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일시 : 2010년 9월 17일(금) 9시 40분~17시 5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주 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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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옥경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

10:20~10:30 한국복지패널소개

10:30~11:40 session_1
제1주제 빈곤Ⅰ (목련) 사회자: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 분배상태 변화와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발표자: 권혁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자: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과)

2. 빈곤가구의 빈곤탈피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발표자: 유태균(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정(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빈곤지위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발표자: 이상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순아(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교육 (동백) 사회자: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 차이

발표자: 김광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신인수(전주대학교 교직교육학과)

2.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자: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토론자: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3.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

   :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최지영(한남대학교 교육학과)

토론자: 박현정(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제3주제 의료 (창포) 사회자: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이창우(보험연구원)

토론자: 허순임(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10:30~11:40 session_1

제4주제 주거 (수련) 사회자: 김수현(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1.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경휘(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미(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자: 박윤영(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승연(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김세림(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희재(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토론자: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장애인가구의 주거 및 소득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발표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지혜(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자: 강성호(국민연금연구원)

11:40~13:10 점  심

13:10~15:00

특별강연 (무궁화홀)

한치록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패널 자료에서 외생성과 인과성

15:00~15:10 휴  식

15:10~16:20 session_2

제1주제 빈곤Ⅱ (목련) 사회자: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한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효과에 관한 연구

발표자: NORIMICHI GOISHI(Tokyo Institute for Municipal Research)

토론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 양상과 관련 요인 분석

발표자: 안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원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상은(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발표자: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고용 (동백) 사회자: 전병유(한신대학교 평화와 공공성센터 부소장)

1. 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과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자: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토론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2.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의 노동 속성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 남기성(한국고용정보원)

토론자: 이기성(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6:40~17:50 session_3

제1주제  소비 (목련) 사회자: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발표자: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정(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소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0~16:20 session_2

제3주제 정신건강 (창포) 사회자: 신영전(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1. 우울증상 변화와 성별 차이 분석

발표자: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토론자: 허만세(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요인

발표자: 성준모(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자: 최희철(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노인의 우울에 대한 가족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발표자: 천재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난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4주제 장애인 (수련) 사회자: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요인 분석

발표자: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재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강동욱(한국재활복지대학교 재활복지학과)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

발표자: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20~16:40 휴  식



16:40~17:50 session_3
제2주제 아동 (동백) 사회자: 김진이(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 사회자본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선숙(충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세원(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미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용우(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발표자: 정선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후연구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토론자: 안재진(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변화 연구 

   : 1차년도와 4차년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발표자: 허균(부경대학교 교육학과)

토론자: 배화옥(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3주제 대학원생논문발표1 (창포) 사회자: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화 연구

발표자: 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정화(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최민지(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민현주(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2.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요인 

   : 3~4차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발표자: 권현정(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이용재(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노인의 우울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표자: 김경란(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종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제4주제 대학원생논문발표2 (수련) 사회자: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발표자: 김수혜(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황여정(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토론자: 손창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발표자: 오영삼(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박소현(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진선미(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3. 빈곤이행의 도․농 격차에 관한 연구

발표자: 송나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안수란(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토론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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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 분배상태 변화와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

Fiscal Welfare vs. Social Welfare: Distributional Effect and Cost

권혁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복지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복지를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복지체계로 전환․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복

지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제 내 관련 공제항목을 폐지하는 것이 복지체계의 정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2) 가족복지 관련 소득세제 내 조세지출의 역진성과 이전지출로의 전환에 따른 분배개선 효과를 실증적으

로 확인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효과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3) 그와 같은

정책전환은 현실적으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설계 차원의 합리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책전

환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4) 실효성 있는 정책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

을 강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체계가 전혀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다.

제 1 장 서론

지난 5월 어느 한 신문에서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한겨레, 5월 13일자 기사)한다

는 흥미로운 여론 조사 결과를 보았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

들만 돕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72%의 국민

이 응답했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정치적 성향이나 학력, 지역에 관

계없이 동일했다는 점이다.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재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3~40대의 경우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은 국민들의 복지의식 변화가 반영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를 앞두

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이를 제안한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재정문제를 둘러싼 서로 상반된 주장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다. 사실,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 좌초되거나 혹은 실행된다고 하

더라도 빈약한 예산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

금은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영유아보육료로는 실제 보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주변에

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에 복지수급자격을 더욱 좁힘으로써 충분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실

효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에 수급자 선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거래비

용을 고려할 때,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더욱 비용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그 효과를 증명해 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의 설문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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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가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절대다수가 되었

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한겨레신문, 2010.5.13. 기사: 신광영 교수 인터뷰)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바로 이 지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즉,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복지체계를 변화

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복지제도만이 아니라 조세제도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제도

와 조세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은 관련 조세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현

행 소득세제 내 관련 공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복지제도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복

지체계의 정합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2장에서는 복지제도와 소득세제의 관계와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용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다음 4장에서는 인적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의 규모, 수혜

계층 및 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장애․노인에 대한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수혜계층, 분배상태 및 소요재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한계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2 장 복지급여로써 조세지출의 역할과 한계

1. 사회복지와 재정복지: 이전지출과 조세지출

티트머스(Richard Titmuss)는 복지를 사회복지(social welfare),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그리고

재정복지(fiscal welfare)의 상호보완적인 체계로 넓게 정의한다(남찬섭․유태균 역, 2007에서 재인용). 사회

복지는 정부재정의 직접적인 지출, 즉 이전지출에 의한 복지혜택 제공을 말한다. 반면에 재정복지는 조세

징수체계 내에 특정한 사회복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세 가

지 복지체계는 공통의 사회적 목적, 예를 들어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분배개선과 같은 목적을 공유하며, 상

호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유인 등에 영향을 미친다.(전게서, pp.88~89)

재정복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하는 소득세 연말정산을 생각하

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임금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혹은 장애 유무에 따라, 그리고 이들에게 지출한 교육․의료․주거 관련 비용 등을 소득금액에서 공

제하여 과표를 산정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납세액이 줄어든다. 이것은 정부

재정측면에서 보면 해당 공제로 인한 징수세액의 손실을 의미하지만, 해당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혹은 자녀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곧 그에게 이전급여를 주는 것과 같다. 조세감면과 이전지출

은 그것이 갖는 일차적인 목적에 있어서나 그것이 개인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하등 다를 바

가 없다. 이들 두 가지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정책이 형식만 달리 하여 표현된 것뿐이

다”(전게서, p.91에서 재인용)라는 Titmuss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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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OECD 국가들의 조세와 복지급여(tax and benefit system) 체계를 소개․비교하고 있

는 「Benefits and Wages」(OECD, 2005; 2008)1)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2008년 보고서는 각 국가

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실업보험․부조, 사회부조, 청년실업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 편부모급여, 고용조건부 급여, 소득세, 사회보험료 그리고 복지급여에 대한 과세로 구

분하여 소개․비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개별 국가들이 위의 모든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복지급여라고 할지라도 수혜자격과 수준은 물론, 재정방식

등의 제도 운영방식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지만, 이를 위해 어떤 국가는 조세를 감면해주지만(조세지출), 다른 어떤

국가는 조세감면 없이 현금을 직접 지원(이전지출)하기도 한다. 즉, 이전지출과 조세지출은 나름의 경로를

통해 세입․세출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재정의 전체적 규모와 적자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원배분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행위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2)

이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앞서 말한 Titmuss의 사회복지 혹은 재정복지 중에서 어느 한 체계가

각 국가의 복지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각 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재정․기업 복지체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국가들을 보면 그 중에서 어느 한

복지체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리방식 혹은 제도에 대한 Esping-Andersen(1999)의 구분, 즉 잔여주의적

(residual) 유형과 보편주의적(universal) 유형 국가들의 가족․편부모 급여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국가 가족급여 편부모 급여
소득세제 내

관련 공제
국가 가족 급여 편부모 급여

소득세제 내

관련 공제

스웨덴 U U - 영국 U - ○

노르웨이 U U - 미국 MT - ○

핀란드  U U - 캐나다 MT MT ○

덴마크  U U - 호주 MT MT ○

<표 1> 각 국가별 복지혜택 지급방식

주: 1) OECD(2008)과 World Bank(2006)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함.

2) U=보편적 지급, MT=means-tested를 통한 지원, “○”=존재, “-”=존재하지 않음을 각각 의미함.

<표 1>을 보면, Esping-Andersen이 보편주의 유형으로 분류한 국가들에서 가족․편부모 급여는 소득수

준과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유형(부부, 편부모, 단독)과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가구의 필요(needs)를

고려하여,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해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의 소득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OECD, 2008; 표

1.9 참고)

반면에 잔여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관련 복지급여를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수혜자격과 수준을

결정하는 한편, 소득세제 내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자녀의 연령과 인원 등에 따라 납세액을 줄여주고

1) 위 보고서는 1998년 『Benefit Systems and Work Incentives』로 시작했지만, 이후 보고서명(2000년 변경)과 일부 내용이 수정

되어 간행되고 있다.
2)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승훈(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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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국가들은 조세지출을 통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복지체계에서 사회복지와 재정복지가 상호보완적인 것일 수 있지

만, 한 국가차원에서 보면 두 체계는 상호 대체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그 대체관계가 완전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각 국가마다 상대적으로 어느 한 체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3)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지출

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2010)에 따르면, 조세지출에 대해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규모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유사한 정책목적에

있어서 이전지출과 비교했을 때 조세지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4)

먼저,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이 이전지출에 비해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도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확인 과정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일괄 정리․제출함으로써 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며, 동시에 관련 개인의 부정적 행위(남용, 거짓보고 등)로 인한 문제가 축소될 수 있다. 셋

째, 납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조세지출을 확대(규모 혹은 수)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지출의 문제는 공정성, 단순성, 효율성․효과성 및 재정책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 대한 영향, 관련 지식과 그에 따른 혜택 등5) 현실적․이론적

으로 보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둘째, 조세지출은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관련 세정운영을 어렵게 한다. 나아가, 다양

한 항목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특정 항목이 갖는 효과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이전지출 방식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6)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

세지출은 직접적인 보조금과는 달리 숨은 보조금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규모나 효과를 평

가하기가 매우 힘들다.7) 넷째, 조세지출은 세원을 축소시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부족해진 세

수확보를 위한 고세율 정책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어

긋난다.”(전승훈, 2004; p.13)

이처럼 조세지출은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승훈(2004)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세지출

자체가 옳다 혹은 그르다는 논의보다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이

전지출과 조세지출 중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한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검토과정에 있

어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바는 복지체계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두 지출방식의 특징과 효과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8)

3) OECD(2010)은 여러 국가들의 조세지출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때 그 규모나 수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국가들은 캐나다, 영

국, 미국,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다. 이것은 가용자료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보편적 유형

의 국가들에서 조세지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4) 이하 관련 내용은 OECD(2010)의 2장의 내용과 전승훈(2004)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써,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헌 참고.
5) 전승훈(2004)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대부분이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익집단 또는 특수계층의 로비 등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6) 그 이유로 OECD(2010)에서는 두 가지 방식에 따른 관련 행정부처가 서로 다르고, 각 방식에 따른 행태적 반응과 수급자격 결

정 기반(소득 혹은 소득 이외의 특성 등)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7) 둘째, 셋째 요소들은 동시에 조세지출의 투명성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써,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8) 전승훈(2004)은 조세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조세지출 자체의 문제와 조세지출 운

용상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후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전자와 관련해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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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특징과 한계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2007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

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9) 이때,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 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

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재정경제부,

2005)라는 조세지출 정의에 근거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능별 분

류는 크게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경제개발 지원, 사회개발 지원, 국방, 일반행정, 기타로 구성되

며, 감면방법별 분류는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된 일부 내용, 즉 세목별 분류에서 소득세,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개발 지원 분야 내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약 22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때, 소득세의 조세지출 규모10)가 차지하는 비

중은 2000년 38.9%에서 2007년 46.8%로써 약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사회보장부문의 조세지출

비중은 2000년 8.8%에서 2007년 11.7%로 증가했고, 금액으로 보면 약 11조에서 26조로 2배 이상 증가했

다.

<표 2>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와 추이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조세지출액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199,878 212,082 227,083

조세지출비율(A) 13.8 13.4 13.3 14.0 14.2 14.5 14.1

조세지출비율(B) 13.2 13.4 13.6 13.4 12.5

소득세 51,692 (38.9) 48,643 (35.4) 55,512 (37.7) 64,291 (36.7) 73,982 (40.5) 81,895 (41.0) 88,051 (41.5) 106,376 (46.8)

사회보장 11,649 (8.8) 12,932 (9.4) 13,535 (9.2) 17,487 (10.0) 16,873 (9.2) 22,422 (11.2) 22,541 (10.6) 26,612 (11.7)

주: 1) 2000-2004년은 실적치, 2005-2007년은 각 연도 전망치임

2) (-)는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임

3) 조세지출비율 A=조세지출액/(조세지출액+관련 국세), B=조세지출액/(조세지출액+국세수입총액)

출처: 2000-2003년은 전승훈(2004), 2004-2005년은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 2006-2007은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전만 보도자료.

한편, <표 3>을 통해서 잔여적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항목은 비교

적 많은 편이지만, 그 지출규모는 큰 편이 아니다. 즉, 7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항목 수에 있어선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지만, GDP 대비 지출 규모는 5번째이다.

별 사안별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세지출방식을 이전지출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

은 다른 입장이다.
9) 하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과정에 대해선

박명호(2009) 참고.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다른 국가의 제도에 대해선 OECD(2010)와 전승훈(2004)

참고.
10)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 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소득세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즉 지원대상이 특

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세지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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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세지출 항목수와 GDP 대비 비중

(단위: 개, %)

캐나다(2004) 독일(2006) 한국(2006)
네덜란드(200

6)
스페인(2008) 영국(2006) 미국(2008)

조세지출

항목수

소득세 141 53 134 52 68 187 153

자본소득세 7 3 1 0 2 18 7

고용조건부 지출 1 0 1 2 5 3 4

기타조세 32 30 82 46 64 173 0

총계 181 86 218 100 139 381 164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소득세 5.16 0.26 1.75 1.06 1.41 4.9 5.21

자본소득세 0.62 0.04 0 0 0.16 3.07 0.7

고용조건부 지출 0.01 0 0.01 0.04 0.74 0.35 0.06

기타조세 1.16 0.45 0.72 0.9 2.25 4.47 0

총계 6.95 0.75 2.48 2 4.56 12.79 5.97

출처: OECD(2010)의 <표 29>와 <표 32>의 항목 중 일부

주: 1)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대상연도는 재정연도를 의미함.

2) OECD(2010)은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국가별로 보고하는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나아가 본 연구와 관련해선 소득세제 내 다양한 목적의 조세지출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조세지출의 규모

와 비교가 더 유용하다. 이태수(2003)에서는 정부가 분류․발표하고 있는 사회보장 이외에 사회복지와 관

련된 항목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그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

회복지 관련 조세지출의 총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약 15.5% 수준이다. 하지만, 영미계 국가의 1990년대 동

비중은 캐나다 33.3%(‘92), 영국․미국 44% 내외, 그리고 호주는 그 비중이 81.4%에 이른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론 우리나라가 보편적 혹은 잔여적 유형 둘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

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론, 소득세제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공제가 전혀 없는 보

편적 유형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는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잔여주의적 유

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고용조건부 급여제도가 잔여적 국가

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유사성은 한층 분명해진다.

