만일 결측패턴이 MCAR이면 α
1= α

3=0  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가설 

α
1= α

3=0을 기각하면, 결과 으로 MACR 가정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결측패턴이 MAR 이면 일반화추정방정식 보다는 평균과 분산-공분산 구조가 

하다면 혼합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타당하다. 한 MCAR과 MAR간의 모형 선택

은 측치 y i O
에 의존하는지 여부를 정함으로서 가능하며, MCAR은 y i O

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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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MAR은 y i O
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 으로 모형에 y i O

를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서 MCAR에 한 검증이 가능하다.

  2) NMAR 에 한 검증

  자료의 결측 패턴이 무시할 수 없는 결측, 즉 비임의결측(NMAR)일 경우 표 인 통

계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심각한 편향을 야기한다. 그러나 MAR과 NMAR에 한 표

인 통계  검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자료에서 MAR인지 NMAR인지는  알 

수 없다. 

  NMAR에 한 일반 인 모형은 선택모형(selection model)과 패턴혼합모형(pattern 

mixture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자는 종단면자료와 결측 과정 둘 다를 모형화 한 

것이며, 후자는 종단면 모형에 있는 결측자료의 패턴정보를 이용한다. 

  NMAR을 검증하기 해서는 주어진 자료에 하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고려해야 한

다. 

  Ten Have et al.(1998)에 따르면 혼합효과 선택모형은 종단면 측벡터 y i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y i= X i
β+ Z i v i+ε

i
                                  (8)

  여기서 v i
는 확률 개체효과 벡터이다.

  한편  이탈변수 Di에 해, 시 에 한 보충  로그-로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Wu and Caroll, 1998).

log(- log (1-P(D i= j|D i≥j))= W i
α+ v iα

*
i
                      (9)

  여기서 W i
는 이탈시 의 측값을 포함하며, 이는 X i

에 일부 는 부가 포함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선택모형의 안으로 Little(1993, 1994, 1995)는 불완  자료를 분석하기 

한 패턴혼합모형을 제안하 다. 이 모형에서는 개체들을 결측자료의 패턴에 따라 그룹

화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측자료를 갖는 개체들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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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층 가구의 결측패턴

  한국복지패  조사는 외환 기 이후 빈곤층( 는 working poor)  차상 계층의 가구

형태, 소득수 , 취업상태가 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 으로 

악하여 정책지원을 한 기  자료를 생산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 으로 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

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한 조사이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

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 고, 최종 조사 완료된 24,711가구에 해 소득계층

별로 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완료 하 다. 따라서 체 인 표

본추출과정은 2 추출(double sampling 는 two-phase sampling)의 형태를 취하게 된

다. 즉, 모집단에 한 보조정보를 얻기 해 약 24,711 가구의 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이로 부터 약 7,072가구를 2단계에 걸쳐 추출한 형태이다. 

  앞에서 언 한바와 같이 한국복지패 은 일반가구와 소득층 가구를 표집하여 패

로 구축하 기 때문에 소득층 가구에 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

때 일반가구와 소득층 가구의 구분은 가구균등화소득3)을 기 으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의 주 연구 상인 소득층가구에 해 이들의 종

단면 결측패턴을 연구함으로서 결측자료에 한 체과정의 엄 성을 추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소득층 가구의 결측패턴을 통한 다양한 통계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의 소득계층에 한 동  변화를 차수별로 살펴보면 1, 2, 3차 모두 “ 소득”

층인 경우는 2,030가구로 나타났고, 3차까지 완  응답한 가구를 기 으로 볼때 34.42%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2차 소득층 이었다가 3차년도 일반가구로 이동한 경우

는 320가구로 체의 5.43%로 분석되었고, 1차에서 소득층 이었다가 2, 3차에서는 일

반으로 이된 가구는 474가구로 8.04%이며, 1차는 일반가구 다가 2,3차에서 소득층

으로 변환된 경우는 190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3차때 소득으로 이된 가구는 체

의 2.97%인 175가구이며, 1,2,3차 모두 일반가구인 경우는 2,709가구인 45.93%로 나타났

다. 1,2,3차의 변동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총 80.35%이며, 변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35%로서 3년간(2005~2007) 복지패 가구 100가구  약 20가구는 어도 한번은 

소득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3차 조사에 최종 으로 소득가구로 별된 가

구의 비율은 40.61% 로서 100가구  41가구가 3차 조사에서 소득가구로 나타났고, 나

머지 59.3%로 100가구  59가구가 일반가구로 나타났다.

3)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의 제곱근으로 환산한 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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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차수별 소득, 일반가구의 변화 추이

(단 : 가구,%)

1차 2차 3차 빈도 백분율  빈도

소득 소득 소득 2,030 34.42 2,030

소득 소득 일반 320 5.43 2,350

소득 일반 일반 474 8.04 2,824

일반 소득 소득 190 3.22 3,014

일반 일반 소득 175 2.97 3,189

일반 일반 일반 2,709 45.93 5,898

<표 2> 지역별, 가구구분별 가구수

(단 : 가구)

조사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지역 계 
 가구구분 

 계
 가구구분 

 계 
 가구구분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국 7,072 3,794 3,278 6,580 3,755 2,825 6,314 3,695 2,619

서울 1,335 886 449 1,198 826 372 1,110 769 341

수도권 1,569 953 616 1,413 943 470 1,351 903 448

부산/경남/울산 1,219 641 578 1,153 635 518 1,093 628 465

구/경북  915 369 546  864 401 463  832 398 434

/충남  529 294 235  507 302 205  511 307 204

강원/충북  456 231 225  434 226 208  420 235 185

호남/제주 1,049 420 629 1,011 422 589  997 455 542

  <표 2>로부터 각 조사차수별로 일반가구와 소득가구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았

다. 체 으로 1,2,3차의 소득 가구의 비율 증감은 1차년도 비 2차년도는 3.4%p 감

소하 고, 3차년도에서는 4.9%p 감소하 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2차년도에는 

2.6%p, 3차년도에서는 2.9%p 감소하 다. 수도권에서는 2차년도와 3차년도 각각 6.0%p 

와 6.1%p 감소하 다. 부산/경남/울산지역의 경우 2차년도와 3차년 각각 2.5%p, 4.9%p 

감소하 고, 구/경북은 각각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 6.1%p와 7.5%p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충남에서는 2차년도 4.0%p, 3차년도 4.5%p씩 감소하 고, 강원/충북은 

1.4%, 5.3% 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호남/제주 지역은 각각 

1.7%p, 5.6%p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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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차수별 일반  소득층 가구의 결측 패턴

(단 : 가구,%)

결측 패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0 389 40.19 389 40.19

101 6 0.62 395 40.81

102 4 0.41 399 41.22

110 249 25.72 648 66.94

120 24 2.48 672 69.42

200 145 14.98 817 84.4

201 7 0.72 824 85.12

202 10 1.03 834 86.16

210 43 4.44 877 90.6

220 91 9.4 968 100

  <표 3>에서는 조사차수별로 일반  소득 가구의 결측 패턴에 따른 가구 수를 분

석하 다. 즉, 1,2,3차년도  단 1회라도 결측인 가구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 다.

  우선 “100”은 1차년도 일반가구가 2,3차에서 결측인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389가구

가 2차  3차에서 결측으로 나타났고, “101”은 1차년도 일반가구 다가 2차년도 결측, 3

차년도 다시 일반가구로 진입한 가구로서 6가구이다. 1차년도 소득층 가구가 2차와 3

차년도 모두 결측인 경우는(“200”) 145가구로 악되었고, 1차년도, 2차년도 소득 가구

가 결측인 경우는 “220”으로 91가구로 나타났다.

1차년도 일반가구가 2차와 3차 모두 결측인 비율이 40.2% 이며, 1차년도 소득가구가 

2,3차에서 결측인 비율은 14.9%로 1차년도 일반가구가 패 에서 완 히 탈락할 확률이 

소득가구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년도 일반가구가 1번이라고 결측인 비율이 69.42%, 1차년도 소득층인 가구

가 2,3차에 걸쳐 어도 한번 결측일 비율은 30.58%로 일반가구의 반정도로 나타났다. 

역으로 해석하면 일반가구가 어도 1회 결측일 확률이 소득가구에 비해 2배 이상 정

도 높다고 볼 수 있다. 1,2차에 일반가구가 3차년도에 탈락한 가구(“110”)는 249가구이며, 

1,2차 소득가구가 3차년도 탈락한 가구(“220”)는 91가구로서 소득가구의 탈락율이 일

반가구와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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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결측 패턴별 패 가구의 권역별 분포

(단 : 가구)

결측패턴

권역별 

계
서울 수도권 

부산/경남

/울산
구/경북 /충남 강원/충북 호남/제주

계 257 271 156 108 43 50 83 968

100 103 125 50 36 22 22 31 389

101 0 3 1 2 0 0 0 6

102 1 1 1 0 0 1 0 4

110 78 67 52 17 8 14 13 249

120 8 4 6 2 2 1 1 24

200 42 36 21 19 6 4 17 145

201 2 3 0 1 0 1 0 7

202 4 0 1 2 0 0 3 10

210 8 12 7 12 2 1 1 43

220 11 20 17 17 3 6 17 91

  한편 <표 4>에서는 패 가구의 결측패턴에 따른 지역별 가구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

차년도 일반가구가 2차와 3차조사에서 이탈한 경우(“100”) 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역이 수도권으로 125가구가 탈락하 으며, 다음이 서울지역으로 103가구가 탈락

하 다. 한편 1차년도 소득가구가 2,3차에 탈락(“200”)한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

은 가구가 이탈한 지역은 서울지역을 42가구가 탈락하 고, 다음은 수도권으로 36가구가 

이탈하 고, 가장 은 탈락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충북지역으로 4가구만이 이탈한 것으

로 나타났다. 1차와 2차까지 지속 으로 생존하 다가 3차년도에 이탈한 가구(“110”, 

“120”, “210”, “220”)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탈락한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각각 105

가구와 103가구가 이탈하 고, 가장 게 탈락한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15가구만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는 각 차수별로 소득층 가구의 결측회수를 나타낸 것으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결측없이 생존한 소득층 가구는 총 6,111가구이며, 1회 결측한 가구는 

1,608, 2회 결측된 가구는 1,017가구로 분석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득층 가

구 에서 1차년도 부터 3차년도까지 이탈(dropout)없이 지속 으로 생존한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제주” 지역으로 77.6%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부산/경

남/울산”으로 7.38%가 지속 으로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3차년도 까지 1회의 

탈락을 나타낸 체가구는 1,608가구로서 가장 높은 이탈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21.5%가 1회의 이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제주지역이 이탈율이 가장 어 

15.3%로 나타났다. 2회의 이탈을 경험한 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제주” 지역이 

가장 게 나타나 7.1%가 2회의 이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이탈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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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18.2%로 나타나 패  생존율이 가장 낮은 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역별 소득 패 가구의 결측 회수별 분포

(단 : 가구, %)

지역 계
결측 회수

0 1 2

계 8,736 6,111 1,608 1,017

서울 1,165 702 60.3 251 21.5 212 18.2

수도권 1,534 950 61.9 325 21.2 259 16.9

부산/경남/울산 1,563 1,153 73.8 253 16.2 157 10.0

구/경북 1,446 1,045 72.3 261 18.0 140 9.7

/충남 644 442 68.6 131 20.3 71 11.0

강원/충북 620 451 72.7 117 18.9 52 8.4

호남/제주 1,764 1,368 77.6 270 15.3 126 7.1

 다음으로 한국복지패 의 1 차~3차 조사에서의 소득수 을 살펴보기 해 지역별, 차수

별 가구평균소득을 산출한 결과가 <표 6>과 같다. 

<표 6> 지역별 차수별 패 가구의 평균소득

(단 : 가구, 만원)

지역

1차(2005) 2차(2006) 3차(2007)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오차

국 4,022.81 40.27 849.55 10.46 4,504.40 54.22 827.41 41.56 4,865.81 62.30 976.06 13.07

서울 4,435.74 104.09 857.14 39.44 4,659.66 105.46 468.73 243.21 5,198.49 139.76 956.01 50.84

수도권 3,860.32 70.91 875.75 23.42 4,187.98 82.93 963.53 26.29 4,904.14 151.51 1,015.98 31.40

부산/경남/울산 4,246.34 99.03 873.8 20.23 5,168.36 197.71 943.38 22.61 5,127.97 133.33 1,020.24 24.36

구/경북 3,475.93 96.55 857.03 21.75 4,364.69 163.95 948.90 24.08 4,265.8 142.01 941.79 33.69

/충남 3,963.74 143.91 902.79 33.20 4,509.85 184.72 595.91 248.44 5,044.68 198.13 947.65 37.57

강원/충북 4,080.12 152.50 827.68 37.43 4,358.08 168.11 896.85 80.42 4,584.97 260.57 986.22 40.78

호남/제주 3,545.95 88.59 757.88 21.30 4,064.68 122.7 861.65 22.65 4,167.66 105.63 946.03 22.90

  <표 6>으로 부터 1차년도~3차년도의 일반가구와 소득 가구의 평균소득을 비율로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일반가구가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차년도에서는 5.44배, 

3차년도는 4.98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구/경북의 

일반과 소득가구간의 소득격차가 약 4.05배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고, 2차년도에는 수도권이 4.34배로 가장 낮은 격차를 보이며, 3차년도에서는 호남/제

주지역이 약 4.4배로 가장 낮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1차~3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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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소득 간의 평균 인 격차는 약 5.2배정도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7> 결측패턴에 따른 패 가구의 평균소득

(단 : 가구, 만원)

결측패턴 측치 수
1차 2차 3차

평균소득 표 오차 평균소득 표 오차 평균소득 표 오차

100 389 4,430.80 170.06 - - - -

101 6 5,509.81 782.90 - - 4,499.63 757.36

102 4 1,644.70 267.65 - - 603.66 212.65

110 249 4,234.25 168.35 4,899.38 248.72 - -

120 24 3,415.31 445.57 849.12 137.36 - -

200 145 761.04 96.12 - - - -

201 7 774.95 125.10 - - 2,570.89 538.22

202 10 671.11 83.18 - - 1,018.16 130.19

210 43 1,190.75 136.70 2,630.54 148.16 - -

220 91 887.02 57.45 1,007.05 62.50 - -

  <표 7>로 부터 결측 패턴별로 1~3차 조사에서 1회 이상 결측이 있는 가구들에 한 

평균소득을 계산한 결과 결측 패턴이 “100” 와 “200” 인 경우 각각 평균소득이 4,430.8만

원과 761.04만원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응답, 2차년도 결측, 3차년도 응답인 경우

(“101”,“102”, “201”, “202”) 를 각각 비교해보면 먼  3차년도 일반가구(“101”,“201”)에 

해서는 각각 5,509.8만원과 2,570.9만원으로 약 2.2배정도의 차이가 나며, 3차년도 소득

가구(“102”, “202”)에 해서는 1,644.7만원, 1,018.2만원으로 약 1.7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응답패턴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3차 조사 자료에 해 결측가구의 응답형태에 따른 다양한 특성들에 해 살펴보

았다. 체 으로 조사차수별로 결측패턴에 따른 소득층 가구의 이탈률을 검토한 결과 

소득 수 별로 결측패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실제로 순수한 소득의 차이로 

인한 결측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심층 인 검토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소득층 가구에 해 1회 이상의 패 이탈 가구의 특

성이 실제로 패 이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2장에서 제시한 통계  모형을 기

반으로 분석하 다. 이모형으로부터 만일 심변수인 소득(cin)이 패 가구의 이탈에 

향을 주게 되면 “ 소득층 가구의 결측패턴은 MCAR이다” 라는 가설을 기각하게 되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체기법을 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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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석 모형에서 고려한 변수

변수  설 명

drop  결측여부 결측 =1, 미결측=0 : 종속변수

R_sum  결측회수 (=0,1,2) : 종속변수

cin  경상소득

time  측차수(time=1,2,3)

m_cin  개체별 평균소득

f_num  가구원수

reg2  지역(7개권역)

m_cin*time  평균소득*시간의 상호작용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이탈여부(drop)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가구의 특성으

로 “가구원수”, “지역”등을 공변량(covariate)으로 고려하여 로지스틱(logistic)분석을 실시

하여 각 설명변수의 계수에 한 검증과 함께, 주요 연구변수인 가구소득(cin)과의 상호

작용 항에 한 검증을 실시하여, 소득과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모두 0인 경우 소득층 

가구의 결측패턴에 해 MCAR의 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즉, 가구의 개별 특성과 연구

변수가 패 가구의 결측에 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결과 으로 결측변수(drop)와 연구변

수인 소득(cin)간에는 독립이라는 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이를 한 분석 모형을 식(7)과 

(8)로부터 고려하 다.

<표 9> 로짓모형에 의한 GEE 분석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Limits Z Pr > |Z|

Intercept -0.1428 0.1512 -0.4392 0.1537 -0.94 0.3452

time -0.0198 0.004 -0.0276 -0.012 -4.97 <.0001

reg2 -0.1192 0.0141 -0.1469 -0.0915 -8.43 <.0001

f_num 0.1788 0.0262 0.1275 0.2301 6.83 <.0001

m_cin 0.0001 0.0002 -0.0003 0.0005 0.53 0.5974

m_cin*time 0 0 0 0 0.2 0.8384

  <표 9> 로부터 모형(10)의 m_cin 변수의 계수들이 모두 0에 근사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는데, 로지스틱분석결과 exp(0.0001)≒1 이 됨을 알 수 있고, m_cin*time 의 계수 

한 0이 되어 결과 으로 모형(10)의 α
1= α

3=0으로서 MCAR을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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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로그-로그 모형에 의한 GEE 분석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Limits Z Pr > |Z|

Intercept1 -1.792 0.1391 -2.0646 -1.5194 -12.89 <.0001

Intercept2 -0.488 0.1337 -0.75 -0.226 -3.65 0.0003

time -0.5021 0.0538 -0.6076 -0.3966 -9.33 <.0001

reg2 -0.1321 0.0164 -0.1643 -0.1 -8.06 <.0001

f_num 0.5075 0.029 0.4506 0.5645 17.47 <.0001

m_cin -0.0002 0.0001 -0.0004 0 -1.9 0.058

m_cin*time 0.0001 0.0001 0 0.0002 1.79 0.073

  한편 <표 10> 으로부터 모형(11)을 용하여 로그-로그분석한 결과 연구변수인 

m_cin 의 계수가  exp(-0.0002)≒1에 근사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결과

으로 모형(11)의 α
1= α

3=0으로서 MCAR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로그-로그 모형으로 

분석한 경우 소득과 웨이  무응답간에는 독립이다라는 가설을 채택하게된다. 한편 가구

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들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앞에서 1~3차 자료를 통한 소득가구의 소득수 에 따른 패 가구의 이

탈 패턴은 소득가구의 소득수 에 의한 이탈과는 독립 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의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층 가구의 결측패턴에 

해 차수별 결측이 소득에 향을 받는지에 해 분석하 다. 통상 으로 일반가구나 

소득가구 모두 차수별 결측 즉 웨이  무응답은 가구의 소득과 무 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 인 통설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로부터 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의 결측패턴의 

분석에서는 일반가구의 패  이탈율이 소득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고 있으며, 지역별로

도 일반가구와 소득 가구의 이탈율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가구에 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 가구의 결측패턴이 소득과는 무 하게 발생함으로서 완 임의

결측(MCAR) 매커니즘이 하며, 향후 소득층의 소득 자료에 한 결측치 체모형

을 고려할 경우 MCAR 하에서 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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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장애인의 빈곤 원인분석에 한 통계  함의

A panel logit model for the causal analysis of the poverty of low income disabled people

김종민1), 손창균2), 신재동3)

Ⅰ. 서론

  빈곤(poverty)과 장애(disability)는 인구사회의 보편  극복 상으로 사회통합을 한 복지정책의 최우

선  과제로서 날로 부각되어오고 있다. 1990년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소득보조 

심의 지원정책으로부터 재활지원이나 고용지원과 같은 취업기회의 확 를 통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변

화하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의 국가  산업화를 인한 국가의 경제 인 부가 증가하 지만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

로 비롯한 사고  환경오염을 인한 호흡기 장애로 인한 장애인구도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변용찬 외, 2008).  우리나라도 경제 인 부가 증가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은 장애인을 돕기 한 장애인 

정책연구나 장애인 편의 증진  문화 복지에 더욱더 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 실태 조

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수의 월평균 소득은 최근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반 수 을 조  상회하는 수 이다.  특히 장애인의 68.5%가 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

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소폭 증

가한 수 이다. (변용찬 외, 2008). 

  보건복지 가족부의 2005년  2008년 등록 장애인 황을 악해보면 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137,226명으로 3년간 등록 장애인수가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체 으로 25.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특히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로 부터 체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장

애인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노인인구의 장애율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애원인은 체 으로 후천  발생이 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  

장애의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질병의 이환과 사고 등이 장애발생

의 주원인으로 악된다. 장애인구의 사회  특성으로 결혼 상태에서는 유배우가 51.2%로 높았고, 미혼율

도 39.2%로 높은 상태인 것으로 악되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로 2005년 32.8%에 비해 

1) 미네소타 학교 모리스 캠퍼스 통계학과 부교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 원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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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p 증가한 수 이며, 실업률은 8.3%로 2005년에 비해 2.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추가비용 보 을 한 장애연  도입 등의 복지 확  정책에 한  심도 있는 고

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심들에 한 연구들은 장기 인 계획을 가지고 꾸 히 확 함으로서 

사회  함의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 자료의 생산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수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의 복지수요  

욕구를 지속 으로 찰하는데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최근 3년 치 (2006~2008년 한국복지패 조사) 종단 

자료를 근거로 종단자료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에 하나인 종단로짓모형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장

애인  특히 복지수요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소득층이 형성되는 통계 인 원인 변수들을 별하고, 이

들 원인 변수들을 근거로 비장애인 소득층과 얼마나 통계  유의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장애인 가구와 

소득층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 차이를 통계  모형인 종단로짓모형을 통해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 이며, 통계  연구의 에서 종단로짓모형에서 변수들을 선택한 후에 변수들 에 

일부 변수들을 고정변수로 취하거나 임의 변수를 취하므로 인해서 모든 변수를 고정변수로 취하여 얻어지

는 통계 결과와 얼마나 통계 분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자는 종단로짓모형에 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의 통계  방법이 

한국사회의 소득층 장애인의 빈곤 원인분석에 타당한 연구방법임을 입증해 보려고 한다.

2. 문헌연구

  장애와 빈곤에 한 연구들은 서구 각국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계량 가 미국의 

경우 장애와 빈곤에 한 연구가 매우 범 하게 수행되어 왔다. 특히 SIPP와 CPS 자료  센서스자료

를 기 로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McNeil(2001)은 1996년도 SIPP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층과 

장애인의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Burhasuer 등(2005)은 1981도 부터 2003년까지의 CPS 자료를 

기 로 장애와 비장인의 근로가능 인구의 소득에 한 연구로 부터 비장애 소득층에 비해 장애가 있는 

소득층의 비율이 지속 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Mckernan 과 Ratcliffe(2002b)는 1990년  CPS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와 빈곤간의 계가 지속 으로 강한 상 을 가짐을 밝혔다. 수많은 연구들이 장애

인들의 빈곤역동성과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에 해 연구를 수행되어 왔다. Mckernan 과 

Ratcliffe(2002a, 2002b)은 PSID자료와 SIPP 등의 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빈곤의 진

입과 탈출의 측인자로서 취업상태의 변화가 2차 인 결정요인이 됨을 보 다. 장애는 빈곤의 진입에 매

우 유의미한 인자로 작용하지만, 인구학  특성에 한 다변  구조를 통제하는데 는 상 으로 덜 요

한 인자이다. 그러나 개인의 고용상태를 결정하는 매우 주요한 인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SIPP를 이용한 

연구로 부터  장애가 빈곤의 가능성을 측하는 요한 변수가 됨을 밝혔다(Ribart and Hamrick, 2003). 

Iceland(2003)는 SIPP의 4년간 자료(1996~1999)를 이용하여 다수의 빈곤층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는 

기간은 4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50%, 1년 이내가 80%로 매우 단기간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 

6% 정도가 빈곤함정에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a(1995)는 SIPP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별

로 빈곤지속기간을 추정한 결과 장애를 가진 15세 이상 69세 미만의 개인들 에서 8.6%가 빈곤하며, 이 



- 469 -

값은 비장애인의 경우 2.5%에 비해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아직은 장애인의 취업  고용여건에 한 체계 인 실증분석이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표 인 장애인 고용 련 연구로서는 어수 (1996), 이선우(1997, 2001), 유동철(2000) 등 

이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자애와 고용상태 등 장애인의 취업과 연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선우

(1997, 2001)와 유동철(2000)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고 있고, 이들

의 연구는 노동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장애인 노동의 공 구조를 분석하는 이상으로 연구를 진 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어수 (1996)은 장애인고용 진공단의 장애인 구인구직자 DB를 이용하

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공 과 수요 양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취업알선을 목 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가구특성과 같은 배경변인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취업 이후 정보가 부족하여 고

용안정성과 같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질 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황수경 

등(2004)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확률에 한 연구에서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 결정 모형과 로

빗 모형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취업기회의 형평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한국복지패 자료의 경우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 으로 소득층과 일반소득계층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가구의 다양한 양태를 비교분석하는데 는 많은 장 들을 가

지며,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 련 문항을 포 하고 있어 장애특성별 욕구에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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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 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S」(이

하 KOWEPS)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OWEPS는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n=7,072 가구)으로 

2007년 3차 조사(n=6,314 가구)까지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  복지수요  욕구 등에 한 다양한 문항

을 설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 부터 3차년도 까지의 표본가구는 1차년도 패 가구 

 약 86.65%인 6,128가구를 유지하 고, 3차년도 신규 진입가구를 포함하면, 89.58%인 6,314가구이며, 가

구원 조사표 상자를 기 으로 보면 1차년도 14,463명  84.29%인 12,191명이 응답하 고, 3차년도 진입

가구원을 포함하면 12,930명으로 90.02%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  장애인의 비 은 4.34% 으며, 이  

1, 2 의 증 장애인이 1.40%, 3  이상의 경증장애인이 2.48%를 차지하 고 있다.

2. 기술통계분석

  각년도 조사 자료를 기 로 한 장애인 가구주  가구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우 1차년도 

8.2%에서 2차년 도는 9.1%, 3차년 도는 9.43%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원의 경우는 1차년도 3.5%, 2차년

도 4.1%, 3차년도 4.34%로 가구주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 기 으로 살펴보면 장

애인 가구주의 경우 1차년도 15.5%에서 2차년도 17.5%, 3차년도 17.33%로 일반가구의 장애인 비율에 비

해 월등히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원을 가진 가구의 경우 역시 일반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1>,<표 2>참조).

<표 1> 장애인 가구주의 비율

(단 :%)

구분

특성

1차 2차 3차

체 소득 일반 체 소득 일반 체 소득 일반

비장애인 91.8 84.5 94.3 90.8 82.6 93.8 90.58 82.67 93.44

장애

가구주

장애인 8.2 15.5 5.7 9.1 17.5 6.2 9.43 17.33 6.57

증장애인(1,2 ) 1.8 3.9 1.0 1.7 3.9 1.0 1.68 4.00 0.84

경증장애인(3 이상) 5.4 9.7 4.0 6.2 11.3 4.4 6.47 11.02 4.83

비등록장애인 1.0 2.0 0.7 1.2 2.3 0.8 1.28 2.31 0.90

(자료: 한국복지패  1,2,3차 기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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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애인 가구원의 비율(가구주 제외)

(단 : %)

구분 

특성

1차 2차 3차

체 소득 일반 체 소득 일반 체 소득 일반

비장애인 96.5 92.6 97.3 95.8 90.5 96.9 95.66 89.71 96.78

장애

가구원

장애인 3.5 7.4 2.7 4.1 9.5 3.1 4.34 10.29 3.21

증장애인(1,2 ) 1.3 2.6 1.0 1.4 3.2 1.1 1.40 3.75 0.95

경증장애인(3 이상) 1.9 3.7 1.6 2.3 5.1 1.8 2.48 5.32 1.94

비등록장애인 0.3 1.1 0.2 0.4 1.2 0.2 0.46 1.22 0.32

(자료: 한국복지패  1,2,3차 기 분석보고서)

  다음으로 각 년도별 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5.06%에서 2차년도 5.77%, 3차년도 

6.08%로 증가하며, 소득층의 경우 1차년도 2.32%에서 2차년도 2.68%, 3차년도 2.65%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각년도별 장애인의 비율

(단 : %)

구분

특성

1차(n=18,856) 2차(n=17,478) 3차(n=16,614)

체 소득 일반 체 소득 일반 체 소득 일반

비장애인 94.94 19.55 75.39 94.23 18.26 75.97 93.92 16.88 77.04

장애인 5.06 2.32 2.74 5.77 2.68 3.09 6.08 2.65 3.43

계 100 21.87 78.13 100 20.94 79.06 100 19.53 80.47

  한편 장애인에 한 연령 별 성별 분포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0  장애인의 경우 

1차년도 남성은 3.72%, 2차는 3.03%, 3차년 도는 3.2%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1차년 도는 1.69%, 2차년 

도는 1.37%, 3차년 도는 1.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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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 장애인의 연령별 성별 비율

(단 : %)

구분

연령

1차(n=18,856) 2차(n=17,478) 3차(n=16,614)

남 여 남 여 남 여

10 3.72 1.69 3.03 1.37 3.2 1.09

20 2.46 2.19 2.72 1.88 2.57 2.05

30 7.49 3.99 5.75 3.48 5.68 3.31

40 11.12 6.09 10.5 6.26 9.74 6.66

50 13.33 8.8 14.4 8.66 12.24 7.51

60 14.35 7.7 12.87 9.09 13.69 10.13

70 이상 8.97 8.1 10.79 9.21 11.74 10.38

계 61.45 38.55 60.06 39.94 58.86 41.14

  체 으로 장애인의 연령 별로 살펴보면 1, 2, 3차 모두 고연령 층일수록 장애인의 비

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체 장애인  1차년도는 39.12%, 

2차년도는 41.96%, 3차년도는 45.94%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연령층의 장애인비율이 지

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연도별로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소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일반 소득 가구에 비해 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상 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일반 가구의 비율

이 소득 가구의 비율에 비해 높아 장애 발생이 가구유형과 무 하게 소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5> 각연도별 가구유형별 비교

(단 : %)

구분

가구유형

1차(n=18,856) 2차(n=17,478) 3차(n=16,614)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1인가구 2.59 2.64 1.92 6.11 2.46 2.86 1.51 6.81 2.45 3.02 1.18 8.1

2인가구 10.06 5.72 12.82 19.55 9.51 5.34 12.29 19.63 9.83 5.43 14.39 18.73

3인가구 18.12 4.36 13.14 8.84 18.57 3.96 14.18 10.61 18.28 3.58 13.94 8.96

4인가구 36.25 4.56 17.16 6.74 36.2 4.54 16.23 5.87 37.36 3.44 16.36 4.48

5인가구 9.83 2.39 6.8 3.47 11.28 1.85 7.78 2.33 11.29 1.76 7.59 2.6

6인가구 2.08 0.8 1.93 0.87 2.01 0.73 1.56 0.78 2.19 0.65 2.31 0.54

7인가구 0.45 0.1 0.56 0.09 0.57 0.07 0.25 0.05 0.54 0.11 0.57 0.12

8인가구 - - - - 0.06 0 0.14 0 0.06 0 0.14 0

9인가구 0.05 0 - - - - - - - - - -

  각연도별 교육수 에 따른 장애유무를 비교해보면,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장애인 비율이 상

으로 낮은 반면, 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다른 학력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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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연도별 교육수 별 비교

(단 : %)

구분

교육수

1차(n=18,856) 2차(n=17,478) 3차(n=16,614)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미취학 9.09 0.08 8.74 0.04 8.11 0.06

무학 3.98 0.62 3.96 0.77 3.83 0.83

등학교 18.17 1.45 18.17 1.75 18.12 1.87

학교 11.14 0.89 10.96 0.93 10.97 0.98

고등학교 27.19 1.38 26.89 1.51 26.44 1.56

문 학 6.49 0.15 6.52 0.2 7.66 0.25

학교 16.84 0.39 16.95 0.47 16.57 0.45

학원(석.박) 2.06 0.09 2.03 0.1 2.2 0.1

  이를 보다 상세히 연령 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수 을 비교하면, 1차년도의 경우 50  장애인

의 무학비율이 1.37%, 60  장애인의 무학비율은 3.81%, 70  이상에서는 장애인의 무학비율이 6.2%로 동

일 연령층의 비장애인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등학교 경우 20  이상에서 비장애인 보다 장애인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50 , 60 , 70  이상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문  

이상에서는 비장애인의 비율이 체연령 에서 높게 나타나, 상 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

이 체 연령 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1차년도 교육수 별 연령 별 장애인 비율

(단 : %)

1차년도
10 20 30 40 50 60 70 이상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미취학 9.57 1.5 0 0 0 0 0 0 0 0 0 0 0 0

무학 0.01 0.06 0.01 0.21 0 0.36 0.05 0.26 0.26 1.37 1.28 3.81 2.58 6.2

등학교 9.48 1.35 0.02 0.14 0.12 0.48 1.15 4.15 2.55 8.54 3.63 8.32 2.19 5.86

학교 4.62 0.97 0.12 0.22 0.5 1.05 2.07 4.05 2.27 5.25 1.61 4 0.54 2.18

고등학교 4.09 1.55 3.37 2.93 8.8 6.78 7.34 5.93 2.88 4.47 1.55 4.1 0.62 1.58

문 학 0.3 0 2.88 0.35 2.52 1.15 0.8 0.9 0.23 0.28 0.07 0.07 0.04 0.19

학교 0.58 0 5.16 0.82 6.77 1.19 3.08 1.69 1.07 1.54 0.75 1.38 0.32 1.05

학원(석.박) 0 0 0.33 0 0.88 0.52 0.53 0.22 0.18 0.55 0.2 0.42 0.04 0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경우 체 연령 에서 무학인 장애인 비율이 비장애인 비율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등학교 경우 20  이상에서 비장애인 보다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50 , 60 , 70  이상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문  이상에서는 비장애인의 

비율이 체연령 에서 높게 나타나, 상 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이 체 연령 에서 비장

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고 있음을 알수 있다(<표 8>, <표 9> 참조).

<표 8> 2차년도 교육수 별 연령 별 장애인 비율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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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10 20 30 40 50 60 70 이상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미취학 9.27 0.69 0 0 0 0 0 0 0 0 0 0 0 0

무학 0 0.11 0.01 0.11 0 0.35 0.05 0.17 0.24 1.19 1.16 4.08 2.76 7.27

등학교 9.55 1.61 0.01 0.07 0.1 0.46 1.02 3.47 2.38 8.63 3.65 8.95 2.57 7.13

학교 4.58 0.66 0.14 0.21 0.36 0.65 1.88 3.25 2.29 5.85 1.7 3.21 0.68 2.25

고등학교 4.36 1.22 2.71 2.44 8.4 5.46 7.46 6.62 3.16 4.64 1.75 4.05 0.7 1.8

문 학 0.2 0 2.84 0.78 2.66 0.98 0.84 0.96 0.26 0.57 0.07 0.06 0.05 0.18

학교 0.76 0.14 5.18 0.97 6.55 1.19 3.24 1.93 1.1 1.85 0.77 0.96 0.41 1.13

학원(석.박) 0 0 0.35 0 0.8 0.22 0.57 0.37 0.21 0.38 0.18 0.56 0.04 0.16

<표 9> 3차년도 교육수 별 연령 별 장애인 비율

(단 : %)

3차년도
10 20 30 40 50 60 70 이상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미취학 8.62 0.97 0 0 0 0 0 0 0 0 0.01 0 0 0

무학 0 0.11 0 0.1 0 0.31 0.04 0.24 0.18 0.89 1.08 3.55 2.78 8.35

등학교 9.71 1.26 0 0.06 0.08 0.5 0.85 3.36 2.27 7.78 3.56 9.36 2.84 8.34

학교 4.66 0.55 0.12 0.14 0.27 0.62 1.74 2.86 2.28 4.93 1.8 4.3 0.82 2.64

고등학교 4.5 1.08 2.31 2.79 8.06 5.17 7.39 6.36 3.25 4.16 1.84 4.48 0.81 1.61

문 학 0.39 0.09 3.18 0.97 3.11 1.47 1.04 1.09 0.3 0.39 0.07 0.06 0.07 0.01

학교 0.67 0.23 5.16 0.55 6.19 0.71 3.28 2.23 1.07 1.29 0.77 1.47 0.49 0.94

학원(석.박) 0 0 0.29 0 0.97 0.23 0.64 0.26 0.19 0.33 0.2 0.61 0.05 0.17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기 해 근로능력정도에 따른 장애인 비율을 분석해보면, 1차의 경우 

근로가능 장애인의 비율은 1.88%, 2차에는 2.65%, 3차에는 2.9%로 증가하며, 반 로 근로무능력 장애인의 

경우는 1차는 1.12%, 2차는 1.27%, 3차는 1.03%로 뚜렷한 증가나 감소추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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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애인의 근로능력정도 비율

(단 : %)

구분

근로능력정도

1차(n=18,856) 2차(n=17,478) 3차(n=16,614)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15세미만 21.5 0.19 20.92 0.16 20.29 0.17

근로가능 63.35 1.88 64.38 2.65 65.41 2.9

단순근로가능 3.23 0.63 3.52 0.73 3.32 0.71

단순근로미약 5.36 1.24 3.44 0.99 3.91 1.3

근로무능력 1.5 1.12 1.93 1.27 0.96 1.0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여 근로무능력 사유를 비교해보면 증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근로무능력이 

1차년도 26.29%, 2차년도 21.86%, 3차년도 31.26%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노령으로인한 심신무능력의 경우

는 1차년도 4.74%, 2차년도 5.35%, 3차년도 5.9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11> 참조).

<표 11> 근로무능력 사유

(단 : %)

구분

근로무능력사유

1차(n=18,856) 2차(n=17,478) 3차(n=16,614)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증장애 2.56 26.29 1.82 21.86 0.29 31.26

질병 는부상 21.29 12.41 24.69 11.94 23.11 14.46

노령으로인한 심신 무능력 31.66 4.74 32.29 5.35 24.76 5.92

기타 1.04 0 1.05 0 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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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된 경제활동 상태

(단 : %)

구분

주된경제활동상태

1차(n=18,856) 2차(n=17,478) 3차(n=16,614)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상용직 근로자 20.89 0.5 26.63 0.77 26.64 0.75

임시직 근로자 10.9 0.38 5.45 0.24 5.73 0.22

일용직 근로자 4.9 0.29 4.79 0.33 5.99 0.46

자활 공공근로 0.23 0.03 0.28 0.04 0.26 0.04

고용주 1.65 0.07 2.13 0.14 2.31 0.12

자 업 8.86 0.6 8.27 0.64 8.48 0.67

무 가족종사자 3.36 0.18 3.35 0.24 3.09 0.29

실업자 4.15 0.29 3.4 0.38 2.95 0.34

비경제활동인구 38.89 3.84 38.59 4.33 37.1 4.57

  <표 12>로 부터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을 비교해보면, 상용직의 

경우 1차에서는 장애인은 0.5% 2차에서는 0.77%, 3차에서는 0.75%로 1% 미만의 상용직 

고용형태를 보이며, 임시직 역시 1차의 경우 0.38%, 2차는 0.24%, 3차는 0.22%로 매우 

미미한 수 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경활 장애인의 경우는 1차에서 3.84%, 2차는 3.71%, 

3차에서는 4.5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각 년도별 장애등 별 주된 경제활동상태

(단 : %)

구분

주된경활상태

1차 2차 3차

1~2등 3~6등 비등록 1~2등 3~6등 비등록 1~2등 3~6등 비등록

상용직 0.34 7.61 0.23 1.01 7.75 0.95 0.6 8.41 0.99

임시직 1.3 4.13 0.76 0.55 2.82 0.06 0.18 2.35 0.37

일용직 0.18 4.05 0.41 0.14 3.81 0.22 0.61 5.18 0.45

자활 공공 0.05 0.39 0 0.06 0.26 0.24 0.16 0.27 0.13

고용주 0.13 0.81 0.17 0.33 1.44 0.37 0.26 1.08 0.21

자 업 1.11 7.7 0.89 0.95 6.29 1.17 0.89 7.24 0.91

무 가족종사자 0.31 2.31 0.36 0.74 2.56 0.4 0.39 2.68 0.76

실업자 0.58 3.87 0.2 0.59 3.81 0.65 0.52 3.32 0.73

비경제활동인구 21.5 32.16 8.45 22.95 30.06 8.04 19.88 33.51 7.92

  <표 13>은 각년도별 장애등 에 따른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해보면, 증장애(1~2등 )인 경우 비경

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1차년도에 21.5%, 2차년도에 23%, 3차년도는 19.9%로 높게 나타났다. 각년도별로 

증장애인의 상용직 비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0.34%, 2차년도는 1.01%, 3차년도는 0.6%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 업의 경우 1차년도는 1.11%, 2차년도는 0.95%, 3차년도는 0.89%로 1% 내외로 

나타났다. 체 으로 취업자 비율은 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1차년도에

는 증 장애인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3.42%, 2차년도는 3.78%, 3차년도는 3.09%로 3%을 약간 상회하는 

수 이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 취업자 비율은 1차년도 27%, 2차년도 25%, 3차년도는 27.2%로 25%를 약

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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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각 년도별 평균소득  소득

(단 : 명, 만원)

구분

통계

1차 2차 3차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일반 소득

측수 11,246 6,329 472 787 11,115 4,993 534 803 10,835 4,416 577 780

평균

소득#
4,338 1,040 3,5310 968.1 4,875 922 4,243 1,063 5,303 1,182 4,389 1,137

수 3,719 1,055 2,930 906 4,088 1,140 3,410 1,016 4,389 1,185 3,542 1,025

(#주: 평균소득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표 14>으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균등화 소득을 기 으로 일반가구와 소득 

가구의 년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비장애인 일반가구의의 년간 평균소득이 4천 340만원, 

소득 비장애인의 경우 1천40만원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일반가구는 3천530만원, 소

득 장애인의 경우 968만원으로 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일반장애인 가구에 비해 매

우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2차년도의 경우도 일반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평균 소

득이 4천243만원인 반면, 소득 장애인의 경우 1천 63만원으로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

며, 3차년도의 경우도 장애인의 경우 일반계층과 소득층간에는 3.8배정도의 소득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내용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본 으로 장애인 그 에서도 소득 장애인의 빈곤원인 분석을 해 장

애인의 고용형태, 소득, 학력 등 사회 경제  변수를 심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종단면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기호를 정의하기로 한다.

  N개의 측개체들에 해 i=1,2,⋯,N  라 하자. 모든 개체들이 매 시 마다 완 하게 측되었다고 

가정하면, 시 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t=1,2,⋯,T로 표 하고, 만일 각 시 마다 다른 수의 개체가 

측된 불균형 자료의 경우에는 t=1,2,⋯,T i
로 표 된다. 한 측치의 총 수를 ∑

N

i= 1
T i로 표 하자. 

개체 i에 해 반복 으로 측 는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T i×1차원의 y i
벡터로 정의하자. 

한 시  t에서 개체 i에 해 p개의 공변량 는 설명변수를 x i t하고, p×1벡터로 나타내자. 그러면 

체 T i
 개체들에 해서는 T i×p차원의 공변량 행렬 X i

을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된 기호를 

기 로 다음과 같은 선형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y it= μ
t+βx it+γz i+α

i+ε
i t
, i=1,⋯,n;t=1,⋯,T

  여기서 μ
t
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편 항이며, β,γ는 각각 회귀계수 벡터, ε

i t
는 확률 오차항, α

i

는 개체들의 변동, z i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개인을 나타내는 열벡터, x i t  는 각각의 개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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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시간별로 변동하는 열벡터이다.

  만일 y i t  값이 1 는 0의 값을 갖는 이분형 종속변수(binary dependent variable)라면, p i t는 y i t=1

일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y i t=1일 확률 p i t와 y i t=0일 확률  1-p i t
의 오즈인 

p i t/(1-p i t)
를 정의하여 로지스틱 분석 모형을 정의할 수 있다(Allison, 2002). 

log (
p it

1-p it )= μ
t+βx it+γz i+α

i

  그러면 y i t=1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y it=1)= p it=
exp (μ t+βx it+γz i+α

i)

1+ exp (μ t+βx it+γz i+α
i)

  장애인은 장애라는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화될 확률은 상 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비단 장애라는 하나의 변인이 한 개인 는 가구가 빈곤화되는 주원인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의 근

로능력이나 고용형태 등 경제활동의 불안정으로 인한 2차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수 있다. 통상 으로 한 

가구 는 한 개인의 빈곤원인은 본인 는 가구주의 근로능력 유무와 고용형태등의 개인 는 가구의 소

득원의 안정상태등에 의해 좌우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는 장애 가구의 근본 인 빈곤원인

을 통계  분석모형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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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분석 변수 정의

변수명 정의

POV_DIS 소득 장애여부( 소득장애인=1, 그외=0)

DIS_LEV1 장애등 1( 증장애: 1~2등 )

DIS_LEV2 장애등 2(경증장애: 3~6등 )

AGE 연령(10 =1, 20 =2, 30 =3, 40 =4, 50 =5, 60 =6, 70  이상=7)

GENDER 성별(남자=1, 여자=0)

H_ORDER 가구주여부(가구주=1, 그외=0)

EDU 교육수

EDU1 교육수 1( 등학교 졸업=1,그외=0) 

EDU2 교육수 2( 학교 졸업=1,그외=0) 

EDU3 교육수 3(고등학교 졸업=1,그외=0) 

EDU4 교육수 4( 문 학=1,그외=0) 

EDU5 교육수 5( 학이상=1,그외=0) 

H_NUM 가구원수(1=1인가구, 2=2인가구, 3=3인가구, 4=4인가구, 5=5인이상)

H_TYPE 가구기 ( 소득=1, 일반=0)

<표 15> 분석 변수 정의(계속)

변수명 정의

Log_cin 소득(경상소득)

REG 지역

REG1 지역더미1(서울)

REG2 지역더미2( 역시)

REG3 지역더미3(시)

REG4 지역더미4(군)

REG5 지역더미5(도농복합)

Eco 경제활동 상태

ECO1 경제활동 상태1(취업자)

ECO2 경제활동 상태2(실업자)

ECO3 경제활동 상태3(비경활자)

WORK 근로능력정도

WORK_time1 근로시간형태1(시간제)

WORK_time2 근로시간형태1( 일제)

  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로는 장애인의 연령, 성별, 가구주여부 등의 인구학  특성과 

교육수 , 소득, 가구기 ( 소득, 일반), 가구원수, 지역(5개 권역), 경제활동상태, 근로시

간형태등을 고려하고, 종속변수로는 장애유무  소득장애인여부등을 용하고자 한

다. 근로시간 형태를 설명변수로 고려한 이유는 고용 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1차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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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년도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근로시간 형태를 사용하 다.