하지만, 잔여적 유형 국가들의 총조세지출 대비 복지관련 조세지출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그 비중

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복지가 복지체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초 노령․장애 연금 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수급범위가 각 범주별

가구들의 하위 70%로써 매우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주의적 특성 역시 존재한다. 물론, 보편주의 유형

에 속한 국가들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급여수준, 그리고 소득․자산조사를 통한 수급자격의 판정11)과 같

은 요소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과도기적 상

황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지도 모른다. 즉,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력들이 기존의 관련 제도들과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체계에 대한

11)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제도들의 수급자격 판정 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유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수급자를 판단하는 것이 나름의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등)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하위 70%가 수급범위라고 할 때, 남은 30%까지 보편적으

로 지급할 때의 재정규모와
12) 권혁진(2007)에서는 2004년 우리나라의 조세(세율과 과세구간 등)와 복지급여체계와 이를 보편적 유형과 잔여적 유형으로 전환

하는 경우를 각각 모형화하여 불평등․빈곤 완화, 그리고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정태적으로 모의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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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새로운 제도들의 추가․도입은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낳을지도 모르기 때문이

다.

또한 기존 복지체계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향후 발전적인 복지체계를

위해 사회복지와 재정복지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 역시 배제될 필요나 명분도 없을 것이다. 이

태수(2003)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세지출과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이 결코 작지 않다거나, 적어도 장애인

복지분야의 조세감면 혜택은 대단히 풍부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확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지극히 잔여주의적 특성을 벗지 못한 채 보편주의

에 입각한 제도 운영에 인색한 상태”(이태수, 2003; p.305)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나아가 사회복지 관련 일

부 조세지출과 이를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재분배와 소요재정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세지출과 그 전환에 따른 재분배효과에 대

해 과표, 납세액, 혹은 세후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태적인 모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사실, 기존의 조

세지출을 없앤다거나, 나아가 이전지출로의 전환에 따른 분배상태의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한

다면, 정책변화가 개인 혹은 정책결정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13) 따라서 이하 본 연

구의 결과는 정책변화에 따른 행태적 반응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임을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소득세제 내 공제항목과 관련 처리 내용

1.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내용

본 연구는 복지패널 3차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2007년 귀속 소득변수를 중심으로 인적․경제․사회적 특

성, 지출항목 등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단위

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복지패널 자료를 보면, 근로 관련 소득변수들(근로소득, 사

업․부업소득)은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반면에, 기타소득(재산소득, 사회보험수급액, 증여․상속 등)과 자산

관련 변수들과 지출(사회보험료, 조세, 각 소비항목 등)변수들은 가구단위로 조사․보고되고 있다.14) 이러

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전제로 연구목적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수정․재구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차 복지패널 가구자료의 가구단위로 조사․보고되는 소득(농림축산업․어업․재산․연금․공적이

전․기타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소득만을 사용한다. 이때,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상용소

득과 임시․일용 소득은 근로소득15),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과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합산하여

13) OECD(2010)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재)분배효과는 분석대상 변수와 분석에서 고려하는 행태적 반응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조세지출 변화로 인한 납세액의 변화는 개인의 행위(노동, 소비, 저축 등)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결정에도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조세지출을 관련 이전지출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고, 늘어난 수입을 단순히 분배할 수도

있고, 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인가에 따라서 정책변화의 효과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14) 이것은 복지패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시자료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소득공제 등과

같은 소득세제의 미시․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 자료의 한계 역시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15) 실제 종합소득세제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차감한 후 8%의 단일세율로 세액

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차감하여 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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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과세대상 소득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여, ‘과세 전 소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

소득세제 대상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원만을 갖고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각각 간

주하며, 두 소득원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간주한다.

(3) 가구원들 중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를 가구대표자, 일명 ‘납세주’로

선정하였다. 복지패널의 경우, 가구주를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으로 정의하지만, 예를 들어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구의 생계를 함께 꾸리

고 있다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자를 가구주’로 한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를 쉽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소득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구유형과 납세주

(가구 내 최고소득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표 4>를 통해서 살펴보자. <표 4>의 횡축은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각

가구를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종축은 납세주의 원자료 상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표 4>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유형과 가구 내 최고 소득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가구, %)

가구유형

최고소득자

가구 내 지위

가구주

단독[1]
부부[2]

부부 및

기타[3]

가구주 및

기타[4]
배우자[5]

배우자 및

기타[6]
기타가구원[7] 소계

가구주 본인 2,200 828 145 297 0 0 0 3,470

배우자 0 222 37 0 282 26 0 567

가구주 자녀 0 0 66 182 0 50 202 500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0 0 1 4 0 1 6 12

기타 가구원 0 0 5 29 0 0 27 61

<표 4>에서 보듯이, 가구주가 납세주인 경우는 분석대상 6,313가구 중에서 3,470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

지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자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가장

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피부양자와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을 감안하여 각 가구유형과 납세주의 가구 내 지위를 고려하여 공제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를 납세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필요한 경우 구성원들의 납세주와의 관계를 새

롭게 부여하였다. 아래의 <표 5>는 그 내용을 정리․소개하고 있다.

<표 5> 납세주 전환 내역

(단위: 가구, %)

원자료상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유형 납세주 가구수

가구주 1~4 가구주 3,470 (55.0)

가구주의 배우자 2,3,5,6 가구주의 배우자 567 (9.0)

기타 가구원 3,4 가구주 34 (0.5)

가구주의 미혼 자녀 3,4 가구주 235 (3.7)

가구주의 미혼 자녀 6 가구주의 배우자 49 (0.8)

기타 가구원 6 가구주의 배우자 (0.0)

가구주의 기혼자녀 3,4,6 해당 기혼자녀 14 (0.2)

가구주의 자녀 7 해당 자녀 202 (3.2)

가구주의 자녀의 배우자 3,4,6,7 해당 자녀의 배우자 12 (0.2)

기타 가구원 7 가구주 27 (0.4)

가구 내 소득활동하는 자가 없는 가구 1,703 (27.0)

주: 1) 기타 가구원은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혹은 그 배우자) 이외의 가구원’을 의미함.

2) 가구유형의 숫자는 <표 >의 가구유형별 숫자 참고.



- 9 -

(4) 2007년 종합소득세제에 기초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간략하

게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8종류가 있다. 종합소득 가운데 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며, 이 단

계의 소득이 소득공제 전 소득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

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종합소득공제에는 <표 6>에서 보듯이,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특별

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상의 소득공제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사

업소득자는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 연금보험료공제, 일부 특별공제(기부금공제, 표준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각종 공

제를 고려한 과세표준(tax base)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누진적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산

출세액이 결정되는데, 2007년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 4천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이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

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합하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이 구

해진다. 총결정세액에 대해 그해 마지막 급여 등이 지불될 때 연중 급여총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급

여 지불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액 등을 대비하여 과부족액에 대한 정산(연말정산)이 행해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

<표 6> 종합소득세제 내 공제항목: 2007년 기준

대상과 공제액 사용변수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일인당 100만원

가구원별 성, 연령, 장애유무 변수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150만원, 65~69세:100만원),

장애인(150만원), 부녀자(50만원), 6세 이하(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2인 이상(2인 50만원, 추가 일인당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 가구원별 연금 가입과 종별 변수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h0305_1, h0305_3aq1, 가구원별

고용보험가입여부변수

의료비공제 일반의료비 공제(소득의 3% 초과분, 공제한도 500만원) h0307_3aq8

교육비공제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1인당 연 200만원

h0307_3aq9, h0307_3aq10, 가구원별

학력변수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h0309_aq7

기부금특별공제 전액공제 기부금 p0304_5

혼인-장례-이사공제

표준공제와 비교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가구원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여부 변수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세액감면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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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종합소득세액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16)

① 종합소득금액은 조사된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필요경비를 이미 차감․조사한

순소득 개념의 사업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한다.

② 인적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는 복지패널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각 범주별 조건(연

령, 장애유무, 부녀자여부, 자녀수)과 ①에서 계산한 연간소득금액17)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 하여 납세주

의 공제금액을 계산하였다.

③ 연금보험료 공제는 복지패널의 관련 문항을 근거로 가입종별(사업장,지역,임의)을 파악하여 그에 따

른 보험료를 계산하였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의 최저(22만원)-최고한도(360만원), 가입종별에 따른 요율

(9%),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07년 121만원)을 적용하였다.

④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우선, 건강․고용보험료는 각

사회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기여분을 계산하였다. 의료비․교육비․주

택자금 공제는 가구단위의 관련 지출 변수를 사용하였다.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가구 내 구성원들의 학력

변수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주택자금공제는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h0309_aq7)만을 적용하였다.18) 그리

고 기부금공제는 패널의 개인용 자료에서 기부금변수를 추출하여 근로․사업 소득자 모두에 대해서 적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공제를 사업소득자에 대해선 60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계산한 특별공제액과 비교하여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였다.

⑤ 기타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자에 대해서 해당 공제한도

액 300만원을 적용하였다.19) 그러나 다른 기타소득공제는 관련항목이 패널자료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제

외하였다.

⑥ ②~⑤의 과정을 통해 합산한 종합소득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표를 구하고, 각 금액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

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세 전 소득’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 즉 소득공제 후 소득

을 ‘과세 후 소득’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지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공제액은 과다 혹은 과소 계산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공제항목에서 비롯된 과소계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가구단위의 지출 변수 사용으로

인한 과다 계산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다만, 실제 징수소득세액과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귀속 소득세 수납액은 38조 8,559억 원(국세청, 2008)인데, 복지패널 자료에서 가구단위로

조사․보고하고 있는 세금액(h0307_4)20)은 연간 기준으로 납세총액은 29조 9,960억 원, 가구당 평균은 183

16) 본문에서는 각 공제항목을 비교적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각 공제항목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조건, 한도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본문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공제항목에 대한 세

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국세청(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17)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

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

은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으로써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

(2004~2008년 기준)임. 즉,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500만원 + (700만원-500만원)×50%)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8) 주택자금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가 있지만 패널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문항이 없다.
19) 연금저축공제와 퇴직연금소득공제 합계액 상한이 300만원을 모두 활용한다고 가정한 것으로써, 일정정도 과대계산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기타소득공제항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크기는 여전히 과소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
20) 통상적으로 직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이를 부담하는 부담자가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

세 등이 있지만, 복지패널에서 세금은 직접세를 의미할 뿐 구체적인 세목은 보고되지 않고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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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수준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계산한 납세총액은 가구 내 납세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조

2,570억 원이며, 가구 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구성원의 납세액까지 합계하면 약 33조 4,548억 원 수준이

다(<표 7> 참조).21)

<표 7> 가구유형별 평균 과세 전후 소득과 납세액

(단위: 가구, 만원, 억원)

가구수 과세 전 소득 과세 후 소득 평균 납세액 총 납세액

납세주 전체 6,313 2,490 2,306 184 302,570

근로가구 4,610 3,028 2,804 224 302,570

임금근로가구 3,340 2,983 2,838 145 152,988

비임금근로가구 1,270 3,187 2,687 501 149,582

무직가구 1,703 0 0 0 0

가구원 전체 전체 6,313 3,146 2,942 204 334,548

근로가구 4,610 3,826 3,578 248 334,548

임금근로가구 3,340 3,818 3,647 170 178,924

비임금근로가구 1,270 3,854 3,333 521 155,624

무직가구 1,703 0 0 0 0

주: 1) 총납세액의 단위는 억원, 나머지 금액변수의 단위는 만원임. 그리고

2) 과세전 소득을 제외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직접 계산한 결과이며, 모든 금액변수는 가구가중치(h03_wg)를 적용한 결과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결과가 실제 징수총액에 상대적으로 더욱 근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

인 비교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세통계와 패널자료의 세액은 종합소득에 근거하는

데 반해, 본 연구의 세액은 종합소득의 일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

의 계산결과가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된다.22)

다른 한편,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납세액의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납세액의 분포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주요 분석대상인 피부양자의 인적 속성(성․연령․장애유무)에 기초한 인적

공제항목은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

제로 인한 한계적(marginal) 혜택은 다른 공제혜택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혜택을 과다계산하는 경우 인적

공제로 인한 실제 혜택은 축소되며, 과소계산하는 경우 그 혜택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의 결과들은 <표 7>에서 보는 납세주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납

세주를 가구대표자로 정의하고 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적용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 또한 과세전 소득이 0인 가구를 6분위로 하고,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과세 전 소득을 기준으로 5개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주요 결과들을 제시․설명하고 있다.

21) 납세주 이외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본인공제, 보험료공제 등 개인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만을 계산한 결과이다.
22) 아쉽게도 국세통계연보에는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종류별 징수액을 보고하지 않는다. 더욱이 동일한 개인이 여러 소득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종류별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23) 물론, 여기에도 일정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복지패널의 가구원은 기본적으로 동거(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자)를 기준으로 파악하지만, 소득세제 내 기본공제대상자는 동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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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1. 기본 통계(평균과 수혜집단 등)

<표 8>의 납세액을 보면, 1분위의 연간 평균 납세액은 약 904만원인데 반해, 2분위는 160만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고, 5분위의 납세액은 약 2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

배 기능이 소득세의 고유한 특성임을 고려하면, 일견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24)

<표 8> 소득분위별 평균 과세전후소득, 납세액

(단위: 가구, 만원)

가구수 과세 전 소득 납세액 과세 후 소득

1분위 601 7,190 904 6,286

2분위 730 3,691 160 3,531

3분위 826 2,424 57 2,367

4분위 993 1,477 19 1,459

5분위 1,460 464 2 461

근로가구 4,610 3,028 224 2,804

전체(무직가구 포함) 6,313 2,490 184 2,306

<표 9>의 소득분위별 소득공제 총액을 보면, 1분위는 1,177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위분위일수록 줄어들

고, 4,5분위의 경우 1분위의 절반정도 수준인 600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인적공제와 인적공제 이외의 공제

의 분위별 특성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인적공제

의 경우 분위별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이것은 인적공제 이외의 공제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지

출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는 가구구성원의 인적속성(연령․장애․성

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소득분위별 소득공제별 금액

(단위: 만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평균

총공제 1,177 964 750 600 579 813

인적공제합계 419 403 365 343 388 383

기본공제 315 290 262 235 209 262

추가공제 69 81 78 90 171 98

다자녀추가공제 35 31 24 18 7 23

인적공제이외 758 561 386 257 191 429

한편, <표 9>는 단순한 공제금액일 뿐 실질적인 혜택, 즉 소득공제로 인한 납세액의 감소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의존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혜택

은 더욱 크다. 예를 들어, 동일한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세율 적용자는 35만원, 최저

세율 적용자는 8만원의 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4) 소득세의 분배상태 완화 정도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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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특정 항목으로 인한 실질 혜택을 구분하는 것도 임의적이며, 연구

목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들의 합계를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 적용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했을 때의 납세액과 일부 공제항목

들을 제외할 때 발생하는 납세액의 차이, 즉 ‘한계납세액’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정의한다.25) 나아가 조세

지출의 총액은 가구별 한계납세액을 합산하여 사용한다.

우선, <표 10>은 인적소득공제의 세부항목들의 한계납세액을 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분

위의 경우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를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면 납세액은 가구당 평균 92만원이

증가하지만, 낮은 분위일수록 그 금액은 줄어들며 5분위의 경우 그 증가액은 평균 5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0>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절대적인 금액에서 본 실질혜택이 크다. 반면,

하위계층은 ‘한계납세액’이 적지만, 기존 납세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존 납세액 대비 증가 납세액의 비

중은 높게 나타난다. 한편, 공제항목별로 보면, 당연히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순으로 한계납

세액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표 10> 인적 소득공제의 가구당 한계납세액

(단위: 만 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다자녀공제 7 (0.8) 4 (2.6) 1 (2.5) (2.4) (1.0) 3 (1.2)

-다자녀-추가공제 22 (2.4) 15 (9.5) 6 (11.2) 3 (16.4) 1 (61.4) 10 (4.3)

-기본공제 69 (7.7) 44 (27.1) 20 (35.0) 9 (48.5) 2 (85.8) 29 (12.8)

-기본공제-추가공제 84 (9.3) 56 (35.1) 26 (46.3) 13 (70.2) 5 (192.3) 37 (16.4)

-다자녀-추가-기본공제 92 (10.2) 61 (38.3) 29 (50.3) 14 (75.4) 5 (198.3) 40 (17.9)

주: (-)는 모든 공제를 고려한 경우의 납세액 대비 한계납세액 비중임.

<표 11>은 인적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를 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인적공제의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는 약 5조 4,016억 원으로 추계되는데, 그 중에서 약 45%는 1분위 계층이 차지한다. 이것은 인적공제

세부항목별로 보아도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1분위의 비중이 약간 더 높고 하위

계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11> 인적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 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다자녀공제 1,920 (53.4) 1,166 (32.4) 379 (10.5) 122 (3.4) 6 (0.2) 3,593 (100.0)

-다자녀-추가공제 5,744 (44.4) 4,238 (32.8) 1,719 (13.3) 828 (6.4) 402 (3.1) 12,930 (100.0)

-기본공제 18,155 (47.0) 12,092 (31.3) 5,372 (13.9) 2,443 (6.3) 561 (1.5) 38,622 (100.0)

-기본공제-추가공제 22,109 (44.5) 15,644 (31.5) 7,107 (14.3) 3,535 (7.1) 1,258 (2.5) 49,653 (100.0)

-다자녀-추가-기본

공제
24,138 (44.7) 17,069 (31.6) 7,717 (14.3) 3,793 (7.0) 1,298 (2.4) 54,016 (100.0)

주: (-)는 근로가구 전체 대비 각 분위의 비중임

25) 전승훈(2004)에 따르면, 조세지출 추정방법으로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세수증대법(revenue gain), 직접지출등가법

(outlay equivalence)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추정방법은 세수증대법인데, 동 방법은 세제상의 비과세, 감

면조항이 폐지되는 경우 증가되는 세수의 규모를 추정한다. 하지만, 동 방법은 해당 조항의 폐지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동학 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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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가구유형별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임금근로가구의 과세 후 소득의 불평등도가 임금

근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개선되었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더욱 높다. 한편, 근로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로 인한 불평등 완화율은 과세 전 소득 지니계수 대비 약 5.85%이지만, 과세대

상이 아닌 무직가구를 포함하는 경우 그 비율은 3.92% 수준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인적소득공제의 한계납

세액을 제외한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인적소득공제를 제외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

등도가 낮다. 다시 말하면, 인적소득공제로 인해 분배상태는 매우 작지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적소득공제만을 제외하는 경우 분배상태가 개

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인적소득공제가 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인적공제를

제외하는 경우 임금근로가구들의 불평등도는 완화되는 반면, 비임금근로가구들의 불평등도는 악화되고 있

다. 즉, 현행 인적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이 임금근로가구의 경우엔 고소득층, 비임금근로가구의 경우엔 저

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자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인적 소득공제로 인한 분배상태 변화

전체 근로가구 임금근로가구 비임금근로가구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39806 0.56735

과세 후 소득 0.51833 (-3.92) 0.41432 (-5.85) 0.37863 (-4.88) 0.53171 (-6.28)

-다자녀공제 0.51820 (-3.95) 0.41417 (-5.88) 0.37844 (-4.93) 0.53170 (-6.28)

-다자녀-추가공제 0.51821 (-3.94) 0.41418 (-5.88) 0.37816 (-5.00) 0.53269 (-6.11)

-기본공제 0.51782 (-4.02) 0.41371 (-5.99) 0.37685 (-5.33) 0.53500 (-5.70)

-기본공제-추가공제 0.51771 (-4.04) 0.41357 (-6.02) 0.37716 (-5.25) 0.53336 (-5.99)

-다자녀-추가-기본공제 0.51790 (-4.00) 0.41380 (-5.96) 0.37700 (-5.29) 0.53493 (-5.72)

2.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분석

가)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로의 재구성

현행의 인적소득공제는 연령․장애여부․소득금액 등의 조건을 총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만 적

용된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통한 복지혜택을 이전지출로 바로 전환해서 모의실험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70세가 넘은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는 2007년 기준

기본공제(100만원)와 추가공제(150만원)이다. 한편, 70세 모친이 장애를 갖고 있다면 기본공제(100만원), 장

애추가공제(200만원) 및 경로추가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제대상자의 인적속성에 따라 공제혜택의 차이가 크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편적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게 20세

이하․장애우․경로자 세 가지 범주로 단순화해서 모의실험 모형을 설정․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표 13>을 통해 위의 세 가지 범주에 따른 소득분위별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을

수록 20세 이하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26), 장애․경로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납세주 본인을 포함해 가구 내에 장애․경로자가 있는 가구가 상대

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6) 최근 통계청(2010)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자녀 가구비율은 감소하고 두 자녀 가구 비율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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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 현황

(단위: 만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20세 이하 공제 212 208 157 104 53 147

장애인 공제 15 17 19 35 66 31

경로공제 22 21 40 52 107 49

<표 14>는 앞 절에서처럼 범주별 공제항목에 의한 소득분위별 한계납세액과 조세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한계납세액과 조세지출 측면 모두 고소득층일수록 받는 실질혜택이 상대적으로 크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3>에서 장애․경로공제 대상자가 하위계층에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세

율과 다른 공제항목의 영향으로 그 실질적인 혜택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4>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의 한계납세액과 조세지출액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가구

한계납세액

(만원)

-20세이하 공제 45.3 (5.0) 30.2 (18.8) 10.5 (18.5) 3.5 (18.8) 0.3 (14.1) 17.9 (8.0)

-장애공제 3.2 (0.4) 2.3 (1.4) 1.3 (2.3) 0.9 (4.6) 0.4 (17.5) 1.6 (0.7)

-경로공제 4.8 (0.5) 3.0 (1.9) 2.7 (4.7) 1.4 (7.5) 0.8 (34.8) 2.5 (1.1)

조세지출

(억원)

-20세이하 공제 11,865 (49.2) 8,390 (34.8) 2,839 (11.8) 944 (3.9) 92 (0.4) 24,131 (100.0)

-장애공제 850 (39.0) 631 (29.0) 353 (16.2) 230 (10.6) 115 (5.3) 2,179 (100.0)

-경로공제 1,270 (37.1) 825 (24.1) 718 (21.0) 379 (11.1) 227 (6.6) 3,420 (100.0)

주: 1) 한계납세액의 (-)는 모든 공제를 고려한 경우의 납세액 대비 한계납세액 비중임.

2) 조세지출의 (-)는 근로가구 전체 대비 각 분위의 비중임

<표 15>는 기존의 인적소득공제를 범주별로 재구성하는 경우 분배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범주별 소득공제로 인한 분배상태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세 이하 공제를 제

외하는 경우 불평등도가 아주 작은 수준으로 완화됨으로써, 해당 공제의 역진성을 분배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표 15> 범주별 인적 소득공제로 인한 분배상태 변화

전체 근로가구 임금근로가구 비임금근로가구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39806 0.56735

과세 후 소득 0.51833 (-3.9) 0.41432 (-5.8) 0.37863 (-4.9) 0.53171 (-6.3)

-20세이하 공제 0.51767 (-4.0) 0.41352 (-6.0) 0.37753 (-5.2) 0.53191 (-6.2)

-장애공제 0.51836 (-3.9) 0.41436 (-5.8) 0.37859 (-4.9) 0.53203 (-6.2)

-경로공제 0.51840 (-3.9) 0.41442 (-5.8) 0.37857 (-4.9) 0.53234 (-6.2)

나)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본 소절에서는 앞의 세 범주별로 구분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보편적 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다. 즉, 조세지출방식을 통한 복지혜택을 이전지출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수당의 수준이다. 보편적 수당이 갖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장점은 크게 축소될 것이고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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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으로 각 범주별로 일인당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모형(A)과 각

범주에 따른 조세지출만을 재원으로 하여 각 범주별 대상자에게 균등분배하는 모형(B)을 각각 설정한다.

이때, 모형 A와 B는 각 범주에 따른 하위모형 세 개로 구성된다. <표 16>은 모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

리한 것이다.

<표 16> 모형의 특징

기본 특징 재정방식 이전지출 급여수준

모형A 각 범주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각 범주별로

이전지출 급여 지급

불균형 재정

(조세지출규모≠이전지출규모)
각 범주별로 일인당 연간 120만 원 동일

모형B
균형재정

(조세지출규모≡이전지출규모)

- 20세 이하: 일인당 연간 18.3만원

- 장애: 일인당 연간 7.9만원

- 경로: 일인당 연간 4.7만원

먼저, <표 17>은 각 범주별 이전지출의 수혜계층과 그에 따른 과세 후 소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때,

두 모형의 차이는 단지 이전지출 급여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급액의 소득분위별 패턴은 동일하다. 즉, 소득

이 높을수록 20세 이하 부양자로 인한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경로와 장애에 따른

수급액이 많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과세 후 소득과 지출방식 전환에 따른 과세 후 소득의 변화에 있어서 두 모

형의 차이는 뚜렷하다. 모형A는 모든 분위에 있어서 관련 소득공제 미적용에 따른 소득감소분보다 이전

지급액에 의한 소득증가분이 더욱 크다. 반면, 모형B에서는 중상위계층의 경우 앞에서 말한 소득감소분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17> 이전지출 평균 수급액과 과세 후 소득의 변화

(단위: 만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무직가구 전체

모형A

20세이하 165 (▲120) 152 (▲122) 117 (▲107) 85 (▲82) 48 (▲47) 17 (▲17) 96 (▲81)

장애 9 (▲6) 10 (▲8) 11 (▲10) 20 (▲19) 37 (▲37) 33 (▲33) 20 (▲19)

경로 14 (▲9) 14 (▲11) 26 (▲23) 38 (▲36) 89 (▲88) 131 (▲131) 53 (▲51)

모형B

20세이하 25 (▽20) 23 (▽7) 18 (▲7) 13 (▲10) 7 (▲7) 3 (▲3) 15 (▲)

장애 0.6 (▽2.7) 0.7 (▽1.6) 0.7 (▽0.6) 1.3 (▲0.5) 2.4 (▲2.0) 2.2 (▲2.2) 1.3 (▽0.0)

경로 0.6 (▽4.3) 0.6 (▽2.4) 1.0 (▽1.6) 1.5 (▲0.1) 3.5 (▲2.7) 5.1 (▲5.1) 2.1 (▲0.0)

주: (-)는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후 소득의 변화분

<표 18>은 소득분위별 이전지출액 분포를 보여준다. <표 17>과 동일하게 소득분위별 분포는 두 모형이

동일하다. 20세 이하 범주에 대한 총 이전지출의 절반 이상은 소득 1․2분위에 집중되는 반면, 하위계층이

라 할 수 있는 5분위와 무직가구에 대한 비중은 약 11% 수준이다. 반면에 장애․경로 범주의 경우, 5분위

와 무직가구에게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은 전체에서 6~70% 수준이며, 소득 1․2분위에게 지급되는 지출

비중은 10% 내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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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이전지출 규모

(단위: 억원, %)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무직가구 전체

모

형A

20세이하 43,289 (27.4) 42,161 (26.7) 31,653 (20.0) 23,011 (14.6) 12,920 (8.2) 4,865 (3.1) 157,898
장애 2,307 (6.9) 2,782 (8.3) 2,998 (9.0) 5,434 (16.3) 10,085 (30.3) 9,725 (29.2) 33,331
경로 3,685 (4.2) 3,904 (4.5) 6,974 (8.0) 10,142 (11.7) 24,027 (27.7) 38,094 (43.9) 86,825

모

형B

20세이하 6,616 (27.4) 6,443 (26.7) 4,837 (20.0) 3,517 (14.6) 1,974 (8.2) 744 (3.1) 24,130
장애 151 (6.9) 182 (8.3) 196 (9.0) 355 (16.3) 659 (30.3) 636 (29.2) 2,179
경로 145 (4.2) 154 (4.5) 275 (8.0) 400 (11.7) 946 (27.7) 1,500 (43.9) 3,420

주: (-)는 전체 대비 각 분위별 비중임

이제, 두 모형의 재분배효과와 소요재정을 비교해 보자.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두 모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모형B는 추가적인 재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재분배효과와 부족재원의 정도를 제시한다. 그리고 모형A는 균형재정조건을 완화할 때 복지급여 수

준에 따른 분배상태 개선 정도와 필요재원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9>는 두 모형이 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지출방식 전환에 따른 소요재정 중 조세지출로 충당하

지 못하는 규모를 보여준다. 분배상태 완화 측면에서 보면, 모형 A와 B 모두 현행 방식, 즉 해당 범주별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지출 방식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모형B의 개선폭은 그리 크지

않다(<표 15> 참조).

<표 17>에서는 모형B의 재분배기능, 즉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이 훨씬 더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상의 결과가 다소 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평등지수가 구성원들 간 상대적 위치

(혹은 분포)를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때 불평등도는 축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동 금액의 상대적 크기는 하위계층에게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이에게 지급하는 동일한 금액이 많을수록 불평등도의 축소 폭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모형B의 재분배효과가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배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측면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동 금액 자체가 본연의 지출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나 적고, 분배차원의 효과 역시 크지 않다.

반면에 모형A의 분배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가 상당

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8>에서 보듯이, 각 범주별로 필요한 이전지출 규모는 20세 이하 가구원 약

15.8조원, 장애 가구원 약 3.3조원, 그리고 경로 가구원 약 8.7조원이다. 이를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서 마련

한다고 해도 부족재원은 필요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표 19>에서 볼 수 있다.