<표 16> 등분산가정하에서의 분석-모형1

Analysis Of GEE Parameter Estimates

Empirical Standard Error Estimat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Limits Z Pr>|Z|  

Intercept 0.6515 0.9152 -1.1421 2.4452 0.71 0.4765

reg 0.0352 0.096 -0.1529 0.2233 0.37 0.7138

log_cin -0.55 0.0487 -0.6454 -0.4546 -11.3 <.0001

f_num -0.1121 0.118 -0.3434 0.1192 -0.95 0.3422

order -0.02 0.2034 -0.4187 0.3787 -0.1 0.9217

sex -0.5777 0.3181 -1.2012 0.0457 -1.82 0.0693

edu -0.4337 0.0856 -0.6015 -0.2658 -5.06 <.0001

work 0.8018 0.2285 0.3539 1.2497 3.51 0.0005

eco 0.6431 0.1226 0.4027 0.8834 5.24 <.0001

eco_time 0.0235 0.1088 -0.1897 0.2368 0.22 0.8286

time 1 -0.1837 0.1879 -0.552 0.1846 -0.98 0.3283

time 2 0.2363 0.1465 -0.0508 0.5235 1.61 0.1067

time 3 0 0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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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Excahngable 공분산가정에서의 분석-모형2

Analysis Of GEE Parameter Estimates

Empirical Standard Error Estimat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Limits Z Pr>|Z|   

Intercept 0.5516 0.7889 -0.9947 2.0978 0.7 0.4845

reg 0.0327 0.0902 -0.1442 0.2096 0.36 0.7172

log_cin -0.4609 0.0398 -0.5389 -0.3828 -11.58 <.0001

f_num -0.1348 0.0968 -0.3244 0.0549 -1.39 0.1636

order -0.1192 0.1994 -0.51 0.2716 -0.6 0.5501

sex -0.4687 0.2826 -1.0226 0.0852 -1.66 0.0972

edu -0.4382 0.0776 -0.5902 -0.2861 -5.65 <.0001

work 0.4513 0.1889 0.0811 0.8215 2.39 0.0169

eco 0.5768 0.094 0.3926 0.761 6.14 <.0001

eco_time 0.0507 0.0701 -0.0866 0.1881 0.72 0.4689

time 1 -0.1046 0.1546 -0.4075 0.1983 -0.68 0.4985

time 2 0.2927 0.113 0.0713 0.5141 2.59 0.0096

time 3 0 0 0 0 . .

  <표 16>의 결과로 부터 모형의 분산-공분산 행렬에서 개별 분산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분석

한 결과 소득(log_cin)이 낮거나, 교육수 (edu)이 낮거나, 근로능력정도(work)가 낮거나, 주된 경활상태

(eco)가 실업인 경우 소득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의 경우에도 일맥상통한 결과이지만, 주로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의 

제약과 교육의 제약 등으로 빈곤상태로 빠지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7>은 분산-공분산 행렬이 서로독립이 아닌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1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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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Fixed effect와 Random effect 의 추정과 검증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Limits Z Pr>|Z|

Intercept 1.2265 1.1596 -1.0463 3.4993 1.06 0.2902

Dreg 0.4512 0.3942 -0.3215 1.224 1.14 0.2524

Dlog_cin -0.3567 0.0672 -0.4884 -0.2251 -5.31 <.0001

Df_num -0.1858 0.2122 -0.6017 0.23 -0.88 0.381

Dorder 0.1103 0.362 -0.5992 0.8198 0.3 0.7605

Dsex 0.6283 0.634 -0.6143 1.871 0.99 0.3217

Dedu -0.0958 0.2402 -0.5665 0.375 -0.4 0.6901

Dwork 0.1496 0.2157 -0.2731 0.5723 0.69 0.4878

DEco 0.4962 0.1114 0.2779 0.7146 4.45 <.0001

Deco_time 0.1215 0.1012 -0.077 0.3199 1.2 0.2303

Mreg -0.0398 0.1185 -0.2721 0.1925 -0.34 0.7369

Mlog_cin -0.6657 0.1015 -0.8646 -0.4667 -6.56 <.0001

Mf_num 0.0315 0.1074 -0.179 0.242 0.29 0.7692

Morder -0.1412 0.1634 -0.4615 0.1791 -0.86 0.3876

Msex -0.7779 0.2573 -1.2822 -0.2736 -3.02 0.0025

Medu -0.3945 0.0949 -0.5805 -0.2085 -4.16 <.0001

Mwork 1.2922 0.3019 0.7006 1.8839 4.28 <.0001

Meco 0.5509 0.1129 0.3297 0.7721 4.88 <.0001

Meco_time -0.1021 0.1495 -0.3951 0.191 -0.68 0.4949

time 1 -0.0111 0.1593 -0.3233 0.3011 -0.07 0.9443

time 2 0.3653 0.1464 0.0784 0.6522 2.5 0.0126

time 3 0 0 0 0 . .

Scale 1 . . . . .

Contrast Results for GEE Analysis

Contrast DF Chi-Square Pr>Chisq Type

FIXED EFFECT VS 

RANDOM EFFECT
9 27.02 0.0014 Score

  <표 18>은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계수를 추정한 결과이며, 확률효과 모형

이 맞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p<0.001), 결과 으로 <표 18>에서 확률효과(D)와 고

정효과(M)의 계수에 한 유의성을 살펴보면 확률효과는 소득(Dlog_cin)과  주된 경제

활동상태(Deco)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고, 고정효과에서는 소득(Mlog_cin), 성별(Msex), 

교육수 (Medu), 근로능력상태(Mwork), 주된경제활동상태(Meco)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과 경제활동상태는 고정효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률효과보다는 고정효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와 같은 변수를 고려할 경우 고정효과 모형으로의 분석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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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통계  함의

  본 연구는 소득 장애인의 빈곤원인을 패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통계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소득 장애인의 빈곤원인은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를 들어 장애로 인한 교육, 취업 등의 차별로 인한 빈곤화가 큰 이유가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장애인의 교육수 , 성별, 근로능력상태, 경제활동상태 등

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패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소득 장애인은 원천 으로 소득이 낮고, 교육수 이 낮으며, 경제활동상태가 실업자 는 비

경제활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인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만, 

장애로 인한 취업기회와 교육기회의 차별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리라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층 비장애인과 소득 장애인의 비교연구를 통해 소득장애인이 상 으로 당

하는 차별로 인한 빈곤화 원인을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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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 에서의 일자리 이동을 포함한 

노동 속성 변화에 한 심층  분석

남기성1)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을 이용하여 일자리 이동을 포함한 근로형태, 고용형태 등의 노동 속성의 

변화를 장애 여부에 따라 심층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패 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근로형태와 고용형태의 변화는 장애 여부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와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원 분포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근로형태를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한번 임 근로자가 되면 

이를 유지하는 상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한 이 에 정규직 경험이 없었던 패 이 정규직에서 비정규

직으로 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장애인의 경우는 고용형태에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소득에서는 1차년도의 일반가구가 소득층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에서 소득층가구로 바

어도 다시 일반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한 정책  시사 은 기업체에서 장애인의 의무비율 유지만이 아니라, 정부지원에서 장애

인의 근속기간을 평가기 으로 삼는 것이 장애인의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 : 일자리이동, 근로형태, 고용형태, 균등화 소득 

1. 서론

  일자리 이동(job mobility)은 고용주가 바 는 직장이동이나 직종이동을 의미한다. 

한 일자리 이동은 경제 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 인 이동과 비자발 인 이동으로 구

분된다. 자발 인 의지에 의해 기존의 일자리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

우, 일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 이라는 에서 한 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에

서 정 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해고 등과 같은 비자발 인 일자리 이동은 사

회 으로 문제가 되는 고용불안정과 노동력과 일자리의 부 한 결합의 정도가 높으며, 

경제  박탈이기에 부정 인 면이 강하다.

  한 공공부문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주가 바 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부서나 공간이 바 는 근과는 달리 일자리 이동은 고용주가 바 는 직장 혹은 직종의 

이동을 포함하기에 동일한 직업 내에서 일자리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직업이동을 

1)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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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여 일자리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자리 이동은 경제 인 요인들과 더불어 노동시장 제도나 복지제도와 같은 제도 인 

요인들이 일자리 이동에 미치는 정도를 매개한다. 노동법,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제도 등 

노사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경제 인 수 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고용 계에 미

치는 향력의 정도를 다르게 한다. 그러므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일자리 이동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Freeman, 1998). 

실업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피고용자들의 자발 인 일자리 이동이 경제  박탈을 

경험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이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요인은 아니다. 

  일자리 이동과 련한 선행연구로서 신 (2004)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  자료

를 이용하여 한국의 임 근로자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이동을 일자리 이동과 이동 횟수

를 심으로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이승렬(2005)은 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에 

하여 다항로짓분석 등과 같이 단순 통계분석  결정요인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고, 남기성(2007)은 청년패 을 이용하여 일자리 이동에 따른 직장만족도에 한 연구

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 여부에 따

른 일자리 이동을 포함한 노동 속성의 변화에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일자리 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지 패  구성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근로형태와 고용형태의 변화는 장애 여부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와 ‘균등

화 소득에 따른 가구원 분포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

는 것이다. 

  패 에서 근로형태, 고용형태의 변화는 일자리 이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일자리 

이동은 다른 형태의 이동(계 이동, 직업이동, 직장이동, 경력이동, 고용주 이동, 지리  

이동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이동은 세 내 계 이동과 한 련을 맺

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이동과 련하여 여러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며, 일자리 이동이

나 고용불안정은 체 이직율과 입직률을 통해서 간 으로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의 주체인 기업수 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입직과 이직을 분석할 수 있지만, 기업

수 의 자료는 재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수 에서 수집된 자료를 심으로 분석

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개요, 2장에서는 분석에서 사용할 자료인 한국

복지패  자료의 기본속성을 설명하고, 3장에서 노동 속성인 근로형태, 고용형태와 소득

에 따라 심층  분석을 하고, 장애인의 경우를 분리하여 변화과정을 분석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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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복지패  기 분석

  한국복지패 은 외환 기 이후 빈곤층( 는 working poor)  차상 층의 가구형태, 

소득수 , 취업상태가 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

으로 악해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의 지원효과 제고를 해 실시할 목 으

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조사하 다. 표본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

해 추출하 으며, 이들 가구  소득계층별로 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 각 3,500가구씩

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패 가구로 선정하 고, 층화 2  추출

(stratified double sampling)의 형태로 조사완료 가구수 기 으로 7,072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 다.

  사용자 지침서 2008에 의하면 한국복지패  3차년도 조사에서는 먼  2차년도에 조사

되었던 원표본가구와 원표본가구원  2차년도 탈락 가구  일부에 해 조사를 수행

하 고, 1차년도 원표본가구와 2차년도에 조사 상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은 <표 1>과 같다. 3차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서 126가구이며, 가구

원은 537명으로 악되었으며, 원 표본 가구와 원표본가구원을 합한 3차년도 표본가구 

 가구원수는 1차년도 비 3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9.28%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90.02%로서 1차년도 비 93%이상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단 : 가구, 명)

조사년도
가 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7,072 - 14,463 -

2차 6,511 92.06% 13,083 90.46%

3차 6,128 86.65% 12,191 84.29%

원표본 6,188 87.50% 12,393  85.69%

신  규  126 1.78%   537  4.33%

〈표 1〉 패 가구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복지패 에서 1차, 2차, 3차의 데이터를 가구와 가구원 모

두를 결합하여 사용하 다. 분석 상이 가구원 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가구가 같을 경우

의 가구원에 해 가구 정보는 동일하게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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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구분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인원수 비율 유효비율

남성  8,869 44.7 47.0  8,206 41.4 47.0  7,791 39.3 46.9

여성  9,987 50.3 53.0  9,272 46.7 53.0  8,823 44.5 53.1

합계 18,856 95.0 100.0 17,478 88.1 100.0 16,614 83.7 100.0

정보없음   986  5.0  2,364 11.9  3,228 16.3

19,842 100.0 19,842 100.0 19,842 100.0

<표 250> 분석 상의 구성비 

 주) 정보없음 : 1차년도에서는 2차 이후에 신규 가구원, 2차년도에서는 1차 이후 패  탈락+3차 신규 가구원, 3차년도에서는 1차 

 2차 이후 패  탈락에 해당하는 가구원

3. 복지패 의 노동 속성 변화에 한 분석

3.1 근로형태의 변화

  한국복지패 의 연도별 일자리 이동을 포함한 근로형태는 <표 3>과 같다. 근로형태는 

모든 가구원 체를 상으로 분석하 으며, 재의 상태가 경제활동상태와 비경제활동

상태에 계없이 임 근로자와 비임 근로자를 제외한 모두를 미취업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에는 미취업에서 근로능력 없음과 근로능력 있음을 구분하여 조사

하 으나, 1차년도에서는 구분 없이 조사하 다.

  체 패 의 결과를 보면 1차년도에서는 임 근로자가 4,833명으로 34.0%를 차지하

고, 자 업과 고용주는 2,056명으로 14.5%, 무 가족종사자는 846명으로 6.0%, 미취업은 

6,459명으로 4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형태의 변화를 장애인2)의 경우

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각각 15.5%, 16.1%, 5.0%, 63.4%로 자 업과 고용주, 그리고 미

취업 상태가 체 패 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 비율에서는 차이가 

일부 있으나, 2차와 3차의 패 의 진행과정에 따라서는 체 인 비율 변화에서는 차이

가 게 나타났다.

2) 단, 장애의 기 은 3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장애인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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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년도 구분
체 장애인

임 근로자 비율 인원수 비율

1차년도

(2006년)

임 근로자 4,833 34.0 115 15.5

자 업, 고용주 2,056 14.5 119 16.1

무 가족종사자 846 6.0 37 5.0

미취업 6,459 45.5 470 63.4

합계 14,194 100.0 741 100.0

2차년도

(2007년)

임 근로자 4,595 34.8 113 15.2

자 업, 고용주 1,954 14.8 110 14.8

무 가족종사자 790 6.0 38 5.1

미취업(근로능력있음) 5,248 39.7 352 47.3

미취업(근로능력없음) 636 4.8 131 17.6

합계 13,223 100.0 744 100.0

3차년도

(2008년)

임 근로자 4,667 36.7 121 15.7

자 업, 고용주 1,937 15.2 122 15.8

무 가족종사자 720 5.7 37 4.8

미취업(근로능력있음) 5,080 39.9 394 51.2

미취업(근로능력없음) 315 2.5 96 12.5

합계 12,719 100.0 770 100.0

<표 251> 연도별 근로형태별 인원수 

  근로형태의 변화과정을 심층분석 하면 <표 4>와 같다. 1차와 2차의 변화과정에서 [임

근로자→임 근로자] 유지비율은 87.1%3), [임 근로자→자 업  고용주] 변화비율은 

2.4%, [임 근로자→미취업] 변화비율은 6.9%, [임 근로자→무 가족종사자] 변화비율은 

0.5%이며, 패  탈락 등으로 정보가 없는 경우는 543명이었다. [자 업  고용주→자

업  고용주] 유지비율은 임 근로자 유지비율보다 낮은 85.8%, [무 가족종사자→무

가족종사자] 유지비율은 81.9%로 나타났다. 

   2차와 3차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 1차 임 근로자와 자 업  고용주이었던 패 에

서 2차 임 근로자에서 3차 임 근로자, 자 업  고용주, 무 가족종사, 미취업으로 변

화비율이 89.5%, 2.2%, 0.2%, 8.1%로 2차 자 업  고용주의 경우 각각 74.3%, 13.3%, 

0.0%, 12.4% 다. 이는 [임 근로자→임 근로자→임 근로자]의 경우가 [자 업  고용

주→임 근로자→임 근로자]보다 유지 비율이 높고(15.2%p), [임 근로자→임 근로자

→자 업  고용주]의 경우가 [자 업  고용주→임 근로자→자 업  고용주]보다 

변화 비율이 낮게(-11.2%p) 나타나 이 의 근로형태로 회귀 상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3) 이후의 모든 비율은 ‘정보없음’을 제외한 총량에 한 비율이다.



- 492 -

(단 : 명, %)

1차년도
(2006년)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2008년)

임
근로자

자 업,
고용주

무
가족

종사자

미취업
(근로

능력있음)

미취업
(근로

능력없음)

정보
없음

임
근로자

4,833
(34.0%)

임
근로자

3,735
(87.1%)

3,041
(89.5%)

74
(2.2%)

8
(0.2%)

268
(7.9%)

6
(0.2%) 338

자 업,
고용주

105
(2.4%)

14
(14.6%)

70
(72.9%)

0
(0.0%)

11
(11.5%)

1
(1.0%) 9

무
가족종사자

21
(0.5%)

5
(25.0%)

1
(5.0%)

12
(60.0%)

2
(10.0%)

0
(0.0%) 1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418
(9.7%)

134
(36.8%)

16
(4.4%)

4
(1.1%)

205
(56.3%)

5
(1.4%) 54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11
(0.3%)

2
(22.2%)

0
(0.0%)

0
(0.0%)

7
(77.8%)

0
(0.0%) 2

정보없음 543 - - - - - -

자 업,
고용주

2,056
(14.8%)

임
근로자

119
(6.2%)

78
(74.3%)

14
(13.3%)

0
(0.0%)

13
(12.4%)

0
(0.0%) 14

자 업,
고용주

1,638
(85.8%)

56
(3.6%)

1,398
(90.0%)

11
(0.7%)

84
(5.4%)

4
(0.3%) 85

무
가족종사자

20
(1.0%)

3
(15.8%)

3
(15.8%)

13
(68.4%)

0
(0.0%)

0
(0.0%) 1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117
(6.1%)

17
(15.3%)

19
(17.1%)

1
(0.9%)

70
(63.1%)

4
(3.6%) 6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15
(0.8%)

1
(7.1%)

2
(14.3%)

0
(0.0%)

11
(78.6%)

0
(0.0%) 1

정보없음 147 - - - - - -

무
가족

종사자

846
(6.0%)

임
근로자

36
(4.4%)

28
(77.8%)

0
(0.0%)

4
(11.1%)

4
(11.1%)

0
(0.0%) 0

자 업,
고용주

46
(5.7%)

1
(2.2%)

35
(77.8%)

3
(6.7%)

6
(13.3%)

0
(0.0%) 1

무
가족종사자

664
(81.9%)

19
(3.0%)

28
(4.4%)

554
(86.6%)

37
(5.8%)

2
(0.3%) 24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57
(7.0%)

4
(8.0%)

0
(0.0%)

3
(6.0%)

41
(82.0%)

2
(4.0%) 7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8
(1.0%)

1
(12.5%)

0
(0.0%)

2
(25.0%)

4
(50.0%)

1
(12.5%) 0

정보없음 35 - - - - - -

미취업 6,459
(45.5%)

임
근로자

613
(10.6%)

427
(76.0%)

19
(3.4%)

6
(1.1%)

108
(19.2%)

2
(0.4%) 51

자 업,
고용주

152
(2.6%)

13
(9.2%)

98
(69.5%)

1
(0.7%)

29
(20.6%)

0
(0.0%) 11

무
가족종사자

81
(1.4%)

2
(2.6%)

6
(7.8%)

53
(68.8%)

15
(19.5%)

1
(1.3%) 4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4,369(75.5
%)

446
(11.1%)

106
(2.6%)

26
(0.6%)

3,340
(82.8%)

116
(2.9%) 335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574(9.9%) 6

(1.3%)
3

(0.6%)
6

(1.3%)
318

(66.7%)
144

(30.2%) 97

정보없음 670 - - - - - -

정보
없음 5,648 - - - - - - - -

<표 252> 근로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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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1차년도

(2006년)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2008년)

임

근로자

자 업,

고용주

무

가족

종사자

미취업

(근로

능력있음)

미취업

(근로

능력없음)

정보

없음

임

근로자

115

(15.5%)

임

근로자

89

(77.4%)

70

(78.7%)

3

(3.4%)

0

(0.0%)

15

(16.9%)

1

(1.1%)
0

자 업,

고용주

5

(4.3%)

0

(0.0%)

2

(40.0%)

0

(0.0%)

2

(40.0%)

1

(20.0%)
0

무

가족종사자

1

(0.9%)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15

(13.3%)

5

(33.3%)

0

(0.0%)

0

(0.0%)

8

(53.3%)

2

(13.3%)
0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3

(2.7%)

0

(0.0%)

0

(0.0%)

0

(0.0%)

2

(100.0%)

0

(0.0%)
1

정보없음 2 - - - - - -

자 업,

고용주

119

(16.1%)

임

근로자

2

(1.7%)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자 업,

고용주

94

(81.0%)

1

(1.1%)

87

(92.6%)

1

(1.1%)

5

(5.3%)

0

(0.0%)
0

무

가족종사자

2

(1.7%)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13

(11.2%)

0

(0.0%)

3

(25.0%)

0

(0.0%)

8

(66.7%)

1

(8.3%)
1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5

(4.3%)

1

(20.0%)

0

(0.0%)

0

(0.0%)

4

(80.0%)

0

(0.0%)
0

정보없음 3 - - - - - -

무

가족

종사자

37

(5.0%)

임

근로자

1

(2.9%)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자 업,

고용주

4

(11.4%)

0

(0.0%)

4

(100.0%)

0

(0.0%)

0

(0.0%)

0

(0.0%)
0

무

가족종사자

26

(74.3%)

2

(8.3%)

2

(8.3%)

20

(83.3%)

0

(0.0%)

0

(0.0%)
2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4

(11.4%)

0

(0.0%)

0

(0.0%)

0

(0.0%)

3

(75.0%)

1

(25.0%)
0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정보없음 2 - - - - - -

미취업
470

(63.4%)

임

근로자

19

(4.2%)

10

(52.6%)

0

(0.0%)

0

(0.0%)

9

(47.4%)

0

(0.0%)
0

자 업,

고용주

7

(1.6%)

0

(0.0%)

6

(85.7%)

0

(0.0%)

1

(14.3%)

0

(0.0%)
4

무

가족종사자

8

(1.8%)

0

(0.0%)

0

(0.0%)

6

(85.7%)

1

(14.3%)

0

(0.0%)
1

미취업
(근로능력있음) 303(67.5%)

19

(6.4%)

10

(3.3%)

5

(1.7%)

242

(80.9%)

23

(7.7%)
4

미취업
(근로능력없음) 112(24.9%)

0

(0.0%)

0

(0.0%)

0

(0.0%)

53

(50.5%)

52

(49.5%)
7

정보없음 21 - - - - - -

정보

없음
137 - - - - - - - -

<표 253> 장애인의 근로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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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의 변화를 장애인의 경우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장애인의 

경우는 1차 연도에서 자 업과 고용주가 체 패 (14.8%)에 비해 상 으로 높게

(16.1%) 나타나고 있으며, 미취업 상태도 체 패 (45.5%)에 비해 상 으로 높게

(63.4%) 나타나고 있다. 

  한 장애인의 경우 1차와 2차의 변화과정에서 [임 근로자→임 근로자] 유지비율은 

체 패 (87.1%)에 비해 낮은 77.4%, [임 근로자→자 업  고용주] 변화비율은 

4.3%, [임 근로자→미취업] 변화비율은 13.3%이며, [임 근로자→무 가족종사자] 변화

비율은 0.9% 다. [자 업  고용주→자 업  고용주] 유지비율은 임 근로자 유지비

율보다 높은 81.0% 고,  [무 가족종사자→무 가족종사자] 유지비율은 74.3% 다. 이

는 체 으로 장애인의 경우는 1차에서 근로형태에서 임 근로자나 자 업  고용주

일지라도 2차에서 미취업의 상태로 많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 임 근로자와 자 업  고용주이었던 장애인 패 에서 2차와 3차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 2차 임 근로자에서 3차 임 근로자, 자 업  고용주, 무 가족종사, 미취업

으로 변화비율이 78.7%, 3.4%, 0.0%, 18.0%로 미취업으로 되는 경우가 체 패 (8.1%)

에 비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는 인원수가 어 통계 유의성 때문에 분

석이 곤란하다.

  체 으로 패  본연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려는 상이 강하고, 특히 한번 임 근로자

가 되면 이를 유지하는 상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체 패 에 비해 

미취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내고 있다. 

3.2 고용형태의 변화

  다음으로 고용형태의 변화는 임 근로자에 한하여 분석을 하 으며, 고용형태에서 정

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임 을 비롯한 복지 등에서 비정규직에 비해 좋은 조건을 보이

기에 고용의 질 (decent work)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연도별 고용형태의 변화는 <표 

6>과 같으며, 체 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남을 볼 수 있고, 장

애인의 경우 체패 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낮음을 볼 수 있다. 2년간의 정규직의 비

율이 체 패 은 5.1%p, 5.4%p로 10.5%p 증가한 반면, 장애인 패 은 6.4%p, 1.0%p로 

7.4% 증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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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고용형태
체 장애인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차년도

(2006년)

정규직 2,242 47.3 41 35.7

비정규직 2,493 52.7 74 64.3

합계 4,735 100.0 115 100.0

2차년도

(2007년)

정규직 2,371 52.4 51 42.1

비정규직 2,153 47.6 70 57.9

합계 4,524 100.0 121 100.0

3차년도

(2008년)

정규직 2,686 57.8 53 43.1

비정규직 1,961 42.2 70 56.9

합계 4,647 100.0 123 100.0

<표 254> 연도별 고용형태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을 심층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1차와 2차의 변화과정에서 [정

규직→정규직], [비정규직→비정규직]의 유지비율은 각각 75.9%, 64.3%, [정규직→비정규

직], [비정규직→정규직]으로의 변화비율은 각각 24.1%, 35.7%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되는 비율(24.1%)에 비해 상 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되는 비율(35.7%)이 높지만,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차, 2차와 3차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 [정규직→정규직→정규직] 유지비율은 90.7%로 

[비정규직→정규직→정규직] 유지비율 66.6%에 비해 높게 나타나 1차에서 정규직으로 고

용형태가 유지가 되면 차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유지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변화비율은 74.2%로 [비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변화

비율은 3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에 정규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만 있었던 사람보다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정규직→비정규직]

으로의 변화 비율에서도 1차 정규직이었던 패 은 9.3%에 불가한 반면, 1차 비정규직이

었던 패 은 3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었던 패 이 설사 정규직으로 

환될지라도 비정규직 경험이 없었던 패 보다 다시 비정규직으로 환될 가능성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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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

구분
1차년도

(2006년)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2008년)

정규직 비정규직 정보없음

체

정규직
2,242

(47.3%)

정규직
1,356

(75.9%)

1,032

(90.7%)

106

(9.3%)
218

비정규직
430

(24.1%)

250

(74.2%)

87

(25.8%)
93

정보없음 456 - - -

비정규직
2,493

(52.7%)

정규직
643

(35.7%)

355

(66.6%)

178

(33.4%)
110

비정규직
1,160

(64.3%)

270

(30.2%)

623

(69.8%)
267

정보없음 690 - - -

장애인

정규직
41

(35.7%)

정규직
22

(61.1%)

16

(84.2%)

3

(15.8%)
3

비정규직
14

(38.9%)

6

(60.0%)

4

(40.0%)
4

정보없음 5 - - -

비정규직
74

(64.3%)

정규직
18

(33.3%)

11

(64.7%)

6

(35.3%)
1

비정규직
36

(66.7%)

4

(14.3%)

30

(85.7%)
8

정보없음 20 - - -

<표 255> 연도별 고용형태의 변화

  장애인의 경우, 1차와 2차의 변화과정에서 [정규직→정규직]의 유지비율이 61.1%로 

체 패 (75.9%)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비정규직]의 유지비율은 66.7%로 

체 패 (6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 [정규직→비정규직]으로의 변화비율은 

38.9%로 체패 (2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차, 2차와 3차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 [정규직→정규직→정규직] 유지비율은 84.2%로 

체 패 (90.7%)에 비해 낮으며, [비정규직→정규직→정규직] 유지비율도 64.7%로 체 

패 (66.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패 에서도 체 패 과 마찬가지로 1차에서 

정규직은 2차 정규직으로 상태 유지가 되면 차 정규직으로 유지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변화비율은 60.0%로 체 패 (74.2%)에 비해 높으며, 

[비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변화비율은 14.3%로 체 패 (30.2%)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장애인에 한 차별에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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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균등화 소득의 변화

  한국복지패 의 연도별 균등화 소득의 변화는 <표 8>과 같다. 데이터 사용 지침서에 

의하면 균등화 소득은 가구별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 으로 소득 60%미만이면 

소득층 가구로, 그 지 않으면 일반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균등화 소득에 한 분석은 

가구 단 가 아니고 가구원 단 로 분석하여 소득층에 포함된 패  개인의 개념으로 

분석하 다. 

  체 패 의 결과를 보면 1차년도에서는 소득층에 포함된 패 이 35.9%를 차지하

고, 2차년도에는 29.3%, 3차년도에는 26.2%를 보이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소득층 가

구가 어드는 것은 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득이 은 가구의 패  탈

락과 소득층의 가구원수가 차 어드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층에 포함된 패 이 64.5%, 62.9%, 59.0%로 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과 계는 알 수 없지만, 장애인일수록 소득층가구에 포함

된 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 명, %)

 가구구분
체 장애인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차년도

(2006년)

일반가구 11,724 59.1 302 34.4

소득층가구 7,132 35.9 566 64.5

합계 18,856 95.0 868 98.9

2차년도

(2007년)

일반가구 11,660 58.8 326 37.1

소득층가구 5,818 29.3 552 62.9

합계 17,478 88.1 878 100.0

3차년도

(2008년)

일반가구 11,413 57.5 360 41.0

소득층가구 5,201 26.2 518 59.0

합계 16,614 83.7 878 100.0

<표 256> 연도별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원 분포 

  균등화소득에 따른 패 의 변화과정을 심층 분석하면 <표 9>와 같다. 1차와 2차의 변

화과정에서 [일반가구→일반가구], [ 소득층가구→ 소득층가구]의 유지비율은 각각 

90.1%, 70.7%, 그리고 [일반가구→ 소득층가구], [ 소득층가구→일반가구]로의 변화비

율은 각각 9.9%, 29.3%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에서 소득층가구으로 변화되는 비율

(9.9%)에 비해 상 으로 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변화되는 비율(29.3%)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없음’의 경우 소득층가구에 편 된 것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패 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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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와 3차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 [일반가구→일반가구→일반가구] 비율은 

94.8%(1차년도 일반가구에 한 비율은 68.6%)로 [ 소득층가구→일반가구→일반가구] 

비율 72.7%(1차년도 소득층가구에 한 비율은 17.9%)에 비해 높게 나타나 1차에서 

일반가구는 상태 유지가 되면 차 일반가구로의 유지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 

[일반가구→일반가구→ 소득층가구]와 [ 소득층가구→일반가구→ 소득층가구]의 경우

를 비교하면 2차년도 비 5.2%와 27.3%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는 소득층가구

에서 일반가구로 바 어도 다시 소득층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 로 

[일반가구→ 소득층가구→일반가구]와 [ 소득층가구→ 소득층가구→일반가구]의 경우

를 비교하면 2차년도 비 54.7%와 17.0%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는 소득층가구

에 비해 일반가구에서 소득층가구로 바 어도 다시 일반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 : 명, %)

구분
1차년도

(2006년)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2008년)

일반가구 소득층가구 정보없음

체

일반가구
11,724

(62.2%)

일반가구
9,352

(90.1%)

8,046

(94.8%)

439

(5.2%)
867

소득층가구
1,032

(9.9%)

523

(54.7%)

433

(45.3%)
76

정보없음 1,340 - - -

소득층가

구

7,132

(37.8%)

일반가구
1,947

(29.3%)

1,280

(72.7%)

481

(27.3%)
186

소득층가구
4,693

(70.7%)

748

(17.0%)

3,664

(83.0%)
281

정보없음 690 - - -

장애인

일반가구
302

(34.8%)

일반가구
233

(77.2%)

215

(92.3%)

18

(7.7%)
0

소득층가구
69

(22.8%)

31

(44.9%)

38

(55.1%)
0

정보없음 - - - -

소득층가

구

566

(65.2%)

일반가구
88

(15.5%)

61

(69.3%)

27

(30.7%)
0

소득층가구
478

(84.5%)

49

(10.3%)

429

(89.7%)
0

정보없음 - - - -

<표 257> 연도별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원의 변화

  장애인의 경우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원의 소득의 변화과정을 심층 분석을 하면 1차

와 2차의 변화과정에서 [일반가구→일반가구], [ 소득층가구→ 소득층가구]의 유지비율

은 각각 77.2%, 84.5%, 그리고 [일반가구→ 소득층가구], [ 소득층가구→일반가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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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비율은 각각 22.8%, 15.5%로서 체 패 에 비해 일반가구 유지비율은 낮게

(-12.9%p), 소득층의 유지비율은 높게(13.8%p)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가

구에서 소득층가구으로 변화되는 비율(22.8%)에 비해 상 으로 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변화되는 비율(15.5%)이 높아 장애인의 경우 소득층으로 하락하는 패 이 

더 많으며, 체 패 에 비해 소득 감소 상이 더욱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경우 1차, 2차와 3차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 [일반가구→일반가구→일반가

구] 비율은 92.3%(1차년도 일반가구에 한 비율은 71.2%)로 [ 소득층가구→일반가구→

일반가구] 비율 69.3%(1차년도 소득층가구에 한 비율은 10.8%)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며, 체 패 에 비해 1차에서 일반가구는 2차에서 상태 유지가 되면 일반가구로의 유

지비율이 더욱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 [일반가구→일반가구→ 소득층가구]와 [ 소

득층가구→일반가구→ 소득층가구]의 경우를 비교하면 2차년도 비 7.7%와 30.7%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는 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바 어도 다시 소득층가구

로 바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체 패 에 비해 소득층으로의 변화 비율도 높음

을 의미한다. 반 로 [일반가구→ 소득층가구→일반가구]와 [ 소득층가구→ 소득층가

구→일반가구]의 경우를 비교하면 2차년도 비 44.9%와 10.3%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

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도 소득층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에서 소득층가구로 바 어도 

다시 일반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체 패 에 비해 소득층 탈출 비율

이 낮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 을 이용하여 노동 속성 즉, 근로형

태와 고용형태 그리고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원의 소득의 변화과정에 하여 심층  

분석을 하 다. 이에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차수에 따라 근로형태의 변화에서는 패 이 가지고 있는 이 의 근로형태

로의 회귀 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패  본인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려는 

상이 강하고, 특히 한번 임 근로자가 되면 이를 유지하는 상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둘째, 장애인의 경우는 1차에서 임 근로자나 자 업  고용주의 형태로 근로형태를 

가지더라도 2차에서 미취업의 상태로 많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환경에

서 장애인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고용의 질  측면을 알 수 있는 고용형태 변화에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

화되는 비율에 비해 상 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되는 비율이 높지만, 정규

직으로의 고용안정성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1차에서 정규직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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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정규직으로의 유지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비정규직이었던 

패 이 재 정규직일지라도 비정규직 경험이 없었던 패 보다 비정규직으로 환될 가

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장애인의 경우, 1차와 2차의 변화과정에서 [정규직→정규직]의 유지비율은 체 

패 에 비해 낮게, [비정규직→비정규직]의 유지비율은 체 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으로의 변화비율은 체 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차, 2차

와 3차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면 [정규직→정규직→정규직] 유지비율과 [비정규직→정규직

→정규직] 유지비율도 체 패 에 비해 낮게 나타나 체 패 에서와 같이 1차에서 정

규직은 상태 유지가 되면 차 정규직으로의 유지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 변화비율은 체 패 에 비해 높으며, [비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변화비율은 체 패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한 차별이 일

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섯째,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원의 소득의 변화과정에서 일반가구에서 소득층가구

으로 변화되는 비율에 비해 상 으로 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변화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정보 없음’의 경우 소득층가구에 편 된 것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패 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 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바 어도 다

시 소득층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 로 소득층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에서 

소득층가구로 바 어도 다시 일반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장애인의 경우 일반가구에서 소득층가구로 변화되는 비율에 비해 상 으

로 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변화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장애인의 경우 소득층 

탈출 비율이 체 패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바 어도 다시 소득층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체 패 에 

비해 소득층으로의 변화 비율도 높음을 의미한다. 반 로 소득층가구에 비해 일반가

구에서 소득층가구로 바 어도 다시 일반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패 을 이용하여 노동 속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모형을 이용하지 않고도 패  데이터의 본질을 악하여 심층 인 

분석한 것으로 패 의 유지기간이 짧아 장기간의 동태를 살펴보기는 어려워도 기본 인 

변화에 한 방향성은 알 수 있었다. 한 다른 패 에서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과 소

득층가구에 한 노동 속성을 분석한 에서도 의의가 있었다. 

  정책  시사 으로는 단순히 장애인의 유비율로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장애인 근로

자의 근속기간을 평가 항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장애인의 노동 환경 개선에 도움을  

수 있다. 

  향후의 연구 과제로는 장기간의 분석과 독립변인으로 다른 속성을 포함한다면 보다 

좋은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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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가구자산과 직업훈련 참여1)*

Unemployment's Assets and the Participation of Vacational Training

이상헌2)**

본 연구는 실업 여 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추가 인 인 자본을 축척하는 사람들의 직업훈련 참

여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수리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에서 실업자는 실직상태보다 재직상태시의 효용수

이 높고, 직업훈련을 통해 높은 임 을 받을 확률이 직업탐색을 통해 직업을 찾을 확률보다 높을 때 자산

수 과 실업 여액이 높을수록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한국복지패 」을 이용한 

실증분석 역시 이론분석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을 높이기 해서는 실업

여 지  시 자산수 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Ⅰ. 서론

  실업 여는 실업에 처한 노동자가 실업기간 동안 빈곤에 빠지지 않고 안정 인 상황

에서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목 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간 경제학자들은 

실업 여 시행과 함께 실업 여와 실업기간에 한 연구를 하 다. 연구결과, 실업 여

는 실업자의 유보임 (reservation wage)을 높이며 이로 인해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효과

가 있다고 밝 졌다. 한 거시차원에서 길어진 실업기간은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

지고 있어 실업률을 낮추기 해서는 실업 여액의 감소와 수 기간의 축소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차원에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해 실업 여 수 기간

을 이거나 실업 여액 자체를 부정한다면 실업자는 실업기간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 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목 에 맞게 운 될 필요가 있다. 실업기

간 동안 실업자는 노동시간의 부담이 없는 신 재취업을 해 직업탐색을 하거나 혹은 

취업 비로 시간을 소비한다. 만일 정부로부터 지 받는 실업 여가 안정  취업 비를 

해 이용된다면 실업자는 재취업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체로 실업

여를 수  받는 실업자는 비자발  실업자로 동일 집단 내에서 탈락된 경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 여 외에 정책차원의 지원

 * 본 연구는 미완임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은행 융경제연구원, 미시경제연구실 연구원, e-mail: stoll80@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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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 과정은 경쟁에서 뒤쳐진 노동자(실업자)

의 기술향상  습득을 한 평생교육사업의 하나로 정부의 보조 으로 교육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무상지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훈련 참여는 개인의 선택문제로 직업훈련과 직업탐색에 시간을 분배할 것인가 아니

면 직업탐색에만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직업훈련 참여에 유

도하기 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은 평생교육사업의 하나로 인 자본축 을 한 교육 사업이다. 이미 여러 연

구에서 검토되었듯이 교육은 인 자본 축 을 한 하나의 수단이다. 한 교육은 소득

수 과 자산수 에 향을 받는 변수이다. 이찬 (2009)은 가계의 자산수 과 자녀의 교

육투자에 하여 연구를 하 는데 자산수 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

고 하 다. 직업훈련은 이찬 (2009)이 분석한 자녀의 교육투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 있음으로 자녀의 교육투자와 마찬가지로 가계의 자

산수 에 향을 받는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여를 받는 실

업자  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왜 참여하는 지에 해 논의한다. 그리고 교육과 같

은 선상에서 직업훈련 참여에 자산수 이 향을 주는 변수인지 검토하고, 실업 여액과 

직업훈련 참여의 계 역시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실업자와 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Ⅲ

장에서는 이론모형을 이용하여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한다. Ⅳ장

에서는 자료를 이용하여 Ⅲ장에서 도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Ⅴ장에서는 요약  시사

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실업과 실업 여에 한 기연구들은 주로 실업 여와 실업기간에 을 맞춘 연구

가 많았고, 체로 실업 여는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arron and Mellow(1979)는 실업자의 재 취업노력은 시간과 돈의 함수로 정의하 는데 

1976년 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연구한 결과 실업 여는 탐색시간을 이고 탐색

시간은 실업기간을 낮춘다고 하 다. 한 Meyer(1990)는 실업 여액 수 과 수 기간

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는데, 실업 여 수 이 높을수록 재취업의 확률은 

낮아지고 실업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 여가 실업자의 유보임 을 

높여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이론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실업 여 기간이 

끝나가는 시 에서는 재취업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는 실업 여의 수

이 끝남에 따라 유보임 이 다시 낮아져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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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n and Mellow(1979)와 Meyer(1990)의 연구에 따르면 재취업을 앞당기는 요소는 

직업탐색이며 실업 여는 직업탐색노력을 임으로 재취업확률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슬로바니아의 경우 이런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실업 여 수 기간

을 이는 법안을 입법하 다. Ours and Vodopivec(2008)은 이런 슬로바니아의 입법 

후 상황을 연구하 는데, 그들에 따르면 실업 수 기간의 감소는 직업을 찾을 확률에는 

양(+)의 효과가 있으나 실업이후 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

과 으로 실업 여는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실업 여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업자

의 재취업 질에 한 연구를 하 다. Burgess and Kingston(1976)은 실업 여가 재취업

성공에 주는 효과를 연구하 는데, 연구결과 높은 실업 여를 받는 사람일수록 실업 후 

임 에 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실업 여가 $1 상승 시 실

업 후 임 은 $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하지만 왜 높은 실업 여를 받는 사람이 

높은 임 을 받는지에 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실업자의 구직

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는 유길상(2004)이 있다. 유길상(2004)

은 실업 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실업 여

와 실업기간의 계는 음(-)의 계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 여가 재취업 질에 미치는 

효과에 해 통계  검정을 시도하 는데 비록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

으나 상 으로 재취업 비를 하지 못하는 임 계층, 학력자, 고령자, 여성  장

기실업자 등이 재취업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정부차원의 

지원인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 비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업자들은 직업훈련을 무

상으로 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석원(2003)에 따르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

은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 후 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취업 비가 된 집단과 취업 비가 되지 않은 집단의 효과는 임 으로 나타났

다. 이외 직업훈련과 임 에 한연구는 김창환·김형석(2007)이 있다. 김창환·김형석

(2007)은 노동패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의 임 차이 효과를 연구하 는데, 그들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임 에 양(+)의 효과를 주며 여성과 비정규직 보다는 남성과 정규직

에서 양(+)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Richardson and Berg(2002)는 스웨덴 노동

시장을 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하 다. 그들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실업에서 취업으로 연결하는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

는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실업 여는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 비를 한 사람은 실업 후 재취업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왜 참여하는지에 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다음 

3) 한 교육수 이 12년 미만인 사람보다 12년 이상인 사람들이 정  효과를 주어 교육수 이 실업 후 재취업 질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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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반을 두어 실업자의 교육 참여 모형을 설

정하고 분석한다. 

Ⅲ. 모형

1.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

  본 장에서는 Epple and Romano(1996)와 De Fraja(2001)의 교육 모형을 확장하여 실

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모형에서 노동자는 효용함수와 산제약으

로 표 되며 개인의 효용함수는 소비 c , ( c > 0)와 여가 l , ( l > 0)로 이루어진 u(c, l)

의 형태를 가진다. 한 노동자의 효용함수는 두 번 미분가능하며 험회피 (risk 

aversion) 성향인 u' > 0 , u''≤0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y+ ra= pc

  여기서 a는 노동자의 안정  자산(riskless asset)이며 a∈[ a, a]의 분포를 가진다.1) 

본 모형에서 노동자의 자산은 실업 에 주어지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a ̇= da/dt= 0이라고 가정한다. r은 이자율이며 r∈(0,1)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ra

는 자산소득이다. 이때 노동소득은 y=wL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L은 노동시간이며 

w는 시간당 임 이고 분석을 간단히 하기 하여 w=1이라 가정한다. p는 소비의 단

 당 가격이며 임 과 마찬가지로 p= 1이라 놓는다. 모든 노동자는 시간제약 

T=L+ l을 가진다. 여기서 T는 총가용시간이며 l은 여가시간이다. 이를 이용하여 

의 산제약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 ra= c+ l

  만일 노동자가 경제활동  실업에 처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b만큼의 동일한 실업수당

을 받게 되어 T는 b로 체된다.2) 이때 실업수당은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를 통해 지

출된다고 가정한다. 실업기간 동안 실업자는 노동시간이 ‘0’임으로 직업탐색, 직업훈련 

 교육과 여가에 시간을 소비할 것이다. 이때 실업자의 시간제약 상 여가시간은 l=T

1) Barron and Mellow(1979) 한 모형분석 시 실업기간 동안 받는 실업 여 외에 불로소득(nonwage income)이 있다고 

가정하 다.

2) 동일한 실업수당을 받는 가정은 다음 에서 완화되어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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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는데, 실업자는 자신의 여가시간을 직업탐색시간 s , 직업훈련 참여시간 e와 

여가시간 l o로 각각 분배한다. 즉, T= l= l o+ s+e이다. 만일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e= 0이다. 이를 고려하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와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의 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c+ l o+ s+e= b+ra  if e≠0

c+ l o+ s = b+ ra  if e= 0

  Marcortte(2000)는 임 에 끼치는 직업훈련의 정  효과가 학력 보다는 고학력층

에서 상 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 다. 한 이석원(2003)은 직업훈련을 

받은 집단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임 을 받는다고 하 다. 따라서 

Marcortte(2000)와 이석원(2003) 연구에 기반을 두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1. 확률변수 P(θ)는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업기간이 끝난 후 높은 임 을 받

을 확률이며 P N(θ)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임 을 받을 확

률이다. 두 확률변수는 연속변수이며 모든 θ에 하여 P'(θ) >P' N(θ)의 계

를 가진다. 여기서 θ는 실업자의 인 자본이며 θ∈[ θ, θ]의 분포를 가진다.

  가정 1은 높은 인 자본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재취업 시 높은 

임 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내포한다. 반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는 시간제

약으로 인해 직업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

다.

가정 2. 실업자가 직업을 찾을 확률은 각각 F( s)와 F N(s)이며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높은 시간을 직업탐색에 할애하기에 F N(s)≥F( s)의 계를 

가진다. 여기서 s는 직업탐색시간이며 s∈[0,T]의 분포를 가진다.

  즉, 동일한 여가시간을 가진다고 하 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집단이 직업훈련을 

받는 집단보다 많은 시간을 직업탐색에 할애할 것이다. 실업에 처한 노동자는 실업기간 

t기 동안 실업 여와 자신의 자산소득을 통해 소비를 한다. 실업기간 t기가 끝나면 실

업자는 t+1기간에 F( s)의 확률로 직업을 구하거나 1-F( s)의 확률로 계속 실업상

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t+1기간이후로는 실업 여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자산소득으

로만 소비를 하게 된다. 가정 1과 2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의 효용함수를 



- 507 -

정의하며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b,a,s,e,θ)=max ( b,a, s, e,θ ) u t(b+ra- s-e )+F( s)[P(θ)v t+1(y H+ra)+(1-P(θ))v t+1(y L

+[1-F( s)]u t+ 1(ra- s)                                                   (1)

  여기서 y H와 y L은 실업기간이 끝난 후 직업을 구했을 경우 받는 세후 임 으로 

y H >y L이며 각각 높은 임 과 낮은 임 을 나타낸다. 이때 실업기간  직업훈련을 받

지 않은 사람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 N(b,a,s,θ)=max ( b,a, s,θ ) u N, t(b+ra-s)+F N(s) [P N(θ)v t+1(y H+ra)+(1-P N(θ))v t+1(y

+[1-F N(s) ]u N, t+1(ra- s)              

   (2)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구하기 해 

U(∙)=U N(∙)라 놓고 미분을 한다. 미분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3)과 같다. 이

때 db/da, ds/da, de/da, dθ/da는 포락정리(envelope theorem)에 의해 '0'의 값을 가

진다고 가정한다.

dθ m

da
=
r{ (u' N, t-u' t)+u' H(F NP N-FP)+u' L[F N(1-P N )-F(1-P)]+u' N, t+1(1-F N )-

(u H-u L)(FP'-F NP' N)

(3)

  여기서 자산과 인 자본 간의 무차별 곡선을 θ m
(a)으로 정의하면 식(3)은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무차별곡선 θ m
(a)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때 효용함수의 증가방향을 

구분하기 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3. 모든 a∈[ a, a]에서 U(b,a, s,e, θ) <U N(b,a,s, θ)이고 

U(b,a, s,e, θ) >U N(b,a,s, θ)이다.

  가정 3은 인 자본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인 자

본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시 향후 높음 임 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

정 3을 이용하여 식(3)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 1을 얻을 수 있다.

명제 1.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무차별곡선 θ m
(a)는 k >δ >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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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t-u' t)+(F-F N)u' | >　(F N P N
 

-FP)u' H+( (1-P N )F N-(1-P)F)u' L　일 경우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진

다.

증명: 부록 Ⅰ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명제 1은 만일 직업훈련을 통해 높은 임 을 받을 확률의 증가분이 직업탐색을 통해 

직업을 구할 확률보다 높고, 취업상태의 효용수 이 실업상태의 효용수 보다 높을 때 

실업자는 자신의 자산소득과 인 자본에 반비례하는 무차별곡선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3) 즉, 자산수 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이는 높은 자산수 이 

실업자의 소비 감소를 막아주는 방패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는 자신의 소비수 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자산수 이 낮아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자는 

자신의 효용수 을 유지하기 해 직업훈련보다는 직업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다. 그래서 자신의 소비수 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직장보다 낮은 임 을 제시하여도 

그 수 이 격하게 낮지만 않다면 수락할 확률이 높다. 모형에서 소비는 자산수  외에

도 실업 여액에 향을 받는다. 본 에서는 동일한 실업 여액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

으나 실제 실에서는 고용보험 기여에 따라 실업 여액을 달리 받는다. 따라서 다음 

에서는 동일한 실업 여액을 받는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실업 여액 수 에 따른 직업

훈련 참여 결정을 분석한다.

2. 실업 여액과 직업훈련 참여 결정

  실업 여액은 노동자들이 재직당시 고용보험에 기여한 부분에 비례하여 실업수당을 

받는다. 따라서 각 노동자들이 실업에 처했을 때 받게 되는 실업 여액은 각기 다르다. 

만일 실업 에 고용보험기간 가입기간이 짧고 기여도가 낮았다면 낮은 실업수당을 받

게 되고 반 의 경우 높은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반면 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실업  기

여에  비례 으로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하한과 상한의 규제를 받는다. 따

라서 분석을 해 정부로부터 받았던 동일한 실업 여액의 가정은 b∈[ b, b]의 분포

를 가진다고 완화한다. 이 변화된 가정을 이용하여 본 에서는 실업 여액의 차이가 직

업훈련 참여 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우선 식(3)에서 실업수당 변화에 따라 향을 받는 것은 실업 여를 받는 실업상태의 

한계효용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상수항으로 취 하고 D로 놓는

다. 이때 실업수당에 따른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보기 해 u' t= σu' N, t로 놓고 σ > 1

3) Epple and Romano(1996)은 명제 1과 같은 기울기를 SDI(slope decreasing in income)이라 정의하 다. SDI에 한 자

세한 논의는 Epple and Romano(1996)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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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식(3)에 용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 2를 얻을 수 

있다.

명제 2. 낮은 수 의 실업 여는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 무차별곡선을 더욱 가 르게 

하여 직업훈련참여에 부정  향을 미친다.

증명: 우선 u' t >u ' N, t를 u' t= σu' N, t라 두고 문제에 근한다. 이를 식(3)에 용하

면 (u' N, t-u' t)부분은 (1- σ)u' N, t로 환된다. 낮은 실업 여를 받는 사람의 한계

효용은 ( ( 1- σ)u' N, t　 b)라 두고 높은 실업 여를 받는 사람의 한계효용은 

( ( 1- σ)u' N, t　 b)라 둔다. 이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효용함수의 험회피  성향

으로 인해 높은 여를 받는 사람의 한계효용은 낮은 여를 받는 사람의 한계효용보다 

낮다. 즉, ( ( 1- σ)u' N, t　 b)- ( (1- σ)u' N, t　 b) < 0이다. 따라서 낮은 실업 여를 받

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높은 실업 여를 받는 사람의 무차별곡선 기울기보다 

가 르다.

( d
θ m

da
　b= b)=

r{ ( (1-σ)u' N, t　 b)+D}
(u H-u L)(FP'-F NP' N)

>
r{ ( (1-σ)u' N, t　 b)+D}

(u H-u L)(FP'-F NP' N)
= ( d

θ m

da
　b= b)  

             (4)

  명제 2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사람  실업 여의 차이가 직업훈련 참여에 주는 향

을 내포한다. 즉, 높은 실업 여가 실업자의 소비수 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한 유

동성으로 작용하여 직업훈련참여에 정  향을 다. 즉, 소비수 이 안정 이라면 

실업자는 인 자본 축 을 해 시간을 할애할 확률이 

<그림 1> 실업자의 가구자산과 직업훈련 참여

θ θ a a a 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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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A는 직업훈련 참여 구역이고 B는 직업훈련 미참여 구역이다. C는 실업 여액 증가로 인해 새롭게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실업자들을 나타낸다.

   2) 굵은 선은 실업 여액 변동 의 무차별곡선 θ m
(a)를 나타내며 실선은 실업 여액 변동으로 인한 무차별곡선 

θ m(a　 b)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높아진다. 그러나 만일 실업자가 소비수 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실업자는 일정한 소비수 을 유지하기 해 빠른 시간 내에 직업을 찾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의 유보임 은 낮아지게 되고 직업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해 

실업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유보임 은 결국 실업 과 비교하여 삶의 

질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1>은 명제 1과 명제 2의 결과를 가시 으로 보여 다. 실업자의 무차별곡선은 

명제 1에 의해 우하향한다. 따라서 만일 동일한 인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산수 이 높

을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그림 1>에서 A구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업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반면 B구역에 있는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 만일 

실업 여 수 이 증가하게 되면 명제 2에 의해 굵은 선의 무차별곡선은 실선의 무차별

곡선으로 변하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던 C구역에 있는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Ⅳ. 실증분석

1. 자료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서 공동으로 조사한 1~3차년도 한국복지패 을 이용한다. 체표본  실업 여 수 경

험이 있는 사람들만 추출하고 락 변수를 제거하여 얻은 최종 표본은 253명이다. 최종 

표본의 기 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었다.4) 우선 실업 여 수  경험이 있는 사람  

남성의 비율은 약 52%로 여성과 비교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나이의 경우 22세부터 

66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나이는 약 41세이다. 교육수 은 평균 5.435로 최종학력

은 고등학교에서 문 학 사이의 값을 가진다.5) 경제변수는 융자산, 부채, 순자산, 실

업 여 수 기간과 

4)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의 자세한 기 통계량은 부록을 통해 소개한다.

5) 교육수 은 2=무학, 3= 등학교, 4= 학교, 5=고등학교, 6= 문 학, 7= 학교, 8= 학원(석사), 9= 학원(박사)로 구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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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측치 체=253 T=5 C=248

남성 0.518 0.501 0.600 0.548 0.516 0.501 

나이 41.360 11.600 40.800 8.438 41.371 11.667 

교육수 5.435 1.276 5.400 0.548 5.435 1.287 

거주지

서울 0.285 0.452 0.400 0.548 0.282 0.451 

수도권(인천/경기) 0.273 0.446 0.000 0.000 0.278 0.449 

부산/경남/울산 0.142 0.350 0.600 0.548 0.133 0.340 

구/경북 0.075 0.264 0.000 0.000 0.077 0.267 

/충남 0.099 0.299 0.000 0.000 0.101 0.302 

강원/충북 0.043 0.204 0.000 0.000 0.044 0.206 

주/ 남/ 북/제주 0.083 0.276 0.000 0.000 0.085 0.279 

경제변수 (단 : 만원)

융자산 2,843.103 6,009.240 4,408.000 4,713.989 2,811.552 6,035.853

총부채 2,755.134 7,720.880 1,317.600 2,166.897 2,784.117  7,791.020

순자산 87.968 8636.953 3090.400 3455.803 27.436 8702.152

실업 여 수 기간 3.968 2.162 2.600 1.140 3.996 2.170 

월평균 실업 여액 80.203 35.308 92.500 9.526 79.955 35.599 

자료: 1~3차년도 한국복지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 T=직업훈련을 받은 집단, C=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을 나타낸다.

월평균 실업 여액을 이용한다.6) 우선 융자산의 경우 6,300만원이고 부채는 2,755만원

으로 순자산은 3,545만원이어 평균값은 양(+)의 값을 가진다. 실업 여 수 기간은 약 4

개월이고 월평균 실업 여액은 80만원이다. 반면 실업기간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

은 최종 표본 253명  5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편의

(bias)가 상당 수 존재한다. 우선 남성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집단(treatment group; 

이하 T)은 60%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control group; 이하 C)에 비해 약 8.4%정

도 높게 집계되었다. 경제변수의 경우 융자산은 T집단이 C집단에 비해 4,191만원 높

으며 부채는 1,466만원으로 낮다. 따라서 순자산도 T집단이 C집단에 비해 5,657만원 높

다. 그러나 부록 Ⅱ에 있는 <부표 1>을 보면 T집단의 경제변수 값 범 가 C집단의 범

 안에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분석 시 T집단의 편향성을 최소화하여 C집단과 비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T집단의 표본이 극히 어 일반  방법이 아닌 비모수  방법  하

나인 성향 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성향 수매

칭은 의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성향 수를 이용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을 하

는 것이다.7)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은 추정된 성향 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과 반경매칭방

6)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단기간에 유동화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제외하 다. 월평균 실업 여액은 총 실업 여액을 실업

여 수 기간으로 나 어 계산하 다. 즉, 월평균 실업 여액=(총 실업 여액)/(실업 여 수 기간)

7) 의약 분야에서는 신약의 효능검정을 해 의학계량(biometric)기법의 하나로 성향 수를 이용한다. 를 들면, 신약의 

효과를 검정하기 해 실험집단과 비슷한 체 , 키, 건강상태 등을 가진 비교집단을 선정한 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

석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장 은 실험집단의 특성을 최 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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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radius matching)을 이용한다. 성향 수 추정은 다음과 같은 라빗(probit)모형을 이

용한다.

     Pr (y i, t=1　X i, t,I i, t,T t,R j)= Φ(βX i, t+δI i, t+T t+ ∑
7

j=1
R j, t)≡Φ

i, t, 

i= 1,...,n , t= 1,...,T         (5)

  여기서 y i, t는 i실업자가 t시 에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변

수이다. 만일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y i, t=1이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y i, t=0의 

값을 가진다. X i, t
는 개인의 인 특성인 나이, 교육수 , 성별을 포함하는 벡터(vector)

이며 I i, t는 실업 여수 기간이다. T t
와 R j, t

은 각 t시 의 연도와 j지역의 특성을 

조정하기 한 가변수(dummy variable)이다. 추정된 성향 수는 비교집단 선정 시 활용

되며 최근 매칭과 반경매칭의 추정을 한 설정은 다음과 같다.

     C( i)=min 　　 p i-p j　　 , i∈{T,C}, i≠j               

           (6)

     C( i)=　　 p i-p j　　 < r , i∈{T,C} , i≠j               

          (7)

  여기서 식(6)은 최근 매칭 시 활용되는 두 성향 수 간 거리의 최소화를 의미하며 식

(7)은 반경매칭 시 이용되는 반경 r의 허용범 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최근 매칭은 

반경매칭보다 좀 더 엄격한 제한을 가진다. 이때 식(6)과 식(7)의 설정을 통해 매칭된 집

단은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τ M=
1

N T ( ∑i∈TY
T
i - ∑

j∈C
w jY

C
j )= 1

N T ∑
i∈T
Y
T
i -

1

N T ∑
j∈C
w jY

C
j
                     

            (8) 

  여기서 N
T는 T집단이고 Y i

는 비교변수이다. w j
는 가 치로 w j=∑ iw ij

이며 

w ij=1/N
C
i
이다. 즉, T집단과 C집단의 표본크기가 다름으로 둘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

추기 해 가 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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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표 2>는 성향 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T집단과 C집단의 교육수 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인 자본상태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자산의 크기와 월평균 실업 여액으로 참여결정을 할 것이다. 최근 매칭으로 추정 한 

결과, 순자산의 평균차이는 1,762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는 않았다. 반면 제약을 완화한 반경매칭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각각 5,915만원과 6,033

만원으로 추정되었으나 r= 0.1일 경우에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실업

여액의 경우 모든 추정치에서 T집단이 C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선 최근  매칭

의 경우 둘의 차이가 양(+)의 값을 보이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고, 반경매칭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산수 이 

높고 높은 실업 여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론  결과를 약하게나마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추정결과

　 T C ATT 표 편차 t-통계량

교육수

5 4 0.200 0.361 0.555

5 22 † -0.058 0.269 -0.216

5 52 ‡ -0.085 0.255 -0.334

순자산

5 4 1,762.800 1,795.639 0.982

5 22 † 5,915.025 5,035.346 1.175

5 52 ‡ 6,033.010 2,589.317 2.330 **

월평균 실업 여액

5 4 12.167 21.978 0.554

5 22 † 13.010 7.646 1.702 *

5 52 ‡ 17.113 5.901 2.900 ***

주: 1) *, **, ***는 각 10%, 5%, 1%의 유의수 을 나타낸다.

   2) 음 부분은 반경매칭 추정량이며 †은 r= 0.01이고 ‡는 r= 0.1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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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정책시사

  실업 여의 목 은 노동자가 실업에 처했을 때 빈곤으로 빠지지 않고 안정 인 상태

에서 재취업을 해 노력하기 함이다. 하지만 행의 실업 여는 실업 여가 실업기간

을 길게 한다는 명목으로 최 생계비에 가까운 액을 지 하고 있다. 물론 낮은 실업

여는 높은 탐색시간을 유도하고,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실업에서 탈출하는 요소로 작용한

다. 그러나 실업에 처한 사람들은 기존 집단에서 상 으로 뒤쳐진 사람일 확률이 높

다. 이런 상황의 실업자가 부족한 인 자본을 축척하지 못한다면 재취업의 질은 낮아진

다. 따라서 추가  인 자본 축척을 한 시간을 벌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런 인 자본 축척의 요소로 이용되는 직업훈련 참여 의사결정을 분석했다. 이론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추가  인 자본 축척을 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

산수 과 높은 실업 여액을 받는 사람들로 밝 졌다. 이는 자산수 과 실업 여액이 실

업자의 소비수 을 실업 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낮은 실업률과 인 자본 축  사이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만일 

정부의 정책입장이 낮은 실업률이 목 이라면 낮은 실업 여는 실업자의 실업기간을 

이는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인 자본 축 을 통해 실업자의 실업 후 삶이 보다 

향상되길 원한다면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실업

여는 실업기간과 인 자본이라는 선택 문제를 가늠하는 요소이다. 비록 본 연구는 실

업자의 의사결정 만을 분석하기에 일반균형 분석과 달리 장기  효율성을 검토해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직업훈련의 효과를 기반으로 가 직업훈련에 참

여하고 왜 참여하는지를 분석하 다. 반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론모형을 강하게 지지

할 수 없는 한계 을 지녔으나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자료의 축척을 

통해 본 모형을 통계 으로 검정할 수 있다면 정책설립에 좀 더 효과 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거라 기 된다. 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거시 으로 실업기

간과 직업훈련 간의 효율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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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본 장에서는 식(3)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 1을 증명한다. 우선 분모인 

(u H-u L)(FP'-F NP' N)에서 (u H-u L)부분은 u H >u L임으로 양(+)의 값을 가진

다. 그러나 FP'-F NP' N는 그 부호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가정 1과 가정 2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를 도출한다.

     P'(θ) >P' N(θ)  ⇒  P'(θ)= kP' N(θ)              

  (A.1)

     F N(s)≥F( s)    ⇒  F N(s)=δF( s)                                             

(A.2)

  이때 각 k , δ는 모두 k > 1 , δ≥1의 값을 가진다. 이 계를 이용하여 

FP'-F NP' N부분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보조정리 1을 얻는다.

보조정리 1. FP'-F NP' N는 만일 k >δ의 계일 때 양(+)의 값을 가지며 만일 k <δ  

일 때는 음(-)의 계를 가진다.

  다음은 보조정리 1에서 도출된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분자부분을 계산한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u' N, t-u' t는 명백히 음(-)의 부호를 가진다. 가정에서 실업자는 

험회피  성향을 가짐으로 u' > 0 , u''≤0의 성질을 가진다. 여기서 u'은 효용함수의 

한계수 인 기울기를 나타내며 험회피  성향은 u N, t >u t일 때 u' N, t <u ' t의 계를 

가진다. 따라서 u' N, t-u' t <0이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나 에 분석을 하

고 마지막 부분인 u' N, t+1(1-F N )-u' t+1(1-F)를 보면 두 함수의 한계효용은 동일

하다. 따라서 u' N, t+1=u ' t+1=u'이라 놓고 정리하면 (F-F N )u'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식(A.2)에 의해 음(-)의 값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u' H(F NP N-FP)+u' L[F N(1-P N )-F(1-P)]  부분을 보면 P, P N과 F, F N

의 계를 정확히 몰라도 u' H와 u' L의 계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보조정리 2. u' H(F NP N-FP)+u' L[F N(1-P N )-F(1-P)]은 P, P N과 F, 



- 516 -

F N
의 계를 떠나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증명: P과 P N은 일반 으로 P>P N
의 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때 P=k oP N

이

며 k o > 1이다. 이를 의 식에 용하면 다음과 같다.

     

u' H(F NP N-FP)+u' L[F N(1-P N )-F(1-P)]=F [P N(δ- k o)(u' H-u' L)+(δ-1)u' L]  

   (A.3)

  우측의 식  호 안의 (δ-1)u' L는 δ > 1임으로 양(+)의 값을 가진다. 반면 

P N(δ- k o)(u' H-u' L)는 δ와 k o의 계에 의해 부호가 결정되나 체 으로는 

u' H와 u' L의 계에 의해 (A.4)식 우측항의 부호가 결정된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계를 알기 해 u' L=xu ' H이고 x > 1이라는 추가 가정을 한다. 이를 (A.3)에 용하

면 다음과 같다.

     F[P N(δ- k o)(u' H-u' L)+(δ-1)u' L]=Fu ' H[P N(δ- k o)(1-x)+(δ-1)]     

              (A.4)

  식 (A.4) 우측항에서 P N이 ‘0’일 경우와 ‘1’일 경우로 나 어 생각해보면 

     lim
P N→0

Fu' H[P N(δ- k o)(1-x)+(δ-1)]=Fu' H(δ-1)> 0  와

     lim
P N→1

Fu' H[P N(δ- k o)(1-x)+(δ-1)]=Fu' H[ (δ- k o)+(k o-1)x]

를 구할 수 있다. 이때 P N이 ‘1’일 경우 다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질 경우로 

나 어 생각한다. 우선 음(-)의 값일 때 δ < k o의 경우 x < 0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나온

다. 즉,

     (δ- k o)+(k o-1)x<0  for δ > k o    ⇒   0 < x <
δ- k o
k o-1

     (δ- k o)+(k o-1)x<0  for δ < k o    ⇒   x <
δ- k o
k o-1

< 0

     

이다. 반면 양(+)의 값일 때 δ > k o와 δ < k o의 경우 모두 x > 1의 결과가 나온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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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 k o)+(k o-1)x>0  for δ > k o    ⇒   x >
δ- k o
k o-1

> 0

     (δ- k o)+(k o-1)x>0  for δ < k o    ⇒   x > 0 >
δ- k o
k o-1

이다. 따라서 u' H(F NP N-FP)+u' L[F N(1-P N )-F(1-P)]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최종 으로 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분자부분은 양(+)의 값을 가지는 부분과 

음(-)의 값을 가지는 부분이 취업상태와 실업상태로 구분된다. 따라서 효용함수의 다음

과 같은 계를 이용한다.

     u H >u L>u N, t>u t>u t+1
     ⇒     u' t+1 >u ' t >u ' N, t >u ' L >u ' H

  따라서 분자부분은 

| (u' N, t-u' t)+(F-F N)u' t+1| > | (F NP N-FP)u' H+( (1-P N )F N-(1-P)F)u' L |

의 계로 인해 음(-)의 값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분모와 분자의 계를 악하면 k <δ

일 경우 가정 3에 배되기에 분모는 항상 k >δ의 계를 가진다. 따라서 무차별곡선 

θ m(a)의 기울기는 우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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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부표 1> 기 통계량의 최소값  최 값

변수명 최소값 최 값 최소값 최 값 최소값 최 값

측치 체=253 T=5 C=248

남성 0 1 0 1 0 1 

나이 22 66 29 49 22 66 

교육수 2 8 5 6 2 8 

경제변수 (단 : 만원)

융자산 0 56,000 1 11,484 0 56,000 

부채 0 100,000 0 5,000 0 100,000 

순자산 -99,960 35,000 -569 6,715 -99,960 35,000 

실업 여 수 기간 1 12 1 4 1 12 

월평균 실업 여액 5 360 78 102 5 360 

자료: 한국복지패  1~3차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 1) T=직업훈련을 받은 집단, C=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이다.

     2) 거주지는 가변수임으로 생략한다.



- 519 -

참고문헌

김창환, 김형석, 2007, “직업훈련의 임 불평등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제41집, 제3호, 32-64.

이석원, 2003,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에 의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한국행

정학보」, 제37권, 제3호, 181-199.

이찬 , 2009, “가계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 행태,” 「 융경제연구」, 제379호.

유길상, 2004, “실업 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89-111.

Barron, John M. and Mellow, Wesley, 1979, “Search Effort in the Labor Marke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Vol. 14, No. 3, 389-404.

Burgess, Paul L. and Kingston, Jerry L., 1976, “The Impact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n 

Reemployment Suces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0, No. 1, 25-31.

De Fraja, Gianni, 2001, “Education Policies: Equity, Efficiency and Voting Equilibrium,”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No. 471, C104-C119.

Epple, Dennis and Romano, Richard E., 1996, “Ends Against the Middle: Determining Public Service 

Provision When There are Private Alternativ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2, 297-325.

Marcotte, Dave E., “Continuing Education, Job Training, and the Growth of Earnings Inequality,” 2000,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3, No. 4, 602-623.

Meyer, Bruce D.,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1990, Econometrica, Vol. 58, 

No. 4, 757-782.

Ours, Jan C. van and Vodopivec, Milan, “Does Reducing Unemployment Insurance Generosity Reduce 

Job Match Quality?” 2008,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2, 684-695.

Richardson, Katarina, and Berg, Gerard J. Van den, “The Effect of Vocational Employment training on 

the Individul Transition rate from Unemployment to Work,” 2002, Working Paper.



- 520 -

국내 식품 보장 황  특성

Household food security status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

김기랑‧김미경‧신

  이 연구는 2007년 한국복지패 자료 내 식품 보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 보장 수 을 조사

하고 식품 미보장 가구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국내 식품 미보장은 5.4%로 다른 서구산업국가와 비

교해 보았을 때, 상 으로 낮은 수 을 보 다. 식품 미보장은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

는데, 취약 계층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가구와 가구 경제력과 한 상 성이 있는 특성들을 갖고 있

는 가구주의 해당 가구에서 특히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들은 비록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근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특히, 노인 가구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 규모의 표성 있고 

신뢰성 있는 국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국내 식품 미보장 황을 악하고, 이에 한 특성들

을 알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한국복지패 조사에서의 지속 인 조사와 시계열  분석을 통

하여 국내 식품 미보장의 정확한 경향(trend) 악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식품 미보장 수 의 모니터링에 

요한 자료  식품 보장에 한 정책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I. 서론 

  지난 몇 십 년 동안 식품 빈곤(food poverty), 이로 인한 배고픔 등과 같은 식품 보장

(food security)의 문제는 개발국과 개발 도상국가뿐만 아니라 서구산업국가에서도 

요한 이슈로 두되었다(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2a). 경제성장과 함께 식품 생산의 산업화로 인한 식품의 유용성은 증 하 으나 기

아나 배고픔의 문제는 감소되지 않았고, 한 미량 양소 섭취 문제나 식품 안 성과 

같이 식품의 양 뿐만 아니라 질  문제도 강조되었다(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996). 이에 많은 국가에서 식품 빈곤

으로 인한 기아나 배고픔, 식품 미보장 문제는 더 이상 식품 생산  공 , 즉 식품의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식품에 한 근성(access)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

다(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2b; Webb, Co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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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gillo, Rogers, Swindale and Bilinsky, 2006). 이러한 근성의 문제는 충분하고 

한 식품을 얻을 수 있는 소득,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타 자원들, 교역, 시장

(market)에서의 식품의 유용성, 가격, 노동 시장, 생산 투자, 신용 등의 시장 구조나 정책 

환경과 같은 사회 구조  요인의 향을 받는다(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9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996; 

Riely, Mock, Cogill, Bailey and Kenefick, 1999; Webb et al., 2006). 따라서 재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식품 보장의 문제를 개인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측정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재 활동을 하고 있다(Coates, Frongilli, Rogers, Webb, 

Wilde and Houser, 2006; Swindale and Bilinsky, 2006; Webb et al., 2006; Office of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and 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2007; 

Jeromey, 2008; Nord, Andrews and Carlson, 2008).

  양 으로 충분하고 안 한 식품에 한 근성은 인간의 요구(need)이며 권리(right)

이기도 하다. 이는 세계 인권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제

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식품을 포함하여 충분하고 합한 생활수 을 릴 권리가 있

다(bear in mind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food)’와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식품에 한 요구를 정확히 악하고, 이러한 요구에 맞는 안정 이고 

충분한 식품의 확보는 복지의 기본일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 경제 인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 부족과 결식, 불량한 식사에 따

른 양섭취의 불평등이 제기되었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이에 식품 보장 문제에 

한 심과 함께 이를 악하기 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Oh and Hong, 20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권성옥‧오세 , 2007; 김기랑‧홍서아‧김미경, 2008; 김기랑‧김

미경, 2009).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일부 취약계층을 심으로 이루어졌거나 간

인 식품 보장의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되어 실제 타당성이 검증된 식품 보장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표성 있는 표본으로 국내 식품 보장 수 을 평가한 연구는 없다. 그

러나 2008년도  한국복지패 조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미국형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 

간략형(6 item short-form of US Household Food Security Survey Module, US-HFSS)

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형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 간략형을 도입하여 식품 보장을 측

정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8년도 한국복지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 국가 수 의 식품 보장 상태를 악하고 식품 미보장 가구에 한 특성들을 확인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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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연구방법

1. 이론  배경

  가. 식품 보장의 개념  요성

  식품 보장(food security)이란 ‘모든 국민/가족 구성원/개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하기 하여 충분하고 안 한 양질의 식품을 사회 심리 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되며 이에 식품 미보장(food insecurity)은 충분하고 안

한 양질의 식품을 사회 심리 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김기랑‧김미경‧신 , 2008).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하기 하여’는 식품의 이용성 측면을, ‘충분하고 안 한 양질의 식품’은 식품

의 유용성 측면을, ‘사회 심리 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식품의 유용성이 제된 식품에 한 근성 측면을 각각 강조한다.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 보장은 단지 개인 수 의 식품의 이용성 측면을 넘어 가구, 지역, 국가 수

에서의 식품공 에 한 안정성(유용성)과 근성 측면을 포 하며 사회경제 , 육체 , 

물리 , 생물학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범 하고 복잡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식품 보장은 기본 으로 기아나 배고픔을 해소시키기 한 필수 조건이나 그 이상의 

사회보건학 인 측면에서도 요한 의미를 가진다. 식품 미보장이 미치는 가장 명백한 

결과는 기아 는 배고픔, 불량한 양 상태일(Rose and Oliveira, 1997; Bhattacharya, 

Currie and Haider, 2004; Kirkpatrick and Tarasuk, 2008) 것이나 단지 양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 , 정신  건강 상태, 질환, 사회  네트워크, 삶의 질까지 확 된 결과 

향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면, 최근 서구산업국가를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는 식

품 미보장 상태가 체 뿐만 아니라 과체  는 비만 험을 높이고, 우울증을 증가시

키며 특히, 아동에서 사회심리  손상, 문제 행동 증가, 학업 성취도 하, 학교 응 실

패 등과 같은 사회심리  문제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식품 미보장의 

향은 특히, 소득층 유아, 아동,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 집단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

타다고 있다(김기랑‧김미경 외, 2008). 이들 집단은 빈곤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에 가장 

노출이 쉬운 집단이기도 하다(성주헌, 2003). 건강 불평등은 사회경제 인 차이로 많은 

부분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회경제  요인에 따른 식생활과 같은 재 요인들의 

차이로도 설명된다(James, Nelson, Ralph and Leather, 1997; 김유미‧김명희, 2007). 여러 

국외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 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품 부족, 결식, 불량한 식사와 같

은 식품 미보장 경험이 건강 불평등을 매개함을 보여주고 있다(James, Nelson, Ral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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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ather, 1997; Attree, 2005; Drewnowski and Specter, 2004; Trichopoulou and 

Naska, 2002).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 경제 인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 부족, 결식, 

불량한 식사 등이 소득층과 같은 사회경제  취약계층에 집 되어 있음을 보여 주면

서 국내 식생활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김기랑‧홍서

아 외, 2008).

  국외에서는 식품 보장 지표를 활용하여 식품 부족, 배고픔, 이로 인한 양 불량 상태

를 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 양지원사업의 수혜 상자를 선별하거나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가나 리자에게 요한 정보로 제

공하고 있다(Hamilton, Cook, Thompson, Buron, Frongillo, Olson and Wehler, 1997; 

Nord, Andrews and Carlson, 2006).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식품지원 사업이 진행되

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빈곤층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지는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식품 보장 측정은 지원 사업에 한 상자의 요구도를 

정확히 악하여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상자의 한 선별과 함께 지원 사업의 

평가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한된 지원사업의 산  인력으로 사업의 효율

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나. 식품 보장의 측정 방법  도구

  식품 보장 측정은 일반 으로 국가 내 식품 공 의 성과 같은 식품의 유용성 측

면이나 개인의 식이 에 지 섭취량의 성, 신체계측(키, 몸무게)과 같이 식품 부족으

로 인한 신체  상태와 같은 식품의 이용성 측면을 강조한 단면  측정 방법으로 이루

어졌다(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 그러나 최근 

식품 미보장의 문제로 식품의 근성 측면이 강조되면서(Webb et al., 2006) 실질 으로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는 가구들을 상으로 질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식품의 근성 

측면에서의 경험  행태 범 들을 근거로 한 측정 지표들이 개발되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Swindale and Bilinsky, 2006). 이러한 측정 지표들 에서 미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개발한 미국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US 

Household Food Security Survey Module, US-HFSS)은 식품보장의 직 이고 근원

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타당성이 검증된 표 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Bickel, 

Nord, Price, Hamilton and Cook, 2000). 미국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은 재 미국  인

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 보장 조사(Food 

Security Supplement)와 미국 국민건강 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IV), 복지 개 의 향 평가를 한 로그램 패 조사

(Survey of Program Dynamics) 등 국가차원의 조사에 이용되고 있다. 한 미국 내에

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이 도구를 직역 는 일부 의역하여 내용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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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validity) 는 거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검증하여 사용하고 있

다(Coates et al., 2006).

  미국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US-HFSS)은 기본 10문항에 아동  청소년에 한 8문

항이 추가된 18문항으로 구성된 모듈과 기본 10문항에서 일부 발췌하여 6문항으로 구성

된 간략형 모듈(6 item short-form US-HFSS)이 있다. 18항목의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

과 6항목의 간략형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는 6항목의 간략형이 

식품 미보장인 가구를 식품 미보장가구로 정할 수 있는 민감도(sensitivity)가 18항목

에 비해 더 낮고, 특히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 미보장의 비율이 18항목으로 측정

했을 때의 비율보다 게 나타났으며, 가구 내 아동의 배고픔 정도를 잘 반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Bickel et al., 2000). 그러나 이 두 모듈은 자가 작성, 면  조사, 

화 조사 모두 가능하고 시행하기가 쉽고 분석이 빠르며 응답자의 시간  부담이 다는 

장 이 있다(Bickel et al., 2000). 문항 내용은 식품보장 개념의 핵심 역인 식품의 유용

성 (양  충족도, 질  충족도), 식품의 근성 (재정  제한성, 사회심리  수용도), 식

품의 이용성(배고픔, 체  감소) 측면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1년 동안을 회상해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18개 문항의 미국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US-HFSS)을 기반으로 한국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K-HFSS)를 

개발하고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이 도구의 국내 용 가능성을 검증하 다(김기랑‧김미

경, 2009).

  다. 국내 식품 보장 조사 연구 동향

  국내에서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식품 보장 조사는 200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처음 조사되었다. 미국 국가 양조사(NHANES III)에서 사용된 가구 내 식품 불충분

(Household food insufficiency)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 는데, 체 상자  식

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는 11.3% 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생애주기별로 

보았을 때는 유아 6%, 아동 남자 6.4%, 아동 여자 7.8%, 청소년 남자 13.1%, 청소년 여

자 9.3%, 성인 남자 8.9%, 성인 여자 7.8%, 노인 남자 15.7%, 노인 여자 22.2%로 나타나 

노인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높은 식품 미보장율을 보 다(김기랑‧홍서아 외, 2008). 

그러나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사용된 가구 내 식품 불충분 조사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식품보장 상태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Anderson, 1990), 식품 미보장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취약집단은 국민건강 양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어 식품 미보장 수 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제시되었다(김기랑‧홍서아 외, 2008). 

  몇 연구에서는 일부 취약 집단을 상으로 식품 보장 수 을 조사하 는데, 상 으

로 높은 식품 미보장율을 보 다. 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구를 상으로 

Radimer/Cornell Scale의 식품 보장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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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 미보장 상태 고, 이  54.1%가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을 보 다(Oh 

and Hong, 2003). 무료 식소와 경로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소득층 노인들을 상으로 

간락형 미국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6 item short-form US-HFSS)을 이용하여 식품 보

장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63.4%가 식품 미보장이었고, 이   22.7%는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 상태 다(권성옥‧오세 , 2007). 

  김기랑‧김미경(2009)은 최근 체 인구의 약 2/3가 노인인 한 농  지역과 양 러스 

식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 지역 가구를 상으로 미국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

(US-HFSS)을 기반으로 한국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K-HFSS)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

증하면서 식품 보장 상태를 조사하 는데, 농  지역은 상자의 7.6%, 도시 지역은 

57.7%가 식품 미보장 상태 고, 이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 상은 각각 2.3%, 

15.3%으로 나타났다(김기랑‧김미경, 2009).   

2. 연구 방법

  가. 연구 상  변수

  연구 상자는 2008년 한국복지패  3차 조사에 참여한 총 6,314가구 다. 이  식품 

보장 조사 항목의 결측값으로 식품 보장 상태를 알 수 없는 3가구를 제외하고 최종 

6,311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변수로는 생활 여건 조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 보장 측정을 한 6개의 설

문 문항, 상 가구의 일반  특성, 가구주의 일반  특성,  가구 소득, 복지 서비스 이

용 조사 내에 식품 련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2008년도 한국복지패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 보장 항목은 미국 식품 보장 서베

이 모듈(US-HFSS)을 기반으로 한국어 버 으로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형 식

품 보장 측정 도구(K-HFSS)에서 간락형 미국 식품 보장 서베이 모듈(6 item 

short-form US-HFSS)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간략형 한국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이다. 

조사 항목은 총 6항목으로 지난 1년 동안에 가구 내에서 경험했던 것을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돈이 없었던 경험 여부, 2)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

었던 경험 여부, 3)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이

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여부, 4) 식사의 양을 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 개월 수, 5)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게 

먹은 경험 여부, 6)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 데도 먹지 못한 경험 여부. 

1)~2)번 문항은 ‘자주’, '가끔‘, ’없음‘, ’모름/거부‘  택일하고, 4)번 문항은 ‘거의 매월’, '

몇 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택일하고, 3)번과 5)~6)번 문항은 ‘그 다’, '아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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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거부‘  택일하도록 되어있다. 6문항 에 정 인 응답이 1문항 이하인 경우에는 

식품 보장, 2~4문항이면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 미보장, 5문항 이상이면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으로 구분하 다.

  상 가구의 일반  특성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포함 여부를 조사하 고,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 내에서 한 부모 가구, 모자 가구, 부자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를 구분

하 다. 한 65세 이상 노인 포함 여부를 조사하고 노인을 포함하는 가구 내에서의 노

인 단독 가구 여부를 구분하 다. 기타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와 지역 변수를 분석

에 포함하 다.

  가구주의 일반  특성으로는 성별, 65세 이상 노인 여부, 교육 수 (무학, 등학교 졸

업,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문 학교 졸업 이상), 장애 수  (비장애인, 장애인(

증, 경증, 비등록장애인)), 만성질환 여부, 직업을 포함하 다. 직업은 무직, 육체  노동

직(서비스 종사자, 매 종사자, 근로자,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련 종사자, 단순노무종

사자, 군인), 비육체  노동직( 리자, 문가, 기술공  문가, 사무종사자)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 다.

  가구 소득 수 은 경상소득 수 ,  빈곤  상  빈곤 기 에 의한 소득 수 을 

이용하 다. 가구 내 경상 소득 수 은 연 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미만, 

2000~3000만원 미만, 3000~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빈곤 기 에 따른 소득 수 은 경상소득에서 공공부조이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2007

년도 최 생계비를 기 으로 100%미만을  빈곤층으로 구분하 고, 100~120% 미만, 

120~150% 미만, 150~250%미만 250~350%미만, 350%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상

 빈곤 기 에 따른 소득 수 은 경상소득에서 공공부조이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OECD 방식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용한 후, 소득 40%, 50%, 60%미만 기 에 의하

여 구분하여 분석하 다.

  식품 련 서비스 지원에 한 조사는 일반 가구에서 식사 배달 서비스 경험 여부, 노

인 가구에서 식사 배달 서비스 경험 는 무료 식 서비스 경험 여부, 아동 가구에서 

무료 식 서비스 경험 여부의 조사 항목을 포함하 다.

  나. 연구 방법

  가구 식품 미보장율은 일반 가 치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우리나가 국가 수 의 식

품 미보장 수 을 악하기 하여 국외에서 보고된 식품 미보장율과 비교하 다. 비교 

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로 국가 차원의 조사 자료에서 추정된 식품 미보장율을 

이용하 다(표 1). 

  식품 미보장 가구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상 가구의 일반  특성, 지역, 가구주

의 일반  특성,  가구 소득 수 , 식품 련 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른 식품 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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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태를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표 1〉국가별 식품보장 측정 개요

한국
미국

(Nord, Andrews and Carlson, 2008)

캐나다

(Office of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and 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2007)

호주

(Jeromey, 2008)

조사기간 2007 2007 2004 2004/2005 

조사자료 한국복지패 조사

 인구조사-식품보장측정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 Food Security Survey)

지역사회 건강 조사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국가건강조사 (National 

Health Survey)

조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미농무부 (USDA) 보건부 (Health Canada)
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상자 0세 이상 0세 이상 0세 이상 18세 이상

식품보장 

측정도구

간략형 한국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
US-HFSS, 18 item US-HFSS, 18 item US-HFSS, 2 item

3. 연구 결과

  가. 국내 식품 미보장 수   국가별 비교

  국내 식품 미보장은 5.4%로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은 1.1%,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 미보장은 4.4%로 나타났다(그림 1). 국내 식품 미보장 수 은 국외 식품 미보

장과 비교한 결과, 호주(5.1%)와는 비슷한 수 을 보 고, 미국(11.1%)과 캐나다(9.2%)보

다는 낮은 수 이었다(그림 1). 

  이러한 결과는 실제 우리나라가 다른 서구산업국가에 비하여 식품 보장 상태가 양호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18개 항목의 식품보장 측정 항목을 이용하여 식품 보장 수 을 측정하

으나 한국은 6항목, 호주는 2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6항목의 간략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의 단 을 고려해 볼 때(Bickel et al., 2000), 6항목의 식품 보장 측정 도구로 

추정된 국내 식품 미보장율은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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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국가별 식품 미보장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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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특성별 식품 미보장 수         

  가구 특성별 식품 미보장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미국과 캐나다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

다(그림 2).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가구는 6.5%,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4.0%가 식품 미보장 상태 다. 아동을 포함 하고 있는 가구 내에서 한 부모 가구는 

13.4%, 모자 가구는 12.5%, 부자 가구는 15.6%,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18.5%의 식품 미보

장 상태를 보여 소년소녀가장 가구에서 식품 미보장 수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포함 가구는 8.3%가 식품 미보장 상태 고, 그  

독거노인 가구는 17.1%가 식품 미보장 상태 다. 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구 경우에는 

27%가 식품 미보장 상태 다. 

〔그림 2〕가구 특성별 국가 간 식품 미보장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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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구 특성별 식품 미보장 상태를 미국과 캐나다와 비교한 결과, 미국과 캐나다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가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가구보다 더 높은 식품 미보

장율을 보여 한국과 상반된 결과를 보 다. 국내에서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서 더 

낮은 식품 미보장율을 보인 것은 가구 내 아동의 배고픔 정도를 반 하는 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6항목의 간략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빈곤 계층의 

취약 아동에 한 식품 지원 사업의 결과를 반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

은 국내 식품 미보장 수 이 모든 가구 특성별에서 미국 는 캐나다에 비해 낮게 나타

났으나 노인 가구는 외 다.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의 식품 미보장 수 은 미국 

보다 높았으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서는 미국과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다. 지역별 식품 미보장 수

  지역에 따른 식품 미보장 상태를 비교하기 하여 5개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 변수와 

7개의 권역별로 구분된 지역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그림 3). 5개 지역별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은 서울이 6.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역시가 5.71%, 다음이 

5.45%인 군 순이었다.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은 역시에서 1.35%로 1.18%인 서

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7개 권역별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은 강원/충북이 7.82%로 

가장 높은 식품 미보장 상태를 보 고, 그 다음으로 서울 지역이 6.98%로 높았으며, 다

음으로 4.98%인 수도권 순이었다.