<표 19>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분배상태의 변화와 소요재정

(단위: %, 억원)

분배상태변화 부족 재원 규모와 비율
모형A 모형B 모형A 모형B

전체 근로가구 전체 근로가구
과세 전 소득 0.53949 0.44005 0.53949 0.44005
과세 후 소득 0.51833 (-3.92) 0.41432 (-5.85) 0.51833 (-3.92) 0.41432 (-5.85)

20세이하 0.51069 (-5.34) 0.40673 (-7.57) 0.51648 (-4.26) 0.41236 (-6.29) 133,767 (84.7) 0 (0.0)
장애 0.51175 (-5.14) 0.40996 (-6.84) 0.51791 (-4.00) 0.41406 (-5.91) 31,153 (93.5) 0 (0.0)
경로 0.49772 (-7.74) 0.40427 (-8.13) 0.51756 (-4.07) 0.41400 (-5.92) 83,406 (96.1) 0 (0.0)

주: 1) 분배상태변화의 (-)는 과세 전 소득 지니계수 대비 각 항목별 지니계수의 변화율

2) 부족재원규모=이전지출액-조세지출액, 비율=(이전지출액-조세지출액)/이전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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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기존의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의 전환이 갖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 의의는 기존의 역진적 성격이 강한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세입과 세출 두 측면에서 모두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전지출로의 전환 자체가 실효성을 보

장하기 힘든데, 실효성 있는 정책전환이기 위해선 조세지출 축소로 인한 재원에 더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분배차원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복

지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제도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다거나, 혹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부족재원의 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보편

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은 기존 제도들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요재

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분배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와 수요충족을 위해 자신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로부터 출발했다. 보편적 복지체계가 갖는 장점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현

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기 위해선 극복해야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특히, 재원마련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어

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겠다면, 보편적 복지체계를 향한 고민

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세지출이 갖는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전지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OECD, 2010)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은 관련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몫

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며, 그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복지체계는 사회․기업․재정 복지 세 체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때, 각 국

가의 중심적인 복지체계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가족복지의 경우 잔여적 유형은 재정복지․조세

지출, 보편적 유형은 사회복지․이전지출을 중심으로 그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

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소득세제 내 공제혜택, 즉 관련 조세지출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것이

복지체계의 정합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내 가족복지 관련 소득공제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역진적이다. 예를

들어, 인적(기본․추가․다자녀)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추계액이 약 5.4조 원인데, 이 중에서 중상위 계층

(소득 1․2분위)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은 약 75%에 이른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20세 이하․장애․노인 범주로 구분하는 경우, 소득 1․2분위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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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장애․노인의 경우 약 60%대,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약 84%로 그 역진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수와 출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린다면, 그 혜택의 상당부분은 중상위 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아가 소득수준과 자녀수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그 결과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가족복지 관련 조세지출을 이전지출로 전환한다면, 재정의 재분배효과가 세입․세출 측면

모두에서 강화된다. 즉, 세입측면에서 보면 관련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누진성이 강화되고, 세출측면에서

는 하위 계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음으로써 재분배효과가 강화된다. 특히, 장애․노인 범주의 경우 세

출측면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넷째, 정책전환 시 균형재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세출측면의 재분배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전체 재분

배효과는 기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복지급여수준이 매우 낮음으로써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관련 조세지출 폐지로 확보할 수 있는 재

원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은 기존 복지체계의 합리적인

재설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

는 대목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 즉 가족복지와 관련해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기초노령, 기초장애, 영유야 보육료 지원 등)과의 관계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의료비와 관련된

조세지출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재정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조세지출 규모 추계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소득세제 내 각종 공제제도에

따른 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조세지출 규모 추계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조세지출과 이전지출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데,

이러한 행태적 반응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른 한편, 본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성 있는 정책전환

(조세지출→이전지출)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족복지와 관련된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 가족복지 관련 조세지출의 범위를 검토하

는 것도 필요하고, 소득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세율, 과표구간 등) 역시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

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

우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 조세체계에 대한 안목을 갖고 본 연구의 검토 내용을 조망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정학적 모의실험 모형(static simulation)이지만, 이를 기초로 조세지출과

이전지출의 변화에 따른 동학적 모의실험 모형(dynamic simulation)에 근거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동학모형에 기초한다면, 조세지출 추계액의 정확성 제고 등을 포함해 훨씬 더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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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구의 빈곤탈피 전 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1)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Health Care Services utilization of Poor Families: A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Poverty-Exit

유태균* 이선정**

본 연구에서는 탈빈곤가구의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이모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외래진료횟수, 입원일수, 미충족 의료경

험, 의료비 지출비중 이렇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에는 빈곤상태에 있다가 2007년부터 빈

곤상태에서 탈피한 2차 탈빈곤가구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빈곤상태에 있다가 2008년에 빈곤상태에서 탈피한

3차 탈빈곤가구를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각각 이에 대응하는 비교집단(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지속가구와 계속 비빈곤상태에 있는 비빈곤지속가구)을 구성한 후 2차 탈빈곤가구의 경우에는 2005년

과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였으며, 3차 탈빈곤가구의 경우에는 2006년과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탈빈곤가구는 비교집단보다 외

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의료경험과 의료비 지출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3차 탈빈곤가구는 비교집단보다 외래진료횟수는 감소하였으며, 입원일수와 의료비 지출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경험의 경우에는 3차 탈빈곤가구가 빈곤지속가구에 비해서는 증가한 반면에 비빈

곤지속가구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탈빈곤가구의 빈곤탈피 이후 의료비 지출비

중이 증가하여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탈빈곤가구의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하였

음을 보여준다. 이는 탈빈곤가구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 1 장 서론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확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긴급의료비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하여 의료보

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김창엽,2009).

2009년 1/4분기 우리나라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빈곤가구의 비율)은 11.2%로 나타

났으며(유경준,2009), 이 중 약 3.8%(2008년 기준)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약 7.4%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비경제 활동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더

라도 대부분 일용직 혹은 임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어 여전히 소득수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

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만성 및 급성질환 발병 수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이 논문은 완성된 논문이 아니므로 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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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기초법) 수급가구와 건강보험 가입가구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입원률, 외래 및 약국 이용

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필요에 비해 낮은 의료서비스의 이용으로 충족되지 못한 미충족 의료욕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조경애,2000; 김선민,2001; 김창엽,2001; 정은일,2001; 김용수,2002; 임미영 허나선,2002; 신

영석,2004; 유원섭,2004; 박순일,2005; 신영석 외 5인,2004; 이호용·최인덕·정현지,2007; 김진구,2008; 김학

주,2008; 김창엽,2009; 신영석,2009; 신현웅,2009; 이상영,2010) 빈곤층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의료 빈곤 문제

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의료 빈곤현상은 높은 본인부담률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 의료보장정책들이 빈곤층,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함으로써 국

기초법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료급여는 국기초법 수급자에

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빈곤층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기준은 모든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

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2), 의료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일부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

자, 18세미만 아동)의 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법정 본인

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탈빈곤층은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탈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효과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유원섭,2004; 신영석,2006; 이호용 등,2007; 김학

주,2008; 김태일·허순임,2008; 이진석,2008; 신영석.2009; 유원섭,200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기초법 수급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수급 빈곤층, 즉 국기초법 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빈곤에서 탈피한 빈곤

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3)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현실화된 가능이라면 빈곤에서 탈피한 탈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관

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빈곤에서 탈피한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

으며(김철웅 등,2003; 신영석,2004, 이용재·김승연,2006; 김진구,2008; 주정미·권순만.2009), 1985년부터 2005

년까지의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또한 의료보장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 간 의

료 이용량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일·허순임,2008).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빈곤층에 비해 빈곤에서 탈피한 탈빈곤층의 의료서비

스 이용수준이 낮아 빈곤에서 탈피한 탈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2)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시작된 ‘차상위의료급여특례제도’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의 아

동이 의료급여 수급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 상한제 및 긴급의료지원 등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3) 다른 기존 연구들은 의료 수급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노력이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부담

현 의료보장제도가 오히려 빈곤에서 탈피한 빈곤층을 다시 빈곤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신영석 박순일,2004), 이는 최저생계비 산정시, 특성별 취약계층(장애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생

계비를 산정하여 의료비가 실재보다 적게 책정되면서1) 심각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신영석,2004; 박순

일,2005; 김태일·최윤영,2007; 김학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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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이 소득수준 및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나 국기초법 상의 절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상태에서 탈피한 탈빈

곤가구의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기존 연구들 가운데 특정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기초법 수급을 받고 있는, 즉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층과 빈곤에서 탈피한 탈빈곤층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비교하는 정태적인 연구

는 시도된 바 있다(임미영 하나선, 2002; 이호용 등,2007; 김진구,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빈곤층과 빈곤상태에서 탈피한 탈빈곤층의 의료이용의 행태를 비교한

연구로써 빈곤상태에서 탈피한 탈빈곤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지 또한 빈곤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빈곤층에 비해 탈빈곤층이 빈곤상태에서 탈피함으로써 의료서

비스 이용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줄 수 없었다.

탈빈곤층의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

곤상태에서 탈피한－빈곤을 경험하고 이어서 빈곤탈피도 경험한－가구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상태

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과 빈곤에서 탈피한 상태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과 탈빈곤을 경험한 탈빈곤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에 있어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동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빈곤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존

재하며,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4

차 데이터에서 매칭(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를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기초법 수급을 받지 못하는 탈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우선 2장에서는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들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3장에서는 분석방법과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한 후, 4장에서

는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

고자 한다.

제 2 장 기존연구 검토

1. 빈곤층의 의료이용 수준에 관한 문헌고찰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결핍상태를 말하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

적 빈곤’이란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소득수준

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기초법 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절대 빈곤층’, 즉 극빈층이라고 한다. ‘상대적 빈곤’이란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

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통 가구총소득이 중위층 평균소득의 40~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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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계층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의 빈곤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로서 국기초법 수급을 받는 가구로 정의한다.

의료 빈곤과 의료보장 내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관련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현웅(2009)은 “의료 빈곤이란 의료가 필요하나 지불능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는 제도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의료

빈곤층”이라 하였으며, 이준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 빈곤은 수요자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신의 힘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의료보장체계인 의료급여 혜택으로부

터 배제되거나 급여의 부족으로 욕구가 결핍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결국 사각지대는 사회

적 안전망의 보호로부터 배제(excluded)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의료

빈곤층(사각지대)은 크게 자격측면과 보장성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의료 빈곤(사각지대)에 대한 개념도

자료: 신현웅. 2009: 8페이지

자격측면에서 보면, 의료 빈곤층은 국기초법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또는 최소한의 의료

욕구를 국가가 해소해 주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

에 대한 자격의 사각지대는 보험료 부담능력의 결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이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중 의료수요가 많은 경우 의료비를 지출 한 후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보다 낮아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보장성 측면의 의료 빈곤층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급여수준에 있어서 부족한 보장성과 과도

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은

의료비용 의식을 고취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보험재정안정을 위하여 본인부담제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률은 저소득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 빈곤층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은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분

이 많아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불능력이 없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신현웅, 2009).

빈곤층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연구들은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과 다른 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여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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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바탕으로 빈곤층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수준이나 의료보장유형 또는 대상 질환별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계층들을 구분하고 그 계층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간

혹 특정 인구학적 계층인 노인계층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료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성의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들 가운데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과 관련된 연구들과 의료보장유형에 따

른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도에 대한 국내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태일 최윤영(2007)은 제 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도를 양적 의료이용도, 질적

의료이용도 그리고 미치료 의료경험도 이렇게 세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의료이용 횟수가 많고, 회당 의료비 지출은 적었으나, 미치료 의료경험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경제적 부담에 따른 미치료 경험

이 더 많아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

소득취약계층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의료관련 실태분석을 실시한 신영석(2004)의 연구결과,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 지급자료(2003년)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2001년)를 이용한 이용재 김

승연(2006)의 연구결과 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결과

신영석

(2004)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조사결과

저소득취약계층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의료관련

실태분석

-소득 낮은 집단의 장애수준 심하며, 만성질화 보유율이 높음(수급가

구와 차상위계층 비슷→많은 만성질환보유자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차상위계층과 수급가구 복지욕구

= 의료, 주거와 관련한 욕구가 높음

-고액이 필요한 중질환자는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

임

이용재

김승연

(2006)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지급

자료(2003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원자료(2001

년)

소득(보험료)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조달(본인부담)분

석,

Le Grand지수 통한

소득수준별

의료필요에 따른

건강보험 이용의

형평성 분석

-높은 본인부담률+많은 비급여 진료 → 저소득가구가 건강보험을 이

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건강보험의 가구당 급여액 이용의 형평성 분석위한 집중지수 결

과

=저소득가구에게 상당히 불리한 불평등 존재

-의료필요 집중지수 분석(소득계층별 의료필요정도)하면, 저소득층 주

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고, 만성/급성질환발병수도 많음→고소득층에

비해 의료필요가 더 높음

김태일

허순임

(2008)

1985-2005년

가계조사

자료

-가구 소득계층별

의료비 지출 수준파악

-소득 대신

가계비출(의료비제외)

의 크기로 10분위

계층 구분

-의료비 과부담 가구

분석

-저소득계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액 증가속도 더 빠르고, 그 만큼 의료

소비량도 고소득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의료비 불평등지수: 꾸준히 감소(1985 0.277 → 1995년 0.189)하다가

2000∼2005년(0.188) 기간에 다소증가

-건강보험보장율이 높아짐에도 가계 의료비지출 비중 증가, 계층 간

의료 이용량 차이도 증가 경향

-의료비 과부담 가구비율: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전 0.88%→ 후

0.28%→2005년 0.86% 다시 증가(과부담 가구는 주로 중하위 계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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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2006)의 연구는 서울지역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에 따른 연간 평균 총 진료비

를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과 소득, 지역에 따라 건강이 형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에 따라 건강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의료이용

에서는 최상위층이 최하위층에 비해 진료비를 약 2배 더 많이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집단인 저소득계층이 대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행태를 살펴본 김진구(2008)의 연구에 따

르면, 저소득계층이 일반계층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높은 의료수요가 나타나지만,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입원 및 외래, 약국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상위계층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불리한 조건 때문

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인(14%)보다 차상위계층(26%)의 미충족된 의료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

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행연구들 이외에도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정은일(2001)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은 대개 사고나 질병이 매개되어 더 빈곤한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

는 특징을 가지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또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병원이용이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2급 수급 환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나타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자료를 활용한 주정미 권순만(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보장 유형간의 의료이용 행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1종

수급 환자는 건당진료비가 높은 반면에 건강보험 환자는 건당내원일수와 내원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1종 수급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상병건수 비율이 높고, 동반상병 개수가 많을수록 건당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수준에 관한 고찰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낮은 소득을 가지는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러한 빈곤층 가운데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함으로써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영석(2004)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

급여 수급권을 박탈당한 비수급 빈곤층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에 대한

국가혜택이 전혀 없어 잠재적 빈곤화 가능성 있는 계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료보

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의료필요에 따라 부분급여 실시하여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

로 전락하는 비율이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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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2002)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국기초법은 수급대상선정기준에 따라 급여의 방법적인 면에서 all

or nothing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차상위계층을 보호하지 못하여 이들이 보호의 사

각지대에 머물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부조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

료부조제도의 지급자격요건은 국기초법의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하고, 급여수준은 모든 예방, 질병, 상병 등

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의 국기초법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보다는 소득

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모

두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부분급여나 개별급여와 같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빈곤층 가운데 특히 차상위계층에 관한 의료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긴급(의료)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

담 보상금제도, 의료급여 대불금제도 등 다양한 의료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으로는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제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0년부터 차상위 의

료급여특례를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을 받았던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체계 내 ‘차상위 본

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단계적 전환이 완료되어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상위계층만

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4)을 받게 되었다. 또한 모든 비급여부분이 아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 호흡기보조기, 간병비, 그리고 특정질병(보장구,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간병비, 복막투석재료구입비

등)의 경우에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의 의료

부담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일부 저소득계층 환자의 의

료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가 크게 제한적이고, 의료비 지원

사업마다 의료비 지원방식과 지원수준이 상이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

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의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또는 빈곤층의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일반소득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를 연구하거나 의