〔그림 3〕지역별 식품 미보장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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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구주 특성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가구주 특성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은 <표 2>와 같다.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 식품 

미보장은 12.2%로, 남자 가구주인 3.9%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특히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에 9.4%의 식품 미보장 상태를 보 는데, 노인 여자의 경우에는 16.2%가 식품 미보

장 수 으로 그  3.9%는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 상태 다. 가구주의 교육 수

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의 차이를 보 는데, 가구주가 무학인 경우 15.5%의 식품 미보

장 상태를 보 고 이  4.1%는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 상태 다. 비장애인에 비

하여 장애인의 경우 2배 이상의 식품 미보장 수 을 보 고,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 정도

에 따른 식품 미보장 상태의 차이를 보 다. 가구주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식품 미보장 상태를 가졌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식품 미보장 수 의 

차이도 보 는데,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12.1%, 육체  노동직을 가진 경우에

는 4.4%인 반면 비육체  노동직을 가진 경우에는 0.5%만을 보 다.  

〈표 2〉가구주 특성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단 : %)

항목 체 식품보장

   식품 미보장

총합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음

 배고픔을 

동반함

   성별

 남자 81.2 96.1 3.9 3.3 0.7

       여자 18.8 87.9 12.2 9.4 2.7

   65세 이상 23.8 90.6 9.4 7.6 1.8

       남자 15.3 94.4 5.6 4.9 0.7

       여자 8.5 83.8 16.2 12.3 3.9

   교육수

       무학 6.5 84.5 15.5 11.4 4.1

       등학교 졸업 15.5 90.1 9.9 8.0 1.9

       학교 졸업 11.4 91.9 8.1 6.7 1.4

       고등학교 졸업 33.6 95.7 4.3 3.7 0.7

       문 학교 졸업 이상 33.2 98.3 1.7 1.4 0.3

   장애 수

       비장애인 90.6 95.2 4.8 4.0 0.9

       장애인 9.4 88.4 11.6 8.8 2.9

          증장애인 (1, 2 ) 1.7 83.9 16.1 11.6 4.5

          경증장애인 (3  이상) 6.5 89.5 10.6 7.7 2.8

          비 등록 장애인 1.3 88.8 11.2 10.2 1.1

   만성질환

       없음 55.0 96.8 3.2 2.6 0.6

       있음 45.0 91.7 8.3 6.7 1.6

   직업

       무직 26.0 87.9 12.1 9.4 2.7

       육체  노동직 50.0 95.6 4.4 3.7 0.6

       비육체  노동직 24.0 99.5 0.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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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구 소득 수 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가구 소득 수 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은 <표 3>과 같다. 경상 소득 수 을 5그룹

으로 나 어 비교해 보았을 때, 연 평균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  17.5%가 식품 

미보장 상태 고, 그  4.8%가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 상태를 보이며 가구 소득 

수 에 따른 식품 미보장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 다.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하여 100% 

미만인  빈곤층에 해당되는 가구의 식품 미보장은 21.3% 고, 그  5.9%가 배고픔

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 상태 으며 최  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 계층에 해당되는 

가구는 11.8%가 식품 미보장 상태를 가졌다. 상  빈곤 기 인 OECD 방식의 가구균등

화지수를 용한  소득의 40%, 50%, 6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에서의 식품 미보장

율은 각각 19.4%, 17.3%, 15.8% 고,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은 각각 5%, 4%, 

3.4%로 나타났다. 

〈표 3〉가구 소득 수 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

(단 : %)

항목 체 식품보장

   식품 미보장

총합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음
 배고픔을 동반함

   경상소득 수  (만원/년)

         < 1000 15.7 82.5 17.5 12.7 4.8

         1000~2000 15.5 90.2 9.8 8.2 1.5

         2000~3000 16.9 94.3 5.7 5.3 0.4

         3000~4000 15.2 99.1 0.9 0.9 0.0

         ≥ 4000 36.7 99.8 0.2 0.2 0.0

   (경상소득 - 공공부조이 소득)을 

   이용한   상 빈곤 수

   빈곤 　 　 　 　 　

            < 100% 12.6 78.3 21.3 15.9 5.9

             100~120% 4.1 88.2 11.8 10.8 1.0

             120~150% 6.5 88.7 11.3 9.9 1.4

             150~250% 22.2 94.5 5.5 4.8 0.7

             250~300% 19.7 99.4 0.6 0.4 0.2

             ≥ 350% 34.8 99.6 0.4 0.4 0.0

        상  빈곤 　 　 　 　 　

             <  소득 40% 16.4 80.6 19.4 14.4 5.0

             <  소득 50% 21.5 82.7 17.3 13.4 4.0

             <  소득 60% 26.9 84.2 15.8 12.4 3.4

주 1)  빈곤은 2007년도 최 생계비 기

   2) 상  빈곤은 OECD 방식의 가구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1인당 소득(가구총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용한 소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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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품 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와 식품 보장과의 계

  식품 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와 식품 보장과의 계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4]는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 내에서 식품 보장 상태를 나타낸 결과

이다. 일반 가구에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 에서 식품 보장은 

70.7%, 식품 미보장은 29.3% 다. 식품 미보장 내에서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은 

8% 다. 노인 가구에서 식사 배달 서비스 는 무료 식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 에서 식품 보장은 각각 67.1%, 87.2% 고, 식품 미보장은 각각 32.9%, 12.8%

다. 이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은 각각 10%, 3.3% 다. 아동 가구에서 무료 

식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 에서는 86.9%가 식품 보장, 13.1%가 식품 미보장

이었고,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은 1.7% 다. 

  식품 지원 서비스 특성별로 보았을 때,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일

반 가구와 노인 가구)가 무료 식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아동 가구와 노인 

가구)보다 상 으로 식품 미 보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 배달 서비스

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 가구는 식품 미보장이 32.9% 고, 이  배고픔을 동반한 식

품 미보장이 10% 다.

〔그림 4〕식품 지원 서비스 경험 가구에서의 식품 미보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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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 서비스 경험 있음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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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식품 미보장 상태에 따라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를 보여  결

과이다. 식품 미보장인 가구 내에서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들은 일

반 가구 7.6%가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고, 노인 가구가 식사 배달 서비스 

경험이 10.6%, 무료 식 서비스 경험이 5.8%, 아동 가구에서 56.9%가 무료 식 서비

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미보장 가구 내에서도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 미보장 가구보다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 가구가 상 으로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식품 미보장 상태에 따른 식품 지원 서비스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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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 서비스 경험 있음(아동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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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고찰

  이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복지패 자료 내 식품 보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인

의 식품 보장 수 을 조사하고 식품 미보장 가구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연구 결

과, 국내 식품 미보장은 5.4%로 다른 서구산업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 으로 낮

은 수 을 보 다. 그러나 서로 다른 측정 도구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 

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복지패 조사의 특성 상 지속 인 조사와 시계열  분석

을 통하여 국내 식품 미보장의 정확한 경향(trend)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식품 미보장 수 은 가구와 가구주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 다. 먼  가구 특성

별로 보았을 때, 취약 계층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가구 내에서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부모 가구, 모자 가구, 부자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구, 독거노인 가구 모두에서 게는 13%에서 많게는 27%까지의 식

품 미보장 수 을 보 다. 이러한 취약 가구들을 서구산업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

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상 으로 식품 미보장이 낮은 수 이었으나 노인을 포함

하고 있는 가구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서의 식품 미보장 수 은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국외 결과들과 다르게 아동 포함 가구에 비하여 노인 포함 가구에서 식품 

미보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 으로 식품 지원 서비스

와의 상 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결과에서 보여주었다.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구는 아동 가구가 43%정도인 반면 노

인 가구는 약 90~95%가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동 가

구에 비하여 노인 가구는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

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를 들면,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은 노인 가구에서 식품 미

보장은 33% 고, 그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이 10%인 반면, 아동 가구는 13%

가 식품 미보장으로 그  2%가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 미보장이었다. 그러나 반 으

로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던 가구에서 여 히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

고, 식품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서는 서비스에 한 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책 마련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결과와 같이 국내에서는 노인에서 특히, 식품 미보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상실에 따른 경제  빈곤,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건강 문

제, 식품 구입이나 조리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들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사회경제 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더

라도 노령화 그 자체가 취약성(vulnerability)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독립 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식품 미보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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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들 집단을 한 식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체계 인 

시스템이 없이는 지속 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

각된다. 

  식품 미보장 수 은 가구주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 는데, 가구주가 여자이거나 

노인이고, 교육 수 이 낮고, 만성 질환이 있고, 장애인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해당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하여 상 으로 식품 미보장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들의 이러한 특성들은 그 가구의 경제력과 한 상 성이 있으므로 이는 가구 

경제 수 과 강력한 연 성을 갖고 있는 식품 미보장 수 에 반 된 것이라고 불 수 있

겠다. 가구 소득은 식품 미 보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인데(Rose, 

1999), 이는 가구 소득과 식품 미보장의 상 성을 분석한 이 연구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

고 있다.  빈곤 가구에서의 식품 미보장이 21.3% 고, 이  배고픔이 있는 식품 미

보장 상태가 5.9% 다. 상  빈곤 가구에서도 약 17%가 식품 미보장으로 배고픔이 있는 

식품 미보장은 약 4% 다. 

  그 밖에 지역 간에도 식품 미보장의 수  차이를 보 는데,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강

원/충북 지역에서 식품 미보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식품 미보장이 개인 혹은 가구 차원의 측면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식품의 유용성과 근성에 한 사회 구조 는 환경 인 문제로

도 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지역 간 빈곤 격차나 지역 효과(neighborhood 

effect)와 같은 사회 구조 인 요인이 식품 미보장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국내 식품 미보장은 반 으로는 낮은 수 이었으나, 취약 계층 가구 내

에서는 높은 수 을 보 다.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들은 비록 식품 지원 서

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근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추후 이러한 식품 미

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들에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략 방안들을 모색하기 한 추가 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 으로는 비록 타당성이 검증된 18개 항목의 한국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로부터 구성된 6항목의 간략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로 식품 보장을 측정

하 으나 간략형 도구 자체에 한 타당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간략형 식품 보장 측정 도구의 단 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보완된 측정 도구를 이용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 규모의 표성 있고 신뢰성 있는 

국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국내 식품 미보장 황을 악하고, 이에 한 특

성들을 알아본 것은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한국복지패 조사에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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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정은 국내 식품 미보장 수 의 모니터링에 요한 자료로 제공되며 식품 보장에 

한 정책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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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health

김혜진1) ․ 구인회2)

  본 연구는 사회경제  지 와 건강과의 계를 살펴 으로써 사회계층 간 건강불평등에 한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단지 개인의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비복지(diswelfare)의 요한 형

태임을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해 한국복지패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만 15세 이상 13,221명을 

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건강수 으로는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여부를 사

용하 고, 사회경제  지 로는 빈곤여부, 소득수 , 직업지 를 선정하 다. 그 외 인구학  특성으로 연

령과 성별을, 건강행 로 흡연, 음주, 건강검진을 투입하 다. 아울러 청소년, 성인, 노인의 연령 집단별로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체 집단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  건강상

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 모두 빈곤할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직업지 가 낮을수록 건강수 에 부정

인 향을 나타내었다. 즉, 다른 요인의 통제 후에도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직 인 향은 

유의하 다. 한편 연령별 분석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빈곤은 거의 모든 경우 건강수  하의 

험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건강불평등에 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가장 최신의 국  자

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  지 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양상을 규명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향

후 종단연구, 통합  분석 등 보다 정교한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로 건강을 육체 , 정신 , 사회  안녕(well-being)

이라고 할 때, 건강은 한 개인에게 있어 삶의 반을 좌우하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술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  수명의 연장은 최근 두되는 ‘삶의 질’ 논의와 

맞물려  단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한 요성을 더욱 강조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강은 흔히 개인이 리해야 하는 사  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생물학 이고 의학 인 문제라고 간주되어왔기에 건강에 

한 사회구조  측면에서의 심은 상당히 미미한 수 에 머물 다. 

  그러나 최근 사회구조  문제로서의 ‘건강불평등’에 한 심이 증가하며, 건강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지 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건강불평등을 래

1)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2) 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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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원인에 심을 갖고, 개인의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밝히는 연구가 두되고 있다.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한 본격 인 연구는 1967년 시작된 1차 화이

트홀 연구(Rose & Marmot, 1981)  1980년 국의 블랙리포트(Townsend et al., 1992) 

이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블랙리포트를 기 으로 건강불평등에 한 실증연구 뿐 

아니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  논의도 발 하게 된다. 사회경제  특성  특히 소

득을 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Lantz et al., 1998; Stronks et al., 1997; 

Duncan, 1996), 이후 사회경제  특성이 건강행태나 심리사회  요인 등 특정 결정요인

들의 매개 작용을 통해 건강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론이 확산되면서 건강에 향을 미

치는 결정요인을 종합 이고 통합 으로 악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House, 2002; Marmot & Wilkinson, 2001).

  국내에서도 교육, 직업지 , 소득의 사회경제  특성을 심으로 건강불평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김진 , 2007; 유소이, 2006; 이미숙, 2005; 김승곤, 2005; 

김혜련 외, 2004a; 강 호, 2003), 사회경제  요인과 더불어 심리사회  요인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건강불평등에의 향 요인을 종합  에서 분석하려는 연구도 실시되

고 있다(강혜원, 조 태, 2007; 이승미,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양한 연구들은 주로 노인집단의 건강을 심으로 연구되

어 왔으며(허재헌, 조 태, 2008; 강혜원, 조 태, 2007; 김승곤, 2005; 이정숙, 이인수, 

2005; 이승미, 2002), 체 집단을 상으로 사회경제  특성의 향을 분석한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나(김혜련, 2005), 2001년 이 의 자료를 심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김진  2007; 김혜련, 2005; 이미숙 2005; 김혜련 외 2004a).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  표성을 띤 가장 최근의 국내 데이터인 한국복지패  3

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도

록 하겠다. 한 기존의 연구가 노인 등 특정 상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상의 범 를 만 15세 이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상의 보편성을 확보한다. 동시

에 연령 집단 간 건강요인의 차이  특성을 살펴보고자 만 15세 이상 체 집단의 분

석에 더하여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청소년, 성인, 노인의 연령 집단

별로도 각각 분석해 보겠다.

  본 연구의 목 은 사회경제  지 와 건강과의 계를 살펴 으로써 사회계층 간 건

강불평등에 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단지 개인의 책임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비복지(diswelfare)의 요한 형태임을 밝히고, 나아가 건강불평

등을 완화시키기 한 사회구조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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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선행연구 

1. 사회경제  지 와 건강

  사회 체 으로 건강의  수 이 향상되고 건강증진을 한 노력이 고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간 건강상태는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

한 건강수 의 격차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  지 , 성별, 인종, 지리  

치와 같은 통 인 사회구조  불평등요인과 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건강의 사회  불평등(social inequality in health) 는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라고 개념화시킬 수 있다(House, 2002).

  먼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경제  지 의 차이가 건강불평등을 래하는 메커니즘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 으로 사회경제  지 의 메커니즘을 악하기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측

면이 많다. 한편 사회경제  지 를 측정하는 척도와 건강의 척도는 매우 하게 연결

되어 있으며 실례로 자동차 소유나 주택 소유  임 에 한 통계조사에서 얻은 수치

와 사망률의 격한 상승은 상 계가 있다는 것이 밝 지기도 했다(Goldblatt, 1990). 

그러므로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악할 수는 없어도 사회경제  지 와 건강의 직

인 향 정도를 알아볼 가치는 충분하다. 사회경제  지 를 구분하는 표 인 기

으로 소득수 , 교육수 , 직업지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수 은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는 표 인 특성을 지니며 많은 연구에서 활용

되어 왔다. Duncan(1996)은 가구소득이 체 아 출생, 인지발달, 신장 발달, 유아기 

 성인기 사망 등 여러 종류의 낮은 건강상태와 가장 한 련성을 보인다고 하

으며, 네덜란드의 Stronks et al.(1997) 역시 교육수 이나 직업상의 지 보다 소득이 계

층이나 물질 인 상황을 잘 표 하는 지표라고 보며, 물질  요인이 건강에 요한 향

을 미치므로 소득 역시 건강불평등을 잘 반 한다고 하 다. 미국의 Lantz et al.(1998) 

역시 소득수 에 따라 사망 험도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김혜련

(2005)의 연구에서 낮은 소득수  집단이 만성질환유병 험도의 증가와 주  건강수

의 하락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김진 (2007)은 성인 연령층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가 나타나며, 이러한 격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고 하 다. 반면 이미숙

(2005)은 소득의 차이는 교육수 과 직업지 를 통제할 경우에는 주  건강상태에 

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수 이 건강에 미치는 향도 상당하다. 교육은 학력주의를 통한 구조  이  뿐 

아니라 사회  지원 혹은 통제감과 같은 심리사회  자원을 강화시켜 장기 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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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rowsky & Ross, 2003). 한 교육수 을 

소득수 과 비교해 볼 때, 소득은 생애주기 혹은 직업  단 과 같은 사건에 따라 유동

일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수 은 체로 20  반에 완성되어 고정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평생의 사회경제  지 를 결정하는데 더욱 안정 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진 (2008)은 노인집단에서 학이상과 고졸이하 집단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

으므로 교육층 노인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한 사회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허재헌, 조 태(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건강행 는 연령, 성별, 가족유무 등 다른 

요인을 보정하고도 교육수 이 낮은 집단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회경제  지 를 반 하는 요변수이나 교육의 복변수로 간주되어 주로 

교육과 소득만이 계층 요인으로 용되는 경향이 있으며(김진 , 2007; 유소이, 2006), 특

히 노인 집단 상의 건강불평등 연구가 활발한 국내의 경우 노인 집단의 특성상 직업

지 별 구체 인 향을 제외하고 직업유무 등의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분이다(허

재헌, 조 태, 2008; 강혜원, 조 태, 2007; 김승곤, 2005). 그러나 실제로 소득수 , 교육

수 , 직업지 의 세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경우 직업지 는 건강에 향을 미

치는 변수로 유의성을 나타내었고(김혜련, 2005; Stronks et al., 1997), 오히려 교육수

이나 직업지 가 소득수 의 향을 매개하는 경우도 발생하 으므로(이미숙, 2005) 직

업지 를 교육과 복변수로 간주하기에는 힘들며 그 자체로 사회경제  지 를 반 하

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구학  특성과 건강

  사회경제  특성 외에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으로 연령과 성별을 빼놓을 수 

없다. 먼  생물학  취약성이 성인기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 되므로 연령

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건강에 부정 인 향이 나타나게 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건강의 악화는 단순히 생물학  취약성의 증  뿐 아니라 퇴직, 주변인의 

사망 등과 같은 스트 스 사건에의 잦은 노출이나 험요인에의  차이의 발  등

으로 악할 수도 있다. House et al.(1994)은 건강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의 향력

이나 건강 련 자원들의 효과강도(impact)가 노년기에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

다. 김진 (2007) 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동여부, 스트 스, 우울증, 피로정도와 같은 

험요인들의 사회경제  지 에 따른 격차가 증 된다고 밝혔으며, 스트 스와 우울증

의 건강에 한 효과강도 한 노년에 더 강화된다고 했다.

  성별 역시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건강의 차이에 한 설명은 

인  구성물, 유 , 사회  원인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인  구성물에서는 

건강불평등이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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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  요인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  차이에 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사회  

원인은 성별에 따른 남녀의 사회  역할의 차이는 자원에 한 근성과 자원의 보유수

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성별에 따른 상이한 건강수 을 래한다고 

주장한다.

  성별과 건강을 매개하는 요인들과의 계에 해서도 여러 경험  연구가 시행되었는

데, 남성노인의 경우 소득보다 교육의 효과가 더 많이 발견되는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의 효과는 일 되게 나타났다. 한 교육의 효과는 종속변수로 채택한 건강의 유형

에 따라 남녀가 달랐다(강혜원, 조 태, 2007). 건강행 와 련하여 남성은 여성보다 흡

연  음주를 더 자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규칙 이고 불균형한 식사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Denton & Walters, 1999; 김혜련 외 2004a).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학  특성은 건강불평등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수 포함 여부에 따라 그 결과 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

로 건강불평등 연구 시 사회경제  특성 외에 이와 같은 인구학  특성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기타 특성과 건강

  사회경제  지 와 인구학  특성 이외에 건강불평등을 설명하는 표 인 요인으로 

선택  사회이동, 유  차이, 의료, 건강행  등을 들 수 있다(리처드 G. 킨슨, 

2004). 이들 요인은 사회경제  특성 자체를 건강불평등 설명에서 배제하거나 사회경제

 특성의 건강에의 향을 매개함으로써 사회경제  특성 자체의 건강불평등에의 향

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먼  선택  사회이동을 살펴보면 이는 건강수 이 사회경제  지 를 결정한다는 

으로, 건강여부의 선택에 따라 사회경제  지 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강

한 사람이 보다 나은 사회경제  련 요인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한다. 질병

의 유무는 개인의 사회경제  치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낮은 사회경제  지 로 귀결된다. 결국 건강불평등은 선택  사회이동, 즉 건강한 사람

과 그 지 못한 사람을 서로 다른 계층으로 구분시키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한 실증연구로 국에서 1946년과 1958년의 출생자들을 출생 이후 

추  조사한 결과 기의 건강과 이후 사회이동은 상호 계가 있지만 체 인 건강격

차를 설명하기에는 그 향의 정도가 매우 작음이 밝 졌다(Power et al., 1990). Blane 

et al.(1993)의 연구 역시 아동과 년층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질병이 사회  이동에 

미치는 향은 낮다고 하 다. 

  다음으로 유  차이에 의해 건강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해 살펴보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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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의 유  차이가 건강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즉, 낮은 사회경제  지

에 속한 사람의 유 자가 질병에 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한 실증 인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둥이를 연구한 Hayakawa et al.(1992)은 환경요인은 인간수

명에 큰 향을 미치지만 유  요인의 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유  요소가 건강불평등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없음을 간 으로 보여주는 증거

도 있는데, 가장 먼  주요 사망원인의 사회  분포가 20세기 반 들어와서 상동맥심

장질환, 뇌졸 , 고 압, 비만, 십이지장, 궤양 등으로 바 었으며 이런 변화의 배경에 환

경  요인이 강하다는 것이 그것이다(Marmot et al, 1978). 한 시간이 흐르며 일부 질

병에서는 계층  차이가 역 되었고, 상당히 여러 질병에서 사망률의 변화가 있었으며, 

 격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질병이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leclerc et al., 1990)도 건

강불평등의 상당 부분을 유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측면을 반증한다

고 하겠다.

  건강불평등을 선택  사회이동성 측면과 유  요소로 설명하는 것 외에 의료의 차

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곧 계층별 의료이용의 차이가 건강불평등을 

래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의료가 건강에 미치는 향은 존재하며, 의학의 발

달이 없었다면 여 히 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상황에서 의료의 차이가 건강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사실

상 매우 미미한 수 이다. 의료의 향을 극 화하여 상정한 상황에서도 사망률은 여

히 의료변수보다 사회경제  요소와 더 한 향을 맺고 있으며(Mackenbach et al., 

1990),  국민의 무료 의료서비스가 실시되지 않는 나라의 건강불평등에 한 분석에서 

의료 근권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연구(Haan 

et al., 1987)의 결과는 이러한 측면을 잘 나타낸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태일 외, 2008; 최병호, 신헌웅, 2005; 박실비아 외, 

1996)와 소득수 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불리하다는 연구(이상이,홍성철, 2003; 이수연, 

1997)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정교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혼재는 설사 의료이용의 격차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그 

향이 큰 수 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행 에 해 살펴보겠다. 이는 개개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가 여

부에 따라 그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흡연, 음주, 음식, 운동 등 건강행 의 차이

가 건강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건강행 는 변화시키기 매

우 힘들뿐더러 설사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건강행 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불

평등을 극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흡연 련 질병에 의한 사망률의 변화폭이 흡연과 

무 한 질병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은 곧 흡연의 차이가 지배 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

니라는 의미이다(Marmo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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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건강행 는 사회경제  특성을 반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낮은 사회경제  

지 에 속하면 좋지 않은 건강행 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경제  특성을 

통제하 을 때 건강행 의 건강에의 향이 사라진다면 건강불평등은 사실상 건강행

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건강행 와 련된 연구가 많이 행해졌는데 윤태호 

외(2000)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비흡연, 비음주, 한 운동  수면 등의 건강행태가 

감소한다고 밝혔으며, 김혜련(2007)은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 교육, 직업  소득수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 다. 한 흡연율은 사회경제  요인을 통제하면 그 효과

가 사라지나, 음주의 경우는 사회계층 요인을 통제해도 여 히 건강에 유의한 향을 미

쳤으며, 오히려 음주집단이 비음주집단에 비해 건강취약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유소이, 2006; 김승곤, 2005; 이미숙, 2005). 그러므로 건강행 와 건강과

의 계 자체를 논하기보다 사회경제  특성이 건강행 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 향을 규명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 까지 선택  사회이동, 유  차이, 의료, 건강행  등 건강불평등을 설명하는 기

타 특성에 해 살펴보았으며 이들 요인이 건강수 에 미치는 향은 상당히 미미한 수

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  특성 그 자체의 

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경제  특성과 건강과의 계를 보다 직

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

Ⅲ. 연구문제  분석방법

1. 연구문제

  지 까지 건강불평등과 련된 기존의 이론  배경  경험  연구를 살펴보았다. 건

강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그  특히 사회경제  지 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래하여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직 인 분석

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건강의 수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

여부)이 사회경제  지 (빈곤, 교육,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그 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아울러 연령, 성별, 건강행 (흡연, 음주, 건강검진 여부) 등도 통제변

수로서 분석에 포함하여 건강수 에 미치는 향을 고려토록 하겠다. 한 건강불평등 

요인이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체 집단에 더하여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 각각에 해서도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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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복지패 의 표본규모는 7,072

가구로(3차년도 조사완료된 가구는 6,314가구) 국내 가구단  패 로서는 「한국의료패

조사」 다음으로 큰 표본 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계학 으로 표본오차가 고 

실 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한 지역 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국을 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본이 국의 모수치와 매우 유사

한 분포를 보이며, 신뢰성이 높고, 소득층 가구에 표본의 50%를 할당하 으므로 소

득층 련 연구에 합한 패 이다(김미곤 외, 2008). 한국복지패  3차년도 자료는 건강

(유병수 )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에 한 정보를 지니며, 

사회경제  특성인 소득수 , 교육수 , 직업지  등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고, 그 외 

성별, 연령 등에 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연구 시 국  표성과 신뢰도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조사된 한

국복지패 의 3차년도 자료의 이용은 하다고 단된다. 한국복지패  3차년도 자료

에서 조사된 총 인원은 16,614명이다. 이  만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13,221명을 분석의 

최종 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1) 건강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악하기 해 건강수 을 나

타내는 종속변수로서 ‘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를 사용하 다. 기존에 건

강불평등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사망률’이 부분이었다(김혜련 외 2004a; 

강 호, 2003; Goldblatt, P., 1990; Leclerc et al., 1990; Marmot, M., 1986). 사망률은 명

쾌하고 정확하며 객 인 척도라는 장 을 지니나, 존하는 사회구성원의 건강상태를 

반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횡단  연구에서는 사망률을 추정할 수 없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김진 , 2007; 김혜련, 2005; 이미숙, 2005)에서 사망률 이

외의 건강수  련 변수로 표 으로 활용된 ‘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

를 이용한다.  

  주  건강상태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분석  

해석이 편리하다. 한 객 인 건강상태와는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을 시하므로 삶의 질  생활만족도와도 하게 연 되어 있다. 한국복지패 에서

는 주  건강상태를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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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이 아주 안좋다’의 5  척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를 ‘주  건강인식상태’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좋다’를 ‘주  불건강인식상태’로 이분화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한국복지패 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상  

범 에 해당되는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

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만성질환 유병여부는 한국복지패 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해 

‘투병․투약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투병․투약 기간에 무 하게 모두 ‘만성질환있

음’으로, 만성질환에 ‘비해당’으로 응답한 경우를 ‘만성질환없음’으로 이분화하여 분석하겠

다. 

  2) 사회경제  지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경제  지 의 변수는 빈곤여부, 교육수 , 직업지 이며 아래

와 같이 분류하 다. 

  먼  빈곤은 ‘빈곤’과 ‘비빈곤’으로 구분된다. 소득이 아닌 빈곤과 비빈곤을 기 으로 

변수를 설정한 이유는 빈곤율이 9%의 높은 수 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 빈곤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분배(소득불평등)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욱 심각해지고 있어(유경 , 2009) 빈곤이 사회정책상의 요한 상이 되고 있고, 건강

하지 못한 상태 그 자체가 빈곤이 래하는 비복지(diswelfare)의 요한 형태 의 하

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의 수 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보다 빈곤 여부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사회복지의 정책  

개입  방향에 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 에서는 ‘공공부

조  경상소득’의 소득 60%를 기 으로 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고 있는데

(김미곤 외, 2008), 본 연구에서의 빈곤과 비빈곤의 기 도 이러한 기 을 따르도록 하겠

다. 즉, 소득가구는 ‘빈곤’에 해당하며 일반가구는 ‘비빈곤’에 해당한다.

  교육수 은 기존 9단계의 구분을 ‘ 등학교 졸업 이하’, ‘ 학교 이상~고등학교 퇴’, 

‘고등학교 졸업’, ‘ 학교 이상’의 4단계로 재분류하 다. 

  직업지 는 기존에 제시된 9단계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상용직 임 근로자’, 

‘임시직임 근로자/일용직임 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자’, ‘고용주/자 업자/무 가

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5단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 다. 

  한 가지 유의할 은 체 분석 시 청소년 집단의 빈곤, 교육, 직업 등의 사회경제  

지 는 모두 청소년 개인이 아닌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의 사회경제  지 를 따

랐다는 이다. 빈곤은 그 자체가 가구 특성이므로 무리가 없으나 교육수   직업지

는 개인 특성이란 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지 로서의 교육수

은 최종학력으로서의 교육수 에 보다 하는 개념이고, 교육수 이 20  반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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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최종 으로 확정된다는 , 직업지  역시 가구 반의 사회경제  지 를 보다 

잘 반 하는 직업지 는 가구주의 직업지 이며,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에 미

루어 보아 청소년의 사회경제  지 는 가구주의 사회경제  지 를 따르는 것이 보다 

한 것으로 단된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인구학  특성으로는 연령과 성별을, 건강행 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흡

연, 음주, 건강검진 여부를 사용토록 하겠다.

  연령은 2008년 12월 31일을 기 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 다. 본 연구의 체 집단 분

석 시에는 만 15세 이상을 상으로 하 고, 각 연령 집단별 분석 시에는 청소년 집단은 

만 15세 이상~만 20세 미만, 성인 집단은 만 20세 이상~만 65세 미만, 노인 집단은 만 

65세 이상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 다.

  건강행 를 나타내는 변수로 흡연은 재 담배를 피우냐는 질문을 기 으로 ‘피움’과 

‘피우지 않음’으로 구분하 고, 음주는 2007년 1년 간 평균 으로 얼마나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바탕으로 ‘마시지 않음’과 ‘마심’으로 구분하 다. 건강검진은 2007년 1년 동안을 

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 다. 한편, 학생인 청소년의 

경우 한국복지패 에서는 가구원용 설문은 실시하지 않는데, 건강행  변수는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특성상 청소년 다수에 한 건강행  련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집단의 건강행  련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도록 처리하

다. 

4.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종속변수인 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가 이분값(binomial 

value)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모델로 로

지스틱 회귀계수와 표 오차, 교차비(odds ratio)를 분석하 다. 

  먼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모델Ⅰ), 사회경제  지  변

수를 제거한 후 건강행  변수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살핀다(모델Ⅱ). 마지막으로 사

회경제  지  변수와 건강행 를 나타내는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이러한 모든 변수

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모델Ⅲ). 인구학  특성은 세 가지 경

우 모두 변수로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미치

는 향을 보다 잘 악하기 함이며, 그 매개요인을 개략 이나마 악하여 건강불평

등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함이다. 모든 분석은 먼  만 15세 이상의 체 집단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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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넣어 해당 요인의 향을 악한 후 연령 집단별로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분

석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소득층의 과 표집을 보정하기 해 모든 분석 시 가 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분석

을 시행하 으며, 분석에 활용한 통계 로그램은 SPSS 15.0 ver.이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치   

  분석 상 13,221명3)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기술통계치를 통

해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표본이 모집단을 표하기에 무리가 없는

지를 략 으로 악할 수 있고,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  인구학  특성을 보면 성인이 체의 73.9%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

음이 노인으로 17.8%,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8.3%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비 은 

52.4%로 남성보다 다소 높다. 

  다음으로 사회경제  지 를 보면 빈곤은 체의 20.8%로 일반  수 에서의 상 빈

곤율을 다소 웃도는 수 이다4). 이는 한국복지패 의 빈곤율 수 은 오히려 일반  

수 보다 다소 낮다는 을 아울러 고려해 본다면 한국복지패 에서의 소득이 일반  

수 보다 높게 측정되어 발생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수 을 살펴보면 학교 

이상이 체의 35.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32.6%로 고등학교 졸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지 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5.8%로 가장 높으며 이는 통계청(2009a)의 38.3%보

다 다소 낮은 수 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학생인 청소년의 직

업지 가 가구주의 직업지 로 체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 참가자  

가장 많은 직업지 는 상용직 임 근로자로 체의 30.3%를 나타내었다.   

  청소년 집단을 제외하고 성인과 노인을 상으로 건강행 에 해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는 75.9%가 흡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음주의 경우는 34.1%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응답하 다. 즉, 흡연을 하는 인구는 체의 24.1%에 불과한 반면 음주 인구는 

흡연 인구의 약 3배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비 이 체의 61.9%로 다

수를 차지하 다.

  종속변수인 건강은 주  건강상태의 경우 다수인 83.1%가 건강하다고 인식하 으

3) 총 분석 상은 13,221명이나 결측치  자료 특성으로 인해 해당 변수에 따라 그 수가 조 씩 다를 수 있다.

4) 유경 (2009)은 그의 연구에서 2008년 상 빈곤율을 약 14%로 제시하 으며 통계청(2009b) 역시 상 빈곤율을 12.6%로 제시하

고 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빈곤 기 을 소득의 50%로 설정하 기에 그 기 을 60%로 설정한 본 패 의 빈곤율이 다소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50%를 기 으로 하 을 때도 본 패 의 빈곤율은 약 19%(김미곤 외, 2008)로 일반  수 에 

비해 역시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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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한 경우는 16.9% 고, 이  ‘건강이 아주 안좋다’고 인식한 경

우는 2.7%에 불과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없는 경우가 62.7%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있

는 경우는 그 투병  투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32.4%를 차지하 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의 경우 유병여부가 요한 것이며 질병의 특성상 투병  투약기간의 구분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  건

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를 이분화시켜 종속변수화한 본 분석방법은 보다 타당한 측

면을 지닌다고 하겠다.

<표 1> 분석 상의 일반  특성

변수 구분 N %

인구학  

특성

연령

만 15~19세(청소년) 1,096

13,221

8.3

만 20~64세(성인) 9,772 73.9

만 65세 이상(노인) 2,352 17.8

성별
남 6,294

13,221
47.6

여(기 ) 6,927 52.4

사회

경제  

지

빈곤

여부

빈곤 2,754
13,221

20.8

비빈곤(기 ) 10,466 79.2

교육

수

등학교 졸업 이하 2,677

13,221

20.3

학교 이상~고등학교 퇴 1,557 11.8

고등학교 졸업 4,311 32.6

학교 이상(기 ) 4,676 35.3

직업

지

상용직 임 근로자(기 ) 4,008

13,218

30.3

임시/일용/자활  공공근로 1,795 13.6

고용주/자 업자/무 가족종사자 2,219 16.8

실업자 465 3.5

비경제활동인구 4,731 35.8

건강행

흡연
피움 2,925

12,121
24.1

안피움(기 ) 9,196 75.9

음주
마심 7,885

11,958
65.9

안마심(기 ) 4,073 34.1

건강

검진

안받음 7,508
12,121

61.9

받음(기 ) 4,613 38.1

건강

주  

건강

상태

건강

인식상태

아주 건강하다 2,167

13,210

16.4

건강한 편이다 6,450 48.8

보통이다 2,358 17.9

 불건강 

인식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875 14.2

건강이 아주 안좋다 360 2.7

만성

질환

없음 비해당 8,291

13,215

62.7

있음

3개월 미만 투병․투약 500 3.8

3개월~6개월 투병․투약 139 1.1

6개월 이상 투병․투약 4,285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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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  지 와 주  건강상태

  1) 체 집단 분석결과

  먼  건강수 의 첫 번째 변수인 주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하고 만 15세 이상의 

체 집단에 해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의 경우를 차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교차비(Odds Ratio)가 높아질수록 주  불건강인식상태, 

즉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표 2>를 보면 가장 먼  연령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  불건강인식상태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의 향은 건강행

를 변수로 투입한 경우(모델Ⅱ, 모델Ⅲ)에만 나타나는데, 사회경제  지 를 아울러 고

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향의 방향이 다르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모델Ⅱ에

서처럼 건강행 만을 통제할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 으로 건강하다고 느낄 가능성

이 크다. 즉, 같은 양의 흡연과 음주를 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건강하다고 느낀다. 그러다 모델Ⅲ과 같이 건강행 와 사회경제  지 를 아울러 

고려할 경우 결과는 반 로 나타난다. 즉, 같은 사회  지 를 가지며 동일한 건강행

를 나타낼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 으로 더욱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

한 측면은 성별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를 고려할 때 사회경제  지  뿐 아니라 건강

행 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나타내고 아울러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복합 이고 종합

인 분석이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표 2> 체 집단(N=13,043)에서 주  건강상태에 한 각 변수의 향

변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인구학  특성

연령
.047***

(.002)
1.048

.073***

(.002) 
1.076 

.040***

(.003) 
1.041 

성별(여성)
.077

(.061)
1.080

-.233***

(.065) 
.792 

.227**

(.072) 
1.255 

사회경제  지  

빈곤여부(비빈곤)
.630***

(.062)
1.878

.621***

(.063)
1.860

교육수

( 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578***

(.094)
1.782

.612***

(.094) 
1.845 

학교~고등학교 퇴
.913***

(.106)
2.491

.956***

(.107)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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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체 집단(N=13,043)에서 주  건강상태에 한 각 변수의 향 (계속)

변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등학교 졸업 이하
1.228***

(.103)
3.415

1.303***

(.107)
3.679 

직업지  

(상용직 임 근로자)

임시/일용/자활 등
.511***

(.116)
1.666

.538***

(.118)  
1.712

고용주/자 업자/무
.269*

(.110)
1.309

.295**

(.112)
1.343

실업자
1.055***

(.164)
2.872

1.072***

(.165) 
2.921 

비경제활동인구
1.051***

(.100)
2.861

1.068***

(.102)
2.909

건강행

흡연(안피움)
.216** 

(.078)
1.240 

.075 

(.081)
1.078

음주(안마심)
-.601***

 (.060)
.548 

-.507***

(.062) 
.602

건강검진(받음)
.100+ 

(.056)
1.105

-.074

(.059) 
.929 

 * ( ): 각 변수의 기 집단, +p<.10, *p<.05, **p<.01, ***p<.001 

  모델 Ⅰ을 토 로 사회경제  지 를 보면 빈곤, 교육, 직업 모두 주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빈곤할 경우 빈곤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교차비

는 1.9로 빈곤할 경우 주  불건강인식상태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은 학교 이상의 집단과 비교하여 주  불건강인식상태에 

한 교차비가 1.8이었다. 한 학교 이상이면서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한 집단은 2.6, 

등학교만 졸업한 집단은 3.4의 교차비를 나타내었다. 즉, 교육수 이 높을수록 주

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상용직 임 근로자에 비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주  불건

강인식상태의 교차비는 2.9 다. 한 임시/일용/자활  공공근로자일 경우에는 1.7, 고

용주/자 업자/무 가족종사자일 경우에는 1.3의 교차비를 보 다. 이는 직업이 없는 경

우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주 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상용직이나 고용주/자 업자인 경우 주  건강인식상태가 보다 

정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빈곤, 교육수 , 직업지  등의 사회경

제  지 가 건강에 미치는 향은 건강행 를 통제변수로 포함하 을 때(모델Ⅲ)도 마

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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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델Ⅱ를 통해 건강행 가 건강수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흡연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보다 주 으로 불건강인식상태에 한 교차비는 1.2 다. 반

면 음주의 경우에는 음주를 하는 경우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 0.5의 교차비를 

나타냈는데, 이는 음주를 하는 경우 오히려 주 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건강행 와 련된 해석을 보다 정교화하기 해 모델Ⅲ의 결과를 아울러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그 효과가 사라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이 사회경제  지

와 한 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 으로 낮은 계층에서 흡

연율이 높으며, 이러한 계층  특성을 통제하 을 경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향이 사

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흡연은 건강수 에 사회계층  특성을 매개로 하여 향을 미

치고 있다고 단된다. 한편 음주의 경우에는 여 히 그 효과가 유의미한데, 음주의 경

우에는 보편 인 문화행동으로 인식되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비로소 음주를 자제하는 

건강행 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악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미숙(2005)의 연구에서 흡연율은 사회경제  요인을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사라

졌으나, 음주의 경우는 사회계층 요인을 통제해도 여 히 건강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

며, 오히려 음주 집단이 건강취약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비음주 집단에 비해 더 낮았다. 

김승곤(2005) 역시 흡연의 단일변량분석 결과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다변량분석 시 사

라졌으며, 음주는 다변량분석 시 단일변량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소 음주한다고 답한 

집단이 오히려 주  건강상태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유소이(2006) 한 음주를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 다. 

  2) 연령 집단별 분석결과

  상기 분석을 각각의 연령 집단에 반복하여 시행하면 아래 <표 3>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5) 

<표 3> 연령 집단별 주  건강상태에 한 각 변수의 향

변수

청소년 (N=1,094) 성인 (N=9,684) 노인 (N=2,265)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인구학  특성

연령
-.065

(.198)
.937

.045***

 (.004)
1.046 

.015* 

(.008)
1.015 

성별(여성)
1.645*

(.699)
5.181

.252*

 (.098)
1.286 

.063

(.110) 
1.065 

5) 지면상의 이유로 연령 집단별 분석결과는 모델Ⅲ의 결과만 제시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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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 집단별 주  건강상태에 한 각 변수의 향 (계속)

변수

청소년 (N=1,094) 성인 (N=9,684) 노인 (N=2,265)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사회경제  지

빈곤여부(비빈곤)
1.142*

(.572)
3.134

.859***

 (.086)
2.360 

.370***

(.092) 
1.448 

교육수

( 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16.915

(2078.060)
22,183,210

.630***

 (.110)
1.877 

.274 

(.212)
1.316 

학교~고등학교 퇴
16.501

(2078.060)
14,670,723

.959***

 (.134)
2.608 

.551**

(.204) 
1.734 

등학교 졸업 이하
15.778

(2078.060)
7,116,407

1.402***

 (.138)
4.062 

.856***

(.187) 
2.353 

직업지    

(상용직 임 근로자)

임시/일용/자활 등
1.408

(.939)
4.086

 .480***

 (.132)
1.616 

.221

(.331) 
1.247 

고용주/자 업자/무
-15.945

(2330.766)
.000

.113

(.133)
1.120 

.342 

(.295)
1.408 

실업자
.673

(1.594)
1.961

1.130***

(.177)
3.095 

.139

(.489)
1.150

비경제활동인구
1.619+

(.914)
5.049

1.039***

(.116)
2.828 

.939***

(.286) 
2.558 

건강행

흡연(안피움) - -
.080

 (.106)
1.083 

.105 

(.132)
1.111 

음주(안마심) - -
-.496***

 (.081)
.609 

-.491***

(.097) 
.612 

건강검진(받음) - -
-.069

 (.080)
.933 

-.039

(.091) 
.962 

 * ( ): 각 변수의 기 집단, +p<.10, *p<.05, **p<.01, ***p<.001. 단, 청소년 집단에서의 교육수   직업지 는 청소년이 속한 가

구의 가구주의 수 으로 체됨.

  먼  청소년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빈곤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는데, 남성의 여성에 한 주  불건강인식상태의 교차비가 5.2, 빈곤할 경우 빈곤

하지 않을 경우에 한 교차비가 3.1로 청소년 집단에서 성별과 빈곤에 따른 주  불

건강인식상태에 큰 차이가 존재하 다.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의 교육수   직

업지 에 한 건강수 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논하기 

해서는 이에 걸맞은 종속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키나 몸무게, 비만과 

같은 변수들이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 향후 청소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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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불평등에 한 보다 세 화된 연구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정도에서 논의

를 그치고자 한다.

  성인을 상으로 분석한 경우 체 집단을 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그 결과가 매우 

흡사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일수록 주  불건강인식상태의 가능성은 높다. 한 

빈곤할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주  불건강인식상태는 증가하며, 직업의 경우 있는 

것보다 없을 때, 있더라도 임시/일용직일 경우 상용직에 비해 주  불건강인식상태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건강행 에 있어서는 역시 음주의 향만이 유의하 고 음주를 

하는 집단이 비음주집단에 비해 주  건강상태가 더 좋았다.

  한편 노인을 상으로 분석한 경우 성별의 효과는 사라졌으며, 교육의 향도 성인집

단에 비해 그 크기가 감소하 다. 학교를 다닌 집단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학교 이상이면서 고등학교는 졸업하

지 못한 경우는 학교를 다닌 경우에 비해 주 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느낄 가

능성이 더 높았다. 직업의 경우 상용직 임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할 때만 유

일하게 건강에의 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일을 하고 있거

나 일할 의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주 으로 건강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노인의 경우에도 역시 건강행   음주의 향만이 유의하 고, 음주

집단의 주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경제  지 와 만성질환 유병여부

  1) 체 집단 분석결과

  다음으로 건강수 의 두 번째 변수인 만성질환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만 15세 

이상의 체 집단에 해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의 경우를 차례로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교차비가(Odds Ratio)가 클수록 만성질환을 지닐 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한

다.

  먼  연령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의 험

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성별의 향은 오직 모델Ⅱ에서만 나타나는데 건강

행 를 통제할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교하여 만성질환 유병 험에 한 교차비는 0.81

을 나타내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의 향은 모델Ⅲ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  지 를 지닌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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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 집단(N=13,048)에서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한 각 변수의 향

변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인구학  특성

연령
.062***

(.002) 
1.064 

.080***

(.002) 
1.083 

.062*** 

(.002)
1.064 

성별(여성)
-.028

(.048) 
.973 

-.216*** 

(.052)
.806 

.010 

(.056)
1.010 

사회경제  지  

빈곤여부(비빈곤)
.398***

(.059) 
1.489

.402***

(.059) 
1.495

교육수   

( 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300***

(.056) 
1.350 

.297***

(.057) 
1.346 

학교~고등학교 퇴
.551***

(.075) 
1.736 

.520***

(.077) 
1.682 

등학교 졸업 이하
.676***

(.078) 
1.965 

.632*** 

(.082)
1.882 

직업지  

(상용직 임 근로자)

임시/일용/자활 등
.035

(.074)
1.035

.103

(.076)
1.109

고용주/자 업자/무
.148*

(.068) 
1.160 

.197**

(.069) 
1.217  

실업자
.218+

(.122)
1.243 

.284*

(.124) 
1.329 

비경제활동인구
.473***

(.062) 
1.605

.516***

(.064) 
1.675 

건강행

흡연(안피움)
.038 

(.061)
1.038

-.031

(.062) 
.969 

음주(안마심)
-.230***

(.051) 
.795 

-.159**

(.052) 
.853 

건강검진(받음)
-.094*

(.046) 
.910 

-.238***

(.048) 
.788 

 * ( ): 각 변수의 기 집단, +p<.10, *p<.05, **p<.01, ***p<.001 

  만성질환의 경우도 주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빈곤할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지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교육수 에 따른 건강수 의 변화 정도

는 주  건강상태보다 그 변화폭이 훨씬 다. 직업지 의 경우 상용직 임 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자활  공공근로자의 만성질환 유병 험에 한 교차비는 1.1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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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고용주/자 업자/무 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교

차비는 1.2~1.7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이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상용직 임 근로자에 비

해 만성질환을 지닐 가능성이 높았다. 즉, 직업지 의 경우 임 근로자 여부가 만성질환 

험의 분기 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교육수 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직업지 별 향의 차이는 주  건강상태의 경우에 비해 다고 

단된다. 

  한편 건강행 와 련하여 음주 외에 건강검진도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었다. 만성질

환은 주  건강상태보다 좀 더 명확하며 객 인 의료행 가 요구되는 성질의 것이

다. 그러므로 주  건강상태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의료행 와 한 련을 지

닌 건강검진 변수가 만성질환에서는 그 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문제는 그 방향성인데 음주집단이 비음주집단에 비해 오히려 만성질환이 낮은 

것처럼 건강검진 역시 받지 않은 집단의 만성질환 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

면은 음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할 때는 음주를 지

속 으로 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비로소 음주를 하지 않는 것처럼 건강검진 역시 만성질

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되는 것이다. 즉, 만성질환이 있기에 건강검진을 받는 역의 인과 계가 존재함을 시

사한다고 하겠다. 

  2) 연령 집단별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을 각각의 연령 집단에 반복하여 시행하면 <표 5>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청소년 집단은 주  건강상태와 달리 만성질환 유병에 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상 사회경제  지   건강행 에 따

른 만성질환 유병여부의 불평등 정도가 극히 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청소년 

집단은 만성질환의 유병여부와 련해서는 아직 건강불평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집단

인 것이다. 

  성인 집단은 체 집단의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성별의 향은 없었으며, 연령

이 증가할수록, 빈곤할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만성질환에 걸

릴 험은 높았다. 음주  건강검진 등 건강행 의 향도 체 집단과 같았다. 즉, 음

주집단이 비음주집단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집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집단보다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오히려 어들었다. 

  노인 집단의 경우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일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

의 비 은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만성질환이 걸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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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체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은 성별의 향이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어드는 것이다. 빈곤의 부정  향은 노인의 경우에도 나타났으나, 교육

의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  건강상태의 경우 성인과 노인 모두 교육

의 향이 지 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한편 노인의 경우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만성질환의 유병 험은 증가하

다.

<표 5> 연령 집단별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한 각 변수의 향

변수

청소년 (N=1,094) 성인 (N=9,686) 노인 (N=2,268)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인구학  특성

연령
-.059

(.075)
.943

.065*** 

(.003)
1.067 

-.030**

(.009) 
.971 

성별(여성)
-.001

(.201)
.999

.080 

(.066)
1.083 

-.393**

(.140) 
.675 

사회경제  지  

빈곤여부(비빈곤)
-.125

(.283)
.883

.504***

(.072)
1.656 

.343**

(.119) 
1.409 

교육수

( 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
.264

(.245)
1.303

.278***

(.061) 
1.320 

.220 

(.236)
1.245 

학교~고등학교 퇴
.071

(.351)
1.074

.522***

(.088) 
1.685 

.145

(.231) 
1.156 

등학교 졸업 이하
.114

(.390)
1.121

.709***

(.098) 
2.032 

.232 

(.209)
1.261 

직업지   

(상용직 임 근로자)  

임시/일용/자활 등
.100

(.329)
1.105

.129

(.082) 
1.138 

-.445

(.327)
.641 

고용주/자 업자/무
.162

(.281)
1.176

.139+

(.077)
1.149 

.268 

(.295)
1.308 

실업자
.783

(.502)
2.188

.249+

(.134)
1.283

.092 

(.512)
1.097 

비경제활동인구
.395

(.277)
1.485

.533***

(.072)
1.704 

.592*

(.286) 
1.807 

건강행

흡연(안피움) - -
-.035 

(.069)
.966 

-.111

(.156) 
.895 

음주(안마심) - -
-.114*

(.058) 
.892 

-.291*

(.123) 
.748 

건강검진(받음) - -
-.209***

(.054) 
.811 

-.257*

(.119) 
.773 

 * ( ): 각 변수의 기 집단, +p<.10, *p<.05, **p<.01, ***p<.001. 단, 청소년 집단에서의 교육수   직업지 는 청소년이 속한 가

구의 가구주의 수 으로 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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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논의

  지 까지 건강불평등을 래하는 원인  요소 간의 계를 규명해 보고자 주  건

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해 빈곤, 교육, 직업 등 사회경제  지 가 미치는 

향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한 청소년, 성인, 노인의 연령 집단별로도 각각 분석을 실

시하여 보다 다양하게 향의 정도  계를 악하고자 하 다. 

  먼  빈곤의 향을 살펴보면 빈곤은 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 그리고 

만성질환에서의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부 유의미한 향을 나타

내었다. 빈곤한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최소 1.4에서 최  3.1의 교차비를 보이

며 빈곤이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 다. 교육의 경우 주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교육수 이 낮을수록 건강수 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만성질환 유병여부의 경우에서는 노인집단에서 그 

향이 사라졌으며, 교육수 별 향의 변화폭 차이도 주  건강상태의 경우보다 작았

다. 직업의 경우 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일정 향을 미쳤으나, 체 

집단을 분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유무가 보다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직업지 에 

따른 향의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수 은 더욱 악화되었으나, 만성질환의 경우 노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반 의 상이 나타났다. 건강행 와 련해서는 흡연의 경우 사회경

제  요인을 통제하면 그 효과가 사라져 사회경제  지 에 매개되는 경향을 보 으며, 

음주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음주에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유소이, 2006, 김승곤, 2005, 이미숙, 

2005). 만성질환의 분석에 있어서 건강검진의 경우 음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집단이 더욱 건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실 으로 역의 인과 계로 

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건강검진은 방의 목 이 아닌 치료의 목 으로 

작용하고 행해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를 체 집단의 분석을 심으로 기존의 연

구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체 인구 집단을 상으로 건강불평

등에 해 논의한 기존의 연구는 극히 드물며, 있다 하더라도 연구의 이 달라 직  

비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그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이미숙(2005)의 연

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간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그 자료  상, 시기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본 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건강불평등에 한 본 연구가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이미숙(2005)은 빈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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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구 소득을 변수로 투입하 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을 때 소득의 건강수 에의 

향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처럼 빈곤을 투입할 경우 빈곤이 

건강수 에 미치는 부정  향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나타났다. 이는 곧 건강불평등에 있

어서 소득 수 의 차이 자체보다 일정 수  이하의 소득집단, 즉, 빈곤집단에서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건강행   흡연 역시 사회경제  지 에 

상당 부분 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러므로 향후 건강불평

등에 취약성을 지닌 고 험집단에 한 심층 연구  이러한 표 집단에 한 집 인 

건강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기존 연구(이미숙, 20056))와 본 연구와의 비교

변수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여부

기존(N=2,339) 재(N=13,043) 기존(N=2,339) 재(N=13,048)

인구학  특성

연령

연령 높을수록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연령 높을수록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연령 높을수록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연령 높을수록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성별 향 없음

남성이 여성보다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여성이 남성보다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향 없음

사회경제  지

빈곤여부

소득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나, 의미있는 

크기로 해석되기 

어려움

빈곤할수록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소득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나, 의미있는 

크기로 해석되기 

어려움

빈곤할수록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교육수

교육수 이 

낮을수록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고졸집단과 

학집단의  차이 

없음

교육수 이 

낮을수록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교육수 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고졸집단과 

학집단의  차이 

없음

교육수 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직업지

직업지  낮을수록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직업지  낮을수록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증가

향 없음

임 근로 여부가 

만성질환 

유병 험의 

분기 으로 작용

건강행

흡연 향 없음 향 없음 향 없음 향 없음

음주

음주집단이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감소

음주집단이

불건강인식상태 

가능성 감소

향 없음

음주집단이 

만성질환 유병 험 

감소

건강검진 향 없음 향 없음

건강검진 받을 경우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건강검진 받을 경우 

만성질환 유병 험 

증가

6) 이미숙(2005)은 2001년도 국민건강․ 양조사를 활용하 으며, 만20세 이상의 성인  1/3을 단순무작  추출하여 사회계층과 

거주지역 차이를 심으로 성인의 건강불평등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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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가 특정 상에 치 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등 상의 보편성을 확보한 연구가 부족한 실에서 가장 최신의 국  자료

를 이용하여 연령 집단별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

도 사회경제  지 와 건강행 와의 계를 간 으로 살펴보았을 뿐 둘의 매개효과를 

실질 으로 검증하지는 못했으며, 횡단연구의 한계로 인해 역인과 계 등의 상을 구체

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한 사회경제  지 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 기에 사

회  지지와 같은 건강에 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지 못하

다.

  향후 요인 간 매개효과 검증, 패 데이터의 축 에 기인한 종단연구, 다차원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한 통합  분석을 통해 건강불평등의 원인  그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

하고 실증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이는 후속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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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 차량지원 서비스를 심으로-

Determinants of the disabled in social welfare service utilization

-vehicle support service-

은정

  본 연구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하여, 2008년 한국복지패  3차년

도 자료인 2008년 beta 1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Andersen 모형을 사용하여, 소인성요인으로 성,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직업, 가능성요인으로 경제  상태, 필요요인으로 장애종류와 장애등 을 포함시켜 

빈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총 12,393명  장애인인 1,358명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그 상의 제한이 비교  고, 이 자료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았던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을 분석하 다.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고 장애의 종류와 등 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 이 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자동차 련 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people with disabilities, health services, community services, need

I. 서론(연구의 목 )

  장애인은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수진 등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그 이용도

가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Williams M.H, Bowie C.,1993:95-98; 박종 ‧신 수‧이상

이‧박재 ,2006:511-519; 은상 ‧홍지 ‧이진용‧이진석‧김윤‧김용익‧신 수,2006:411-418).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이유를 밝 내기 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분석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Kemper P.,1992:95-98; 김건엽‧

이 숙‧박기수‧손재희‧감신‧천병렬‧박재용‧ 민해,1998:323-334; 박종  외,2006:511-519; 

은상  외,2006:411-418; 윤태호‧정백근‧강윤식‧이상이‧김철웅,2007:33-51). 하지만, 장애인

을 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이용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12월 재 국장애인 등록자 수는 2,246,965명으로 체 인구의 약 4.5%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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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가지고 있다(국가통계포털). 한 인구의 노령화, 격한 산업화, 질병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로부터 복지의 사각지

에 놓여있었던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도 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에 장애인복지 담부서(당시의 보건사회부 재활과)를 설치한 이래 약 30년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88), 장애인 의무고용

제 도입(’90), ｢특수교육진흥법｣ 면 개정(’9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한 법률｣의 제정(’97), 장애인복지발  5개년 계획(1998~2002년)의 수립  시행(’97.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범주의 확 (’99. 1), ｢장애인의 고용 진  직업재활

법｣(’99. 12), 제2차 장애인복지발  5개년 계획수립('03. 2), 제2차 장애범주 확 (’03. 7), 

｢장애인차별 지법｣의 제정(’08. 4), 제3차 장애인정책발  5개년 계획(’08. 8) 장애인을 

한 많은 정책  노력을 해왔다‘(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최미 ‧손창균‧오혜경, 

2009:7-8). 하지만, 이 게 장애인을 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이 서비스가 

실제로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필수 인 사람들에게 우선 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는 의문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알아보고, 사회경제  치, 장

애정도 등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실한 사람들에게 성공 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어떤 노

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II. 이론  배경  연구방법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

의 목 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한 사

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책을 종합 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수당지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법률지식정보시스템). 하

지만, 장애인의 각 복지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은 차이가 있다(변용찬 외,2009:312-316).

  비장애 노인의 경우 이동 피로도가 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Avlund, Damsgaard and Schroll,2001:267-286),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 모두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에는 필요요인이 가장 요했다는 연구(Coulton, Frost,1982:330-339; 박



- 568 -

경숙,2003:283-307) 등이 있지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에 사용한 Andersen 모형은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에 한 연

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Coulton, Frost,1982:330-339; 이가옥‧이미진,2001:113-124; 

박경숙,2003:283-307; 임정기,2008:129-150; 이윤경,2009:213-235). Andersen(1968:32)은 의

료이용은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 필요 요인

(need factor)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 다. 소인성 요인이란 개인이 의료이용 부터 지

니고 있는 특성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변수, 사회구조  

변수, 개인의 건강  의료에 한 믿음 등이 포함되고, 가능성 요인은 개인으로 하여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가족자원, 지역사회자원 등이 포함된다. 필요 요인

은 환자가 느끼는 필요(욕구)나 문가가 단한 의학  필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이

용을 가장 직 으로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의학, 2007:795-796).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

업, 기타 앙행정기 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이양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

거 시행하는 사업, 민간기 에서 자체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따

라 지원 상을 소득, 장애정도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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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 주체 사업명 지원 상 제한 유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수당 지 수 자  차상

장애아동 수당 지 수 자  차상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일정 액 이하.1~3  

장애인

장애인 자립 자  여 소득 가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여 2종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 수 자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수 자  차상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제한 없음

장애인 생산품 매시설(공 장)운 직업재활시설 물품생산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 기 사업 수행기  운 제한 없음

보장구 건강 보험 여(의료 여)실시 제한 없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 제한 없음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재가 소득 

장애인

장애인용 LPG 연료 세 인상액 지원 1~3  장애인

농어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 자  차상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소득

민간기

철도‧도시철도 요  감면 제한 없음

화요  할인 제한 없음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 세 주

무료 법률 구조제도 제한 없음

항공요  할인 제한 없음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제한 없음

이동통신 요  할인 제한 없음

고속 인터넷 요  할인 제한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제한 없음

기요  할인 1~3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용 차량에 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3  장애인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도지역에 해당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   미술 ,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  

감면

1~3  장애인

공 주차장 주차요  감면 제한 없음

자료: http://www.moh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301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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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장애인 복지서비스                                                                    (계속)

사업 주체 사업명 지원 상 제한 유무

지방이양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수술비 지원 소득층

장애인생활 시설 운 제한 없음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 소득 증장애인

재활병‧의원 운 제한 없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 제한 없음

수화통역센터 운 청각‧언어장애인

장애인복지  운 제한 없음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 제한 없음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 제한 없음

장애인 체육 시설운 제한 없음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 제한 없음

장애인 재가복지 사센터 운 제한 없음

지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 지 장애인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운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편의시설 설치시민 진단 운 시‧도지사 선정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견사업 소득 가정

기타 

앙행정기

승용자동차에 한 특별소비세 면제 1~3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제한 없음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제한 없음

소득세 인  공제 제한 없음

장애인 의료비 공제 제한 없음

상속세 인  공제 제한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제한 없음

증여세 면제 제한 없음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세율 용 제한 없음

장애인용 수입 물품 세 감면 제한 없음

장애인 의무고용 제한 없음

특허출원료 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제한 없음

자료: http://www.moh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301 재정리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복지패 의 3차년도인 2008년 자료(Beta 1)를 

분석하 다. 총 6,314가구 12,393명  장애가 있는 사람만을 상으로 하여 1,358명이 

분석 상이다. 

  복지서비스 이용의 향 요인 분석 시에는 설문지의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이용 상이 제한되지 않고 이용률이 높은 자동차 련 지원 이용 여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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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방법

  Andersen 모형을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인성, 

가능성, 필요요인으로 분류하 고, 소인성요인으로 성,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직업을 

포함하고, 가능성요인으로 경제  상태를 포함하 다. 필요요인으로는 장애종류와 장애

등 을 포함시켰다.

  연령은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성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분하 으며, 결혼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 다. 교육

정도는 졸 미만, 졸 이상, 고졸 이상, 문 졸 이상으로 구분하 는데 재학, 휴학, 

퇴, 수료의 경우는 모두 이  학력의 졸업에 포함시켰다. 직업은 한국표 직업분류 

분류에 따라 의회임원‧고 임직원  리자‧ 문가‧기술공  문가‧ 사무종사자를 

비육체 노동군으로, 서비스 종사자‧ 매종사자‧농업‧임업  어업숙련 근로자‧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군인을 육체직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 다. 경제  상태는 복지패  자료의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을 따라 일반과 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장애종류와 장애등 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

시하 다. 분석시에는 개인횡단면 가 치(p03_wsc)를 용하여 표본수에 한 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일반  특성의 빈도, 백분율을 제시하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유무를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소

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을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단변량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지스틱 분석시에는 자동

차 련 지원 이용 여부 무응답자를 제외한 1,330명  비등록 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을 제외한 1,168명을 상으로 하 다.

  분석은 SAS 9.1을 사용하 다.

III. 연구결과

1.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체 으로 복지서비스 경험여부는 낮았다. LPG차량 등 자동차 련 지원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 , 장애인용 LPG연료 세 인상액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

인용 차량에 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공 주차장 주차요  감면, 승용자동차에 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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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등이 포함되며, 이 서비스 경험률이 

24.08%로 가장 높았다.

  장애수당의 경우 상자가 수 자  차상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18.81%의 경

험률을 보여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자동차 련 지원과 장애수당을 제외한 다른 복지서비스의 경험여부는 의료 재활서비

스 4.63%를 제외하고는 3%이하로 상당히 낮았다.

〈표 3〉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장애수당 18.81

장애아동부양수당 1.19

장애인 자립자  여 0.16

공공시설 내 자 기, 매 , 신문 복권 매  등 사업권 0.03

재활보조기구  생활편의용품 지원 2.86

의료 재활서비스 4.63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2.71

이동편의 서비스 1.96

주거시설 개선  주택개조 1.01

가족상담  심리재활 서비스 0.38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0.90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1.21

사회복귀훈련, 사회 응훈련, 자립생활훈련 0.67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0.89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학습지원 서비스 2.03

LPG 차량 등 자동차 련 지원 24.08

2. 분석 상자의 일반  특징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18% 정도 더 많았다. 연령별로 미성년자는 3.94%로 

었고, 비교  노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혼 상태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

는 상태인 사람이 65.58%로 훨씬 많았다. 교육수  분포에서 졸미만이 48.22%로 가장 

많은 것은 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노년층의 분포가 높은 다른 자료들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나는 상이다. 그러나, 직업 분류에서 기타가 가장 많은 것은 노년과 장애의 복

합 원인으로 생각된다. 가구소득 분류는 소득층보다는 일반 가구가 약간 더 많았으며, 

장애종류는 지체장애가 46.34%로 압도 으로 많았다. 장애등 은 비교  골고루 분포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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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분석 상자의 일반  특징(n=1358)

백분율(%)

성
남 58.87

여 41.13

연령

<20 3.94

20-64 58.90

65> 37.16

결혼상태
유배우 65.58

무배우 34.32

교육수

졸미만 48.22

졸이상 15.93

고졸이상 25.28

문 졸 이상 10.57

직업

비육체직 4.50

육체직 28.64

기타 66.86

가구소득
일반 56.42

소득층 43.58

장애종류

지체장애 46.34

뇌병변장애 9.39

시각장애 9.00

청각장애 6.64

언어장애 1.00

정신지체 5.14

발달장애 0.61

정신장애 3.15

신장장애 3.77

심장장애 0.85

호흡기장애 0.57

간장애 0.10

안면장애 0.35

장루,요루장애 0.59

간질장애 0.28

비등록장애인 12.21

장애등

1 9.12

2 15.40

3 17.81

4 12.63

5 13.06

6 19.77

비등록장애인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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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20세 이하 남자의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률이 63.82%로 특이하게 높았다.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차량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이 직  차량

을 운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아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남자는 고

졸이상이 33.49%, 여자는 문 졸 이상이 35.58%로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차량

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소득층보다는 일반 가구의 서비스 이용

률이 더 높았으며, 장애종류에 따른 이용은 몇몇 장애의 표본수가 상당히 작아서 특이한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장애등 은 남녀모두 1 인 경우가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일부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이 장애 1~3 의 증장애인에

게만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률(n=1358)

남 여

연령

<20 63.82 29.74

20-64 28.10           26.64

65> 14.32 17.26

결혼상태
유배우 25.64 27.04

무배우 23.61 16.93

교육수

졸미만 23.13 21.41

졸이상 21.97 18.77

고졸이상 33.49 25.79

문 졸 이상 15.68 35.58

직업

비육체직 36.78 37.05

육체직 27.98 18.60

기타 22.21 23.34

가구소득
일반 33.34 32.21

소득층 13.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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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률(n=1358)                                              (계속)

남 여

장애종류

지체장애 26.03 23.98

뇌병변장애 16.73 30.22

시각장애 21.97 4.66

청각장애 30.14 16.15

언어장애 0.00 76.77

정신지체 38.97 25.19

발달장애 85.24 33.22

정신장애 8.19 20.02

신장장애 26.20 35.68

심장장애 0.00 44.95

호흡기장애 0.00 0.00

간장애 100.00 0.00

안면장애 0.00 0.00

장루,요루장애 82.91 33.03

간질장애 0.00 0.00

비등록장애인 23.18 16.25

장애등

1 47.49 38.17

2 32.36 35.27

3 37.00 32.15

4 7.14 13.47

5 19.65 12.70

6 15.70 10.75

비등록장애인 23.18 16.25

총이용률 25.07 22.68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단변량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떨어졌으며, 가

수소득이 낮을수록, 장애등 이 낮을수록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률이 낮았다. 장애종류는 

로지스틱 분석의 의의가 떨어져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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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단변량 분석(n=1168)

OR 95% CI

성
남 1.000

여 0.897 (0.656, 1.225)

연령

~19 1.000

20~64 0.286 (0.147, 0.555)

65~ 0.167 (0.083, 0.336)

결혼상태
유배우 1.000

무배우 0.812 (0.584, 1.127)

교육수

졸미만 1.000

졸이상 0.870 (0.550, 1.376)

고졸이상 1.363 (0.947, 1.962)

문 졸 이상 0.794 (0.794, 1.372)

직업

비육체직 1.000

육체직 0.693 (0.343, 1.398)

기타 0.627 (0.321, 1.225)

가구소득
일반 1.000

소득층 0.298 (0.210, 0.423)

장애등
증(1~3 ) 1.000

경증(4~6 ) 0.278 (0.199, 0.388)

  의 단변량 분석결과 유의했던 연령, 가구소득, 장애등 과 일반변수인 성을 넣어 다

변량 분석을 한 결과, 19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0.335, 95% CI=0.156~0.718), 소득층이 일반가구에 비해 이

용률이 낮고(OR=0.229, 95% CI=0.157, 0.335), 장애등 이 낮은 4~6 이 1~3 인 증장

애인보다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을 게 하고 있었다(OR=0.218, 95% CI=0.151~0.313). 

〈표 6〉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다변량 분석(n=1168)

OR 95% CI

성
남 1.000

여 0.942 (0.668, 1.328)

연령

~19 1.000

20~64 0.526 (0.255, 1.084)

~65 0.335 (0.156, 0.718)

가구소득
일반 1.000

소득층 0.229 (0.157, 0.335)

장애등
증(1~3 ) 1.000

경증(4~6 ) 0.218 (0.15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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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고찰

  이 연구는 장애인을 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악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이 더 많은 서비스의 이용

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운 하기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려는 목 으

로 수행되었다. 한국복지패 에서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은 16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각 서비스의 이용률은 LPG 차량 등 자동차 련 지원이 24.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장애수당으로 18.81%의 이용률을 보 다. 다른 서비스들의 이용률은 이 두 가

지에 비해 히 떨어지고, 장애수당은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자  차상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련 서비스로 분석 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변용찬 등(2009:312-316)의 연구결과에서도 장애인 자가운  지원 사업이 높은 경험률을 

보 는데, ‘구체 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 의 경우에는 39.9%, LPG 연료사용 허용과 

LPG 세 인상분 지원의 경우에도 각각 28.6%, 21%, 승용자동차 련 세  면제의 경우

에도 26.3%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PG 연료 사용 

허용 등의 장애인 자가운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수 이나 장애정도와 계없다는 제

도 내  요소와 아울러 자동차의 보편화라는 사회환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용찬 등(2009:312-316)에 의하면 제도 도입의 역사가 오래된 

장애수당 지 의 경험률이 22.9%로 상당히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하지만, 변

용찬 등(2009:312-316)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것은 각종 세   요 감

면 사업으로, 통신 련 요  감면  할인의 경우 경험률이 82.1%로 모든 장애인 복지사

업 에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기록했다. 이는 통신 련 제도의 용 상이 보편 이

고, 정보화 추세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차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상으로 변용찬 등

(2009:312-316)은 분석하 다. 그러나, 한국복지패  자료에는 세   요 감면 사업과 

련된 항목이 없어 분석이 불가능하 다. 

  장애인 차량 서비스 지원 이용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소득

층, 장애등 이 경증일수록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률이 낮았다. 2008년 장애인 실

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49.3%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구당 자가

용 승용차 보유 수인 10가구  7가구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 다(변용찬 

외,2009:312-316). 65세 이상 노년층의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이용률이 낮은 것은 노년

층의 자가용 소유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김근

홍, 2001:125-151). 자동차 련 지원이므로 소득층의 자동차 소유율이 떨어지는 것이 

련 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낮은데 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 상은 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 장애등 이 경증일수록 장애인 차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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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지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장애인용 LPG 연료 세 인상액 지원, 장애인용 차량

에 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한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일부 

세부 항목이 장애 등  1~3 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증장애인의 경우 

직  운 은 경증 장애인에 비해 더 힘들겠지만,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은 장애인이 그 

차량을 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명의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되

어, 상 으로 더 많은 혜택을 릴 수 있는 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게 나

온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고졸이상인 경우가 이용률이 

33.49%로 가장 높았고, 문 졸 이상인 경우가 15.68%로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의 

경우 문 졸 이상인 경우가 이용률이 35.58%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는데, 남자 문

졸 이상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의문이다. 장애인 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아 직

업수 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패 자료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복지서

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집단만 혜택

을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처럼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소득층보다 고소

득층에 더 유리한 것은 문제이다. 물론 소득층만을 상으로 한 서비스가 있긴 하지

만,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만큼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장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

구가 36.1%로 비교  많고 노인의 비 과 수가 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애인  국민

기 생활보장 상 수 가구는 19.1%로 2008년 12월말 기  일반가구의 국민기 생활보

장 상 수 률인 3.1%보다 훨씬 높다(변용찬 외,2009:100-106; 보건복지가족부, 2009:12).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 소외계층이던 노년층과 소득층이 장애인 집단에서 특히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계층을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수 은 장애인의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김연수‧

양복철,2008:199-214; 변용찬 외,2009:312). 이의 개선을 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한 복지서비스 운 리와, 장애인복지 달체계의 업무연계와 력을 원활히 하기 한 

장애인복지조정 원가 상설화 되어야 하고, 장애인 특수성에 따른 문인력의 확충과, 

별도의 복지서비스 달조직이 필요하다(이선우,2002:24-28; 김성희,2007:34-40; 김연수‧

양복철,2008:199-214). , 우리나라의 실을 감안하여 민간조직에 서비스를 이양하기보

다는 공 역의 서비스 확 가 더 요하며, 서비스의 지방이양시 명확한 어의 표  

확립, 질을 평가 감시할 수 있는 독립  감독기 의 설립, 사례 리 과정에 의해 운 되

는 공  서비스 체계 구축,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공식화된 이의제기 차의 마

련, 문가 교육, 장애인운동 역할의 강조 등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용득,2005:363-387). 그리고, 장애인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의 욕구가 가장 

높았는데 ‘기 장애연 ’을 새로운 장애 여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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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석,2009:2-4; 윤상용,2009:13-24).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에서 주

체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통합으로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철학을 

바꿨다는데 의의가 있다’(김성희,2007:34-40). 이런 법 개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 인 

수행을 해서는 에 서술한 개선 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가 아닌 장애인 차량서비스 지원만 분석했다는 것

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부분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이 히 낮고, 일부서비스는 지원 

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 이 있어 다른 서비스의 분석이 큰 의미가 없었다. 이용률

이 82.1%나 되는 통신요  련 할인 항목이 한국복지패  자료에 있었더라면, 자동차보

다 소득층이나 노년층에서 소유의 제한이 고, 증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는 이용 

상자의 제한도 없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 580 -

참고문헌

고경석. 2009. “장애인 복지정책의 황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7. 2-4.

국가통계포털. 2009-09-07. “주민등록인구통계”, “등록장애인 황”. http://www.kosis.kr/

김건엽‧이 숙‧박기수‧손재희‧감신‧천병렬‧박재용‧ 민해. 1998. "지체장애인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 방의학회지｣. 31(2). 323-334.

김근홍. 2001. “노인과 교통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12. 125-151. 

김성희. 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의의. ｢보건복지포럼｣. 5. 34-40. 

김연수‧양복철. 2008.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  리에 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8(1). 199-214.

김용득. 2005. “ 국 커뮤니티 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한 함의”. ｢한국사회

복지학｣. 57(3). 363-387.

박경숙. 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경기도 국민기 생활보장노

인을 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83-307.

박종 ‧신 수‧이상이‧박재 . 2006.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에 향을 미치는 요인". ｢ 방

의학회지｣. 39(6). 511-519.

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09-08-27. “장애인복지법”. http://likms.assembly. go.kr/law/jsp/Law.jsp?WORK 

_TYPE=LAW_BON&LAW_ID=A0170&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최미 ‧손창균‧오혜경, 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7-8, 100-106, 312-316.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황｣. 12.

보건복지가족부. 2009-08-27. “장애인 정책”. http://www.mohw.go.kr/front/jc/sjc0112mn.jsp?PAR_ 

MENU_ID =06&MENU_ID=0612010301

방의학회. 2007. ｢ 방의학｣. 개정3  수정증보 . 795-796.

윤태호‧정백근‧강윤식‧이상이‧김철웅. 2007. "장애 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 ｢보건행정학회지｣.  

17(2). 33-51.

윤상용. 2009.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보건복지포럼｣. 7. 13-24.

은상 ‧홍지 ‧이진용‧이진석‧김윤‧김용익‧신 수. 2006. "외래진료 민감질환 유질환자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의료이용률 차이“. ｢ 방의학회지｣. 39(5). 411-418.

이가옥‧이미진. 2001.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113-124.

이선우. 2002. “수  높은 장애인 복지행정을 하여”. ｢복지동향｣. 8. 24-28.



- 581 -

이윤경. 200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다층모형(HML)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

보건사회연구｣. 29(1). 213-235.

임정기. 2008. “의사결정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노인의 요양시설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한 연구”. ｢한

국사회복지학｣. 60(3). 129-150.

Andersen,R. 1968. " A behavioral model of families use of health services". ｢University of Chicago 

Research Services｣. 25. 32.

Avlund,K., Damsgaard,T.M., Schroll,M. 2001. "Tiredness as determinant of subsequent use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among nondisabled elderly people".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3(2). 

267-286.

Coulton,C., Frost,K.A. 1983. "Use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by the elderl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330-339.

Kemper,P. 1992. “The use of formal and informal home care by the disabled elderly”. ｢HSR｣. 27(4). 

421-451.

Williams,M.H., Bowie,C. 1993. “Evidence of unmet need in the care of severely physically disabled 

adults”. ｢BMJ｣. 306. 95-98.



- 582 -

참여정부 지역간 빈곤격차 변화 요인분석 : 1-3차 한국복지패 데이터의 

패 효과를 심으로

Analysis on Change‘s Factors of Region's PG(Poverty Gap)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focus on 

Panel Effect of First-Third Korea Welfare Panel Data

임채홍․ 승 ․김수용 (고려 학교 행정학과 학원생)

  본 연구는 1-3차년도의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지역간 빈곤격차 변화 요인에 해

서 분석하 다. 분석결과,  빈곤수 을 리하는 가구의 경상소득과 주  빈곤수 을 리하는 

주  빈곤지수에 빈곤계층, 나이, 학력, 가구형태, 경제활동형태, 가구규모 등의 변수가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Oaxaca 모형을 통해 지역간 빈곤격차 요인을 분해한 결과,  빈곤수 은 연도

별의 지역간 체 차이는 다소 상이하며, 그 가운데 지역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상 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주  빈곤수 의 경우 2005년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주 으로 인식

하는 빈곤수 이 높았으나, 2006년, 2007년으로 갈수록 수도권의 빈곤수 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부분은 기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개념 , 방

법론  시사 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빈곤문제의 효과 인 응을 해서는 지역 으로 차별화된 

빈곤 책의 강구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앙정부 차원의 획일화된 빈곤 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

라는 정책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I. 서론

  우리나라 가구의 상 빈곤율1)이 지난 20년간 두 배 가량 높아졌고, 소득 수 이 일정 

수  이하인 빈곤층도 2000년  이후 좀처럼 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환 기 이후 

붕괴한 산층이 빈곤층으로 락하면서 양극화, 그리고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것이다(한국일보, 이 태, 2009)2). 이러한 가구의 빈곤은 일반 으로 건강, 교육 등 복

1) 2인 이상 도시가구  가구 소득이 소득( 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앙에 치한 가구의 소득(2008년도시 

가계 4인 가구 354만원)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2008)' 보고서에 따르면, 상 빈곤율은 1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14.4%)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지만, 을 기록한 1990년 이후 근 20년 가량 추세 으로 상

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7.6%(90년) →9.8%(95년) →10.5%(2000년) →13.8%(2005년) →14.3%(2008년) 등 상승폭도 매우 가

르다. 90년 당시와 비교하면 2008년 상 빈곤율이 두 배 가까이 등한 셈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득

에 못 미치는  빈곤층 비율도 좀처럼 지 않고 있다. 2000년 소득의 50%에 물가지수를 감안한 빈곤선(4인 가구 기  

월 소득 177만원)을 도는 가구의 비 으로 산출된 빈곤율은 2003년 이후 6년째 9% 에 머물고 있다. 2000년 10.52%에서 

2001년 9.64%, 2002년 8.50%로 하락하는가 싶더니 그 이후 9.28%(2003년) →9.82%(2005년) →9.18%(2007년) →9.05%(2008년) 등

으로 증가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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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련 부문에서 불이익을 수반하고, 사회  스트 스  범죄에 노출되며, 빈곤의 물

림 상이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즉, 빈부격차와 빈곤문제의 심화는 

사회 , 정치  갈등을 야기시키고, 경제성장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한 

심층 , 다각 으로 활발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Persson and Tabellini, 

1994; 송 남, 2007).

  일반 으로 지역발 의 불균형은 생활여건과 삶의 질의 지역간 불평등을 비롯하여 지

역간 재정격차  빈곤수  등을 반 한다. 이는 격한 사회변동의 향 혹은 정부의 

정책의 효과 등에 의해서 향 받을 수 있다. 과거 IMF 기 이후에 빈곤의 경향  특

성은 지역발 의 불균형에 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선순환 으로 빈곤수 을 심화시킬 수 

있다(이상록․백학 , 2008).. 

  이에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에는 2007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분권화, 형평

화 정책을 추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인 측면에서 지방의 분권화와 형평

화,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 다는 정 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지역간의 빈부격차를 가

시켜 상 으로 하향평 화를 유발하 다는 부정 이 평가도 존재한다.3) 이와 같은 

평가는 다양한 측면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는 자료의 제약으로 일부 분야 는 사례에 국한되어 실증 인 연구가 제한 이었다. 그

러나 2006～2008년 한국복지패 조사4)(기 시  2005～2007년)를 통해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3개년의 데이터의 부분이 동일의 

상(표본)에 해서 다양한 내용을 조사한 패 자료(panel data)라는 에서 횡단면 자

료(cross-sectional data)에 비해서 표본이 충분히 많고, 시간의 변이와 표본의 변이로 인

한 오류를 일 수 있어 분석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1-3차년도의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지역간 빈곤

격차 변화 요인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참여정부(2003-2007년)의 다양한 분권화 

정책이후의 지역간의  빈곤수 (경상소득)과 주 인 빈곤수 (주  빈곤지

수5))은 어느 정도 수 이며,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 는지, 이에 향을 주는 주요 변

인(특히, 지역과 빈곤계층, 기타 인  특성, 경제활동)은 무엇인지, 그 향력은 어느 정

도인지 등을 실증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국가균형발  련 개별 정책들이 일정

3) 구인회(2009)에 따르면, 2005년 참여정부는 국고보조  사업의 재편을 추진하여 상당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 이양하고, 지방이

양사업의 재원충당을 한 장치로서 2006년 분권교부세를 도입하 다(구인회 외, 2009). 그러나 이에 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즉,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앙정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에 가하는 것으로 복지 축소화 복지의 지역간 불균등 

심화를 래할 것이라는 비  견해가 존재하는 반면에(박병 , 2006; 윤찬 , 2003; 구인회 외, 2009), 다른 한편에서는 분권

화가 지방정부의 자율  권한과 지역 주민 참여의 확 를 통해 지역 실에 맞는 효율 인 서비스 달에 기여한다는 정  

견해도 존재한다(김연명, 1995; 구인회 외, 2009)의 견해도 존재한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2006년부터 한국복지패 (KoWePS)을 구축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7,072가구, 14,469명의 가구원  아동에 한 부가조사를 실시하 고, 2007년, 2008년 2, 3차에 이어 2009년에는 4차 한국복지

패 조사를 진행 이다. 

5) 주  빈곤지수에 한 개념과 변수의 조작화에 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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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내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된다는 에서 실 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내용은 참여정부가 끝난 시 에서 국가균형발

에 한 성과를 진단  검하고 이로부터 보다 바람직한 정책 개선방향과 응과제

를 도출하는데 시사 을 제공한다는 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형평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Ⅲ장에서 Ⅱ장의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변수의 개념과 

조작화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Ⅳ장에서는 지역간의  빈곤수 과 주  빈곤수

의 변화 정도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은 시간에 따라서 

그 향력이 어떻게 바 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다

양한 가구수 의 변수와 더불어 지역( 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을 두어 분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를 토 로, Oaxaca(1973)의 모형을 통해 각 요인별로 분해

하여 상 인 결정율의 차이를 시기별로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참여정부의 정책의 간 효과와 연 해서 논의해보고, 연구의 함의와 한계에 해

서 기술한다. 

Ⅱ. 이론  논의  선행연구 검토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

  과거 우리는 강력한 앙집권체제하 압축 성장을 통해 해방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근 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 화와 지역간 격차를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능력 퇴화, 지역불균형 심화, 국민 분열 래 등의 많은 문제들

이 야기 되었다(조명래, 2003).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정운 의 주요한 과제  하나로 지역의 신역량 강화를 통

한 국가균형발 정책을 선정하 다. 국가균형발 정책이란 지역 신역량 강화를 통해 모

든 지역에서 발 의 기회와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 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 으로 국가 체의 경쟁력을 극 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

가균형발 원회, 2003; 국가균형발 원회, 2005).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

략은 이른바 3분(지반분권, 지방분산, 지방발 )정책6)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

께 번 할 수 있는 상생 략(win-win strategy)의 이념에서 시작한다(김 정, 2003; 성경

룡, 2003, 조명래, 2003). 이는 지역간 불균형을 기계 으로 교정하는 수 의 정책을 넘어

6)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 을 한 선결요건으로 ① 지역이 스스로 발 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재정, 인력 등의 지방분권, 

② 지역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지역에 집 된 기능과 기회의 지방분산, ③ 지역발 이 외부의 것이 아

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략을 추진하는 자립  지역발 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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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신장하고 지방사회의 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간 역동  

균형을 담보하는 략  수 의 발 정책이다(Steinmo, 1995; 김 정, 2003; 성경룡, 

2003; 조명래, 2003; 하혜수, 2004; 김형빈, 2008). 참여정부의 이러한 균형발 략은 사

회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  삶을 해치는 발 모순을 극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 다(김 정, 

2003; 조명래, 2003, 김형빈, 2008). 이러한 이념과 목표 하에,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분산

/지방발 ’은  '국가균형발 원회'가 담당하 으며, 지방분권은 '정부 신지방분권 원

회'가 주로 추진하 다(조명래, 2003).

  이러한 이념과 목 하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행정 심복합도시, 공공기  

지방이 , 신도시, 기업도시, 지역 신체계 구축, 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략산업 육

성, 지방 학 육성, 낙후지역 활성화, 재정분권, 행정분권 등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동시 

다발 으로 추진되었다(국가균형발 원회, 2003; 국가균형발 원회, 2005; 재정경제

부 외, 2007)7). 이는 과거 정부와 정책의 추진의지와 구체 인 실 수단에 있어서는 상

당히 차별 인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김형빈, 2008), 한편으로는 분산정책의 부

분은 인  조정 사업으로 장기 인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재 추진 에 있거나 아

직 시작도 못한 경우도 존재하여 아직까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실 인 어려움

이 존재한다. 

2. 빈곤(poverty)에 한 개념

  빈곤 문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한 최

근 논의는 빈곤가구의 비율이 증하게 된 1997년 IMF 외환 기 이후에 그 양 인 면

과 내용면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정우·이성림, 2000; 최세  외, 

2007).

  빈곤(poverty)은 일상생활을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의·식·주가 부족한 상태 는 

최  생계를 해 필요한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결핍과 같은 물질  개념으로 통

상 으로 이해되고 있다(최세  외, 2007). 물론 빈곤은 각각의 사회구성원의 가치 단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빈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그 개념을 ①  빈곤, ② 상  빈곤, ③ 주  빈곤 등으

로 구분하고 있다(Booth, 1899; Townsend, 1974; Rainwater, 1974; Rowntree, 1901; 

7)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의 추진 방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재정경제부 외, 2007; 김형빈, 2008), 첫째, 앙정부 주도의 인

 조정을 통한 지방 분산정책을 통해 낙후지역에 해 인 으로 인 라를 보강하고 행정기 을 이 하여 각종 정책  인센

티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  지방이 , 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낙후지역지원 등을 추구

하 다. 둘째, 자립형 지방화를 해 지역 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내생  발  유도하 으며, 지역 략산업 R&D 심 학 

육성정책, 창업유도 등의 정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계획 리라는 원칙하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

생 발 할 수 있는 토 를 구축을 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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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2002; 이홍규, 2003; Iceland, 2005; 김미곤, 2006; 최세  외, 2007; 김교성 

외, 2008; 이상록․백학 , 2008).  

  첫째,  빈곤은 객 으로 사회에서 정한 일정선보다 게 가진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 한의 자원을 확보하기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장 오래된 개념이다

(Booth, 1899; Rowntree, 1901; 김교성, 2008). 즉, 생계유지를 해 필요한 일정한 생활

수 과 기본 욕구,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 양 기 (일반

으로 소득)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빈곤으로 정의한다. 특정 국가가 자국

의 빈곤 련 정책을 해 설정한 기 도 이와 련된다(최세  외, 2007). 그러나 이는 

개념 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기 이 존재함에 따라 이론

으로 한계를 가진다(Iceland, 2005). 

  둘째, 상  빈곤은 생존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 내 체 구성원의 비교에 기 하여 

빈곤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반 인 생활수 의 변화를 고려하거나 국민소득이 높

은 선진국에 용하기에 하다(Townsend, 1974; 김교성, 2008). 통상 으로 소득 

혹은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빈곤 가구로 악한다. 상 빈곤

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사회의 반 인 생활수 과 한 련 하에 상  박탈과 

불평등 개념을 시하는 개념이다. OECD는  가구소득의 40~60% 수 을 상  빈곤

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빈곤을 정의하기 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기 을 용할 수 

있어 자의 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주  빈곤은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제에서 출발하며, 생존에 필요한 기 을 구성원의 주 인 평가에 기 하여 스스로 설

정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규명하는 개념이다(Rainwater, 1974; 김교성, 2008). 따라서 구

성원이 처한 상황에 해 구성원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기에 구성원의 생활에 한 직

이고, 구체 인 느낌을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홍규, 2003; 최세  외, 

2007). 그러나 한편으로는 객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World Bank, 

2002; 김교성 외, 2008). 