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하여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정태적으로 비교한 연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탈빈곤가구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의료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구가 빈곤상태에서부터 빈곤에서 탈피한 후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빈

곤상태에서 탈피한－빈곤을 경험하고 이어서 빈곤탈피도 경험한－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상태에서의 의료서

비스 이용수준과 빈곤에서 탈피한 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동

태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4) 주요 지원 사항

구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2종(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전액 무료

진료비의 15% (단,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제외)
비급여 중에서 식대의 80% 지원

외래진료
보건기관 : 무료

의원(투약) : 1,500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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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KoWePS)데

이터 1차부터 4차까지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한다. 분석대상은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 가운데

빈곤상태에서 탈피한 탈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다.5) 여기에서 빈곤상태는 국기초법 수급을 받고 있는 상

태를 의미하며6), 빈곤상태에서 탈피였다는 것은 국기초법 수급을 받았던 가구가 더 이상 국기초법 수급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표 2〉탈빈곤시점과 탈빈곤여부에 따른 집단구분

탈빈곤여부 탈빈곤 시점 집단구분 N

탈빈곤 O
2차년도 탈빈곤가구 44가구

총

5651가구

3차년도 탈빈곤가구 35가구

탈빈곤 X
빈곤지속가구 489가구

비빈곤지속가구 5083가구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1~4차 동안 국기초법 수급가구에서 비수급가구로 탈피한 탈빈곤가구이며, 탈빈곤

시점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Ⅰ은 2005년(1차)부터 2006년(2차)까지 빈곤상태에 있다

가 2007(3차)년부터 비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이하 2차 탈빈곤가구)이며, 실험집단Ⅱ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빈곤상태에 있다가 2008(4차)년에 비빈곤상태로 탈빈곤한 가구(이하 3차 탈빈곤가구)이다. 또한 비교

집단은 탈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로서 1차부터 4차까지 계속 국기초법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이후 빈

곤지속가구)와 1차부터 4차까지 계속 국기초법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이후 비빈곤지속가구) 가운데

매칭(Matching)을 통해 두 실험집단과 유사한 가구를 추출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에 매칭방법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의료필요 특성이 유사하도록 빈곤지속가구 집단과 비빈곤지속가구 집단으로부터 추출해 냄으로써 탈빈곤

여부 이외의 모든 특성이 유사하도록 하였다. 의료필요 특성을 통제한 이유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

고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정도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빈곤여부가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탈수급 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은 유사하도 구성하여야 한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5) 본 연구에서는 1차~4차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5892가구) 가운데 빈곤상태와 탈빈곤상태를 반복하는 가구와 비빈곤상태에서 빈

곤상태로 전락한 가구를 제외한 총 5668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6) 국기초법 수급가구에는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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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설정

실험집단 비교집단

변화시점 탈빈곤여부 N 변화시점 탈빈곤여부 N

모형1 2 탈빈곤가구Ⅰ 44 2
빈곤지속가구Ⅰ 44

비빈곤지속가구Ⅱ 44

모형2 3 탈빈곤가구Ⅱ 35 3
빈곤지속가구Ⅲ 35

비빈곤지속가구Ⅳ 35

본 연구에서 탈빈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험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는 모든 탈빈곤가구

가 한 시점에 모두 빈곤상태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탈빈곤가구마다 탈빈곤한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빈곤시점을 기준으로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복지패널 1~4차 데이터 가운데 탈빈곤 이전과 이후 시점의 비교가 가능한 데이

터는 2차(2006년)와 3차(2007년)이다. 4차(2008년)에 탈빈곤한 가구의 경우, 빈곤탈피 이전인 1~4차동안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과 4차년도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해야 하지만 4차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차에 탈빈곤한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7).

2차에 탈빈곤한 가구의 경우, 빈곤탈피 이전인 1차와 2차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과 빈곤탈피 이후인 3

차와 4차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여야 하며, 3차에 탈빈곤한 가구의 경우, 빈곤탈피 이전인 1~3

차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과 빈곤탈피 이후인 4차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탈빈곤 시점에 따라 탈빈곤가구를 구분하는 것은 설문응답 당시의 탈빈곤상태(탈수

급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수급상태에서 탈피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빈곤가구의 국기초법 수급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7개월 이상 국기초법 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 1년간 수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수급기간이 1년 동안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지난 1년간 수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

주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제시된 [그림 2~4]를 살펴보면, [그림 2]의 경우, 2차(t2)에 탈빈곤한 탈빈곤가구

가운데 2006년 3월까지 국기초법 수급을 받은 가구는 1차 탈빈곤가구로 보았으며, 2006년 9월까지 국기초

법 수급을 받은 가구는 2차 탈빈곤가구로 보았다.

[그림 3]의 경우, 3차(t3)에 탈빈곤한 탈빈곤가구 가운데 2007년 3월까지 국기초법 수급을 받은 가구는 2

차 탈빈곤가구로 보았으며, 2007년 9월까지 국기초법 수급을 받은 가구는 3차 탈빈곤가구로 보았다. [그림

4]를 보면, 4차(t4) 응답당시(2008년 12월) 국기초법 수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가운데 3차(2007

년)에 국기초법 수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후 2008년 3월부터 국기초법 수급자에서 탈피한 가구는 3차

탈빈곤가구로 보았으며, 만약 3차 응답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국기초법 수급을 받았다면 이 가구는 4

차 탈빈곤가구로 보았다.

7)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4차 탈빈곤가구는 탈수급여부 및 수급기간과 의료특례 수급여부 모두를 고려한 탈빈곤시점이 4차인 탈빈

곤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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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차 탈빈곤가구의 탈빈곤 시점 구분

3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무 무 무

9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무 무

〔그림 3〕3차 탈빈곤가구의 탈빈곤 시점 구분

3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무 무

9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유 무

〔그림 4〕4차 탈빈곤가구의 탈빈곤 시점 구분

3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유 무

9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유 유

〔그림 5〕탈빈곤가구의 의료특례 수급여부에 따른 탈빈곤 시점 구분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무 무

9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유 무

9월

t1 t2 t3 t4

2005 2006 2007 2008

의료특례 유 유 유 유

빈곤상태

비빈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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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기초법 수급여부와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탈빈곤시점을 구분하였을 때, 만약 탈빈곤 이후에

의료급여특례를 받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를 빈곤상태에서 탈피한 탈빈곤가구로 볼 수 있는가? 의

료급여특례는 국기초법 수급에서 탈피한 일부 탈빈곤가구에 제공되는 것으로 국기초법 수급자의 의료급여

와 같은 의료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급여특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국기초법 수급여부와 수급기간만을 고려한 탈빈곤시점의 경우, 국기초법 수급상태에

서 탈피한 탈빈곤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기초법 수급탈피 이후에 의료급여특례와 같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와 의료급여특례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를 동일한 탈빈곤가구로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탈빈곤시점을 구분할 때 국기초법 수급여부와 수급기간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특례 수급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기초법 수급상태에서 탈피한 이후에 의료급여특례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빈곤상

태에 있다고 보았으며, 국기초법 수급을 받지 않고 의료급여특례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탈빈곤한 것으로

보고, 국기초법 수급여부와 수급기간, 그리고 국기초법 수급탈피 이후 의료급여특례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탈빈곤시점을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기초법 수급여부와 수급기간 그리고 국기초법 수급탈피 이후의 의료급여특례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탈빈곤 시점을 구분해보면 [그림 5]와 같으며, 실험집단Ⅰ은 2차 탈빈곤시점에 탈빈곤한 2차 탈

빈곤가구로 설정하고, 빈곤탈피 이전(1차, 2005년)과 빈곤탈피 이후(4차,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였다. 실험집단Ⅱ는 3차 탈빈곤시점에 탈빈곤한 3차 탈빈곤가구로 설정하고, 빈곤탈피 이전(2차,

2006년)과 빈곤탈피 이후(4차,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였다.8)

2. 변수정의

1) 종속변수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횟수, 의료비 과부담정도 그리고 미충

족 의료욕구 가운데 2개 혹은 3개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탈빈곤가구의 의료서비

스 이용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가구의 외래진료횟수 및 입원일수, 의료비 지출비중 그리고 미충족 의료경

험을 모두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대변하는 변수 가운데 하나인 외래이용횟수는 지난 1년간 외래진료서비스를 받

은 횟수로 가구의 가구원들의 외래진료횟수를 합한 값이며, 입원횟수는 외래이용횟수와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입원한 일수로 가구의 가구원들의 입원일수를 합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 의료비 지출비중을 종속변

수로 사용한 이유는 가구의 생활비 중 의료비항목으로 지출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가구의 상대적 의료

비 부담정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의 월 평균 총 생활비와 보건의료 지출금액 항목을

이용하여 총 생활비 가운데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미충족 의료경험은 가구주 혹은 가구원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이용하

8) 2차 탈빈곤시점에 탈빈곤한 가구의 경우, 탈빈곤시점에서 이전과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어 1차년도와 4차년도 자

료를 비교하였으며, 3차 탈빈곤 시점에 탈빈곤한 가구의 경우, 탈빈곤 이후의 자료는 탈빈곤 직후인 4차 자료만이 존재함으로

탈빈곤 이전은 2차로 탈빈곤 이후는 4차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2차데이터 가운데 보건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가구 총 생활비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하 의료비 지출비중)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서

의료비 지출비중은 3차데이터(이전)와 4차데이터(이후)를 가지고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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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험이 있다면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음(1), 경험이 없다면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것(0)으로 코딩하였

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탈빈곤여부 변수이다.

탈빈곤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1차)부터 2008년(4차) 사이에 탈빈곤한 탈빈곤가구를 실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차 탈빈곤가구는 실험집단Ⅰ로 하며, 3차 탈빈곤가구를 실험집단Ⅱ로 하였다. 그리고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계속해서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지속가구 가운데 2차 탈빈곤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빈곤지속가구(이하 2차 빈곤지속가구)는 비교집단Ⅰ로 하며, 3차 탈빈곤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빈곤

지속가구(이하 3차 빈곤지속가구)를 비교집단Ⅲ로 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비빈곤상태를 지속

한 비빈곤지속가구 가운데 2차 탈빈곤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비빈곤지속가구(이하 2차 비빈곤지속

가구)를 비교집단Ⅱ으로 하며, 3차 탈빈곤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비빈곤지속가구(이하 3차 비빈곤지

속가구)를 비교집단Ⅳ로 하였다. 실험집단인 탈빈곤가구는 1, 비교집단인 빈곤지속가구는 2, 비빈곤지속가

구는 3으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크게 인구ㆍ사회ㆍ경제적 요인과 의료필요 요인

이 있다. 요인변수는 가구주의 성별, 만나이, 교육수준, 거주 지역, 혼인상태, 가구형태, 주된 경제활동상태,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9), 의료필요 요인은 가구의 의료이용의 필요를 대변하

는 변수로서 주관적 건강상태(Self Assessment Health), 장애여부, 만성질환 유무, 음주 및 흡연여부로 구

성되어 있다10).

주관적 건강상태는 “당신의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답한 결과를 이용하여 건강상태가 좋

음(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0)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가구원의 수를 가구의 가

구원 수로 나누어 가구원 비중으로 변환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장애유무는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 유(1),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애 무(0)로 이루어져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원의 수를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누어 장애 가구원의 비중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만성질환의 유무는 질환을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는 경우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

다.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만성질환 유(1),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만성질환 무(0)로 하였으며,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의 수를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누어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본 연구에서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구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 가운데 이 성별, 만나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주

된 경제활동상태 등은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건강상태 좋은 가구원 비중 =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가구원 수/ 가구의 가구원 수

장애 有 가구원 비중 =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수 / 가구의 가구원 수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 수 / 가구의 가구원 수

10) 의료필요 요인인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여부는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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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외래진료횟수 지난 1년간 외래진료 횟수

입원일수 지난 1년간 입원일수

의료비 지출비중 월평균 가구의 총 생활비 중 보건의료 지출비중

미충족 의료경험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간 경험(없음=0,있음=1)

독립

변수
탈빈곤여부 실험집단

2005년(1차)부터 2008년(4차)까지의 기간에 탈빈곤한 가구

(탈빈곤가구=1, 빈곤지속가구=2, 비빈곤지속가구=3)

통제

변수
인구․사회․

경제적 요인

성별 가구주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가구주의 만나이

배우자유무 배우자 유=1, 배우자 무=0

통제

변수

인구 사회 경

제적요인

거주 지역 대도시=1, 중소도시=2, 농어촌=3

교육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 (무학=0, 초등=1, 중고등=2, 대학이상=3)

가구원수 가구원수

경제활동상태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0, 상용직=1,

임시일용직=2, 자활 및 공공근로=3, 기타=4)

근로가구원 비중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상용직, 임시일용직 등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중

가구 소득수준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함.

(최저소득가구=1, 저소득가구=2, 고소득가구=3, 최고소득가구=4)

가구형태 단독가구=1, 모-부자가구=2, 기타=3

취학 전 아동유무 만7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유무(유=1. 무=0)

취학아동유무 만7세 이상의 취학아동의 유무(유=1, 무=0)

노인가구원 유무 만65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의 유무(유=1, 무=0)

의료필요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가구원 비중

장애가구원 비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비중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 비중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매칭(Matching)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탈빈곤여부에 따른 시점 간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DiD)을 이용하여 탈빈곤여부가 의료서비스 이

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중차이모델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종의 유사실험(Quasi-experiment) 연구모형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특정 정책(제도)에 의해 주요한 영향을 받는 집단인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인 비교집단을

구분해 정책(제도)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권혁진,김대

철,2009). 본 연구에서는 탈빈곤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탈빈곤 이전과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변화를

비교하였다.

이중차이모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탈빈곤여부를 제외

하고 두 집단의 모든 특성들이 공통적이어야 하므로 어떤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

다. 비교집단은 인구ㆍ사회ㆍ경제적 요인과 의료필요 요인이 실험집단인 탈빈곤가구와 유사하도록 매칭방

법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특성이 유사하되 탈빈곤여부는 다른, 즉 실험집단은 탈빈곤한 가

구로, 비교집단은 탈빈곤 하지 않은 빈곤지속가구와 비빈곤지속가구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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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분석모형

모형 집단구분
T1

(1차,2005년)
2차

T2

(4차,2008년)

1

실험집단Ⅰ O1 (빈곤) X(탈빈곤) O2 (비빈곤)

비교집단Ⅰ O3 (빈곤) O4 (빈곤)

비교집단Ⅱ O5 (비빈곤) O6 (비빈곤)

T1

(2차,2006년)
3차

T2

(4차,2008년)

2

실험집단Ⅱ O7 (빈곤) X(탈빈곤) O8 (비빈곤)

비교집단Ⅲ O9 (빈곤) O10 (빈곤)

비교집단Ⅳ O11 (비빈곤) O12 (비빈곤)

[그림 6]에서 실험집단Ⅰ은 2차 탈빈곤가구로 탈빈곤 이전과 이후인 2005년과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

용수준은 O1, O2이며,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비교집단Ⅰ인 2차 빈곤지속가구의 2005년과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O3, O4이며, 비교집단Ⅱ인 2차 비빈곤지속가구의 2005년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

용수준은 O5, O6 이다. 2005년과 2008년 두 시기 간에 실험집단Ⅰ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는

(O2-O1)이며, 비교집단Ⅰ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는 (O4-O3), 비교집단Ⅱ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는 (O6-O5)이 된다. 따라서 모형 1의 경우, 두 시점 사이에 탈빈곤여부에 따른 실험집단Ⅰ과 비교집

단Ⅰ, 비교집단Ⅱ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변화 효과는 (O2-O1)-(O4-O3), (O2-O1)-(O6-O5)로 구할 수 있

다.