  이러한 빈곤에 한 다양한 개념상의 차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측정방법과 자료차이

로 인해 빈곤이 동일한 기 으로 조작화 하는데 실 인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의 빈곤 개념과 측정에 한 연구(김미곤·여유진, 1999; 김미곤, 2000; 홍경 , 2005; 최세

·김배성·이상학, 2007; 김교성 외, 2008; 이상록․백학 , 2008; 정원오, 2008; 백학 ․

구인회, 2008)들은 기존의  빈곤으로 빈곤 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에서, 상  빈

곤, 주  빈곤, 박탈, 빈곤갭, Sen지수 등의 다양한 척도를 고려하여 여러 측면의 빈곤

과 불평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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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빈곤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상록․백학 (2008)은 크게 

① 빈곤 개념과 측정에 한 연구, ② 개별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빈곤수 (빈곤율, 빈곤

선 등), 소득수 의 변화, 그리고 이의 결정요인에 한 연구, ③ 하 집단 빈곤에 한 

연구로 빈곤노인하 집단 빈곤에 한 연구, ④ 소득이 의 빈곤 효과 분석에 한 연

구, ⑤ 지역간 빈곤 격차에 한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간 빈곤 격차와 련된 주요 연구는 기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Suh 

and Yeon, 1986; 이은우, 1995), 한국노동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세희, 2006; 김기

승․조용수, 2007; 박상우․김성환, 2007; 송 남, 2007; 김교성․노혜진, 2009), 한국복지

패 데이터(강병구·성효용·윤명수, 2008; 백학 ․구인회, 2008; 이상록·백학 , 2008; 정

원오, 2008)를 활용한 연구로 나 어 살펴보자. 

  1) 기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Suh and Yeon(1986)은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자료를 결합하여 도시와 

농 의 빈곤율  상 빈곤율을 비교 분석하 다. 분석결과 도시와 농 의 빈곤

율은 1965년 각각 54.9%와 35.8%에서 1984년 4.6%와 4.4%로 감소하 고, 상 빈곤율은 

동 기간에 각각 17.9%와 10.0%에서 7.8%와 7.5%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은우(1995)는 구 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 자본이론에 기 하여 도시와 농 의 소득결정함수를 추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격차의 요인분해를 시도하 다. 분석결과 농 의 소득분배상태는 도시에 비해 불평

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농간 소득격차의 기조건들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속성의 차이, 즉 농 가구주가 도시가구주에 비해 연령이 높고, 학력수 이 낮고 생

활자나 자 업자보다는 농림수산업자의 비율이 높은데 기인함을 밝히고 있다. .

  2) 한국노동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한국노동패 데이터는 1998년부터 10년 이상의 자료를 확보한 패 데이터로서, 이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임세희(2006)는 1998년부터 2002년 한국노동패 데이터

에 근거하여, 빈곤탈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빈곤탈출에 있어 가장 

요한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 과 가구특성이 빈곤층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취업의 질에 따라 빈곤탈출 가능성이 높았지만,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

탈출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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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승·조용수(2007)도 1차년도 부터 6차년도의 한국노동패 데이터를 통하여 연령 세

별 빈곤진입과 탈출요인의 차이 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연령 가 높을수록 

빈곤진입 비율이 높아지고 빈곤탈출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탈출의 

향요인으로는 학력, 가구내 취업자수, 취업 환 여부, 배우자 유무(40 만 해당)로 나타

났다. 

  박상우·김성환(2007)도 한국노동패 데이터 1~6차년도를 심으로 1995년부터 2002년

까지 빈곤율의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빈곤율은 1995년보다 1997년에는 다소 증

가했다가 2002년에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기 이후 빈곤가구의 약 60%는 

근로빈곤층이며, 빈곤의 진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의 결

정요인으로는 가구주가 여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수 이 낮을수록 빈곤진입가능성 

높고 빈곤탈출가능성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 남(2007)은 1998년과 2004년 한국노동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주를 제외하고 15

개 역시․도를 심으로 지역간 빈곤격차와 가계특성에 따른 빈곤격차를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1998년에는 강원, 남, 경북 등에 거주 가구가 서울지역에 비해 빈곤가구

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2004년에는 충남, 경북, 강원, 북, 남지역이 서울지역 가구

보다 빈곤가구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계특성의 경우에는 편모 는 편부가계일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과 가계특성을 고려한 사

회보장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김교성·노혜진(2009)은 한국노동패  2차년도 10차년도의 빈곤수 ( 빈곤, 상 빈

곤) 자료와 지역특성을 반 하기 한 수단으로서 지방선거총람, 통계청, 지방재정연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간 빈곤격차를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개별 지역의 빈곤율

은 경제 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강원

과 충남의 빈곤율이 상 으로 높으며, 서울과 울산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빈

곤율 감소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 요인으로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비 , 

상용직비율, 제조업비율 등이 있었다. 

  3)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은 체로 빈곤층 개인  가구를 단 로 

빈곤의 양상과 특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즉, 빈곤층의 특성은 어떠한지, 빈곤의 

진출입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빈곤에 향을 주는 개인  가구수 의 변수는 무엇인

지 등에 을 두고 있다(강병구·성효용·윤명수, 2008;이상록․백학 , 2008; 정원오, 

2008; 백학 ․구인회, 2008).

  강병구·성효용·윤명수(2008)은 2차년도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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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빈곤율 차이에 한 요인분해를 통해 도시가구와 농 가구의 빈곤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농 가구가 도시가구에 비해서  가구빈곤율과 상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인 특성, 경제활동, 가구유형에 따라 빈곤가구

의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며, 도농간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한 요인분해 결과 도시가구

와 농 가구의 상  가구빈곤율의 차이는 53.9%의 수량효과와 46.1%의 계수효과로 분

해되어 수량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백학 ․구인회(2008)는 2차년도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정규 노동과 가구

빈곤의 계를 분석하 다. 비정규직 노동이 빈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 비

정규직 여부, 성별, 연령, 교육수 , 건강상태, 가구형태, 취업가구원수, 사업장규모, 근속

년수 등의 개인  가구수 의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

직의 경우가 상 으로 빈곤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정원오(2008)는 1차년도와 2차년도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박탈과 주  빈

곤의 개념  유용성에 해서 검토하 다. 즉,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  

빈곤과 박탈지수를 구성하 고, 이를 국내외 유사한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상록․백학 (2008)은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의 양상  빈곤 결정요인을 2차년

도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 다. 여기서는 수도권여부와 더불어,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족형태, 가구원수, 취업형태, 취업가구원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Yun(2004)의 모형을 통해 상 인 향력을 확률 으로 분해하여 살펴보고 있

다. 그 결과,  빈곤과 더불어 상  빈곤 모두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별 빈곤이 지역의 발  정도와 하게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빈곤의 결정요소의 향력을 분해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지

역의 차이로 인해 기인하는 57.3-73.5% 정도임을 밝 내었다. 

4) 종합  기존연구의 한계

  이상의 연구들은 빈곤에 한 개념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거나(정원오, 2008), 빈곤을 

결정하는 다양한 개인 수 , 가구수 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임세희, 2006; 김기승·조용수, 2007; 박성우·김성환, 2007). 한 지역간 빈곤격차에 있어

서도 지역간(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등)의 빈곤격차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있다(송 남, 

2007; 강병구 외, 2008; 이상록·백학 , 2008; 김교성·노혜진, 2009). 특히 강병구 외

(2008), 김교성․노혜진(2009)의 경우는 빈곤과 상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은우(1995), 이상록․백학 (2008), 강병구 외(2008)은 빈곤에 향을 미치는 향력을 

Yun(2008) 등의 모형을 통해 요인분해를 시도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밝 내고 있다는 

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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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기존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빈곤의 

개념 가운데  빈곤을 부분 고려하고 있어, 상  빈곤, 주  빈곤, 박탈감 등

을 통한 다양한 측면의 빈곤 개념을 종합 으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즉, 많은 연구들

이 공식화된 최 생계비가 부재함에 따라 국민기 보장제도 선정기 (100만원) 등을 빈

곤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 으로 빈곤에 한 주  인식, 박탈감에 한 연구는 

소수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 빈곤의 개념이 물질  자원의 결핍 상태에서 다양한 차원을 

포 하는 박탈과 더불어, 개인의 주 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외연이 확 되고 있음을 

반 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단년치 자료를 주로 활용함에 따라 연도별 

특성과 지역간 특성을 간과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  함의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Data)만을 사용하거 있어, 빈곤의 수 과 여기에 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 인 향력의 추세를 악할 수 없으며, 시간에 따른 참여정부의 지

방 분권화  형평화 정책의 간  효과를 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

른 지역간의 빈곤의 변화와 그 향요인의 상 인 강도를 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이 IMF 이후의 제2의 경제 기 이 의 시 에서의 분석결과이므

로 재의 지역별 빈곤분포의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연구의 분석단

로 설정한 지역의 빈곡격차를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시킨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함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  함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를 들어, 기존의 연

구들은 참여정부의 분권화, 형평화, 자치화 등의 정책 내용에 따라 지역간 빈곤격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향후 어떠한 

시사 이 필요한가에 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Ⅲ. 방법론  연구설계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 데이터의 1-3차년도이며, 이 가운데 3개년 동안 동

일하게 조사된 가구(가구주)를 상으로 분석한다. 이 때 가구 데이터의 표본 가 치를 

설정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분석방법은 3개년도의 응답한 동일표본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다.8) 다

회귀분석을 할 때 지역의 구분(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더미변수로 포함시키지 않고, 연

도별, 지역 구분으로 나 어 추정식을 도출한다. 이는 지역의 차이가 편의 차이와 같

8) 분석시 이 3개년도로 짧은 계로 일반 인 패 모형(fixed effect model 는 random effect model)을 용하여 계수값을 추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추후 좀 더 다양한 시 에 데이터가 구축될 경우 이러한 분석을 향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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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상 동일하게 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른 변수와 상호작용(inter-action) 할 수 있음 

고려한 것이다. 이 게 연도별(3개)와 지역구분(2개)에 따라서 총 6개의 추정모형을 도출

하되, 종속변수가  빈곤수 (가구의 경상소득)과 주  빈곤수 (주  빈곤지

수)의 2가지이므로 총 12개의 추정모형을 제시하여 비교 분석한다. 

  추정된 다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axaca(1973)의 모형을 통해 집단 간의 어떤 

속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과 집단내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을 구분하여 추정한다(이은

우, 1995; 김태일․도수 , 2005; 이상록․백학 , 2008; 강병구 외, 2008). 를 들어,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두 집단의 빈곤 격차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추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각 표본의 빈곤수 ( Y)을 종속변수로 하고 그 외의 독립변수( X)를 통제하는 다 회귀

모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수도권 : Y m=β
mX m+ε

m

비수도권 : Y h=β
hX h+ε

h

  수도권의 회귀계수인 β
m
의 추정값을 β

m̂
이라고 하고, 비수도권의 회귀계수인  β

h

의 추정값을 β
ĥ
라고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빈곤수 의 평균값( Y)  각 독립변

수의 평균값( X)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계가 성립한다. 

수도권 : Y m= β
m̂X m

비수도권 : Y h= β
ĥX h

  이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곤격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m-Y h= β
m̂X m- β

ĥX h= β
m̂(X m-X h)+X h( β

m̂- β
ĥ)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곤격차인 Y m- Y h
는 β

m̂(X m-X h)과 X h( β
m̂- β

ĥ)의 두 

부분으로 나 어짐을 알 수 있다. β
m̂(X m-X h)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 이외의 다

른 독립변수의 차이에 기인한 빈곤의 격차를 보여주며, X h( β
m̂- β

ĥ)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한 경우의 수도권 여부에 기인한 빈곤격차를 보여 다. 

  결과 으로 이상의 모형을 통해서 다른 독립변수의 차이가 통제된 상태에서 지역간(수

도권과 비수도권) 차이의 의한 빈곤수 의 격차를 살펴볼 수 있으며, 빈곤수 이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지를 요인을 분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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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개념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변수를 개념화하고 조작화 하 다. 

  첫째, 독립변수는 그 외의 빈곤계층,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족형태, 동거, 경제

활동상태, 가구원수, 가구원수 등의 다양한 가구  가구주의 변수를 활용하 다. 여기서 

빈곤계층의 구분은 수(60%)의 균등화소득을 기 으로 한 것으로 상 인 빈곤의 

개념을 고려하여,9)빈곤층을 기 (0)으로 일반층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그 외의 인

특성의 경우, 성별은 여자를 기 (0)으로 남자를 1의 더미변수, 나이(세)는 기 시 +1에

서 출생연도를 빼서 산출, 학력수 은 졸이하, 고졸, 문 졸이상의 3가지 범주로 변

환, 혼인상태는 사별/이혼/별거/미혼을 기 (0)으로 배우자있음을 1의 더미변수, 가구형

태는 단독/편부/편모/소년소녀가장을 기 (0)으로 일반가구를 1의 더미변수, 경제활동상

태는 상용직, 임시/일용/자활근로 공공근로, 고용주/자 업, 비경제활동/무 가족 사자/

실업자의 4가지 범주로 변환, 가구원수(명)는 원자료를 활용으로 변수를 조직화하 다. 

한편, 본 연구가 을 두는 지역구분(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

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변환하여 조작화 하 다. 이 때, 지역구분은 더

미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지 않고, 다른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반 하기 해 

지역별로 일을 분할하여 다른 추정식을 도출한다. 이는 지역에 따른 빈곤수 이 동일

한 편의 효과를 가지기 보다는 다른 변수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고 단한 것이다. 

<표 1> 주  빈곤지수의 산출을 한 8문항

①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이 있다, 

②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이 있다, 

③ 돈이 없어서 공과 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이 있다. 

④ 돈이 없어서 기, 화, 수도 등이 끊긴 이 있다, 

⑤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달 이상 주지 못한 이 있다, 

⑥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이 있다, 

⑦ 돈이 없어서 가족 에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이 있다, 

⑧ 가구원 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빈곤수 을 측정하기 해서  빈곤수 과 주  빈곤수 으

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한다. ①  빈곤수 을 측정하기 해서 가구소득(가구의 경

상소득)를 활용하 다. 즉 지역별, 연도별로 빈곤계층과 기타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

9) 인 빈곤개념에 입각해서 값(최 생계비를 100만원을 기 )으로 할 경우 해당되는 표본은 2005년 기 (22개), 2006년 

기 (14개), 2007년 기 (12개)으로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표본 가 치를 설정한 경우), 이는 최근의 빈곤의 개념을 경향(주

, 상 인 개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60%)의 균등화소득을 기 으로 빈곤계층을 구분하 다(이러한 변수는 

복지패 데이터 자체에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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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득이 높을수록 인 빈곤수 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구소득

의 이분산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귀식의 등분산의 가정을 되도록 충족시키도록 자

연로그(LN)을 취해 분석에 포함하 다. ② 주 인 빈곤수 은 상  박탈감을 측정

하기 한 8개의 문항을 토 로 주  빈곤지수를 산출 이를 분석에 포함시킨다. 이러

한 문항들은 <표 1>과 같으며 3개년의 걸쳐 동일하게 조사된 것으로 명목척도(있다, 없

다, 해당없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있다’에 응답했을 경우를 1로 ‘그 외(없다와 해

당없음)’에 응답했을 경우를 0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주  빈곤지수

는 최  8 에서 최소0 의 값을 가지는 척도이며,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상 으로 주

으로 빈곤수 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분석모형 설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f 1
 : 절대적빈곤수준( ln가구경상소득)=α+∑βX+ε

f 2
 : 주관적빈곤수준(주관적빈곤지수)=α+∑βX+ε

[ α=상수, 
∑βX

=빈곤수 의 향요인, ε=오차항]

주1) 
∑βX

=빈곤계층,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족형태, 동거,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수, 가구원수

주2 빈곤계층(빈곤층=0, 일반층=1), 성별(여자=0, 남자=1), 나이(세), 학력( 졸이하, 고졸, 문 졸이상), 혼인상태(사별/이혼/별거

/미혼=0, 배우자있음=1), 가구형태(단독/편부/편모/소년소녀가장=0, 일반가구=1), 경제활동상태(상용직, 임시/일용/자활근로

공공근로, 고용주/자 업, 비경제활동/무 가족 사자/실업자), 가구원수(명)

주3) 연도별(2005, 2006, 2007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로 총 12개의 추정모형을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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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결과  해석

1. 표본의 황 

<표 2> 연도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표본의 황

구 분

2005년 기 2006년 기 2007년 기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곤

계층

구분

빈곤층 891 33 620 25 894 32 576 23 846 31 571 22 

일반층 1,834 67 1,861 75 1,871 68 1,947 77 1,921 69 2,036 78 

합계 2,726 100 2,481 100 2,765 100 2,524 100 2,767 100 2,607 100 

성별

여자 492 18 425 17 499 18 432 17 488 18 434 17 

남자 2,233 82 2,057 83 2,266 82 2,091 83 2,279 82 2,173 83 

합계 2,726 100 2,481 100 2,765 100 2,524 100 2,767 100 2,607 100 

연령

청년층(30 이하) 731 27 731 29 681 25 689 27 634 23 653 25 

장년층(40-50 ) 1,107 41 1,046 42 1,125 41 1,077 43 1,137 41 1,164 45 

노년층(60 이상) 888 33 704 28 959 35 758 30 996 36 790 30 

합계 2,726 100 2,481 100 2,765 100 2,524 100 2,767 100 2,607 100 

학력

수

졸이하 1,012 37 731 29 1,027 37 742 29 1,021 37 761 29 

고졸 884 32 899 36 893 32 914 36 913 33 923 35 

문 졸이상 830 30 851 34 841 30 853 34 827 30 912 35 

합계 2,726 100 2,481 100 2,761 100 2,510 99 2,761 100 2,596 100 

혼인

상태

미혼 148 5 217 9 136 5 217 9 124 4 201 8 

배우자있음 2,023 74 1,815 73 2,051 74 1,849 73 2,062 75 1,916 73 

사별/이혼/별거/기타 554 20 450 18 578 21 458 18 580 21 490 19 

합계 2,726 100 2,481 100 2,765 100 2,524 100 2,766 100 2,607 100 

가구

형태

단독 440 16 372 15 442 16 376 15 439 16 385 15 

편부모/소년소녀가장 64 2 51 2 70 3 53 2 62 2 57 2 

일반가구 2,222 82 2,058 83 2,253 81 2,095 83 2,266 82 2,165 83 

합계 2,726 100 2,481 100 2,765 100 2,524 100 2,767 100 2,607 1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835 31 841 34 1,053 38 1,081 43 982 35 1,120 43 

임시/일용/공공근로 512 19 606 24 307 11 381 15 360 13 361 14 

고용주/자 업 657 24 435 18 652 24 427 17 668 24 465 18 

비경제활동/실업자/무 여가사 720 26 599 24 752 27 634 25 757 27 662 25 

합계 2,725 100 2,481 100 2,765 100 2,524 100 2,767 100 2,607 100 

가구

원수

1명 440 16 372 15 442 16 377 15 439 16 385 15 

2명 683 25 608 25 659 24 594 24 677 24 587 23 

3명 578 21 577 23 601 22 580 23 586 21 582 22 

4명 783 29 708 29 802 29 737 29 796 29 814 31 

5명이상 242 9 216 9 261 9 236 9 269 10 239 9 

합계 2,726 100 2,481 100 2,765 100 2,524 100 2,767 100 2,607 100 

주1) 빈곤계층 구분은 수(60%)의 균등화소득을 기 으로 한 것임.  

주2) 동거에서 그 외는 지방/해외/학업/입원/별거/가출/분가/사망/미취학자녀/기타 임.

주3) 퍼센트의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결측값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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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는 연도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표본의 황이 제시되어 있다. 연도별로 동

일하게 응답한 표본을 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연도별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표본 분포가 각 변수별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비수도

권의 빈곤층은 31-33% 정도의 규모이나, 수도권의 빈곤층은 22-25%로 다소 낮고 이러

한 경향은 2005년-2007년의 3개년에 걸쳐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외

의 성별, 연령 , 학력수 , 혼인상태, 동거, 가구형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수의 각 변수

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연도별로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연도별 지역  빈곤계층 여부에 따른 빈곤 수  단순비교

<그림 1> 2005년-2007년 수도권여부와 빈곤계층 구분에 따른  빈곤수 과 주  빈곤수 의 단순 비교

<  빈곤수  비교 (단  : 만원)> <주  빈곤수  비교 (단  : 7  척도)>

  <표 3>은 2005년-2007년 지역  빈곤계층 여부에 따라  빈곤수 (가구의 경

상소득_만원)과 주  빈곤수 (주  빈곤지수_8 )를 단순 비교한 결과이며 <그림 

1>은 이를 도식화 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빈곤수 과 주  빈곤수 으로 

나 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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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그림 1>을 통해  빈곤수 을 리하는 가구 경상소득(만원)은 지역과 

빈곤계층이 동일할 때 지속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3>의 결과를 통해, 

동일한 지역에서 빈곤층과 일반층 차이는 일반층이 훨씬 높으며, 연도별로 그 차이는 지

속 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2005년의 비수도권에서 일반층은 3,906만원이 

평균에 해당되었으나, 빈곤층의 경우는 842만원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 약 3,064만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2006년에 3,694만원, 2007년에 3848만원으로 지속 으로 

차이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도권의 경우에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있

으나 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빈곤층과 일

반층의 소득차이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림 1>에서 주  빈곤수 을 리하는 주  빈곤지수(8 )의 경우는 지

역과 빈곤계층이 동일할 때 지속 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주  빈곤지수가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상 으로 인식하는 주  빈곤수 이 높음을 의미하는 지수라는 

에서 지역과 빈곤계층이 동일할 때 시기에 따른 주  빈곤수 은 조 씩 낮아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표 3>을 통해서 모든 경우에서 빈곤층이 일반층보다 주 으로 인식

하는 빈곤의 수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빈곤층과 일반층의 차이는 지역

에서는 다소 다를 양상을 보인다. 비수도권에서의 빈곤층과 일반층의 주  빈곤수 의 

차이는 2005년의 0.509이후로 2006년 0.326, 2007년 0.280으로 차 감소한 반면에, 수도

권에서는 2005년에 0.608에서 2006년에 0.280으로 감소하 으나 2007년에 다시 0.410으로 

높아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5년-2007년 지역  빈곤계층 여부에 따른  빈곤수 과 주  빈곤수 의 단순 비교

구 분

2005년 기 2006년 기 2007년 기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빈곤층 일반층 빈곤층 일반층 빈곤층 일반층 빈곤층 일반층 빈곤층 일반층 빈곤층 일반층

 

빈곤수

평균 842 3,906 919 4,034 936 4,631 1,003 4,397 982 4,830 1,040 5,038 

평균차이 -3,064*** -3,115*** -3,694*** -3,394*** -3,848*** -3,998*** 

표 편차 486 2,169 486 2,456 500 3,818 500 2,691 532 3,187 546 4,320 

N 882 1,834 612 1,861 885 1,871 566 1,947 840 1,921 563 2,036 

주  

빈곤수

평균 0.759 0.251 0.868 0.260 0.473 0.147 0.581 0.182 0.385 0.104 0.577 0.167 

평균차이 0.509*** 0.608*** 0.326*** 0.399*** 0.280*** 0.410*** 

표 편차 1.306 0.775 1.565 0.838 1.033 0.580 1.208 0.579 0.974 0.421 1.118 0.570 

N 845 1,635 581 1,659 891 1,870 573 1,946 846 1,921 571 2,035 

주1)  빈곤수 은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만원)이며,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인 빈곤수 이 낮음을 의미함

주2) 주  빈곤수 은 8개의 문항을 통해 산출된 주  빈곤지수(8 )이며,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주 으로 빈곤수 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주3) ***p<0.01, **p<0.05, *p<0.1에서 통계 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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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으로 지역과 빈곤계층이 동일할 때 체 으로  빈곤수 과 주 인 빈

곤수 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5년 이후 비수도

권과 수도권에서 다소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빈곤층과 일반층의 경상소득의 차

이는 차 커지고 있다. 반면에 주  빈곤지수는 2006년에 모든 지역에서 빈곤층과 일

반층의 차이가 낮아졌으나, 2007년에는 비수도권은 낮아진 반면 수도권은 다시 높아졌다

는 에서 주 인 빈곤의 박탈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지역(비수도권과 수도권)과 빈곤계층(빈곤층과 일반층)만을 고

려한 결과라는 에서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빈곤수 의 차이를 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히 지역과 빈곤계층에 따른  빈곤수 과 주  빈곤수

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서는 지역과 빈곤계층 외에 다양한 변수를 추가 으로 고려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연도  지역별 다 회귀분석

<표 4> 2005년-2007년 지역별  빈곤수 (연간 가구 경상소득)에 한 다 회귀분석

연도  수도권 구분
2005년 기 2006년 기 2007년 기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상수) 5.731*** 5.772*** 5.795*** 5.917*** 5.973*** 5.997*** 

빈곤계층 구분(빈곤층=0, 일반=1) 1.160*** 1.147*** 1.101*** 1.039*** 1.096*** 1.075*** 

성별(여자=0, 남자=1) -0.029 0.048 0.034 0.011 0.010 -0.003 

나이(세) 0.002* 0.003*** 0.003*** 0.003*** 0.002** 0.002** 

학력수

(기  : 졸이하)

고졸=1, 그 외=0 0.075** 0.069** 0.128*** 0.117*** 0.152*** 0.102*** 

졸이상=1, 그 외=0 0.225*** 0.289*** 0.298*** 0.358*** 0.314*** 0.401*** 

혼인상태(사별/이혼/별거/미혼=0, 배우자있음=1) 0.042 -0.065 0.016 -0.017 0.020 -0.102*** 

가구형태(단독/편부모/소년소녀가장=0, 일반가구=1) 0.219*** 0.255*** 0.233*** 0.308*** 0.208*** 0.310*** 

경제활동상태

(기  : 비경제활동 등)

상용직=1, 그 외=0 0.439*** 0.375*** 0.313*** 0.329*** 0.324*** 0.267*** 

임시/일용/공공근로=1, 그외=0 0.230*** 0.159*** 0.138*** 0.126*** 0.161*** 0.090*** 

고용주/자 업=1, 그외=0 0.247*** 0.259*** 0.195*** 0.259*** 0.195*** 0.265*** 

가구원수(명) 0.165*** 0.151*** 0.179*** 0.137*** 0.166*** 0.171*** 

R 2

( Adjusted-R 2)

0.692 0.682 0.750 0.675 0.757 0.702 

0.691 0.680 0.749 0.673 0.756 0.701 

N 2,716 2,473 2,751 2,499 2,753 2,588 

주1) 빈곤계층 구분은 수(60%)의 균등화소득을 기 으로 한 것임  

주2) 종속변수는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에 자연로그(LN)을 취한 값으로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빈곤수 이 높음을 의미함

주3) 해당 수치는 비표 화계수(B)를 의미함

주4) ***p<0.01, **p<0.05, *p<0.1에서 통계 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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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는 2005년-2007년 지역별  빈곤수 (연간 가구 경상소득)에 한 다 회

귀분석 결과이다. 연도별로 지역별로 6개의 모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모형의 R 2은 0.675

에서 0.757 사이의 다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빈곤계층, 성별, 나

이, 학력수 , 혼인상태, 가구형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의 경상소득 변

화를 약 67.5-75.7%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각 변수들의 비표 화계수의 크기는 연도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나 그 방향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통계 으로 의미를 가지는 변수를 살펴보면 체 으로 빈곤층보

다는 일반층에 해당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수 이 높을수록, 단독/편부모/소년소

녀가장의 가구형태에 비해서 일반가구에 해당될수록, 비경제활동<임시/일용/공공근로

<고용주/자 업<상용직의 순으로, 가구원 규모가 많을수록 평균 인 가구의 경상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술한 표본일수록  빈곤수 이 낮음을 상할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빈곤계층 변수를 심으로 지역간의  빈곤수 이 연도별

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비교해보자. 2005년의 비수도권에서는 계수값이 1.160으로 

나타나, 다른 기타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빈곤층에 해당되는 표본에 비해서 일반층에 

해당되는 표본이 평균 으로 ‘100[exp(1.160)-1]=219%’ 높은 경상소득을 가지며, 이러한 

계수값은 2006년에 ‘100[exp(1.101)-1]=201%’, 2007년에 ‘100[exp(1.096)-1]=199%’으로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에서는 빈곤층과 일반층의 경상소득의 차이

가 차 어듦에 따라  빈곤수 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

해서 수도권의 경우는 2005년에 빈곤층에 비해 일반층이 ‘100[exp(1.147)-1]=215%’ 많은 

경상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100[exp(1.039)-1]=183%’로 격한 감

소를 보 으나 2007년에 다시 ‘100[exp(1.075)-1]=193%’으로 빈곤층과 일반층의 차이가 

2006년에 비해 더 커졌다. 

  결과 으로 2005년에 비수도권에서의 빈곤층과 일반층의 차이는 219%이고 수도권에

서의 차이는 215%로 지역간의 차이는 4% 정도이나,  2007년에 비수도권에서의 빈곤층

과 일반층의 차이는 199%이고 수도권에서의 차이는 193%로 지역간 차이는 6%로 다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5년에 비해서 2007년에 수도권과 비수권의 빈곤층

과 일반층의  빈곤수 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10) 실제로 사회과학의 속성상 1에 가까운 R제곱을 얻기는 힘들지만, 변수가 늘어날수록 R제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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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5년-2007년 지역별 주  빈곤수 (주  빈곤지수)에 한 다 회귀분석

연도  수도권 구분
2005년 기 2006년 기 2007년 기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상수) 1.376*** 1.522*** 1.029*** 0.939*** 0.924*** 0.703*** 

빈곤계층 구분(빈곤층=0, 일반=1) -0.465*** -0.632*** -0.328*** -0.413*** -0.313*** -0.358*** 

성별(여자=0, 남자=1) 0.102 0.059 0.063 0.085 0.090* -0.007 

나이(세) -0.010*** -0.013*** -0.009*** -0.007*** -0.009*** -0.003** 

학력수

(기  : 졸이하)

고졸=1, 그 외=0 -0.066 -0.031 0.028 -0.045 -0.030 0.009 

졸이상=1, 그 외=0 -0.252*** -0.086 -0.113** -0.167*** -0.136*** -0.073* 

혼인상태(사별/이혼/별거/미혼=0, 배우자있음=1) -0.358 -0.379*** -0.207*** -0.229*** -0.190*** -0.105* 

동거(단독/편부모/소년소녀가장=0, 일반가구=1) -0.023 -0.018 0.018 -0.087 0.042 -0.181*** 

경제활동상태

(기  : 비경제활동 등)

상용직=1, 그 외=0 -0.351*** -0.393*** -0.239*** -0.042 -0.183*** -0.082* 

임시/일용/공공근로=1, 그외=0 0.155** 0.168** 0.153*** 0.310*** 0.186*** 0.358*** 

고용주/자 업=1, 그외=0 -0.229*** -0.194** -0.126*** 0.074 -0.100*** 0.043 

가구원수(명) 0.109*** 0.156*** 0.051*** 0.075*** 0.043*** 0.077*** 

R 2

( Adjusted-R 2)

0.131 0.138 0.096 0.112 0.112 0.114 

0.128 0.133 0.092 0.108 0.108 0.110 

N 2,480 2,240 2,756 2,505 2,759 2,595 

주1) 빈곤계층 구분은 수(60%)의 균등화소득을 기 으로 한 것임  

주2) 종속변수는 주  빈곤지수(7  척도)로 해당수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주3) 해당 수치는 비표 화계수(B)를 의미함

주4) ***p<0.01, **p<0.05, *p<0.1에서 통계 으로 의미를 가짐을 뜻함 

  <표 5>는 2005년-2007년 지역별 주  빈곤수 (주  빈곤지수)에 한 다 회귀

분석 결과이다. 연도별로 지역별로 6개의 모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모형의 R 2은 0.096에

서 0.138 사이의 다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빈곤계층, 성별, 나이, 

학력수 , 혼인상태, 가구형태,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의 경상소득 변화

를 약 9.6-13.8%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변수들의 비표 화계수의 크기는 연도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나 그 방향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통계 으로 의미를 가지는 변수를 살펴보면 체 으로 빈곤층보

다는 일반층에 해당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수 이 높을수록( 졸이상의 경우만), 

사별/이혼/별거/미혼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을수록, 상용직<고용주/자 업< 비경제활동

<임시/일용/공공근로의 순으로, 가구원 규모가 많을수록 평균 인 주  빈곤지수가 낮

게 나타났다. 따라서 술한 표본에 해당될수록 주 으로 인식하는 빈곤의 수 이 낮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빈곤계층 변수를 심으로 지역간의 주  빈곤수 이 연도별

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비교해보자. 2005년의 비수도권에서는 계수값이 -0.465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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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다른 기타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빈곤층에 해당되는 표본에 비해서 일반층에 해

당되는 표본이 평균 으로 해당 수치만큼 빈곤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수값

은 2006년에 -0.328, 2007년에 -0.313으로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

에서는 빈곤층과 일반층의 주  인식지수가 차 어듦에 따라 주 으로 인식하는 

빈곤수 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와 <표 5>를 통한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  차이 외에 비교집

단이 동질 이라는 제가 성립될 때 타당한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다 회귀분석을 통해 경상소득 는 주  인식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일

부 특성만을 통제하고 있다는 에서 일정부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 3>에

서처럼 단순히  빈곤수 (경상소득)과 주  빈곤수 (주  빈곤지수)을 비교

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확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표를 통제함으로써 동일한 조건

에서 좀 더 실제에 가깝게 비교를 시도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4. Oaxaca 모형을 통한 빈곤격차 요인 분해

<표 6> Oaxaca 모형을 통한 빈곤격차 요인 분해

구 분

 빈곤수 주  빈곤수

2005년 기 2006년 기 2007년 기 2005년 기 2006년 기 2007년 기

값
비

(%)
값

비

(%)
값

비

(%)
값

비

(%)
값

비

(%)
값

비

(%)

①
체 차이 

( ② + ③ )
-0.175 100.0 -0.142 100.0 -0.166 100.0 0.007 100.0 -0.021 100.0 -0.067 100.0 

②
지역요인에서 기인한 

차이
-0.115 65.6 -0.132 92.7 -0.138 83.5 0.012 189.2 0.010 -44.9 0.018 -26.1 

③
기타요인에서 기인한 

차이
-0.060 34.4 -0.010 7.3 -0.027 16.5 -0.006 -89.2 -0.031 144.9 -0.085 126.1 

주1) 지역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뺀 값(비수도권 - 수도권)”을 의미함

주2) 기타요인에서 기인한 차이는 빈곤계층 여부, 가구주 인 특성(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상용직, 임시/일용

/공공근로, 고용주/자 업, 비경제활동), 가구형태, 가구원수의 변수에서 기인한 차이를 의미함

주2)  빈곤수 은 가구의 경상소득(만원)에 자연로그를(LN)를 취한 값으로 비율의 변화를 의미하며, 해당 수치가 낮을수

록 빈곤수 이 높음을 의미함

주3) 주  빈곤수 은 주  빈곤지수(7  척도)로 해당수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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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5년-2007년의 지역  기타 요인별  빈곤수 과 주  빈곤수  변화 

<  빈곤수 > <주  빈곤수  비교 >

  한편, 술한 <표 4>와 <표 5>의 다 회귀분석결과를 토 로 Oaxaca 모형을 통한 

지역간 빈곤격차 요인을 분해해보자. 이상의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

는데, 이를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체 빈곤수 과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

는 지역 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빈곤수 , 그밖에 요인에 의해서 기인하는 빈곤수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빈곤수 의 경우 2005년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체 차이가 -0.175인 

것이 2006년에 -0.142, 2007년에는 -0.166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평균 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가구의 경상소득이 높음을 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빈곤

수 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연도별로 모두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의 

지역간 체차이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는 

지역간 차이가 감소하 으나, 2007년에 지역간의 차이는 2006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

다. 이러한 체 차이 가운데 지역요인에서 기인하는 차이는 2005년 65.6%, 2006년 

92.7%, 2007년 83.5%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서 상 으로 그 향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  빈곤수 의 경우 2005년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체 차이가 0.007인 것

이 2006년에 -0.021, 2007년에는 -0.067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5년에는 비수도권이 수도

권에 비해 주  빈곤지수가 높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수도권이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수도권의 주  빈곤수 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

으로 낮아졌고, 2005년과 2006년으로 갈수록 수도권의 주  빈곤수 이 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주 으로 인식하는 

빈곤수 이 높았으나, 2006년, 2007년으로 갈수록 수도권의 빈곤수 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 차이 가운데 지역요인에서 기인하는 차이는 (-)인

데 반해, 부분이 기타 요인에서 기인하는 차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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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함의  한계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는 국가균형발 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심복합도시, 

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  지방이 , R&D 지방 지원 비율 확 , 지역 신체제 시범

사업, 국가균형발  5개년 계획, 지역특화발 특구 설치, 낙후지역 인 라 구축 등의 세

부 정책이 실  는 계획되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  련 개별 정책들이 일정한 효과

를 내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된다는 에서 실 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끝난 시 에서 국가균형발 에 한 성과를 간 으로 평가하고,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시사  제공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1-3차년도의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지역간 빈곤격차 변화 요인에 해서 분석하 다. 즉, 참여정부(2003-2007년)

의 다양한 분권화 정책이후의 지역간의  빈곤수 (경상소득)과 주 인 빈곤수

(주  빈곤지수)은 어느 정도 수 이며,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 는지, 이에 향을 

주는 주요 변인(특히, 지역과 빈곤계층, 기타 인  특성, 경제활동)은 무엇인지, 그 향

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실증 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 회귀분석결과, ①  

빈곤수 을 리하는 가구의 경상소득은 빈곤층보다는 일반층에 해당될수록, 나이가 많

을수록, 학력수 이 높을수록, 단독/편부모/소년소녀가장의 가구형태에 비해서 일반가구

에 해당될수록, 비경제활동<임시/일용/공공근로<고용주/자 업<상용직의 순으로, 가구원 

규모가 많을수록 평균 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술한 표본일수록  빈곤수

이 낮음을 상할 수 있다. ② 주  빈곤수 을 리하는 주  빈곤지수는 빈곤층보

다는 일반층에 해당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수 이 높을수록( 졸이상의 경우만), 

사별/이혼/별거/미혼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을수록, 상용직<고용주/자 업< 비경제활동

<임시/일용/공공근로의 순으로, 가구원 규모가 많을수록 평균 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

라서 술한 표본에 해당될수록 주 으로 인식하는 빈곤의 수 이 낮음을 상할 수 

있다. 

  둘째, Oaxaca 모형을 통한 지역간 빈곤격차 요인을 분해한 결과, ①  빈곤수

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연도별로 모두 낮으나, 연도별의 지역간 체차이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 차이 가운데 지역요인에서 기인하는 차이는 2005년 

65.6%, 2006년 92.7%, 2007년 83.5%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서 상 으로 그 향력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주  빈곤수 의 경우 2005년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주 으로 인식하는 빈곤수 이 높았으나, 2006년, 2007년으로 갈수록 수도권의 

빈곤수 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 차이 가운데 지역요인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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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차이는 (-)인데 반해, 부분이 기타 요인에서 기인하는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

념 , 방법론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된다. 즉, 기존연구는 빈곤의 개념 가운데 

 빈곤에 을 두고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주  빈곤 

는 박탈감 등의 측면을 반 하여 빈곤수 을 종합 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많은 연

구들이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Data)만을 사용하여 빈곤의 수 과 여기에 향

을 주는 변인들의 상 인 향력의 추세를 악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시간에 따른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의 간  효과를 악하고 시기별로 향요

인의 상  강도를 악하 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이러한 개념 , 방법론  시사 을 토 로 지역의 빈곤격차를 참여정부의 정책

과 연계시킨 연구결과의 정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

원회를 사실상 폐지하며 신도시 조성과 공공기  지방 이 , 지역 략산업 축소 

등 기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 정책을 반 으로 수정 내지 축소하고 있으며, 규제합리

화 측면에서 폭 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에 한 간 인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상생발 을 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간 빈곤

격차 변화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빈곤문제의 효과 인 응을 해

서는 지역 으로 차별화된 빈곤 책의 강구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앙정부 차원의 획일

화된 빈곤 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에 시사 에도 불구하고, 락된 변수의 문제, 측정오차 등의 방법론의 

실 인 제약이 존재하고, 본 연구 결과가 실제와 다른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다른 후속 연구

가 행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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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른 고용

A longitudinal study on mental health factors to affect employment period among persons with 

crippled disorder including working ability. 

박선혜*․강주희․오혜정

  본 연구의 목 은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에 따른 고용기간을 알아 으로

써,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고용을 진하는 것은 물론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에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한 임상  함의를 제공하여 실질 으로 장애인 안정 인 고용을 유

지하는데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복지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시간, 그리고 이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고용여

부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용기간에 유의한 향을 끼쳤다. 즉, 우울 수 이 

높아질수록 고용기간이 감소하 고(β=-.15, p<.05), 자아존 감 수 이 높아질수록 고용기간이 증가하 다

(β=3.72, p<.05). 본 연구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소속 사업장에서  EAPs (Employee Assistant 

Programs)를 통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사회에서 자 업자와 고용주 등

을 상으로 재 근로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임상  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근로의사가 있는 재 비근로 지체장애인을 상으로 한 취업 로그램에서 개별화  체

계화된 고용 로그램을 통하여 지체장애인의 양질의 고용을 활성화시켜야할 것이다. 

주제어: 지체장애인, 고용, 고용기간, 정신건강 

Ⅰ. 서론

  장애인은 신체 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우  지원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2006)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

(2008)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 는 사회생활

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자로 설명한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을 사회 으로 불리

한 다른 집단들(disadvantaged groups)과 마찬가지로 생물학  열성, 고정 념, 부정  

낙인, 분리, 편견, 차별 등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인종  소수집단과 같은 하나의 집단으

로 정의하고 있다(Hahn, 1988; Oliver, 1986). 이  지체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기능  



- 607 -

부자유한 부 와 체간이나 사지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자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

하고, 일상생활  직업생활에서 제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지체장애인은 주로 운동기능 

 감각의 장애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골격이나 아 성 질환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체운동이 부자유한 상태는 지체장애에서 제외되며, 그 장애가 구 으로 남아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이근덕, 2001).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변용찬․김성희․윤상웅․최미 ․계훈방․권선진․이선우, 

2006)에 따르면 체 장애인 수는 2,148천명으로 추정, 2000년도를 기 으로 한 1,449천

명과 비교하여 698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출 률 한 3.09%에서 

4.59%로 증가하 다. 체 장애인  지체장애인은 1,005천명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다. 2000년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인

구는 48.7%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0.7%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하 다(이동 , 2005 재인용). 한 2005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실업

률은 23.0%로 비장애인의 실업률인 3.7%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 을 나타냈다(변용찬 

외, 2005 재인용). 장애인  지체장애인의 경우, 일반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비 은 

40.9%로 가장 높았으며, 자 업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한 임 근

로자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  25.2%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

지부, 2006).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황 자료(2005)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

우 사업체 수는 13.9%에 불과하지만 용 상 근로자 수는 63.1%를 차지하고 고용 의

무 인원도 69.2%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김용탁,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의무고용 장애인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한

국장애인고용 진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체 민간 기업과 비교하여 300인 이상 사업

장(2,388개)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더욱 낮으며, 상  3%에 해당하는 30  기업 집단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탁, 2005). 30  기업집단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

는 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할당 된 장애인 비고용 부담 을 부담하도록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으로서 취업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의 직장생활 응 한 매우 어려운 과제이

다. 취업 후, 지체장애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직장 생활 부 응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

에 퇴사하는 비율이 28.5%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2006). 지체 장애인  

이직경험이 없는 30.9%를 제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직 경험을 연구한 결과에 따

르면 비장애인의 이직 경험은 0.8회인 반면에 장애인은 2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유명 , 1994).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2001)의 보고에 따르

면, 당해 취업한 장애인  25.34%가 퇴사한 반면, 비장애인의 퇴사율은 12.67%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은 여 히 매우 힘든 문제이며, 진입 후에도 높

은 이직률, 고실업, 장기 실업 상태, 낮은 임 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놓여있는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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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환경이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호석, 2001).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고

용 유지 기간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취업 후, 직업에 한 부 응 등으로 인해 직업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승아, 1995).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

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의 경우, 부분 학력  무

기능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은 물론 취업 후 임 , 잦은 이직과 우선 해고 등의 열악

한 근로 조건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직업 성공의 의미는 의로 직무수행이며, 의로 직업 인 성공으로 말할 수 있다. 직

업 성공이란 정 인 심리 요인과 더불어 직업  경력(경험)의 결과로, 개인에 따라 직

무 련 성과에 해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Rozier, Raymond, Goldstein, 

and Hamilton, 1998; Seibert and Kraimer, 2001). 이달엽(2003)의 연구에서 장애인 근로

자의 직업  성공에 끼치는 향 요인을 살펴보면 자아존 감과 자아효능감의 개인요인, 

혼인, 다  역할 스트 스  배우자의 가족  요인과 멘토, 사회  연결(network)과 

자원 활용능력의 조직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다. 한 직업유지의 의미는 직업재

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응하

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Katz-Garris, McCue, Garris, and Herring, 1983). 한국장애

인재활 회(1999)의 발표에 따르면 직업 훈련 로그램 혹은 직업 응 훈련 로그램 등 

직업 재활서비스를 통해 취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칭하

다. 한 국내 연구에서는 취업 후 30일에서 2년까지 직업유지기간의 성공을 단하는 

기 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최희수, 1999; 이 진, 2000; 심경순, 2003; 이상욱․박주

, 2002; 손국진, 2004; 이채식, 2004; 이형열, 2007). 고용  고용유지에 향요인을 살

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   혼인상태 등의 인구사회학  요인(Weiner, 1964; Buell 

and Anthony, 1973), 자아존 감, 취업동기, 생활기술, 스트 스 처능력, 직업태도  

자아  등의 심리  요인(Strauss, 1977; Wehman and Mclaughlin, 1980; Jacobs, 1998; 

Anthony et al., 1986), 인 계 능력, 사회  지지, 가족의 지지(Freeman and Simmon, 

1963), 직업재활 로그램(Jacobs, 1998),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오수정, 1999)   사회  

낙인인식 등의 사회  요인과 근무환경조건, 동료  상사와의 계, 직업재활기 의 지

지 등의 환경  요인(주소 , 1999) 등으로 꼽혔다. 고용을 유지하는 데 부정 인 향을 

끼치는 요인인 인구학  특성, 조직분 기, 직무  인 자원 리시스템 등의 조직 인 

특성은 물론 개인의 자아존 감 등 개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1981). 심리  요인과 취업과의 계에서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의 우울 등과 심리

인 요인이 취업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eShane and Karp, 1993). 