3차 탈빈곤가구인 실험집단Ⅱ의 2006년과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O7, O8이며, 이와 유사한

비교집단Ⅲ인 3차 빈곤지속가구의 2006년과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O9, O10이며, 비교집단Ⅳ인

3차 비빈곤지속가구의 2006년과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O11, O12이다. 2006년과 2008년 두 시

기 간에 실험집단Ⅱ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는 (O8-O7)이 되며, 비교집단Ⅲ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의 차이는 (O10-O9)이 되며, 비교집단Ⅳ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차이는 (O12-O11)이 된다. 따라서 모형

2의 경우, 두 시점 사이에 탈빈곤여부에 따른 실험집단Ⅱ와 비교집단Ⅲ, 비교집단Ⅳ의 의료서비스 이용수

준의 변화 효과는 (O10-O9)-(O12-O11), (O10-O9)-(O14-O13)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차이가 갖는 의미

는 탈빈곤가구와 탈빈곤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이 유사한 비교집단과 비교함으로써 빈곤상태에서 탈피

한다는 것이 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단순이중차이를 통해서도 탈빈곤여부가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그러나 탈빈곤여부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이 존재

한다. 따라서 매칭방법을 사용하기 이전 데이터인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 전체를 대

상으로 탈빈곤여부 이외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탈빈곤시점인 2차와 3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 가운데 미충족 의료경험의 변화는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하였다.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한 이

유는 미충족 의료경험의 경우, 종속변수의 값이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다면 1, 없다면 0의 값을 가지도록

되어있다.

탈빈곤 이전에 미충족 경험이 있었지만 탈빈곤 이후에 미충족 경험이 없었다면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정

도는 -1(=0-1)의 값을 가지며 이는 미충족 의료경험정도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또한 탈빈곤 이전에 미충족

경험이 없었지만 탈빈곤 이후에 미충족 경험이 있다면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정도는 1(=1-0)의 값을 가지



- 35 -

게 되며 이는 미충족 의료경험정도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탈빈곤 이전과 이후에 미충족

경험이 모두 없거나 모두 있었다면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정도는 0(=0-0 또는 1-1)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이

는 미충족 의료경험정도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충족 의료경험변화는 -1, 0, 1 이렇게 세 범

주의 값을 가지므로 미충족 의료경험의 변화가 없음(=0)을 기준범주로 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의료필요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차 탈빈곤가구와 3차 탈빈곤가구, 빈곤지속가구 그리고 비빈곤지속가구의 일반

적인 특성과 의료필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일반적 특성(2005년 1차 기준)
(단위 : n,%)

구분 2차 탈빈곤가구 3차 탈빈곤가구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

성별
여 21(47,7) 19(54.3) 266(54.4) 1035(20.4)

남 23(52.3) 16(45.7) 223(45.6) 4048(79.6)

연령대

20대 이하 0(0.0) 3(8.6) 4(0.8) 180(3.5)

30대 2(4.5) 0(0.0) 22(4.5) 945(18.6)

40대 8(18.2) 10(28.6) 79(16.2) 990(19.5)

50대 12(27.3) 5(14.3) 91(18.6) 780(15.3)

60대 11(25.0) 10(28.6) 119(24.3) 1123(22.1)

70대 7(15.9) 7(20.0) 132(27.0) 866(17.0)

80대 이상 4(9.1) 0(0.0) 42(8.6) 199(3.9)

소득수준

최저소득 22(50.0) 13(37.1) 255(52.1) 1107(21.8)

저소득 17(38.6) 14(40.0) 202(41.3) 1188(23.4)

고소득 4(9.1) 7(20.0) 27(5.5) 1382(27.2)

최고소득 1(2.3) 1(2.9) 5(1.0) 1406(27.7)

가구원수 1.95(0.834) 2.40(1.631) 2.03(1.172) 2.71(1.279)

근로가구원 비중 0.48 0.41 0.27 0.48

교육수준

무학 11(25.0) 6(17.1) 153(31.3) 545(10.7)

초졸 16(36.4) 9(25.7) 162(33.1) 1115(21.9)

중 고졸 17(38.6) 18(51.4) 151(30.9) 2191(43.1)

대졸이상 0(0.0) 2(5.7) 23(4.7) 1232(24.2)

거주 지역

대도시 17(38.6) 21(60.0) 233(47.6) 2123(41.8)

중소도시 15(34.1) 7(20.0) 130(26.6) 1635(32.2)

농어촌 12(27.3) 7(20.0) 126(25.8) 1325(26.1)

가구형태

단독가구 14(31.8) 13(38.2) 214(44.0) 969(19.1)

모-부자가족 3(6.8) 3(8.8) 36(7.4) 63(1.2)

기타 27(61.4) 18(52.9) 236(48.6) 4051(79.7)

결혼상태
배우자 무 26(59.1) 27(77.1) 338(69.1) 1413(27.8)

배우자 유 18(40.9) 8(22.9) 151(30.9) 3670(72.2)

취학전아동유무
유 1(2.3) 4(11.8) 30(6.2) 921(18.1)

무 43(97.7) 30(88.2) 456(93.8) 4162(81.9)

취학아동유무
유 3(6.8) 10(29.4) 97(20.0) 1213(23.9)

무 41(93.2) 24(70.6) 389(80.0) 3870(76.1)

노인가구원유무
유 17(38.6) 17(50.0) 255(52.5) 1896(37.3)

무 27(61.4) 17(50.0) 231(47.5) 3187(62.7)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27(61.4) 23(65.7) 371(76.0) 1435(28.2)

상용직 0(0.0) 1(2.9) 1(0.2) 1192(23.5)

임시 일용직 10(22.72) 9(25.7) 60(12.3) 974(19.2)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2(4.5) 0(0.0) 17(3.5) 11(0.2)

기타(고용주,자영업자) 5(11.4) 2(5.7) 39(8.0) 1471(28.9)

N 44 35 489 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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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료필요 특성(2005년 1차 기준, Mean(s.d))

구분 2차 탈빈곤가구 3차 탈빈곤가구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0.63 (0.379) 0.49 (0.416) 0.66 (0.390) 0.30 (0.398)

장애 가구원 비중 0.21 (0.269) 0.15 (0.389) 0.25 (0.353) 0.07 (0.182)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0.59 (0.409) 0.48 (0.387) 0.66 (0.387) 0.35 (0.400)

우선 성별의 경우 2차 탈빈곤가구와 3차 탈빈곤가구, 빈곤지속가구의 경우에는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

주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비빈곤가구의 경우에는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높았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에는 빈곤지속가구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았으며, 2차 탈빈곤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은 40~60대였으며, 3차 탈빈곤가구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비빈곤가구의 경우 30대에서 70대까지 고

루 분포해있었으며,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경제활동인구인 30~50대가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상태의 경우에는 3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았

으며, 2차 탈빈곤가구도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비빈곤지속가구의 70%이상가 배우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비빈곤지속가구의 가구소득수준이 고소득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경우 2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의 가구원수는 거의 비슷하였고 비빈곤지속가구의 가구

원수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조금 많았다.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가구원의 비중의 경우, 빈곤지속가구는 가구원의 27%만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차 탈빈곤가구와 3차 탈빈곤가구, 비빈곤지속가구는 40%이

상의 가구원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근로

활동의 증가로 인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상태에서 탈피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탈빈곤가구는 빈곤지속가구에 비해 고소득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는 가구의 비중은 높았으나, 고소득이상

의 가구 비중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난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서는 탈빈곤가구의 고소득이상의 가구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빈곤가구가 가구원들의 근로활동참여로 인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탈

빈곤하였으나 임시 일용직 등과 같은 한시적 근로활동 참여상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서 탈빈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빈곤지속가구의 소득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

구주의 경제활동상태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의 경우, 빈곤지속가구와 두 탈빈곤가구는 비경제활동 및 실업자와 임

시 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비빈곤지속가구는 상용직과 자영업자 혹은 고용주와 같은 기타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이 여전히 저소득으로 나타나

는 것은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빈곤지속가구는 초졸 이하의 저학력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두 탈빈곤가구는

초졸과 중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빈곤지속가구는 중 고졸 이상의 고학력 가구주

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네 집단 모두에서 유사한 지역분포가 나타났으며, 3차 탈빈곤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

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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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태의 경우 두 탈빈곤가구와 비빈곤지속가구는 단독가구와 모 부자가구의 비율이 빈곤지속가구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지속가구의 50%이상이 단독 또는 모 부자가구였다.

취학 전 아동과 취학아동 유무의 경우 네 집단 모두 취학전아동과 취학아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았으나, 노인가구원의 경우 빈곤지속가구는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2차 탈빈곤가구와 비빈곤

지속가구는 노인가구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약 1.5배 높았다.

의료필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2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이 3차 탈빈곤가구에 비해서는 약 1.3배,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서는 약 2배 이상 높았다. 장애를 가진 가

구원 비중의 경우, 2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의 장애를 가진 가구원 비중이 20%이상으로 나타나 3

차 탈빈곤가구(15%)와 비빈곤지속가구(7%)의 장애를 가진 가구원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의 경우, 2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의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 비중이 가구

원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빈곤지속가구의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 비중은 35%로 다른 세 집단

에 비해 낮았다.

2.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실험집단인 탈빈곤가구와 비교집단인 빈곤지속가구와 비빈곤지속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빈곤탈

피 이전과 이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외래진료횟수, 입원일수, 의료비 지출비중, 미충족 의료경험 이렇게 4개의 범주로 이루어져있

으며, 탈빈곤한 시점에 따라 2차년도와 3차년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표 7>은 실험집단Ⅰ인 2차 탈빈곤가구와 그 비교집단Ⅰ인 2차 빈곤지속가구, 비교집단Ⅱ인 2차

비빈곤지속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이다.

외래진료횟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Ⅰ은 탈빈곤 이전(2005년) 외래진료횟수가 50.23회이었으며 빈곤탈피

이후(2008년)에는 48.27회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1.96회 외래진료횟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Ⅰ

은 2005년 외래진료횟수가 41.59회이었으며, 2008년에는 10.55회 증가한 52.14회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교집단Ⅱ는 2005년 외래진료횟수가 40.05회, 2008년에는 38.77회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2008년 외래진료횟수가 1.28회 감소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Ⅰ이 비교집단Ⅰ에 비해

12.51회 외래진료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Ⅰ은 비교집단Ⅱ에 비해서도 0.68회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탈빈곤가구가 2차 빈곤지속가구와 2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

탈빈곤 이후 외래서비스를 적게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입원일수의 경우 실험집단Ⅰ은 탈빈곤 이전(2005년) 입원일수가 24.93일이었으며 빈곤탈피 이후(2008년)

에는 7.91일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17.02일 입원일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Ⅰ은 2005년 입원일

수가 13.36일이었으나 2008년에는 0.09일 증가한 13.45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Ⅱ는 2005년 입원일수가

13.20일, 2008년에는 11.43일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2008년 입원일수가 1.77일 감소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Ⅰ이 비교집단Ⅰ에 비해 17.11일 입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

단Ⅰ은 비교집단Ⅱ에 비해서도 15.25일 입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탈빈곤가구가 2차

빈곤지속가구와 2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 탈빈곤 이후 입원서비스를 적게 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미충족 의료경험의 경우, 실험집단Ⅰ의 탈빈곤 이전(2005년) 미충족 의료경험정도는 0.16이었으며,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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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이후(2008년)에는 0.02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0.14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Ⅰ의 2005년 미

충족 의료경험정도는 0.25이었으나 2008년에는 0.25 감소한 0.00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Ⅱ의 2005년 미충

족 의료경험정도는 0.14이었으며, 2008년에는 0.00으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2008년 미충족 의료경험정도

가 0.14정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Ⅰ이 비교집단Ⅰ에 비해 0.11정도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하였으며, 실험집단Ⅰ과 비교집단Ⅱ의 이중차이는 0.00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탈빈곤가구가 2차 빈곤지속가구에 비해 탈빈곤이후 미충족 의료경험정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의료비 지출비중의 경우, 실험집단Ⅰ의 탈빈곤 이전(2005년) 의료비 지출비중은 7.8%이었으

며 빈곤탈피 이후(2008년)에는 9.0%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1.2% 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Ⅰ은 2005년 의료비 지출비중이 5.3%이었으나 2008년에는 0.1% 감소한 5.2%로 나타났다. 비교집

단Ⅱ는 2005년 의료비 지출비중이 12.3%, 2008년에는 10.9%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2008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4% 감소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Ⅰ이 비교집단Ⅰ에 비해 1.3% 의료비 지

출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Ⅰ은 비교집단Ⅱ에 비해서도 2.6% 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탈빈곤가구가 2차 빈곤지속가구와 2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 탈빈곤 이후

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5년과 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의 F-값을 보면,

2005년과 2008년 모두 비교집단Ⅰ과 비교집단Ⅱ간의 의료비 지출비중( 처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차 탈빈곤가구를 실험집단Ⅰ로, 2차 빈곤지속가구와 2차 비빈곤지속가구를 비교집단Ⅰ,Ⅱ으로

설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이중차이분석

비교집단 구분 이전(2005년) 이후(2008년) 차이 차이-차이

외래진료횟수

실험집단Ⅰ 50.23 48.27 -1.96 　

비교집단Ⅰ 41.59 52.14 10.55 -12.51

비교집단Ⅱ 40.05 38.77 -1.28 -0.68

F 0.713 0.536 0.592

입원일수

실험집단Ⅰ 24.93 7.91 -17.02 　

비교집단Ⅰ 13.36 13.45 0.09 -17.11

비교집단Ⅱ 13.20 11.43 -1.77 -15.25

F 0.590 0.248 0.432

미충족 의료경험

실험집단Ⅰ 0.16 0.02 -0.14 　

비교집단Ⅰ 0.25 0.00 -0.25 0.11

비교집단Ⅱ 0.14 0.00 -0.14 0.00

F 1.062 1.000 0.309

의료비 지출비중

실험집단Ⅰ 0.078 0.090 0.012 　

비교집단Ⅰ 0.053 0.052 -0.001 0.013

비교집단Ⅱ 0.123 0.109 -0.014 0.026

F 3.036** 3.214** 0.764

* p<.,10 ** p<.05, *** p<.01

<표 8>은 실험집단Ⅱ인 3차 탈빈곤가구와 그 비교집단Ⅲ인 3차 빈곤지속가구, 비교집단Ⅳ인 3차 비빈곤

지속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이다.

외래진료횟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Ⅱ은 탈빈곤 이전(2006년) 외래진료횟수가 51.44회이었으며 빈곤탈피

이후(2008년)에는 31.00회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20.54회 외래진료횟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Ⅲ

은 2006년 외래진료횟수가 45.77회이었으며, 2008년에는 20.31회 감소한 25.46회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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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비교집단Ⅳ는 2006년 외래진료횟수가 34.94회, 2008년에는 39.03회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2008년 외래진료횟수가 4.09회 증가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Ⅱ이 비교집단Ⅲ에 비해

0.23회 외래진료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Ⅱ는 비교집단Ⅳ에 비해서도 24.63회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탈빈곤가구가 3차 빈곤지속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

탈빈곤 이후 외래서비스를 적게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입원일수의 경우 실험집단Ⅱ은 탈빈곤 이전(2006년) 입원일수가 8.48일이었으며 빈곤탈피 이후(2008년)

에는 11.26일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2.88일 입원일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Ⅲ은 2006년 입원일

수가 1.46일이었으나 2008년에는 2.68일 증가한 4.14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Ⅳ는 2006년 입원일수가 1.29

일, 2008년에는 2.26일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2008년 입원일수가 0.97일 증가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Ⅱ이 비교집단Ⅲ에 비해 0.15일 입원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Ⅱ는

비교집단Ⅳ에 비해서도 1.86일 입원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탈빈곤가구가 3차 빈곤지속

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서 탈빈곤 이후 입원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과 2008년 입원일수의 F-값을 보면, 빈곤탈피 이전인 2006년에는 세 집단 간 입원일수(

처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2008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006년 입원일수의

경우, 3차 탈빈곤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 3차 빈곤지속가구와 3차 비빈곤가구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미충족 의료경험의 경우, 실험집단Ⅱ의 탈빈곤 이전(2006년) 미충족 의료경험정도는 0.17이었으며, 빈곤탈

피 이후(2008년)에는 0.00으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0.17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Ⅲ의 2006년 미

충족 의료경험정도는 0.26이었으나 2008년에는 0.26 감소한 0.00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Ⅳ의 2006년 미충

족 의료경험정도는 0.09이었으며, 2008년에는 0.08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2008년 미충족 의료경험정도가

0.06정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Ⅱ이 비교집단Ⅲ에 비해 0.09정도 미충족 의

료경험이 증가하였으며, 실험집단Ⅱ는 비교집단Ⅳ에 비해 0.11정도 미충족 의료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3차 탈빈곤가구가 3차 빈곤지속가구에 비해 탈빈곤이후 미충족 의료경험정도가 증가하였으며,

3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서는 미충족 의료경험정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에 대한 F-값을 보면, 비교집단Ⅲ과 비교집단Ⅳ간의 2006년과

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 차이( 처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비 지출비중의 경우, 실험집단Ⅰ의 탈빈곤 이전(2006년) 의료비 지출비중은 4.0%이었으며 빈곤탈피

이후(2008년)에는 6.6%로 빈곤탈피 이전보다 2.6% 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Ⅰ

은 2006년 의료비 지출비중이 3.0%이었으나 2008년에는 0.5% 감소한 2.5%로 나타났다. 비교집단Ⅱ는 2006

년 의료비 지출비중이 7.1%, 2008년에는 8.6%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이 1.5% 감

소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Ⅰ이 비교집단Ⅰ에 비해 3.1% 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Ⅰ은 비교집단Ⅱ에 비해서도 1.1% 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3차 탈빈곤가구가 3차 빈곤지속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 탈빈곤 이후 의료비 지출비중

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6년과 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의 F-값을 보면, 2006년과 2008년 모두 비교집단Ⅰ과 비교집단Ⅱ간의

의료비 지출비중( 처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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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차 탈빈곤가구를 실험집단Ⅱ로, 3차 빈곤지속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를 비교집단Ⅲ,Ⅳ로

설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이중차이

비교집단 구분 이전(2006년) 이후(2008년) 차이 차이-차이

외래진료횟수

실험집단Ⅱ 51.54 31.00 -20.54

비교집단Ⅲ 45.77 25.46 -20.31 -0.23

비교집단Ⅳ 34.94 39.03 4.09 -24.63

F 0.526 1.285 1.574

입원일수

실험집단Ⅱ 8.43 11.26 2.83

비교집단Ⅲ 1.46 4.14 2.68 0.15

비교집단Ⅳ 1.29 2.26 0.97 1.86

F 2.758* 1.522 0.067

미충족 의료경험

실험집단Ⅱ 0.17 0.00 -0.17

비교집단Ⅲ 0.26 0.00 -0.26 0.09

비교집단Ⅳ 0.09 0.03 -0.06 -0.11

F 1.821 1.000 2.312*

의료비 지출비중

실험집단Ⅱ 0.040 0.066 0.026

비교집단Ⅲ 0.030 0.025 -0.005 0.031

비교집단Ⅳ 0.071 0.086 0.015 0.011

F 2.750* 4.128** 1.270

* p<.,10 ** p<.05, *** p<.01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비교집단은 매칭방법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및 의료필요 특성이 유사

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통해서도 탈빈곤여부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효과

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변화는 탈빈곤여부 이외에 다

양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순이중차이분석에 추가하여 전체 가

구원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탈빈곤 이전과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9>는 2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탈빈곤 이전과 이후의 의료

서비스 이용수준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행한 결과이다.

모형 1은 2005년과 2008년 외래진료횟수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집단더미, 가구

소득수준, 가구원수, 거주 지역, 가구형태, 취학전 아동유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만

성질환 가구원 비중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빈곤지속가구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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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근로가구원 비중이 높을수록,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 비중이 높을수록 2005년과 2008년 외래진료횟수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의 형태가 단독가구일 경우 외래진료횟수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2005년과 2008년 입원일수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집단더미, 가구원수,

가구주 만나이,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빈곤가구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 비중이 높을수

록 입원일수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주의 만나이가 많고, 중 고졸이상의 고학

력일수록,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임시 일용직, 기타 및 상용직인 경우 비경제활동 및 실업자인 경

우보다 입원일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2005년과 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가구주의 성

별, 만나이, 가구형태, 근로가구원 비중,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미한 결과가 나왔

다. 여성가구주보다 남성가구주일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형태가 단독가구일 경우, 근로가구

원 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의 모형 1은 2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과 2008년 미

충족 의료경험의 변화정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이다. 탈빈곤 이전(2005년)과 이후(2008년)에 있어 미

충족 의료경험의 변화가 없음(=0)을 기준으로 하여 미충족 의료경험 감소(=-1)대비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

없음, 미충족 의료경험 증가(=1)대비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 없음을 비교하였다.

먼저, 미충족 의료경험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집단더미,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

구의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근로가구원 비중, 취학

전 아동유무, 노인가구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장애 가구원 비중 변수이다. 기

준범주로 설정한 미충족 의료경험의 변화 없음 대비 미충족 의료경험이 감소한 가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빈곤지속가구이며, 배우자가 없고, 대도시에 거주하며, 가구원수가 많고, 취학전 아동이 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장애를 가진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고,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임시 일용직이 아

닌 상용직 혹은 비경제활동 및 실업인 경우, 노인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미충족 의료경험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 지역,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변수이다.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가 없는 가구 대비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가구

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임시 일용직인경우가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이 낮은 경

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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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변수 β s.e β s.e β s.e

집단더미
(기준=비빈곤
지속가구)

빈곤지속가구=1 -6.859** 2.782 -0.175 1.823 0.011 0.008

탈빈곤가구=1 0.700 7.973 -16.851*** 5.223 0.021 0.024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

소득수준더미
(고소득층=1)

3.831** 1.949 0.064 1.276 0.000 0.006

가구원수 -4.082*** 1.088 -3.502*** 0.713 0.002 0.003

성별더미 (남=1) -0.985 2.729 2.109 1.788 0.027*** 0.008

만나이 0.028 0.088 0.238*** 0.057 0.001*** 0.000

교육더미 (고학력=1) 2.641 2.003 2.418* 1.312 -0.002 0.006

지역더미 (非대도시=1) 3.000** 1.491 -0.047 0.977 0.001 0.004

배우자더미(유=1) 7.709** 3.096 -0.484 2.028 -0.008 0.009

가구형태(단독가구=1) 5.697* 3.165 -2.008 2.073 0.020** 0.009

가구형태(모-부자가구=1) 1.821 5.825 -0.277 3.816 0.018 0.017

경제활동상태더미1
(임시 일용직=1)

0.269 2.499 4.486*** 1.637 -0.002 0.007

경제활동상태더미2
(기타및상용직)

1.151 2.156 6.348*** 1.412 0.001 0.006

근로가구원비중 -3.592 2.335 -1.266 1.530 0.021*** 0.007

취학전아동더미 (유=1) -7.475*** 2.324 2.413 1.522 0.005 0.007

취학아동더미 (유=1) -3.306 2.285 1.932 1.497 0.000 0.007

노인가구원더미 (유=1) 3.524* 2.136 -1.250 1.399 -0.003 0.006

의료필요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8.065*** 2.586 0.552 1.694 0.008 0.008

장애 가구원 비중 -0.445 3.597 -3.241 2.356 -0.001 0.011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14.828*** 2.743 -3.840** 1.797 -0.039*** 0.008

상수 10.113 6.636 -7.155* 4.347 -0.075*** 0.020

N 5612 5612 5612

F-값 8.054*** 4.243*** 3.052***

R
2

0.028 0.015 0.011

주 1) 모형1의 종속변수= 이후(2008년) 외래진료횟수 - 이전(2005년) 외래진료횟수
2) 모형2의 종속변수= 이후(2008년) 입원일수 - 이전(2005년) 입원일수
3) 모형3의 종속변수= 이후(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 - 이전(2005년) 의료비 지출비중
4) * p<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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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변수 β s.e β s.e β s.e

집단더미

(기준=비빈곤

지속가구)

빈곤지속가구=1 -6.342** 2.662 3.431** 1.700 0.009* 0.006

탈빈곤가구=1 -13.482 8.546 3.545 5.459 0.027 0.018

인구사회

경제적

요인

소득수준더미 (고소득층=1) 0.308 1.919 0.411 1.226 -0.005 0.004

가구원수 -4.282*** 1.013 -1.031 0.647 -0.001 0.002

성별더미 (남=1) 4.471** 2.503 0.035 1.599 -0.006 0.005

만나이 0.002 0.082 0.180*** 0.052 0.000* 0.000

교육더미 (고학력=1) 0.557 1.926 3.048** 1.230 0.000 0.004

지역더미 (非대도시=1) 2.601* 1.414 -1.627* 0.903 -0.003 0.003

배우자더미(유=1) 6.557** 2.798 4.209** 1.787 0.009 0.006

가구형태(단독가구=1) 4.062 2.868 3.706** 1.832 0.018*** 0.006

가구형태(모-부자가구=1) 4.846 5.494 1.620 3.509 0.006 0.012

경제활동상태

(임시 일용직=1)
-5.477** 2.705 3.925** 1.727 0.006 0.006

경제활동상태

(기타및상용직=1)
-1.490 2.069 4.172*** 1.321 0.006 0.004

근로가구원비중 -0.351 2.042 0.139 1.304 0.008** 0.004

취학전아동더미 (유=1) -4.123* 2.207 -0.438 1.410 0.003 0.005

취학아동더미 (유=1) -3.733* 2.146 0.316 1.370 -0.002 0.004

노인가구원더미 (유=1) 1.512 2.022 1.083 1.291 0.003 0.004

의료필요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13.411*** 2.357 -1.110 1.505 -0.019*** 0.005

장애 가구원 비중 6.783** 3.248 0.802 2.075 -0.001 0.007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14.087*** 2.478 -1.232 1.583 -0.004 0.005

상수 7.719 7.216 -13.372*** 4.609 -0.013 0.015

N 5595 5595 5602

F-값 9.046*** 2.526*** 2.614***

R
2

0.031 0.009 0.009

주 1) 모형1의 종속변수= 이후(2008년) 외래진료횟수 - 이전(2005년) 외래진료횟수

2) 모형2의 종속변수= 이후(2008년) 입원일수 - 이전(2005년) 입원일수

3) 모형3의 종속변수= 이후(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 - 이전(2005년) 의료비 지출비중

4) * p< 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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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3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탈빈곤 이전과 이후의 의

료서비스 이용수준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행한 결과이다.

모형 1은 2006년과 2008년 외래진료횟수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집단더미,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별, 배우자 유무,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취학전 아동유무, 취학아동 유무, 주관적 건강상

태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장애 가구원 비중,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나왔다. 빈곤지속가구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 취학

전아동과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의 비중과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

의 비중이 높을수록 2006년과 2008년 외래진료횟수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가구주

이며, 가구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장애를 가진 가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외래진료횟수의 차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2006년과 2008년 입원일수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집단더미, 가구주의

만나이, 교육수준, 가구의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취학전 아동유무, 취학아동 유

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지속가구일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

가 있는 경우, 가구의 형태가 단독가구인 경우,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와 기타 및

상용직인 경우 입원일수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가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

주할수록 입원일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2007년과 2008년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집단더미, 가

구주의 만나이, 가구형태, 근로가구원 비중,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미한 결과가 나왔다. 빈곤지속가구일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의 형태가 단독가구일수록, 근

로가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의 모형 2는 3차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과 2008년 미충

족 의료경험의 변화정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이다. 탈빈곤 이전(2006년)과 이후(2008년)에 있어 미충

족 의료경험의 변화가 없음(=0)을 기준으로 하여 미충족 의료경험 감소(=-1)대비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 없

음, 미충족 의료경험 증가(=1)대비 미충족 의료경험 변화 없음을 비교하였다.