  과거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지배 이었으나 최근에는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최 미, 2002). 

장애인은 일차 으로 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은 물론(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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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직업을 통해 재활하고자 하는 욕구도 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최 미, 2002). 

그러나 재까지도 상당수의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 이며, 생산과 

납세의 주체 인 개체이기보다 보호와 면세의 객체 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장

창엽․육주혜․최진․이계존, 2002).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 자활의 기반 확립과 생계

수단 이상의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이형열, 2007), 고용을 지속함으로써 직

장생활의 만족도  안정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장애인 등   특

성과 장애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개별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 장

애인을 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에 한 연구가 일반 이다. 한 지업성공의 개인요인

과 직업 유지의 향 요인  심리  요인을 지체장애인의 고용기간과 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세란(2005)이 지 한 바와 같이 비교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장애여

부가 고용에 부정  향을 끼치지 않는 지체장애인을 심으로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과 고용 지속 정도의 계를 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체장애인 에서도 근로 가능자

를 선별하여, 사회  차별 요인과 개인의 직업  능력 요인에 따른 고용 유지 어려움을 

배제하고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수 에 따른 고용기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의 3년 간 추이를 알아본다. 

  셋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고용기간(1년 간 근로 월 수, 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의 3년 간 추이를 알아본다.

  넷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에 따른 고용여부  고용기

간을 알아본다. 

  이로써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고용을 진하고 양질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한 임상  함의를 제공하여 실질 으로 장애인의 안

정 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모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장애인의 정신건강

  자아존 감이란, 자신이 인지하는 자아개념이며,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다고 단

하는 것으로 언 하 다.(Coopersmith, 1967; Rosenberg, 1965). 기존의 연구들에서 장애

인의 경우,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해 흔히들 부정 으로 여긴다고 보고하고 있다

(Geis, 1972; Lee, 1970). 어린 시 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 610 -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인 신체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며(Javad, 1986), 신체  모

습에 한 사회  가치를 내재화하게 되어 이것이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한 부분

으로써 자리 잡게 된다(Anderson, 1982). 특히 사회에서 생산 인 효율성이 요시

되어 지체자애인의 직업  생산성과 이동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축감으로 낮은 자아

존 감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Matt and Butterfield, 2006; Ritsher & Phelan, 2004). 이

는 지체장애인의 자아존 감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vad, 1986).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보다 낮은 자아존 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osek, Hughes, Swedlund, Taylor, and Swank, 2003). 일반여성과 신체장애를 가진 여

성의 자아존 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신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78%가 높거나 

혹은 보통 수 의 자아존 감을 보이는 등 반 으로 평균 이상의 수 을 보이고 있으

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여성과 비교 할 경우에는 비교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Nosek, Howland, Rintala, Young, and Chanpong, 2001). 

  자아존 감과 더불어 지체장애와 우울  정신  고통의 연 성에 한 연구도 꾸

히 이루어져 왔다(Kathol and Petty, 1981; Langner and Michael, 1963; Neff, Husaini 

and McCorkel, 1980). 이  상당수의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신체  질병  장애는 우울

을 야기할 수 있으며(Aneshensel, Frerichs, and Huba, 1984),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부

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수 의 우울증상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Turner 

and Beiser, 1990). 더욱이 부분의 연령 와 남녀 모두에게서 높은 수 의 우울 특성과 

증상의 험이 있으며, 이 수  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and Noh, 1988). 김승철과 심진이(2005)의 연구를 보면, 지체장애인의 우울은 연령에 따

라 달라지며 20 와 30 에 비해 40 가 장애에 한 응으로 인해 보다 정 인 정

신건강 수 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들에서 남성

과 비교하여 여성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oyle and Roberge, 

1992; Fuhrer, Rintala, Hart, Clearman, and Young, 1993; Rintala, Hart, and Fuhrer, 

1996; Nosek, and Hughes, 2003 재인용). 

2. 장애인의 고용

  이근덕(2001)의 지체장애인의 취업실태에 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의 경

우, 소득 수 이 비장애인의 최 임 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체장애인 부분이 단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낮은 수입, 과다

한 업무  차별 등으로 인하여 결국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나타났다(최

미, 2002). 인구사회학  특성과 고용의 연 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연령이 

높을수록 비취업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언 하고 있으며(Classen, 1977), Lynch(1989)



- 611 -

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며 기혼여성인 경우, 부양하는 아동의 수가 많을

수록 비취업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고하 다. Roessler와 Rubin(1982)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와 실업은 한 계를 갖고 있으며, 취업 후 장애로 인하여 직업  성공률에 부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지에 하여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보면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실업률이 높으며 고용이 된 후 직업 인 성

공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Haring, Lovett and Smith, 1990).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낮은 수 의 자아존 감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 인 자원을 획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이 외에 다른 기회를 획득하

는 것 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Nosek and Hughes, 2003). 자아존

감의 경우 심리  건강의 주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Bat-Chava, 1993; Wright, 1983). 자아존 감과 직업 

개념에 한 계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 의 직업개념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unson, 1992; Super and Nevill, 1984). 즉 높은 수 의 

자아존 감은 직업 인 결과와 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살펴보면, 응답자  실업상태의 심리  서비스를 제외한 직업훈련만 받은 경우 그리

고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것을 비교할 때, 자아존 감과 직업  개념에서 상당한 차이

가 나타났다(Crisp, 2005). 한 자아존 감 수 이 높은 경우, 그러지 않은 경우와 비교

하여 높은 수 의 사회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  건강의 향과의 상호연

계를 설명하 다. Baruch and Barnett(1986)의 연구에서도 신체 장애인의 자아존 감

은 고용상태와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높은 자아존 감은 높은 수 의 직

업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risp, 1996). 장기  실업과 심리  정신

건강의 계에서 이 두 변인의 계를 밝히면, 실업 상태의 여성의 경우 무기력과 자기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 감이 나타났으며(Winefield and 

Tiggemann, 1985), 실업상태의 남성과 비교하여 높은 수 의 정신병리 으로 더 높은 

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nks and Jackson, 1982; Finlay-Jones, and 

Eckhardt, 1984). 고용상태의 여성과 비교하여 실업상태의 여성들의 경우 우울수 이 증

가하 고(Warr and Parry, 1982; Hall and Johnson 1988), 면역  기능이 감소하 으며

(Arnetz et al., 1987), 실업상태에서 스트 스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nner 

and Levi, 1987). 심리  요인과 취업과의 계을 설명한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의 우

울 등과 심리 인 요인이 취업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eShane and Karp, 

1993). 



- 612 -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복지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1차년도에는 18,856명의 가구원이 수집되었고, 2차년도와 3

차년도는 1차년도에 선정된 표집을 추 하여 면 을 거쳤으며, 각각 17,478명, 16,614명

으로 비교  높은 표집유지율을 나타냈다. 수집된 표본 ,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 

 근로 가능(자기기입식)자를 상으로 하여 분석하 으며, 연령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로 제한하 다. 1차년도 209명, 2차년도 246명, 3차년도 230명의 표

집이 사용되었다.

2. 연구 변수  자료 분석 방법

  1) 연구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 , 가족 동거 형태, 혼인 상태, 장애 등 , 연 평균 

수입의 변수를 활용하여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조사하 으며, 정신건강(우

울, 자아존 감)과 고용기간(1년 간 근로 월 수, 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의 추이

를 살펴보았다. 한 정신건강이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고용여부  고용기간(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정신건강을 독립변수로 두었으

며, 고용여부  고용기간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정신건강 변수  우울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CESD-11 척도를 활용하 으며, 조사 

시 에서 지난 1주일 동안의 심리 상태에 해 질문을 하 다. 1~4 으로 측정되어 있는 

각 문항의 변수 값을 0~3 으로 변경하 으며, 모든 문항의 값들을 더한 후, 20/11로 곱

한 값을 사용하 다. 수치가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 감의 경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osenberg Self Esteem Scales를 

활용하 다. 이 변수는 우울 변수와 달리 조사 시 을 기 으로 하여 조사되었고, 모든 

문항을 더한 후 10으로 나  값을 사용하 다. 계산된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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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분석방법

  SAS 9.1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 , 가족 

동거 형태, 혼인 상태, 장애 등 , 연 평균 수입)을 알아보고, 특히 χ2검정과 T검정을 사

용하여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인구사회학  특성 차이 유무를 분석하 다. 

  둘째, ANOVA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차년도(별)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 혹은 조사

상자의 삽입)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보다 구체 으로 비교하

기 해 Duncan검증을 실시하 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용기간(1년 간 근로 월 수, 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의 추이를 알아보기 해 ANOVA분석을 실시하 으며, Duncan검증을 실시하여 다

 비교를 하 다.

  넷째, 조사 상자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과 시간, 그리고 이 변수 간의 상호작

용에 따른 고용여부  고용기간의 종단  변화를 분석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시간은 선형 효과에 의해 분석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  요인

  1차년도(기 선) 조사 상자의 근로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1>와 같다. 

총 209명의 지체장애인  근로자는 160명으로 체의 76.92%를 차지하는 반면 비근로

자는 48명으로 23.08%이다.

  근로자  남성과 여성의 비 은 각각 76.88%, 23.12%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비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52.08%, 여성이 48.92%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

았다. 한 근로여부에 따른 성별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χ2=11.06, 

p<.001).

  근로여부에 따른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경우 40 와 50 가 각각 30%와 

35%로 가장 많으며, 20  1.88%, 30  11.87%, 60  21.25%의 비 을 차지하 다. 비근

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0 와 50 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체의 25%, 32.25%이다. 한 20  12.5%, 30  14.58%, 60  16.6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여부에 따른 연령의 분포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χ2=10.71, 

p<.05).



- 614 -

  조사 상자의 교육 수 은 근로자와 비근로자 모두에게서 고등학교(33.13%, 41.67%), 

등학교(31.87%, 33.33%), 학교(16.24%, 16.67%), 학교(8.13%, 6.25%) 순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해당 교육 기 의 졸업․재학․ 퇴 모두 포함).

  한 지체장애인은 근로여부에 상 없이 가족 모두와 동거하고 있는 조사 상자가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97.5%, 97.92%).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근로자와 비근로자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83.13%, 66.67%를 차지하 다.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유형으로는 근로자의 경우, 

미혼(8.75%), 사별(3.75%), 이혼(3.12%), 별거(1.25%) 순이고, 비근로자는 미혼(20.83%), 

사별(12.5%)이며, 이혼을 했거나 별거 인 참여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장애 등  분포를 보면 6 에 해당하는 조사 상자는 근로자의 35.62%, 비근

로자의 35.42%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체 조사

상자는 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 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경우, 자

업자는 34.53%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상용직 임 근로자(29.34%), 일용직 

임 근로자(14.77%), 임시직 임 근로자(10.38%), 무  가족종사자(7.98%), 고용주

(2.20%), 자활근로  공공근로(0.80%)의 순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실업

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조사 상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근로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업자에 포함되는 상자는 30.56%, 비경제활동인

구는 69.44%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상자의 연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20,294,800원, 비근로자

는 16,614,000원으로 비근로자에 비해 근로자의 수입이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

로여부 변수의 경우, 조사된 시 의 고용 여부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조사된 시 을 제외

한 나머지 시간 동안의 고용 여부는 반 하지 못하 고, 이는 비근로자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 에 근로 경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

근로자 임에도 수입을 갖는 조사 상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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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로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  특성 (1차년도 기 )

변수 근로자 비근로자 χ2 / T

성별

N(%)

남성 123(76.88) 25(52.08)

11.06**
여성 37(23.12) 23(48.92)

20 3(1.88) 6(12.50)

30 19(11.87) 7(14.58)

연령

N(%)

40 48(30.00) 12(25.00)

10.71*50 56(35.00) 15(31.25)

60 34(21.25) 8(16.67)

교육 수

N(%)

무학 4(2.50) 1(2.08)

4.89

등학교 51(31.87) 16(33.33)

학교 26(16.24) 8(16.67)

고등학교 53(33.13) 20(41.67)

문 학 6(3.75) 0(0.00)

학교 13(8.13) 3(6.25)

학원 7(4.38) 0(0.00)

가족

동거 형태

N(%)

모두 동거 156(97.50) 47(97.92)

4.53지방 근무 4(2.50) 0(0.00)

기타 0(0.00) 1(2.08)

혼인 상태

N(%)

유배우 133(83.13) 32(66.67)

12.93*

사별 6(3.75) 6(12.50)

이혼 5(3.12) 0(0.00)

별거 2(1.25) 0(0.00)

미혼 14(8.75) 10(20.83)

장애 등

N(%)

1 4(2.50) 0(0.00)

3.62

2 6(3.75) 4(8.33)

3 24(15.00) 9(18.75)

4 31(19.38) 7(14.58)

5 38(23.75) 11(22.92)

6 57(35.62) 17(35.42)

경제활동

참여 상태

N(%)

상용직

임 근로자
147(29.34) 0(0.00)

681.00**

임시직

임 근로자
52(10.38) 0(0.00)

일용직

임 근로자
74(14.77) 0(0.00)

자활근로  

공공근로
4(0.80) 0(0.00)

고용주 11(2.20) 0(0.00)

연 평균 수입

(만원)

자 업자 173(34.53) 0(0.00)

-1.38

무  가족

종사자
40(7.98) 0(0.00)

실업자 0(0.00) 55(30.56)

비경제

활동인구
0(0.00) 125(69.44)

M(SD) 2029.48(1560.05) 1661.40(1822.7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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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조사 상자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연도별 우울 수 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울 수는 0 에서 60 의 분포를 가지며, 19  이상일 경우, 우울 증상이 있다

고 단할 수 있다(한국복지패 , 2008). 우울 수 은 1차년도 10.80, 2차년도 18.35, 3차

년도 11.63이며, 각 연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F=5.06, p<.05). Duncan의 다  

비교를 실시한 결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우울 수 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차

년도의 우울 수 은 이와 상이하며, 다른 연도에 비해 우울 수 이 높다.

<표 2> 연도별 우울 수 의 추이

(단  : ) 

1차 2차 3차
F

M(SD) M(SD) M(SD)

우울 10.80(19.05) 18.35(36.49) 11.63(24.52) 5.06*

*p<.05, **p<.001

[그림 1] 연도별 우울 수 의 다  비교

  다음으로 조사 상자의 연도별 자아존 감 수 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에서 4 까지의 분포를 갖는 자아존 감 수 은 1차년도 2.17, 2차년도 2.45, 3차년도 

2.24이며, 각 연도별 자아존 감 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F=3.94, p<.05). Duncan의 다  비교를 실시한 결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자아

존 감 수 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차년도의 자아존 감 수 은 이와 상이하

며, 다른 연도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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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자아존 감 수 의 추이

(단 : )

1차 2차 3차
F

M(SD) M(SD) M(SD)

자아존 감 2.17(0.72) 2.45(1.45) 2.24(0.95) 3.94*

*p<.05, **p<.001

[그림 2] 연도별 자아존 감의 다  비교

3. 고용 가능 지체장애인의 고용기간

  조사 상자의 연도별 고용기간 변화를 분석하 다. 고용기간 변수  1년 간 근로 월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차년도의 근로 월 수는 10.76개월, 2차년도 10.44

개월, 3차년도 11.19개월이다.

  연도별 차이 유무를 분석하기 해 ANOVA분석을 실시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F=4.77, p<.05). 보다 구체 인 차이를 살펴보기 해 Duncan의 다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 1차년도와 3차년도의 1년 간 근로 월 수

는 유사하지만 2차년도와 3차년도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연도별 고용기간(1년 간 근로 월 수)의 변화

(단 : 개월)

1차 2차 3차
F

M(SD) M(SD) M(SD)

고용기간(1년간 근로 월 수) 10.76(2.18) 10.44(2.49) 11.19(2.03) 4.77*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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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고용기간(1년 간 근로 월 수)의 다  비교

  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는 1차년도 23.13일, 2차년도 22.53일, 21.24일이었고, 1

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되었던 기간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연도별 차이 유무를 분석하기 해 ANOVA분석을 실시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F=4.58, p<.05). 한 Duncan의 다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 인 차

이를 알아본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는 유사하지만 3차년도

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연도별 고용기간(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의 변화

(단 : 일)

1차 2차 3차
F

M(SD) M(SD) M(SD)

고용기간 

(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
23.13(5.68) 22.53(5.85) 21.24(5.81) 4.5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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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고용기간(1년 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의 다  비교

4.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고용기간의 

종단  연구

  조사 상자의 정신건강과 시간, 그리고 이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고용 여부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을 하 으며, 성별, 연령, 교육 수 , 장애 등 , 만성 질환, 연 평균 수

입을 통제 변수로 두었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독립변수 즉, 조사 상자의 정신건강, 시간, 그리고 이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고용 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통제 변수 에는 조사 상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 수 , 연 평균 수입 변수가 고용 여

부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β=-1.15, p<.0001), 연령이 높아질수록(β

=.03, p=.02), 교육수 이 낮아질수록(β=-.18, p=.04), 연 평균 수입이 높아질수록(β=.03, 

p=.02) 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시간의 흐름이 고용기간에 미치는 향

시간 우울 우울*시간 자아존 감 자아존 감*시간

고용여부(β) -0.21 -0.004 0.003 -0.24 0.04

*p<.05, **p<.001

  조사 상자의 정신건강과 시간, 그리고 이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1년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을 하 으며, 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교육 수 , 장애 등 , 만성 질환, 연 평균 수입을 통제 변수로 두었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회귀분석의 합성을 검증하기 해 잔차 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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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잔차의 평균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으며(t=.47, p=.64), 잔차

들 간의 독립성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해 Durbin-Wats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1.45

의 통계량이 도출되었고 이는 잔차들 간의 독립성이 만족함을 의미한다. 한 잔차와 고

용기간의 산 도에서 특정한 경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잔차의 등분산성이 

만족함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마지막으로 잔차의 정규성 여부를 단하기 해 정

규확률도를 작성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부분의 기호가 동일한 직선 

에 표시되므로 잔차의 정규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림 5] 잔차의 등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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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잔차의 정규확률도

  회귀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독립변수  조사 상자의 우울과 자아존 감 수

이 고용기간에 유의한 향을 가져다주었다. 즉, 우울 수 이 높을수록 고용기간이 감

소하는 경향이 있으며(β=-.15, p<.05). 자아존 감 정도가 높을수록 고용기간이 증가하

다(β=3.72, p<.05). 하지만 시간 그리고 정신건강과 시간의 상호 작용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 기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

을 의미하고 한 정신건강이 고용기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시간이 독립 임을 의

미한다.

  통제 변수 에는 조사 상자의 장애 등 과 연령 변수가 고용기간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각할수록(β=-.15, p=.005), 연령이 낮을수록(β=-.09, p=.003) 

고용된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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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시간의 흐름이 고용기간에 미치는 향

시간 우울 우울*시간 자아존 감 자아존 감*시간

고용기간

(1년 간 근로한 달 의 

평균 일 수, β)

-0.73 -0.15* 0.04 3.72* -0.73

*p<.05, **p<.001

Ⅴ.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에 따른 고용기

간을 알아보고,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의 임상  근의 필요성을 밝힘으로써 

지체장애인의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정규 인 일자리의 안정 인 고용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자  남성은 여성

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비근로자 모두 40 와 50 가 다

수를 이루고 있다. 체 조사 상자  고등학교 수 (졸업⋅재학⋅ 퇴 모두 포함)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근로자의 경우 자 업자, 상용직 임 근로자, 일용직 임

근로자, 임시직 임근근로자, 무 가족종사자, 고용주, 자활근로  공공근로 순으로 나

타났다. 조사 상자의 연 평균 수입은 근로자가 비근로자와 비교하여 약 400,000원 정도 

높았다. 

  둘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연도별 우울 수 을 분석한 결과 19  이상의 우울 증

상이 있는 것은 아니나 2차년도는 18  이상을 기록하여 일정 수 의 우울이 있는 수

으로 나타났고, 자아존 감 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교  낮은 

수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고용기간을 살펴보면, 연 간 근로 월 수는 10~11개월 

정도로 나타났으며, 일한 달의 평균 근로 일 수는 21일에서 23일 정도로 나타났다.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과반수 자 업자와 상근근로자인 것으로 미루어 비교  안정 으로 

고용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시간, 그리고 이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고용

여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과 시간 그

리고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고용기간을 종단 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우울, 자

아존 감)만이 고용기간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우울 수 이 높을수록 월  근로 

일 수가 감소한 반면 자아존 감 수 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두 항목 모두 고용기간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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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통제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 , 장애등 , 만성질환 상태, 연 평균 수입)  

성별, 연령, 교육수 , 연 평균 수입이 고용여부에 향을  끼쳤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

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 이 낮아질수록, 연 평균 수입이 높아질수록 고용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장애등 과 연령 변수가 고용기간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연  고용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 이 낮아질수록, 연 평균 수입

이 높아질수록 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 가능성에 있어

서 성별에 따른 차별요인이 존재하며, 교육수 이 낮거나 연령이 높은 지체장애인의 단

순 직무의 고용이 용이하며, 한 소득이 고용 의지에 향을 끼쳤을 것으로 단된다. 

한 장애정도가 심각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기간이 증가하 는데 지체장애인의 

높은 수 의 직무를 통한 고용보다는 단순한 직무인 경우 안정된 고용이 가능하며, 오히

려 낮은 연령일수록 고용기간이 늘어났다. 

  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조사 상자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서 살펴보면, 근로자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일반 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 기회에 있어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후에도 임 과 승진 등에서 직․간 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류정진․나운환, 2006), 지체장애를 갖는 여성 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이라는 요인은 취업뿐 아니라 그 이후에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유

의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지체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고용 진 로그램이 필요하며, 취업 후 여성으로서 직업을 유지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 유지 로그램이 개별화하여 지속시켜야한다. 

  둘째, 조사 상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을 살펴본 결과, 일정 수  이상의 우울 수 을 

갖고 있으며, 비교  낮은 수 의 자아존 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 여부가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단되며 이에 따라 기본 으로 정신건강을 

직업 재활 훈련 등에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기간은 1년 간 근로한 월 수와 근로한 달의 평균 일 수로 나 어 살펴보았

다. 조사 상자의 고용기간은 비교  지속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장애 유형 , 장애의 유무가 고용에 부정 인 향을 끼치지 않는 지체장애(오세란, 

2008)  근로 가능자만 추출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일정 수  이상의 고용기간이 유지되

었을 것으로 보이며, 본 결과를 토 로 장애인의 일반 인 고용기간을 나타내기에는 어

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한 고용기간의 유지는 고용 형태에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 업자와 상용직 임 근로자 이외의 안정된 고용 형태의 고용 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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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은 고용여부에는 향을 끼

치지 않으나 고용기간에는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에 

련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  특성보다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는 

장애 등  등의 장애 요인이 취업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언 되었다

(Gouvier et. al, 2003).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 수  한 고

용기간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경우 직업 기

술 향상을 통한 고용 활성화는 물론 정신건강에 한 개별화된 임상  근을 통하여 

고용 상태를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제변수의 고용여부와 고용기간의 향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 지체장애인의 

취업을 진시킬 수 있는 고용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교육 수 이 비교  높

은 지체장애인을 한 양질의 취업 멘토링(mentoring)을 제공하는데 있어 교육 수 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화된 취업 로그램이 요구된다. 한 오히려 낮은 연령이 고용기간

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낮은 연령에서의 직무 경험을 통하여 연령이 증

가할수록 이를 연계하여 직업 경력이 쌓일 수 있도록 장기 인 직업계획에 도움을 주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소속 사업장의 EAPs 

(Employee Assistant Programs)－흔히 의료보험과 함께 사업장의 고용주에 의해 실행되

는 근로자를 한 로그램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건강과 행복에 부 인 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  문제에 하여 원조하기 하여 고안되었으며 보통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 한 사정(assessment), 단기 상담과 외부기 에 연계한 탁서비스가 제공－필

요하며 지역사회에서 자 업자와 고용주 등을 상으로 재 근로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임상  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계속

으로 직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직업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Kineselbach와 Svensson(1998)의 연구에서도 고용을 진시키기 하여 생산  직

무, 직업 훈련, 직업  지도는 물론 심리사회  상담이 병행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Windfield(1981)도 클라이언트의 심분야와 특정한 역량을 끌어내고 실화 시키는 데 

있어서 임 워먼트 등 상담이 요함을 피력하 다. 따라서 근로 가능 지체장애인의 고

용 근에 있어서 정신건강의 임상  근은 물론 고용 유지를 하여 소속 사업장과 

장애인 고용 련기 에서 지속 으로 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한 근로의사가 있는 

재 비근로 지체장애인을 상으로 한 취업 로그램에서 개별화  체계화된 고용 

로그램을 통하여 지체장애인의 양질의 고용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 가능한 지체장애인의 정신건강(우울, 자아존 감)을 집 하여 고용기

간과 계를 설명하 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의 근로 가능여부  정도에 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진단하 다. 지체장

애인의 주 으로 자신의 근로 가능여부에 한 인식도 요하지만, 지체장애인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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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에 하여 체계 으로 구분하여 객 인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통제변수 (성별, 연령, 교육 수 , 장애 등 , 만성 질환, 연 평균 수입)  지체 

장애와 어떠한 계를 통하여 정신건강에 향을 끼치는 지 세 하게 설명하지 못하

다. 

  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  근로 가능자만 분류하 으며, 고용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  정신건강을 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유지  안정된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하여 개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스트 스  스트 스 처능력, 인 계기술 등의 요인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고용형태와 고용유지기간을 고려한 고용의 질 인 면을 분석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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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지 가 성인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adult children's health status

한명미(가톨릭 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자녀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사회경제  요인으로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SES)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와 간 효과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교육수 과 경제  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 , 아버지의 경제수

, 자녀의 교육수 은 자녀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효과성을 보 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수 , 자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 효과는 자녀의 교육수 이 가장 높

고, 간 효과는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 다. 자녀의 건강상태에 부모의 교육수 , 자

녀의 교육수 은 (+)의 효과성을 갖지만, 자녀의 경제수 은 (-)의 향력을 보 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

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갖는 직 효과는 (-)이지만, 간 효과가 큰 (+)로  총효과는 (+)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를 간 효과가 상쇄시키고 있었다. 자녀의 교

육효과가 갖는 높은 직 효과와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높은 간 효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의 경제수   자녀의 교

육수 에 향력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 으로 검증하 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제도의 범주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회문제 반을 해결하

기 한 모든 국가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잔여  성격에서 제도  성격의 

사회복지로 확장과 함께 삶의 질 수 에 해서까지 심을 두고 있다. 소득불안정, 질

병, 특수한 장애, 비행, 가족문제를 비롯하여 교육, 주택, 공 생 등 경제 , 육체 , 정

신 , 도덕 , 사회문제 반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廣義( 의)의 사회복지제도에 포함되

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삶의 질에 심을 두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이 지고 있다. 

삶의 질은 최근 연구주제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의 삶의 질 수 에 한 연

구(장 식 외, 2007)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 지수1)는 경제  수 에 비해 상 으로 



- 632 -

높은 순 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삶의 질 지수와 건강지수 순  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장 식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17 인 것에 

반하여 건강지수 순 는 25 이다. 한국사회의 건강지수는 삶이 질 지수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 수 과 건강수 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로 실정법 인 보장을 받고 있다. 헌법 제3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

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됨으로써 건강권을 생존권 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용․김진수, 2003). 

  건강불평등에 한 심은 상 으로 열악한 건강수 에서 찾을 수 있다. 건강수 이 

삶의 질 수 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권에 한 심은 한국사회에서 보건학을 

심으로 건강불평등 연구가 지속 으로 이 지고 있다. 보건학을 심으로 한 건강불평

연구는 경제학 보다는 사회학에 학문  배경을 두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사회경제  치에 따른 건강의 상  격차가  계층

에 걸쳐 존재하고,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단지 빈곤층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하고(김창엽, 

2004; 이미숙, 2005; 김진 , 2007 재인용) 있다. 건강불평등이 빈곤층에게 국한된 사회문

제가 아니라  계층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건강불평등에 한 심은 질병구조의 변화와 함께 증폭되고 있다. 사회의 질병구

조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신종인 루엔자로 인한 사회  무리가 다수 존재하지만, 통

인 감염성, 독성  성질환이 거의 통제되는 반면 암이나 순환계 질환과 같은 만

성질환이 주요 건강문제로 두되고 있다. 통 인 감염성 는 성질환이 특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비해서 만성질환은 개인이 처한 환경  조건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원

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만성질환유병률의 진  

증가는 건강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건강지수가 삶의 질 수 에 미치지 못하고(장 식 외 3, 2007), 건강권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과 만성질환유병률이 증가하는 질병구조의 변화를 볼 때,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건강불평등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구조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분을 차지한다.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불평등을 

사회  심 역으로 등장시킨 국의 블랙리포트를 시작으로 사회계층과 련하여 고

용지 에 따라서 범 한 질병 역에서 사망률에서의 역진성을 규명한 화이트홀의 연

구(Henry, 1991), 건강불평등의 개념  정의에 한 연구(Starfield, 2001; Whitehead, 

1992),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망 험 연구(Linchner et al., 2001), 소득불평등에 따른 기

여명 차이에 한 연구(Wilkinson, 1992), 그리고 건강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  

1) 삶의 질 지수는 건강지수(건강수명), GDP 지수(1인당 GDP), 교육지수(비문맹률,취학률), 직업안정성지수(실업률), 환경지수(이산

화탄소 배출량), 가족생활지수(이혼율), 안 지수(고의의 살인 수), 디지털기회지수(기회지수, 인 라지수, 이용지수)로 구성되었

다(장 식 외 3, 200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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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한 연구로 생활스타일, 고용지 에 따른 사회계층, 물질  생활이 건강불평등

에 미치는 경로에 한 연구(Sacker et al., 2001)등이 있었다. 

  사회경제  지 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국외연구에서도 소득, 직업, 

교육수 , 성별, 지역, 인종 등의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계층에서 일 되게 부정  건

강상태가 나타나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최근 보건 분야의 주요정

책과제로 삼고 있는 것(강상경․권태연, 2008)이 실이다.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망 험

에 한 연구(Linchner et al., 2001), 소득불평등에 따른 기 여명 차이에 한 연구

(Wilkinson, 1992),  건강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  기 에 한 연구로 생활스타

일, 고용지 에 다른 사회계층, 물질  생활이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경로연구(Sacker et 

al., 2001)를 통해 사회경제  지 와 건강상태가 갖고 있는 한 연 성을 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강은정․조 태(2009)의 성별과 교육수 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향력을 

통해 건강불평등연구를 수행하 고, 신순철․김문조(2007)는 직업과 고용형태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 연구, 이승미(2002)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주  건강상태, 기

능  건강상태(ADL, IADL)에 사회경제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 , 직업, 부의수 )과 

사회  지원(자녀와의 상호작용, 사회단체 참여정도, 도구 ․정서  지원)이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 우해 ․윤인진(2001)는 개인  지 (연령, 성, 교육수 ), 계층  지

(결혼, 가구형태, 월평균가구소득), 지역  지 (거주지역)가 노인의 건강상태인 의료  

차원(만성질환실수), 기능  차원(IADL, ADL, 활동제한일, 와병일수), 자기평가  차원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에 한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 가 낮을 경우 

건강수 에 부정  향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사회경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국내 선행연구는 어린이 사망

률에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미치는 향에 한 연구(윤태호 외, 2007), 보험가입유

형, 지역이 치과이용 형평성에 미치는 향력 연구(신호성,김 덕, 2006), 사회경제  지

가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향 연구(이석구, 소연, 2006), 사회계층과 지역차이가 건

강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연구(이미숙, 2005) 등 다수 존재한다. 특히, 주  건강

상태와 객  건강상태(기능상태, 신체  건강)를 통해 사회경제  지 가 각각에 미치

는 을 살펴보고 있었다. 

  사회구조 인 문제가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 졌다. 한,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향력을 

각각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를 동

시에 살펴본 연구는 부진하 다. 즉,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사망률)에 미치는 향, 성인의 사회경제  지 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연구가 각각 존재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



- 634 -

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각각 보여주고 있지만, 각각의 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

는 부진하 다. 

  아동기 사회경제  지 가 청․장년기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한지를 검

증한 김학주(2007)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경제  지 의 세  간 세습을 동시에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한 사회경

제  지 의 세  간 세습에 한 여유진(2008)의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향력을 보여주진 못하 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성인이 된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자녀의 사회

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건강상태에 한 사회  심의 필요성

  사회경제  지 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강불평등에 한 사회  심을 불러일으킨 계

기는 블랙리포트 지만, 건강불평등문제를 사회학 으로 근하게 된 배경은 의료의 발

달과 함께 나타난 질병구조의 변화에 있다. 재 스페인 독감의 악몽을 불러일으킬 정도

로 신종인 루엔자로 세계가 떠들썩하지만, 의료의 발달로 감염성 는 성질환이 효

과 으로 통제되고 있다. 평균 인 기 여명이 증가한 사회일수록 만성질환이 주된 건강

문제가 되고, 건강문제의 해결을 해서 사회구조  조건에 한 이해가 그만큼 요해

지게 되었다(House, 2001; Link and Phelan, 1995; 이미숙, 2005 재인용). 질병구조의 변

화로 만성질환이 건강문제의 화두가 되면서 건강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인

식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  사망률을 통해 볼 때 건강상태에 한 사회  심이 필

요하다. 건강보장 30년 통계청 보도자료(7월 4일 조간)에 따르면 1997년 소화기계 질환

은 체의 23.3%를 유하 으나 2006년도에는 15.8%로 감소하 다. 하지만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기계 질환은 3.1%에서 9.1%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02년과 

2006년도 주요만성질환의 진료건수 변화를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호흡기결핵을 제

외한 모든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만성질환의 진료건수 변화(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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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2002년도 기 으로 2006년도를 보면 만성질환진료건수는 증가하 다. 기 년(2002) 

비 2006년도 만성질환 진료건수 증가율2)을 살펴보면 악성신생물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다. 만성신부 증은 41.2% 증가하고, 고 압은 38.4% 증가하 다. 뇌 질환은 

37.3%, 갑상선의 장애는 27.7%로 비교  높은 증가율을 보 다. 즉, 간의 질환을 제외한 

주요만성질환의 진료건수의 증가율은 높았다. 단, 호흡기 결핵 진료건수는 2002년도 838

건에서 2006년도 541건으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노령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하

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  사망원인  암, 뇌

2) 증가율 = ｛(2006년도 만성질환진료건수-2002년도 만성질환진료건수)/기 년(2002년)도 만성질환진료건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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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 압성질환 등 7  만성질환이 체 

사망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2; 질병 리본부, 2008 재인용). 한 과거보

다 국민 체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해 만성질환의 발생시 이 

과 동일할 경우 길어진 수명만큼 유병기간도 길어지게 되었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이 증가하고, 활동제한일수의 증가 등으로 개인 삶의 질을 하시키고 

있다(질병 리본부, 2008). 

  통계청(2007) 사망원인3) 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질환이 체 사망의 주요원인이었다. 

에서 확연한 진료건수 증가율을 보인 악성신생물(암), 뇌 질환, 심장질환이 모든 시도 

남녀 체에서 사망원인 1 부터 3 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향력을 제거한 연령표 화 사망률과 2005년도 기  2007년도 

사망원인별로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 다.  

<연령표 화 사망률4)(Age-standardized death rate)>

연령표 화 사망률 =
∑(연령별 사망률×표 인구의 연령별 인구)

× 100,000
표 인구

<2005~2007년 주요사망원인별 연령표 화 사망률>

사망원인

2005 2006 2007

증가분

(2007-2005)

증가율

(%)
사망자수 

(명)

연령표 화 

사망률 

(십만명당)

사망자수 

(명)

연령표 화 

사망률 

(십만명당)

사망자수 

(명)

연령표 화 

사망률 

(십만명당)

체 243,883 500.9 242,266 476.6 244,874 459.3 991 0.4 

특정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5,525 11.3 5,420 10.7 5,349 10.1 -176 -3.2 

악성신생물(암) 65,857 135.3 66,371 130.8 68,335 128.9 2,478 3.8 

액  조 기 질환과 

면역기 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 

빈  등)

442 0.9 459 0.9 502 1 60 13.6 

내분비, 양  사 질환 12,402 25.5 12,225 24 11,959 22.3 -443 -3.6 

정신  행동장애5) 4,503 9.2 4,369 8.5 4,219 7.8 -284 -6.3 

신경계통의 질환 4,118 8.5 4,393 8.7 5,158 9.7 1,040 25.3 

순환기계통의 질환 56,266 115.6 56,093 109.9 57,574 106.9 1,308 2.3 

호흡기계통의 질환 14,208 29.2 14,210 27.7 14,864 27.4 656 4.6 

소화기계통의 질환 11,208 23 10,670 21.1 10,762 20.4 -446 -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31,934 65.6 31,688 61.6 28,270 51.6 -3,664 -11.5 

질병이환  사망의 외인 30,864 63.4 29,504 58.9 30,137 58.6 -727 -2.4 

<출처: 통계청, 2008>

만성질환 진료건수와 같이 사망원인별 연령표 화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감염성질환 

 소화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율은 감소하 다. 하지만,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3) 사망원인(Cause of death):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사망원인통계연보, 2007)

4) 인구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향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5) 정신  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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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망자 증가율은 25.3%로 가장 높고, 액  조 기 질환과 면역기 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 빈  등)는 13.6%, 호흡기계통의 질환은 4.6%, 악성신생물(암)은 3.8%, 순

환기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율은 2005년도 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7  만성질환이 체사망률의 63.5%를 차지한다는 질병 리본부의 보고서와 같이 사

망원인별 질병구조에서도 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있었다.

2.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  건강

  건강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리변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주  건강은 객

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변수이다. 즉, 건강상태에 한 주  인식은 본인의 건강상

태를 스스로 평가함에 따라 객 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결정  결함에 한 공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부분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건강상태 측정은 객

으로 엄 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건강상태를 요약해서 반 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McGarry, 2002; Lee, 2006; 장지연,부가청, 2007 

재인용). 한 건강자가진단변수는 '객  건강상태(fact)'와 '태도(attitude)'를 동시에 

반 하는 변수로서 문화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연구의 의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Malpas, 1977; Leung and Bond, 1989; Bailis et al., 2003; 장지연,부가청, 2007 재

인용)는 측면에서 주  건강상태는 건강수 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한 측정에서 도구의 객 성 확보를 해 선행연구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사회경제  계층 간 건강의 불평등을 다룬 연구에서는 건강수 을 나타내는 변수

로 ‘사망’과 함께 건강(질병) 지표로 ‘만성질환 유병’(자각된 만성질환 증상보유 상태), '

건강상태에 한 주  인식', '장기  장애'와 '장기 인 건강문제 보유‘를 주로 사용

하 다(김혜련, 2005). 최근에 와서는 이들 지표 이외에 주  단에 기 를 둔 주  

지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한 방의학회

편, 2000 재인용), 건강수 의 지표로 객 인 것과 주 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

제간, 지역간 비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강에 한 지표로 사망  이환에 한 지표들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다양한 측정도구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주  인식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Stevens(1969)의 연구에 기반한다. 자극에 한 인간의 평가가 양 으로 일 성을 갖고 

있다는 Stevens(1969)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지각할 수 있는 자극(sensory stimulus)

을 일 성 있게 양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자극과 그에 한 주 인 반응간의 계

는 선형 인(linear) 계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여러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상당히 내 으로 일 된 방법으로 주  단을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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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에 근거하여 그 후 많은 연구들은 물리  척도로 측정할 수 없는 질(quality) 인 

특성을 측정하기 해 정신물리학  방법을 용한 정신측정학이 심리학자들에 의해 많

은 발 을 보이면서 오늘날 건강측정 방법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이 이, 1999). 

  건강수 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  건강인식의 유효성을 검증한 연구가 국내에도 

있다. 윤강재(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  건강인식의 조사결과와 만성질환 유병

상태  건강검진이 통계 으로 일치한다. 일치여부와 일치의 강도를 분석한 카 분석에 

따르면, 카 값이 0.21-0.40사이로 ‘ 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인(FAIR)'수 으로 

나타났다. 일치의 강도 면에서는 다소 미약하지만, 주  건강인식의 조사결과와 만성

질환 유병상태  건강검진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한 주  인식은 본인의 주  단에 의한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평

가를 말하므로, 개인의 실제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반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같은 건강

수 의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건강인지도를 보일 수 있다는 에서 다분히 주 인 평

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cDowell I, Newell C., 1987,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air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는 비 에도 불구

하고 건강상태에 한 개인 스스로의 단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람의 일반 인 건강

상태를 잘 반 한다고 볼 수 있다(장지연․부가청, 2007).

3.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의 계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계에 한 심은 ‘사회이동’에 한 경제학과 사회

학의 심 에서 발 하 다. 사회이동에 한 각각의 학문  심은 두 갈래로 구분된

다. 사회학은 사회이동의 문제를 계층  문제로 세  간 이동성에 주목하고 있고, 경제

학은 사회이동의 문제를 소득수 을 통해 수직  이동성이 보장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세  내 이동성에 을 두고 있다. 사회이동을 세  간 이동과 세  내 이동으로 구분

할 때, 세  간 이동은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세 의 사회계층 결정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사회학자들을 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세  내 이동은 개인의  생애에 걸쳐 사회  지 , 소득변화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소득에 한 시계열자료가 축 되면서 경제학자들에 

의해 차 많은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우천식․이경 , 2006)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학력사회에 진입하 고, GDP 비 공

교육비 역시 매우 높은 나라  하나이다. 한, GDP 비 사교육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로 높은 수 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열과 형식 인 교육기회의 확 가 실질

인 교육의 평등과 나아가 사회  평등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빈곤의 물림을 방지하

고 사회이동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왔는가에 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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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김기석, 2004a, 2004b; 방하남 외, 2004; 김 석, 2006; 오호 , 2006; 여유진, 

2008 재인용).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의 계 즉, 세  간 사회이동성에 한 해

답은 사회학  문제제기를 통해 가능하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에게 세습되고 있는가에 한 본격 인 논의의 시발

은 알드리지(Aldridge)가 작성한 사회이동에 한 보고서가 된다(우천식․이경 , 2006).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간 사회이동에서 계층분포의 비율을 기 으로 본다면 상향이

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계 이동 연구도 산업화로 인해 상 인 계

이동까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인 계 이동은 상당히 큰 것(신 엽, 1994; 김종

엽, 2004 재인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세  간 사회이동을 분석하는 엄격한 방법

으로 부모와 자녀가 속한 계층을 직  추 하여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사회계층이 아들

의 사회계층 획득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었다. 

  Heath & Payne(2000)가 국사회의 사회계층 이동에 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속한 사회계층과 아들이 속한 사회계층이 매우 한 련성이 입증되고 있었다

(Aldridge, 2001). 최상  계층인 ‘사회계층 Ⅰ’에 속한 아버지를 가진 아들  46%는  

‘사회계층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계층에서도 아버지가 속한 사회계층과 

동일한 계층인 아들이 다른 계층이 속하는 아들의 비 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사회계층과 매우 한 련성을 보 다. 응답자를 아들로 

국한하지 않고 응답자 체를 상으로 할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최상  계층

이 ‘사회계층 1’에 속한 아버지를 가진 응답자  20.7%가 ‘사회계층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을 아들로 한정지을 경우 보다 그 비율은 었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아

버지의 계층과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비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가 ‘사회계층 Ⅳ’에 속한 응답자  36.2%가 아버지와 동일한 사회계층에 

속하고, ‘사회계층 Ⅴ/Ⅵ’, ‘사회계층Ⅶ’에 속한 아버지를 둔 응답자  46.3%, 43.1%가 각

각 아버지와 동일한 사회계층에 속하고 있었다. ‘사회계층 Ⅶ’에 속한 아버지를 둔 아들

이 ‘사회계층 Ⅶ’에 속하는 비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 계층의 경우에서는 아버지

의 사회계층과 동일한 계층에 속할 비 이 아들에게서 더 높은 비 을 보 고, 체응답

자 에서는 아버지가 속한 계층과 동일한 계층에 속할 비 이 하 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회계층이 높을 경우 아들에게 더 많이 이되고, 아버지의 

계층이 낮을 경우 아들에게 보다  응답자 체에서 긴 한 이가 이 지고 있었다. 이

로써 국사회에서 세  간 사회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즉, 국사회는 사회

계층의 상향이동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사회도 국사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세  간 사회경제  지 가 얼

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악하고자 교육과 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경제  성

취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연구(여유진, 2008)에 따르면, 지 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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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향을 미쳐서 간 으로 

사회  성취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사회경제  치가 청․장

년기 건강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 본 김학주(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사회경제  

치와 재 본인의 사회경제  치 간에 련성이 존재했다. 즉, 부모의 학력, 종사상 

지 , 경제  형편 등 모든 사회경제  지 변수가 재 본인의 학력, 소득수 , 종사상 

지 , 사회경제  지 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성을 갖는다.

  세  간 계 이동의 경향성이 차 둔화되고 비이동(세습)의 경향성이 증가하고, 상승

이동 가능성이 어들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남성의 경우 상승이동률이 64.3%(1978년)

에서 59.2%(1989년)로 감소세를 보이는 연구가 있다(설동훈, 1994; 송경원, 2001). 하지만 

1989년  다른 조사결과를 분석한 안치민(1998)의 연구에 따르면, 80%에 육박하는 높

은 이동률의 부분이 신 간계 의 하층부와 노동계 의 상층부 간의 근거리 이동을 

반 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계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

라 계 의 양  성장과 내  분화로 인하여 하층계 에서 간계 을 뛰어넘어 상층계

으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는 사회이동이 어려워지는 폐

쇄 인 형태로 계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송경원, 2001). 

4.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와 건강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는 

사회구조  요인이다. 주요한 사회구조  요소로 소득, 교육수 , 직업지 , 성별 그리고 

연령이 건강상태에 향을 미친다.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강은정․조 태(2009)는 성별과 교육수 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연구, 강상

경․권태연(2008)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불평등 연구, 소득수 에 따른 건강불평등 연

구(이승미, 2002),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불평등 연구(신순철․김문조, 2007), 사회

구조  요인으로 개인  지 , 계층  지 , 지역  지 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우해 ․

윤인진(2001)의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 가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본인

의 사회경제  지 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부모세 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수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사망률에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강 호, 

2004, 손미아, 2002, 윤태호 외, 2007 등)와 아동기의 사회경제  치에 따른 성인기 사

망률 차이를 살펴본 연구(강 호, 2005)가 있다. 강 호(200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  1

차 조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알 수 있는 변수를 통해 5년 동안 사망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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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조사하여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성인기 사망률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

는 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향력이 있지만 유의미한 수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기 사회경제  치가 청․장년기 건강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김학주

(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의 사회경제  지   경제  형편이 주   객

 건강지표 모두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

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한국복지패 은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으로 주 하여 조사한 패 자료이다. 한국복지패 은 제주도를 포함한 국을 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표본의 표성이 매우 높다(김미

곤 외, 2007; 여유진, 2007 재인용). 한국복지패 의 표본은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과 부가조사 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지만, 복지욕구 악을 목 으로 소득층을 과 표집6)했다는 자료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가구용 조사표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건강수 을 아동기 사회경제  지 와 

성인기 사회경제  지 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아동기 사회경제  지 는 가구 구성원의 

개인사에 한 조사를 통해 악된 부모의 교육수 , 가구주의 아동기 경제  수 에 

한 조사내용을 활용하 다. 그리고 자녀의 사회경제  지 는 가구원의 교육수 , 소득

수 (균등화소득)을 리변수로 사용하 다. 3차년도 가구원 조사 상자  최종조사를 

완료한 12,719명  연령  성별에 따른 집단 표집을 하지 않고 체 상을 분석하

다. 

  여유진(2008)의 연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  60세 이상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비 이 높다는 이유로 연구 상자를 연령을 기 으로 선정하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남

성가구주의 세 간 세습효과가 조사 상 체를 상으로 한 세습효과와 차이가 존재한

다는 Aldrige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사 상 체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사례수를 제

한하지 않았다. 다만, 횡단면 분석과정에서 일반화를 한 가 치를 부여하지 못함에 따

라 본 연구는 소득 60%이하 소득층을 과 표집 한 한국복지패  가구원들의 부

모와 성인이 된 자신의 사회경제  지 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만을 알 수 있다. 

6)  소득 60%(OECD 상 빈곤선)이하의 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소득 60%(OECD 상 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 다(김미곤, 여유진, 이 주 외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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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간 인 향력을 살펴보

기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아버지의 교육수 , 어머

니의 교육 수 , 아동기 경제  수 을 리변수로 사용하고, 성인 자녀의 사회경제  

지 는 자신의 교육수 과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산출한 균등화

소득수 을 리변수로 활용하 다.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와 간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SPSS 

AMOS 7.0 경로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연구모형을 살펴보았다.

<그림 1. 경로분석모형>

3. 연구변수

  한국복지패  3차년도 가구원의 최종조사자  12,426명이 체 분석 상이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교육수 , 어머니의 교육수 은 조사된 찰변수

를 활용하고, 아버지의 경제  생활수 은 조사 상자의 아동기 경제  생활수 에 한 

조사에서 찰된 변수를 그 로 사용하 다. 자녀의 사회경제  지 는 자녀의 교육수

과 소득수 을 활용하 다. 등학교(재학, 퇴, 졸업)를 등학교 졸업으로 간주하여 

변수를 일원화하고, 자녀의 소득수 은 가구원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균등화소득을 산출하여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건강상태는 연구 상자의 

주  건강상태조사를 통해 산출된 찰변수를 리변수로 사용하 다. 변수명과 변수

값에 한 세부 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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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명과 변수의 정의>

변수명 변수리스트 변수값

교육 1 아버지의 교육수
무학=1, 서당졸=2, 등졸=3, 등졸=4, 고등졸=5, 학졸=6, 

학교졸=7, 학원졸=8

교육 2 어머니의 교육수
무학=1, 서당졸=2, 등졸=3, 등졸=4, 고등졸=5, 학졸=6, 

학교졸=7, 학원졸=8

소득 12 아버지의 경제  생활수 매우가난=1, 가난=2, 보통=3, 부유=4, 매우부유=5

교육 0 가구원의 교육수
무학=1, 등졸=2, 등졸=3, 고등졸=4, 학졸=5, 학교졸=6, 

학원(석)=7, 학원(박)=8

소득 0 가구원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단 : 만원/연간

건강상태 0 가구원의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아주 건강하다=5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가구구분(기 :  균등화소득의 60%)에 따라 일반가구와 소득층가구로 구분한 

결과 일반가구가 소득층 가구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집과정에서 

소득층을 과 표집한 결과로 단된다. 한, 조사 상자  여성이 남성보다 조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층 가구를 일반가구 보다 과 표집하는 과정에서 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비 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분포는 각 생애주기별 

고른 분포를 보 지만, 29세 이하 청년기가 10.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그리고 

학력수 에서는 문 학교이상이 28.4%를 보 고, 무학이 10.7%이고, 고졸이하는 

6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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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명 범주 빈도 비율

가구구분
일반가구 8,306 66.8%

소득층가구 4,120 33.2%

성별
남성 5,704 45.9%

여성 6,722 54.1%

연령

29세 이하(청년기) 1,244 10.0%

30세 이상∼39세 이하(성년기) 2,219 17.9%

40세 이상∼49세 이하( 년기) 2,251 18.1%

50세 이상∼64세 이하(장년기) 2,726 21.9%

65세 이상∼74세 이하(노년 기) 2,225 17.9%

75세 이상(노년후기) 1,761 14.2%

교육수

무학 1,332 10.7%

등(재 졸) 2,515 20.2%

등(재 졸) 1,409 11.3%

고등(재 졸) 3,637 29.3%

문 (재 졸) 1,132 9.1%

학교(재 졸) 2,152 17.3%

학원(석사재 졸) 225 1.8%

학원(박사재 졸) 23 0.2%

2. 경로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  간 효과, 즉, 향력 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

펴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표 화된 계수를 통해 변수간의 상 인 향력은 다

음의 <그림 2>와 같다7).

7)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합도를 정한 결과 모형 합성이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다. NFI(Non-normed fit index)는 0.9

에 못미치는 0.75,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는 AIC는 매우 떨어지지만, 본 연구의 모형이 체 자료는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FI=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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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분석 결과(표 화된 계수)>

  부모,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향경로를 살펴본 결과 유의

미한 향력을 갖지 못하는 변수가 있었다. 자녀의 건강상태에 직 인 향력을 미치

는 자녀의 소득수 과 아버지의 교육수 은 자녀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향력을 갖지 

못했다. ‘교육(부)→건강’, ‘경제(자)→건강’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

버지의 교육수 과 성인자녀의 경제  수 은 건강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부모의 교육수 은 부모의 소득수 에 유의미한 향력을 갖고, 부모의 소득수 은 자녀

의 소득  교육수 에 유의미한 향력이 있었다. 한, 부모의 소득수 , 어머니의 교

육수 , 자녀의 교육수 은 자녀의 건강에 유의미한 향력을 갖고 있었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사회경제  지 에 향력을 미친다는 여유진(2008)

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  지 인 경제  수 이 자녀의 교육수 과 경제

 수 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소득수 이 자녀의 소득수 에 미치

는 총효과는 0.069이고, 자녀의 교육수 에 미치는 총효과는 0.201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  지 인 소득수 이 자녀의 소득과 자녀의 교육수

에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모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 이 

자녀의 교육수 과 자녀의 자녀의 소득수 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은 악할 수 없

었다.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성을 각각 살펴보았

다.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소득수 은 -0.05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

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은 0.448로 본 연구모형에서 가장 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

다. 아버지의 교육수 은 0.014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의 경제  수 은 0.038로 유

의미하 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 이 부모의 사회경제  요소  0.140으로 가장 큰 

효과성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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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직 효과

와 간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자녀의 건강상태에 가장 큰 직 효과를 

갖는 요소는 자녀의 교육수 (0.44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 효과를 

갖는 것은 어머니의 교육효과(0.140) 다. 아버지의 교육효과는 직 인 향력을 갖지 

못했다. 아버지의 경제  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는 -0.052로 나타났

지만, 아버지의 경제효과는 매우 높은 간 효과(0.090)를 갖고 있었다. 

<표 3. 부모와 자녀의 교육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구분
아버지의

교육수

어머니의 

교육수

아버지의

경제수

자녀의 

교육수

자녀의 

경제수

자녀의 건강상태

직 효과(a) 0.007 0.134 -0.052 0.448 0.005

간 효과(b) 0.007 0.006 0.090 0.000 0.000

총효과(a+b) 0.014 0.140 0.038 0.448 -0.005

<표 4>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 은 자녀의 건강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지 못한

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제수 과 어머니의 교육수 은 유의미한 효과를 갖고 있었다. 아

버지의 교육수 과 어머니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아버지의 

경제수 이 미치는 순효과는 아버지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크기와 어

머니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크기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아버지의 교

육수 보다 어머니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더 크게 작용하지만, 아버지의 경제

수 이 갖는 순효과 크기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을 고려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의 교육수 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부모의 교육수 과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구분 아버지 교육수 어머니의 교육수

자녀의 건강

직 효과(a) 0.007 0.134

간 효과(b) 0.007 0.006

총효과(a+b) 0.014 0.140

아버지의 

경제수

순효과(c-b) 0.031 0.032

총효과(c) 0.038 0.038

  <표 5>는 자녀의 건강상태에 아버지의 경제수 과 자녀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강상

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

과는 -0.052이다. 즉, 아버지의 경제수 과 자녀의 건강상태는 (-)의 효과를 보 다. 하지

만 아버지의 경제수 이 낮을 경우 자녀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직 효과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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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로 인하여 총효과는 0.038로 나타났다. 한 자녀의 교육수

이 갖는 순효과는 자녀의 건강상태에 자녀의 교육수 이 미치는 총효과에서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를 뺀 0.358로 자녀의 교육수 이 갖는 총효과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즉, 자녀의 교육수 이 갖고 있는 효과의 부분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

치는 교육의 순효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아버지의 경제수 과 자녀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자녀의 건강상태

아버지의 경제수

직 효과(a) -0.052

간 효과(b) 0.090

총효과(a+b) 0.038

자녀의 교육수
순효과(c-b) 0.358

총효과(c) 0.448

  자녀의 경제  수 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한 효과성을 갖고 있지

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경제  수 이 갖는 효과를 고려하여 아버지의 경제  수 과 자

녀의 경제  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는 (-)의 계를 보 다. 즉, 아버지의 경제수 이 낮

을수록 주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는 

(+)의 계를 보인다. 즉, 간 효과의 크기로 인하여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

태에 미치는 총효과는 0.038이 되었다. 

<표 6. 아버지의 경제수 과 자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자녀의 건강상태

아버지의 경제수

직 효과(a) -0.052

간 효과(b) 0.090

총효과(a+b) 0.038

자녀의 경제수
순효과(c-b) -0.095

총효과(c) -0.005

  자녀의 경제수 을 매개하면서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력을 살펴보았다. 자녀의 경제수 이 갖는 총효과는 -0.005이고,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

는 간 효과는 0.090이다. 따라서 자녀의 경제수 이 갖는 총효과에서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 부분을 제외하면서 자녀의 경제수 이 갖는 순효과는 -0.09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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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자녀의 경제수 과 자녀의 건강상태는 (-)의 효과를 보 지만,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로 인해 자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총효과는 더 커

졌다. 즉, 자녀의 경제수 이 갖는 총효과가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로 인해 

순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자녀의 경제수 이 갖는 총효과는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자녀의 교육수 이 갖는 순효과가 0.358로 

자녀의 교육수 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하 다. 경로모형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자녀의 건강상태에 향력을 갖지 못하는 변수는 아버지의 교육수 , 자녀의 경제수 으

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  지 (부모의 교육수 , 경제  수 )와 자녀의 사회

경제  지 (교육수 , 경제  수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총효과, 간 효과, 

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 과 자녀의 경제  수 은 유의미한 향력을 

갖지 못하 다. 

  표 화된 효과크기를 통해 각 요소가 갖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건강상태에 

가장 큰 향력을 갖는 직 효과는 자녀의 교육수 과 어머니의 교육수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더 유의미한 향력을 갖는다는 윤태호 외 6의 

연구(2007)와 일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그리고 연구모형에서 간 효과로 가장 큰 

향력을 갖는 것은 아버지의 경제수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

태에 미치는 직 효과는 (-)인 것에 반하여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

치는 간 효과는 다른 요인보다 월등히 높은 향력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제  수 이 갖는 총효과는 어머니의 교육효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효과는 자녀의 건강상태에 (-)

의 향력을 행사하지만, 아버지의 경제수 이 미치는 간 효과로 인하여 높은 (+)의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제  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 인 효과는 (-)이지만, 높은 간 효과(+)로 인하여 다른 변수에 주요하게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교육수 과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수 은 유의미한 향력을 갖고 있지만, 자녀의 경제수 은 유의미한 효과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녀의 교육수 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순효과는 0.358로 가장 높은 효과성

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순효과는 -0.0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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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순효과 크기가 아버지의 

경제수 이 미치는 간 효과로 인해 총효과의 크기가 증가한 경우이다. 즉, 아버지의 경

제효과가 미치는 간 효과로 인해 자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총효과

가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자녀의 경제  수 은 자녀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향력을 

갖지 못하 다. 

  본 연구모형에서 아버지의 교육수 과 자녀의 경제  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향

력을 갖지 못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어머니의 교육수 과 부모의 소득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효과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

육수 은 자녀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효과성이 없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 이 낮을수록 

사망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건강

상태에 자신의 소득수 이 미치는 향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연구 상을 근로소득이 가능한 남성인구로 선별한 선행연구(김학주, 2008)와 

달리 노동활동이 불가능한 인구를 포함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로 측된다. 부모의 사회

경제  지 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교육효과>어머니의 교육효과>아버지의 경제효과>아버지의 교육효과>자녀

의 경제효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교육효과가 독보 으로 높은 향력을 갖

고, 어머니의 교육효과, 아버지의 경제효과가 향력을 갖지만, 자녀의 교육수 을 통해 

자녀의 건강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정책  개입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높은 간 효과도 간과해서 안된다. 아버지의 경제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총효과는 (+)이지만, 아버지의 경제수 이 미치는 직 효

과는 (-)의 값을 갖고 있었다. 간 효과가 직 효과(-)의 값을 상쇄할 만큼 큰 (+)의 값

을 가짐에 따라 아버지의 경제수 이 높을수록 자녀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총효

과)를 도출하 다. 자녀의 교육효과는 자녀의 건강상태에 (+)의 향을 주는 순효과성이 

부분을 차지하고, 자녀의 경제효과는 부분 아버지의 경제수 이 갖는 간 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  지 가 갖는 효과성과 경로를 살펴볼 수 

있지만, 한계  역시 존재한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  지 에 한 설문에 응답한 조

사 상자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교육수 과 소득수 이 자녀의 건강상태

에 미치는 향력과 본 연구의 향력 간의 차이는 조사 상자의 설문특성에 따른 차이

일 수 있는 것이다. 주  건강상태는 사망률보다 극단의 건강상태를 반 하지 않는다. 

즉, 사망을 통해 극단의 사회경제  지 를 한 연구 상자는 본 연구에서 원천 으로 

제외되었다. 셋째, 자녀의 소득수 이 근로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수 을 통해 산출한 

균등화 소득이란 이다. 즉, 근로여부에 따른 소득편차가 충분히 반 되지 못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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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지막으로 주  건강상태를 통해 분석 상자의 건강수 을 평가한 것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을 밝 두고자 한다. 



- 651 -

참고문헌

강상경․권태연. 2008. “건강불평등의 생애주기  고찰”. 「제1회 한국복지패 학술 회」. 402-426.

강 호. 2004. “사망률에서의 사회경제  불평등". 「제5회 한국노동패  학술 회논문집」. 한국노동패

학술 회.

강 호. 2005. “아동기의 사회경제  치에 따른 성인기 사망률의 차이”. 「제6회 한국노동패  학술 회

논문집」. 한국노동패 학술 회. 

강 호. 2007. “건강불평등연구의 역사  발 ”「 방의학회지」. 40(6). 422-430. 

강은정. 2008. “교육수 과 주  불건강-매개요인의 탐색‘.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4(1). 51-74.

강은정․조 태. 2009. “성별, 교육수 별 건강수명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49. 14-25.

강혜원․조 태. 2007.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불평등-사회경제  지 와 사회통합요소를 심으로”. 

「한국사회학」. 41(4). 164-201. 

김경근․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한 문화자본의 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김미곤․여유진․이 주 외 14. 2006. “한국복지패  기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우찬․이윤석. 2009. “부모가 자녀의 TV시청 시간에 미치는 향-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TV시청시간

을 심으로” 「한국청소년 연구」. 20(1). 29-55.

김진 . 2007. “사회경제  지 와 건강의 계: 연령에 따른 변화를 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127-153.

김창엽. 2004. “사회계층과 반  건강수   건강행태”. 「보건복지포럼」. 92. 18-25.

김 주․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향”.  「한국인구

학」. 30(1). 125-148. 

김혜련. 2005. “만성질환 유병과 주  건강수 의 사회계층별 차이와 건강행태의 향”. 「보건사회연

구」. 25(2). 3-35.

조효제. 1997.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 한울아카데미. Sarah Nettleton. 1995.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Polity Press. 

손미아. 2002. “직업, 교육수  그리고 물질  결핍이 사망률에 미치는 향”. 「 방의학회지」. 35(1). 

76-82. 

신순철․김문조. 2007. “직업과 고용형태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보건과 사회과학」. 22. 

205-224. 

안종범․ 승훈. 2008. “교육  소득수 의 세 간 이 ”. 「재정학연구」. 1(1). 119-142.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 ․유홍 ․정성호. 2003. 「 사회학」. 을유문화사. 



- 652 -

여유진. 2007. 「한국복지패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3-135.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 2007.「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 ․윤인진. 2001. “한국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지 의 불평등”. 「한국사회학회」. 기사회학 회 발

표논문. 

윤태호 외. 2007.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어린이 사망의 연 성”. 「보건과 사회과학」. 20. 22-46.

이미숙. 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차이를 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183-209.

이상용․김진수. 2003. “건강보험의 보 료와 보험 여의 형평성에 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9(2). 

161-186.

이승미. 2002. “한국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  지원의 향에 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135-157.

이정우. 1991. 「소득분배론」. 비 출 사.

최병호․김태환. 2004.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기능”. 「보건복지포럼」. 95. 

104-116.

이윤환․최귀숙․강임옥․김한 . 1998. “노인의 주  건강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8(2). 110-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사회복지 장기발 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 리본부. 2008. 「2007 질병 리백서」. 질병 리본부

통계청. 2008. 「2007 사망원인 통계연보」. 통계청

한 방의학회편. 2002. 「건강통계자료 수집  측정의 표 화」. 한 방의학회

장 식․고경환․손창균․이수 .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 에 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09.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통계청

장지연․부가청. 2007.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건강상태:주  건강상태의 국가간 비교연구 시론”「한

국인구학」. 30(2). 45-69.

윤강재. 2006. “만성질환 유병상태  건강검진 결과와 주  건강인식의 련성 연구”. 서울 학교 학

원 석사학 논문. 

장 식․고경환․손창식․이수 .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 에 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천식․이경 . 2006. “사회이동에 한 국의 최근 정책 동향”. 「나라경제」. 6월호. 92-99.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53-80.

송경원. 2001. “한국의 계 구조와 교육체제”. 「진보평론」. 10. 31-51. 

김종엽. 2004.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59. 55-77.

김학주. 2007. “아동기 사회경제  치가 청․장년기 건강에 미치는 향”. 제8회 한국노동학술 회.



- 653 -

Aldridge, S. 2001. Social Mobility: A Disscussion Paper. Performance & Innovation Unit. 

Henry, J. 1991. Serious and Unstable Condition- Financing America's Health Care. The Bookings 

Institution.

Philip, R., Carroll L.. 1994. The Nation's Health. 4th.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Rice, N., and P.C. Smith (2001). Capitation and Risk Adjustment in Health Care Financing: An 

International Progress Reprot. The Milbank Quarterly 79(1): 81-113.

Sacker et al., (2001). Dimensions of social enequality in the health of women in England: occupational, 

material, and behavioural pathwa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2:763-81.

Shin, Kim. 2006. Income related inequality of dental care utilization in Korea, 보건사회연구 26(1):69-91. 

Starfield, (2001). Improving equity in health: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31(3):546-66.

Whitehead, (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 of equ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22(3): 429-45.

Wilkinson, R. G. (1992). Income distribution and life expectancy. British Medical Journal 304,165-168.

http://www.strategy.gov.uk/work_areas/social_mobility/index.asp 



- 654 -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Depression by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Physical Disability

박정숙․권소라

  본 연구는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

집된 복지패  자료를 사용하 다. 한국복지패  상자  신체  장애를 가진 신체장애인으로 ㆍ고등

학생을 제외한 만15세 이상을 상으로 보았다. 음주상태는 음주섭취 형태와 알코올 의존 정도로 보았으

며, 음주섭취 형태는 ‘1년간 평균  음주 빈도’, ‘음주 시 술잔 정도’,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보았다. 알코올 의존 정도는 CAGE scale을 활용하여 4가지 항목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알코올 

의존으로 보았다. 우울은 CESD-11를 활용하 으며, 인구사회학  요인  연령, 교육수 , 장애등 , 종

교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연구결과 음주섭취양상에 따른 우울과의 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던 교육수 , 장애등 , 종교유무가 유의하만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

코올 의존 정도에 따른 우울과의 계는 알코올 의존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 한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의 정도가 나아지며, CAGE scale과 시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울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때 통제 변인으로 활용된 교육수 , 장애등 , 종교유무는 유

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 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속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의 부정  요인들로 선천 , 후천  장애를 갖게 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

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가 1990년도에는 24만명 정도 음에 

반해, 2000년도에는 102만명, 2005년 178만명, 2007년에는 210만명으로 폭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규모는 장애인 등록제도 도입 후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장애범주 한 2000년에 1차, 2003년 2차로 확 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장애인 인구가 폭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과 욕

구에 한 심이 증가하고 그들의 문제가 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신체  기능 상실로 인한 사회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심

리 ․사회  부 응 등의 문제를 겪게 되며,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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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게 된다. 한 신체  결함과 기능 장애로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사회  계망과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 으로 수치

심, 무력감, 자아존 감의 하, 우울감을 갖게 된다(Bracken & Scepard, 1980). 

  최승희․신민섭․김 술(2000)에 의하면 일반 으로 만성 인 신체 질환  장애를 지

닌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심리 , 사회 으로 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거나 정신과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더 우울해하는 

경향이 높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신체  장애로 인해 심리 , 사회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

로 인하여 음주 섭취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음주 섭취가 사회성 음주가 아닌 문제성 음주

로 진행될 경우 신체장애인의 정신건강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 한, 신체장애인

의 과도한 음주섭취는 기존의 신체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신체장애인에 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  기능에 을 두었던 기존 연구

에서 벗어나 심리ㆍ정서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해 을 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 음주와 우울과의 연 성에 해서는 일반인, 알코올 의존을 가진 사람, 노숙인 

등을 상으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신체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하 다. 음주

의 상태가 알코올 의존의 수 으로 진행이 되면, 음주로 인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울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의 문제만 가지고 있더라도 일상생활

의 어려움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음주 문제로 인하여 우울감을 경험

함으로 인하여 기분장애를 가지게 되면 이 으로 힘들어지게 된다. 실제로 알코올 의

존인 경우에 우울증을 동반하여 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알코

올 사용으로 인하여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기 하여 음주

를 섭취하게 됨으로써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래하게 된다. 이에 음주와 우울은 건강한 

정신건강을 해서 필수 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요인에 포함되는 음주상태와 우울과의 연 성에 해 

살펴 으로써 신체장애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신체장애인을 상으로 음주섭취 형태  알코올 의존 정도를 살펴보고, 그

에 따른 우울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신체장애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한 기

자료가 되고자 함에 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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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장애인의 음주섭취 형태  알코올 의존 정도를 살펴본다. 

  2) 신체장애인의 음주섭취 형태에 따른 우울의 정도를 살펴본다. 

  3) 신체장애인의 알코올 의존 정도에 따른 우울의 정도를 살펴본다. 

3. 연구문제

  신체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문제 1. 인구사회학 요인이 신체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가?

  문제 2. 음주섭취 형태, 시간 그리고 시간과의 상호작용이 신체장애인의 우울에 향

을 미치는가?  

  문제 3. 알코올 의존 정도, 시간 그리고 시간과의 상호작용이 신체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가? 

4.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에서 조사한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신체장애인이 경험

하는 심리․정서  문제  음주와 우울에 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체장애인

의 정신건강에 해 총체 으로 이해하는 데는 다소 제한 일 수 있다.

  그러나 신체장애인의 음주  우울의 계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에서 음주 정도

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

다.  

Ⅱ. 이론  배경

1. 신체장애인, 음주와 우울의 개념 

  1) 신체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신체 ㆍ정신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총 15

종이 있으며, 크게 '신체  장애', '정신  장애'로 분류를 한다. '신체  장애'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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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 의 장애로 분류가 되며,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포함되며, 내부기 의 장애는 신

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장루ㆍ요루장애가 포함된다. 정신  장

애는 지 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 의 장애를 포함한 신체  장애를 가

진 자를 신체장애인으로 보았다. 

  2) 음주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의 진단  

통계 편람 제4 )에 의하면, 알코올 련 장애(Alcohol Related Disorders)를 알코올 남

용(Alcohol abuse)과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

은 술에 한 내성, 단증상, 조 력의 상실,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나 

훨씬 오랫동안 물질을 사용, 물질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물질의 효과를 벗어나기 해 

많은 시간을 보냄,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요한 사회 , 직업  활동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임,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 으로 신체 , 정신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 이 총 7가지  3가지 이상이 12개월간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민성길(1998)은 알코올 독 는 알코올리즘이란 일반사회에서 허용되는 양  는 

사회  용도 이상의 주류를 과량으로 계속해서 마심으로써 신체 , 정신   사회  기

능을 해치는 만성  행동장애라고 보았다. 

  이러한 음주의 문제는 4단계의 진행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사회 인 음주 단계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는 단계, 두 번째, 문제성 음주 단계는 일시  기억상실, 

음주 빈도가 늘어나는 단계, 세 번째, 독증의 단계로 술의 양과 횟수를 여서 말하며,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 력을 상실하는 단계, 네 번째, 독증의 말기의 단

계로 단증상이 생기며, 독자 본인도 부정하지 않는 단계이다. 

  최송식(1995)에 의하면 알코올 독은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향을 미쳐

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 문제를 살펴보면 신체 인, 사회 , 직업 , 경제 인, 가정

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알코올 독에 한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 

  3) 우울

  주(2001)는 우울을 정상 인 기분변화로부터 병 인 기분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말하는데, 단순하게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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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우울한 느낌을 가지는 경한 우울에서부터 심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자살까지도 

가는 심한 우울에 이르기까지 그 범 가 매우 넓다. 이러한 우울은 불안과 더불어 정신

질환의 기본 증상  하나이며,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증후군이

다.

  우울은 심리사회  기능에서 감기처럼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울

반응이 심하고 지속될 경우 개인의 심리사회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박 신․김

의철 역, 2001), 자기 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  건강의 주요 

지표로 본다(김교헌, 2004).

  신체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존성의 증가, 사회  고립  소외로 인하여 우울

의 험이 높은 집단이 될 수 있고, 이는 정신건강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배지연․김원형․윤경아(2005)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 할수록, 사회활동참여

가 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희숙․김근조(2000)연구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수행능력과 수단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정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신체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회활동참여의 어려움을 

가진 신체장애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우울에 한 인식은 요하다. 

2. 음주와 우울의 계

  강상경ㆍ권태연(2007) 연구에서 음주 자체가 우울이나 불안의 부정  감정을 감소시키

기 보다는 과도한 반복 인 음주로 인해 우울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주문제가 우울을 유발시키는 선행요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조성진․서국희․남정자․

서동우․조맹재.(1998)은 음주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정신병리가 많고 그  우울

이 많다고 보고하 다. 

  민성길(1998)에 의하면 알코올의존을 가진 사람들은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를 동반하

게 된다. 신체장애  하나로 알코올-유도성 기분장애를 볼 수 있다. 이는 반복한 음주

에 의해 우울증이나 조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알코올 독 환자의 1/4 내지 2/3

에서 일생동안 이차 인 secondary depression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남자 알

코올 독자에서 보다 여자 알코올 독자에게 우울이 더 많다고 나타났다. 

  Kessler(1997)에 따르면 우울증의 험은 알코올 의존자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이 비

하여 높았으며, 이와 반 로 알코올의존 험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

들에게 유미하게 높게 나왔다. 한Rushing(1969)은 만성  알코올 사용이 약물학 으로 

신체와 정신에 장애를 래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발 해가며 이때 감정 , 심리  

소외감으로 인한 심한 우울증은 종종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음주가 우울과 연 성이 높으며 우울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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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논문에 의해서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알코올 독자를 상으로 한 연구

가 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노숙인,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신체장애

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신정호(2001)연구에 따르면 신체  통증과 피로는 음주의 큰 동기로 작용하며, 일시

인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 문제를 회피하는 목 으로 사용하는 

음주는 원래의 부정  상태를 더 조장할 수 있어 더 부정  상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건강한 삶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

애로 인한 활동의 제약  상실감, 사회  고립감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장애

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부정 인 감정을 해소하기 하여 

음주를 섭취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문제성 음주로 발 할 가능성이 높

다. 한, 이러한 문제성 음주는 신체장애인의 우울에 향을 미쳐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를 악하고, 이러한 음주 문제

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의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의 상자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으로 했다. 

  음주와 흡연 변수는 가구원용 조사에 정신건강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ㆍ고등

학생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가구원에게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  변인

  연령은 가구원용 조사에 해당된 만15세 이상으로 보았으며, 교육수 은 ' 졸 미만, 

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문 학 이상 졸업'으로 5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혼인상태는 '비해당,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으로 6가지로 나 어서 

살펴보았다. 동거여부는 동거와 비동거로 나 어서 보았다. 동거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비동거는 '다른 지방에 근무, 해외 근무 주, 학업, 입원, 요양,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가출, 분가, 사망,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기타'를 포함한다. 종교유무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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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가진 유무로 보았다. 장애인의 분류는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  장애인 지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제외한 신체  장애

만을 상으로 보았다. 신체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 의 장애로 본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를 포함하며, 내부기 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ㆍ요루장

애, 간질장애'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을 제외한 

신체장애인을 상으로 보았다. 장애등 은 1 에서 6 으로 보았다. 

  2) 음주상태

  본 연구에서 신체장애인들의 음주상태로 ‘1년간 평균  음주 빈도’, ‘음주 시 술잔 정

도’,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알아보았다. ‘1년간 평균  음주 빈도’는 주 1

회 이하, 주 2~3회, 주 4회 이상, 비음주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주 시 술잔 정도’의 

항목은 1~2잔 정도, 3~4잔 정도, 5~6잔 정도, 7~9잔 정도, 10잔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항목은  없다, 년 1~2회, 월1~2회, 주1~2회로 구

성되어 있다. 

  신체장애인들의 문제성 음주 정도를 악하기 해 음주 자가진단척도인 CAGE 

Scale(Cutting, Annoyance by critism, Guilty-feeling, Eye-opening)을 사용하 다. 

CAGE Scale은 Ewing(1984)에 의해 문제성 음주를 선별하기 해 개발 되었으며,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항목은 '술을 여야 한다고 느낀 이 있다', '술로 인

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한다',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이 있다', '숙취를 제거하기 하여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

신 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2가지 항목에 해당 되면 알코올 의존을 가진 

것으로 본다(조성민ㆍ류지수ㆍ임정민, 2009).  

  3) 우울척도

  우울척도는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활용하

으며, 조사시 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상태에 해 조사하 다. CESD-11은 

Radloff(1977)가 개발한 것으로 20가지 문항 가운데 11문항을 번역하여 구성한 것이다. 

우울의 한 인식은 총 에 20/11을 곱하여 활용하 으며, 16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

할 수 있다.



- 661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SAS 9.1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음주와 우울 련 특성을 살펴보기 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 다. 

  둘째, 신체장애인의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ANOVA를 사용하 다. 

  셋째,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  알코올 의존,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의 종단 인 계를 보기 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시간과 시

간의 의한 상호작용은 선형의 효과로 보았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  특성

  <표 1>는 분석의 상인 1차년도 신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보여 다. 1차년

도의 신체장애인의 수는 1,000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은 남성이 61.3%, 여성이 

38.7%로 나타나 남성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은 65세 이상이 37%, 50~64

세가 34.1%로를 나타내 장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에 반해 청년층인 20~30

가 23.6%를 나타났다.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 18.4%, 고등학교 졸업 2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있는 경우가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비율 한 98.5%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 57.1%, 없는 경우가 42.9%로 나타났다. 

  장애 련 특성은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가 93.7로의 비 을 차지했으며, 그 에서 지

체장애가 61.2로 높은 비 을 차지했다. 장애 등 은 2 이 18.1%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으며, 1  6.3%를 제외하고는 2 에서 6 은 체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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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년도 신체장애인 인구사회학  특성

(n=1,000)

내 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13 61.3

여성 387 38.7

나이

20  미만 23 2.3

20~29세 30 3.0

30~39세 78 7.8

40~49세 158 15.8

50~64세 341 34.1

65세 이상 370 37.0

학력

졸 미만 167 16.7

등학교 졸업 321 32.1

학교 졸업 184 18.4

고등학교 졸업 238 23.8

문 학 이상 졸업 90 9.0

혼인상태

비해당 20 2.0

유배우 688 68.8

사별 131 13.1

이혼 50 5.0

별거 13 1.3

미혼 98 9.8

동거여부
동거 985 98.5

비동거 15 1.5

종교유무
유 571 57.1

무 429 42.9

장애종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937 93.7

내부기 의 장애 63 6.3

장애등

1 101 10.1

2 181 18.1

3 174 17.4

4 167 16.7

5 165 16.5

6 21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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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장애인의 음주 련 특성

  신체장애인의 음주여부는 비음주가 58.8%(505명), 음주가 41.2%(354명)로 나타났으며, 

<표 2>는 신체장애인  음주를 하는 사람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표 2>는 신체장애인의 음주 련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상태  '1년간 평균  

음주 빈도'를 살펴보면 주1회 이상 46.3%, 주2~3회 이상이 29.4%, 주4회 이상이 24.3%로 

나타났다. '음주 시 술잔 정도'는 1~2잔 정도 24.1%, 7~9잔 정도 21.5% 순으로 나타났으

며, 주3~4잔 정도와 10잔 이상은 18.7%로 같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일

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어려움이 없었던 경우가 90%로 높게 나타났다. 어려움을 경험

한 경우에는 년1~2회가 6%, 월1~2회와 주1~2회가 2%로 나타났다. 

  CAGE scale의 4개 문항  2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알코올 의존으로 볼 수 있다. 1차

년도 자료에서 알코올 의존에 해당되는 경우는 23.7%로 나타났다. 

<표 2> 1차년도 신체장애인 음주 련 특성

내 용 빈도(명) 비율(%)

음주상태정도

1년간 평균  음주 

빈도

(n=354)

주1회이상 164    46.3   

주2~3회 104    29.4   

주4회이상 86 24.3

음주 시 술잔 

정도(n=353)

1~2잔 정도 85 24.1

3~4잔 정도 66 18.7

5~6잔 정도 60 17.0

7~9잔 정도 76 21.5

10잔 이상 66 18.7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n=352)

없다. 317 90.0

년 1~2회 21 6.0

월 1~2회 7 2.0

주 1~2회 7  2.0

CAGE

(n=342)

비의존 261 76.3

알코올 의존 81 23.7

3. 신체장애인의 우울 련 특성

  <표 3>은 신체장애인의 연도별 우울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신체장애인의 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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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연도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5.79, P=0.0031). 우울은 1차년도

(14.77)에서 2차년도(16.27)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3차년도(13.42)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

다. 

<표 3> 신체장애인의 연도별 우울의 변화

1차 2차 3차
F

M(SD) M(SD) M(SD)

우울 14.99(12.0) 16.27(13.24) 13.42(11.27) 5.79**

*p〈.05, **p〈.01, ***p〈.001

4. 신체장애인의 음주섭취 형태  알코올 의존,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

울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의 종단  연구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  문제성 음주, 시간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

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 , 장애등 , 종교유무로 

두었다. 

  1) 신체장애인의 음주섭취형태,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의 종단  연구

  <표 4>는 신체장애인의 음주섭취형태, 시간 그리고 그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

울을 보여 다. 통제변수으로 연령, 교육수 , 장애등 , 종교유무를 보았으며, 이  교

육수 (<.0001), 장애등 (<.0001), 종교유무(0.044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육수 이 낮

을수록, 장애등 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우울이 심하게 나타났다. 독립변

인인 음주상태는 '1년간 평균  음주 빈도', '음주 시 술잔 정도',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의 어려움'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각 변수, 시간, 각 변수와 시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유

의미성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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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체장애인의 음주섭취 형태,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

구 분
우 울

Parameter estimate P-Value

통제
변수

연령 0.10214 0.0110

교육수 -1.70032 <.0001***

장애등 -2.25766 <.0001***

종교 -1.05716 0.0444*

독립
변수

시간 -2.33272 0.1357

1년간 평균  음주 빈도 -1.47523 0.3565

1년간 평균  음주 빈도와 시간의 
상호작용

0.54558 0.4516

음주 시 술잔 정도 0.06316 0.9443

음주 시 술잔 정도와 시간의 상호작용 -0.24500 0.5399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1.09165 0.5388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시간의 상호작용

0.42707 0.6265

*p〈.05, **p〈.01, ***p〈.001

  2) 신체장애인의 CAGE scale,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의 종단  연구

  신체장애인의 CAGE scale 수에 따른 우울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통제변수로 연

령, 교육수 , 장애등 , 종교유무를 보았으며, 이  교육수 (<.0001), 장애등

(<.0001), 종교유무(0.033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육수 이 낮을수록, 장애등 이 높을

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우울이 심하게 나타났다. CAGE scale 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의존(문제성 음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결과 CAGE scale 수

가 높아질수록 우울 수 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001). 한, 시간이 변할수

록 우울의 정도가 나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났으며(0.0230) CAGE scale과 시간의 상호작

용에서 한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0497). 

<표 5> 신체장애인의 CAGE,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

구 분
우 울

Parameter estimate P-Value

통제

변수

연령 0.03431 0.1570

교육수 -0.83092 <.0001***

장애등 -0.97422 <.0001***

종교 -0.70240 0.0330*

독립

변수

CAGE 3.89369 〈.0001***

시간 -0.84032 0.0230*

CAGE와 시간의 상호작용 0.11237 0.049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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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CAGE scale을 바탕으로 신체장애인 음주자  알코올 의존, 비의존 집

단으로 나 어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 우울의 정도를 평균화하여 나타내었다. 알코

올 의존 집단이 비의존 집단에 비해서 우울의 정도가 높았으며, 두 집단은 1차 년도에서 

2차년도로 가면서 우울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3차년도로 가면서 1차년도보다 낮은 우울

의 수를 나타내었다. 알코올 의존의 집단의 경우 1차 년도에서 2차년도 가면서 0.5  

증가, 3차년도로 가면서 1.09  우울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 으며, 비의존 집단에서는 1

차 년도에서 2차년도 가면서 1.43  증가, 3차년도로 가면서 1.92  우울이 감소하는 형

태를 보 다. 비의존 집단에 비해서 알코올 의존 집단이 우울의 수가 높으나 시간의 

흐름으로 비의존 집단에 비해 작은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1〕 알코올 의존, 비의존 집단 간, 시간흐름이 우울에 미치는 향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신체장애인의 음주상태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하여 음

주섭취 상태  알코올 의 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 해서 분석하 다. 이를 통하셔 

신체장애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신체장애인 에서 비음주가 58.8%, 음주가 41.2%로 나타나 음주를 하는 사람

보다 비음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주를 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음주

섭취 상태를 알아본 결과 '1년간 평균  음주 빈도'에서 주1회 이상이 46.3%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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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음주 시 술잔 정도'에서 1~2잔 정도가 24.1%로 높게 나타났으며, 7~9잔 

정도가 21.5%로 나타났다. 이는 1~2잔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비슷한 수

치로 7~9잔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음주 시 술잔 정도’가 당하게 마시거나 폭음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10잔 이상 마시는 수치가 18.7%로 나타나 

7~9잔 정도와 10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를 합해보면 41.02%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없었던 경우가 90%로 높게 

나타났다. 한, 신체장애인 음주자 에서  23.7%가 알코올 의존 수 에 해당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민성길(1998)에 의하면, 한국에서 알코올 남용이 12%, 의존 10%로 나타나

며, 체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2%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신체장애

인의 알코올 의존이 23.7%가 나타난 것은 일반인의 유병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둘 째, 신체장애인의 연도별 우울의 변화를 ANOVA로 살펴본 결과 신체장애인의 우

울 정도의 연도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79, P=0.0031). 우울은 1

차 년도에서 2차 년도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3차 년도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 다. 1차 

년도와 3차년도를 비교해 볼 때, 1차 년도에 비해 3차 년도에서 우울이 낮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울의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 째, 신체장애인의 음주섭취 형태,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

을 선형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  변수 에서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은 교육수 (<.0001), 장애등 (<.0001), 종교유무(0.0444)로 확

인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수 이 낮을수록, 장애등 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

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종교의 유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의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르게 나타났다. 음주상태

를 나타낸 3개의 변수 '1년간 평균  음주 빈도', '음주 시 술잔 정도', '음주로 인한 일

상생활의 어려움'는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신체장애인의 CAGE scale, 시간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울을 

선형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  변수 에서 우울에 유

의미한 향을 주는 것은 교육수 (<.0001), 장애등 (<.0001), 종교유무(0.0330)로 확인

되었다. CAGE scale의 결과 CAGE scale 수가 높아질수록 우울 수 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001). 이는 CAGE scale의 수가 높아질수록 알코올의 문제가 심각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알코올 의존과 우울과의 상 계가 높다는 다른 연구결

과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시간이 변할수록 우울의 정도가 나

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났으며(0.0230) CAGE scale과 시간의 상호작용에서 한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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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알코올 독자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민설길(1998)에 의하

면, 여성보다 남성이 알코올 독 발병률이 높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알코올 독자에

서 우울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  요인 에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통제변인으로 두지 않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

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알코올 섭취 상태와 알코올 의존 정도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우울의 정도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여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보는 

것 한 의미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 정도를 악하기 하여 CAGE scale을 활용하 다. 

본 척도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박방경ㆍ이동배ㆍ이태용ㆍ조 채ㆍ권윤형(2000)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경우, 다른 

척도들과 비교했을 때 알코올 의존 선별에서 약간 낮은 경향을 보 고, 민감도 한 낮

게 나타났다. 문항에서도 “죄책감”, “비평” 등 직 으로 질문을 하여 설문 응답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르게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에 알코올 

의존에 한 연구에서는 CAGE scale 뿐만 아니라 AUDIT-K(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와 NAST(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를 병행하여 선별하

는 경우가 많다. 이병욱ㆍ이충헌ㆍ이필구ㆍ최문종ㆍ남궁기(2000) 연구에 의하면, 

AUDIT-K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계수 .92로 높은 신뢰도를 보 으며, MAST-K와 

CAGE-K와의 Pearson's 상 계수가 각각 .86, .80으로 p<.01 수 에서 유의한 상 계

를 보 다. 이와 같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AUDIT-K와 NAST, CAGE를 병행하

여 알코올 의존을 선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신체장애인의 음주  우울에 근할 때 비장애인과 차별화된 근이 필요하

다. 신체장애인의 우울의 정도가 인구사회학  특성 에 장애등 , 교육수 , 종교유무

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수 은 비장애인을 상으로 할 때에도 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장애등 은 신체장애인을 상으로 할 때에 요하게 야 

될 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 장애등 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증을 가지고 있는 신체장애인을 할 때에는 음주 문제에 해서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의 결과 신체장애인의 우울의 정도는 비의존에 비해서 알코올 의존인 

경우에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의존과 우울과의 연 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신체장애인 에 알코올 의존을 가진 경우에 우울에 해서 살펴보아

야 하며, 우울을 가진 경우에는 알코올 문제가 있는지에 해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 째, 신체장애인의 음주 문제는 일반인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신체장애인의 음주 



- 669 -

문제  우울과 련한 연구는 부족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의 정도가 높

을수록 높은 우울을 가지게 된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체장애인은 신체 인 결함뿐

만 아니라 음주와 우울의 이 장애를 가지게 됨으로써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신체장애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해

서는 구체 으로 신체장애인들의 음주 문제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재 지역

사회 내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으로 다양한 근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신체장애인을 상으로 차별화된 근을 하는 기 은 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신체장애인의 알코올 문제에 해서 알코올 의존을 악할 수 있는 다양

한 척도를 사용하여, 그 실태를 악하여 그에 한 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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