먼저, 미충족 의료경험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가구형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노인가구원 비중,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만성질환 가

구원 비중 변수이다. 기준범주로 설정한 미충족 의료경험의 변화 없음 대비 미충족 의료경험이 감소한 가

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없고,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의 형태가 단독

가구인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경제활동 및 실업자 혹

은 상용직 및 기타인 경우가 많았고, 노인가구원이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의 비

중이 높은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미충족 의료경험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가구주

의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변수이다. 미충족 의료

경험 변화가 없는 가구 대비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배우자가 없으며,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임시 일용직, 상용직 및 기타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가구원의 비중이 낮고,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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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미충족 의료경험변화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변화 없음=0 관계(모형1) 변화 없음=0 관계(모형2)

미충족 경험 감소(=-1) 미충족 경험 증가(=1) 미충족 경험 감소(=-1) 미충족 경험 증가(=1)

β s.e Exp(β) β s.e Exp(β) β s.e Exp(β) β s.e Exp(β)

집단더미
빈곤지속가구 0.277* 0.157 1.320 0.372 0.345 1.163 -0.103 0.206 0.902 0.265 0.326 1.304

탈빈곤가구 0.284 0.436 1.328 0.315 1.033 0.093 0.558 0.490 1.748 -13.572 0.000 0.000

성별 남자 -0.111 0.184 0.895 0.113 0.340 0.111 -0.044 0.233 1.045 0.233 0.321 0.792

만나이 0.000 0.007 1.000 0.010 0.012 0.699 0.001 0.009 1.001 0.006 0.012 1.006

교육수준 저학력 -0.323** 0.150 0.724 -0.078 0.266 0.086 0.221 0.195 0.801 0.042 0.265 0.959

배우자유무 없음 0.777*** 0.212 0.460 0.718* 0.378 3.613 1.133*** 0.266 0.322 0.697* 0.361 0.498

거주 지역 대도시 0.402*** 0.116 12.094 -0.777*** 0.224 11.981 0.503*** 0.153 0.604 -0.643*** 0.211 1.902

경제활동상태
비경제활동 및 실업 0.263 0.168 2.439 0.267 0.361 0.547 0.399* 0.239 1.490 -1.209** 0.513 0.299

임시 일용직 -0.698*** 0.170 16.801 0.580** 0.292 3.950 -0.411* 0.216 0.663 -0.035 0.273 0.966

가구원수 0.397*** 0.091 1.488 -0.112 0.155 0.527 0.550*** 0.117 1.733 -0.002 0.145 0.998

가구형태
단독가구 -0.076 0.212 0.129 -0.404 0.399 1.025 -0.375 0.255 0.687 -0.035 0.366 0.966

모-부자가구 -0.439 0.368 1.420 -0.007 0.675 0.000 -0.853* 0.501 0.426 0.117 0.678 1.124

소득수준 저소득가구 1.141*** 0.162 0.320 0.138 0.262 0.278 1.567*** 0.237 0.209 -0.139 0.273 1.149

근로가구원 비중 0.366** 0.160 5.200 -0.089 0.300 0.088 0.248 0.196 1.282 0.173 0.247 1.189

취학 전 아동 없음 -0.467** 0.194 5.807 -0.329 0.310 1.125 -0.363 0.264 1.438 -0.334 0.301 1.396

취학아동 없음 -0.309 0.190 2.666 -0.302 0.316 0.911 -0.395 0.250 1.485 -0.354 0.304 1.425

노인가구원 없음 0.312* 0.164 3.629 -0.235 0.287 0.670 0.472** 0.203 0.624 -0.015 0.278 1.015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가구원 비중
1.054*** 0.202 27.129 -0.522* 0.316 2.733 1.603*** 0.271 4.966 -0.524* 0.286 0.592

장애 가구원 비중 0.498** 0.216 5.310 -0.802 0.588 1.860 0.020 0.280 1.020 -0.798 0.507 0.450

만성질환 가구원 비중 -0.160 0.204 0.612 0.348 0.340 1.045 0.491* 0.289 1.634 0.734** 0.327 2.084

상수 -5.334*** 0.873 -2.395 1.679 -7.818*** 0.763 -18.276*** 1.385

N 5610 5591

-2LL=3392.068, =381.556***, R2=0.128 -2LL=2569.790 =312.972***, R2=0.130

주 1) 모형 1은 2차 탈빈곤가구와 2차 빈곤지속가구의 미충족 의료경험변화(이후-이전)에 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임.

2) 모형 2는 2차 탈빈곤가구와 2차 비빈곤지속가구의 미충족 의료경험변화(이후-이전)에 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임.

3) * p< 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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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탈빈곤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빈곤탈피 이전과 이후에 있어 차이가 존재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탈빈곤가구를 실험집단으로 설정한 후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빈곤지

속가구와 비빈곤지속가구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이중차이모델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Ⅰ인 2차 탈빈곤가구의 경우 탈빈곤 이전인 2005년에 비해 탈빈곤 이후인 2008년

에 비교집단Ⅰ인 빈곤지속가구와 비교집단Ⅱ인 비빈곤지속가구와 비교했을 때에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

았으나 빈곤에서 탈피한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다는 기존 연구들

(김철웅 등,2003; 신영석,2004; 이용재·김승연,2006; 김진구,2008; 주정미·권순만.2009)의 결과와 일

맥상통한다. 미충족 의료경험의 경우도 실험집단Ⅰ의 2005년 미충족 의료경험정도에 비해 2008년

에 비교집단Ⅰ과 비교집단Ⅱ과 비교했을 때에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탈빈곤가구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8년에 두 비교집단과 비교

했을 때에 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Ⅰ과 비교집단Ⅰ,비교집단Ⅱ의

의료비 지출비중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계층에 비해 탈빈곤층의 의

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들(이호용 등,2007; 김학주,2008; 김태일·허순임,2008; 이진

석,2008; 신영석.2009; 유원섭,2009 등)의 결과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실험집단Ⅱ인 3차 탈빈곤가구의 경우 탈빈곤 이전인 2006년에 비해 빈곤 이후인 2008년에

비교집단Ⅲ인 3차 빈곤지속가구와 비교집단Ⅳ인 3차 비빈곤지속가구와 비교했을 때에 외래진료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입원일수는 3차 빈곤지속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2차 탈빈곤가구와 2차 빈곤지속가구, 2차 비빈곤지속가구와의 외래진료횟수 및 입원

일수의 차이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미충족 의료경험의 경우 3차 탈빈곤가구가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3차 빈곤지속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와 비교했을 때에 3차 빈곤지속

가구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나 3차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탈빈곤가구와 3차 빈곤지속가구, 3차 비빈곤지속가구와의 미충족 의료경험 차이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의료비 지출비중의 경우에는 3차 탈빈곤가구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3차 빈

곤지속가구와 3차 비빈곤지속가구와 비교했을 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차 탈빈곤가구와 2차

빈곤지속가구, 2차 비빈곤지속가구와의 의료비 지출비중 차이에 대한 결과와 같았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인 탈빈곤가구와 비교집단인 빈곤지속가구와 비빈곤지속가구 간의 의료서비

스 이용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로 탈빈곤가구

의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의료필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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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 5>에 제시된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 비빈곤지속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비

빈곤가구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반면에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에 제시된 각 집단들의 의료필요 특성을 살펴보면, 비빈곤지

속가구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장애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의 비중이 낮아 대체로 건

강상태가 좋지만 빈곤지속가구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장애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의 비중이 높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탈빈곤가구

의 경우에도 빈곤지속가구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의 비중이 비빈곤지속가구에 비해 높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탈빈곤가구와 빈곤지속가구의 의료필요도가 높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높은 의료필요도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탈빈곤가구는 높

은 의료필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빈곤지속가구와 탈빈곤가구가 비슷한 소득수준과 의료필요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빈곤

지속가구는 의료급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본인부담이 적은 반면에 탈빈곤가구는 의료급

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

서 탈빈곤가구의 탈빈곤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미충족 의료경험

은 증가하게 되며,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가구의 의료비 지출비중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에서 탈피한 탈빈곤가구는 탈빈곤함에 따라 빈곤할 때보다 높은 본인부담

이 발생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 의료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탈빈곤가구의 의료서비스 이

용수준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미충족 의료욕구의 증가와 불건강으로 근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

며,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다시 빈곤으로 전락하

게 된다.

이러한 탈빈곤가구의 재빈곤화를 막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특례 수

급자격을 완화하거나 비급여부분의 축소를 통하여 본인부담을 줄이는 등의 의료보장성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필요 특성에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한 변수인 장애 및 만성질환 이외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 관한 변수가 빠져있다. 본 연구의 의료필요 특성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변수가 있으나 이는 자신의 신체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시킨 건강상태에 대한 주

관적 인식정도로서 우울증, 정신질환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 관한 변수로 보기에는 어렵다. 최근

신제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신체적 건강 이외에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이중차이모델에 이용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탈빈곤여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특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실험집단과의 매칭을 통해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설정하였으나 어느 정도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가구가 아닌 가구원 개인을 분석단위

로 설정한 후 가구원 개인의 특성까지 통제해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가구의 구성원인 가구원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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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가구주 개인의 특성으로 대신 이

용함에 따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특성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의

료필요 특성의 경우, 가구를 단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가구 안에 장애 혹은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

원의 비중만을 알 수 있지만 가구원 개인을 단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교육수준을 가지고

어떠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원이 장애 혹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와

만성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의료필요 특성에 따라 의

료서비스 이용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가구와 가구원을 모

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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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이상록*11)이순아**

< 요 약 >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는 인적자본 및 가족구조 등에서의 물질적 결핍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

이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이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널리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에 대한 학술적 규명 및 정책적 주목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신

건강의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요인과 빈곤지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정신건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곧 비빈

곤층에 비해 빈곤층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수준이 심각

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빈곤과 정신건강의 부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정신건강은 빈곤지위의 변화와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곤탈출 집단과 빈곤

지속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빈곤탈출 집단의 정신건강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층의 빈곤경험은 정신건강 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정신건강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 경험율이 높고, 빈곤지속을 경험하는 비율 또한 높으며,

빈곤경험 기간 역시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빈곤탈출율은 낮은 반면 빈곤지속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여타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모델에 대한 분석에서도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

위 변화에의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정신건강의 주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 심화되

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결핍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한 정책

적 접근에서 벗어나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

여 준다.

주제어 : 빈곤, 빈곤지위, 빈곤지위의 변화, 정신건강, 우울, 자아존중감.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52 -

제1장. 서론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정신건강이 빈곤 지위 및 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등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일반적인 개인 및 가족 특성 요인들과 더불어 빈곤

지위 및 이의 변화에 대한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의 정책적 함의로써 한국사회 빈곤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

라 행태적 측면의 변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차원의 개입 및 지원 또한 적극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개인의 정신 건강은 개인의 생활 방식 뿐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사회학 및 정신의학 등의 관련 학문 분야를 중심으

로 계층적 지위 및 빈곤 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관심을 보여왔고, 그 결과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 상황이다(Muntaner, et. al., 2000; Miech et. al., 1999)1).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 사회불평등과 정신건강 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관심의

촉발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맥락이 관련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사회 출현에 부수된

불평등, 빈곤, 계층구조 등과 같은 사회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건강 혹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조

명하고자 하는 사회환경(구조)론적 관점이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Murali and Oyebode, 2003),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과 빈곤 등이 사회환경(구조) 측면 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결함과 부적응에

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려는 사회병리적 관점 또한 그 배경이 되고 있다(Carr, 2003)2).

이와 같은 맥락들을 배경으로 사회계층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실제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후 관련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이 동원되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

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하위 사회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 발생이 높은 것으로, 요컨대

사회계층 지위와 정신건강 문제간 부적(inverse) 관련성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Payne,

2000; Dohrenwend, et. al., 1992; 1998; Lorant, et. al., 2003). 그렇지만, 이들간 인과관계 구조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곧,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계층 지위를 저하시키는데서 비롯된

1)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간 관계는 산업사회 초기부터 사회적 및 학술적으로 주목되는 주제가 되면서, 방대하리만큼 많

은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30년대를 전후로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 혹은 정신이상 역학

(psychiatric epidemiology) 등의 학문분야가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들을 대상으로 또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상당한 경험적 연구들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Muntaner et. al., 2004). 정신

건강 문제(mental disorder)와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관계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동향 및 이론, 분석적 쟁점 등에 대해서

는 Muntaner et. al.(2000; 2004), Lorant et. al. (2003), Murali and Oyebode(2004), Kuruvilla and Jacob(2007)등을 참조하시

오.

2) 빈곤 및 불평등의 결과로 건강 및 정신건강상 불평등이 발생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빈곤 및 하위 계층의 부적합한

생활환경, 곧 물질적 결핍 뿐 아니라 각종 역경 및 위험에의 노출, 스트레스, 열악한 근로환경, 관련 정보 및 지지의 결여,

유해한 건강 행위(흡연, 음주 등), 대처자원 미흡 등이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파악한다(Murali and Oyebode, 2004).

반면, 개인적 결함이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기질 혹은 능력이 원인으로 바라본다.

곧, 유전 혹은 환경 등에 따른 (성취욕, 무력감, 열등감, 통제력, 근로의식 등의) 기질 차이가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된 것으로 바라본다(Lever, 2005).



- 53 -

것인지(social selection) 반대로 낮은 사회계층 지위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데서 연유된 것인

지(social causation), 이들 변수간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Kruvilla and Jacob,

2007; Miech, et. al., 1999).

한편,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빈곤문화론(poverty culture theory) 및 복지문화론(welfare

culture theory)등의 빈곤 이론들에서도 적극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제학 등의 관점에 기

초한 여타 빈곤이론들과는 달리 빈곤층이 지닌 독특한 사회문화의 주요한 영향을 강조하는 이들

이론에서는, 빈곤 발생 및 지속, 빈곤의 악순환에는 하위문화에서 배태된 왜곡된 의식, 태도 등의

심리사회적 혹은 정신건강 측면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바라본다(Jordan, 2004). 곧, 가족 및

지역사회에 자리한 빈곤 문화,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좌절과 실패의 경험 등에서 학습된 부

정적 의식과 태도, 그리고 왜곡된 보상체계로 작용하는 복지제도에서 유발된 의존적 태도 등이

빈곤 발생 및 지속에의 원인임을 지적하는 이들 이론은, 빈곤과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측면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기하는 이론적 토대로 주목된다(Bane and Ellwood, 1994; Jordan, 2004).

이상과 같이 정신건강 등의 심리사회적 측면은 빈곤의 원인 혹은 결과로 빈곤과 밀접한 관련

성을 지니기에, 빈곤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영향은 각별하게 주목되어야 할 부분으로 널리 인식,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내 빈곤 연구들에서 정신건강의 영향 혹은 빈곤과 정신건

강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그간 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가 미흡하였던 점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지만, 빈곤 문제를 주로 경제적 차원의 결핍과 관련한

문제로 바라보는 제한적 인식 혹은 접근 또한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몇몇 연구를

통해 일부분 다루어지기도 하였지만(박상규․이병하, 2004; 윤명숙, 2001), 이들 연구는 대부분 지

역 및 대상적 측면에서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층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 분

석 수준에 그칠 뿐이어서,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는 부재한

편이라 평가된다.

한편, 주지하듯 경제위기 전후로 빈곤의 심화와 지속은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정책적 현

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문제 심각성에 주목하여 지난 10여년 빈곤 연구들

이 활발하게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한 진전을 거두기도 하

였다. 특히, 최근에는 빈곤의 동태성에 주목하여 빈곤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빈곤

실태와 특성이 새롭게 규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최경수, 2007; 구인회, 2005; 홍경준, 2004;

황덕순, 2002; 최현수, 2002; 이병희․정재호, 2002).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은 대체로 만성적 빈곤이기 보다는 일시적 빈곤인 것으로 분

석되고 있는데, 빈곤진입이 이루어진 경우 2/3정도는 2～3년안에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구인회, 2005; 홍경준, 2004). 그렇지만, 활발한 빈곤 진출입에도 불구하고 빈곤탈출

의 상당수는 빈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빈곤탈출은 빈곤선 주변에의

경제상태 변화에 불과하여 안정된 형태의 빈곤탈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탈빈

곤 대책 마련이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홍경준, 2004; 이병희․정재호, 2002; 황덕순,

2001). 그렇지만, 이와 같이 최근 국내 빈곤 연구들은 한국사회 빈곤의 역동적 양상을 새롭게 규

명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빈곤지위 변화의 내재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미진하여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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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제한적이라 평가된다3).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가 개

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규정되는 부분일 수

있음에 주목하여, 정신건강의 영향을 중심으로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빈곤탈출 제고에는 경제적 결핍의 해소를 위한 지원 뿐 아니라 빈곤층

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입 및 지원 역시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제기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문제의 분석에 한국복지패널조사 1～4차년도 데이터를 분석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복지패널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조사 자료로, 가구의 소득 및 경

제활동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가구원의 정신건강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절한 데

이터라 평가된다. 물론, 복지패널자료의 정신건강 자료는 정신건강의 질환 및 증상을 측정하는

임상적 차원의 진단척도 자료라기보다는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일반적 정신건강 자료에

가깝기에, 본 연구는 정신건강 질환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평가되는 정신건강 수준이 빈

곤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자료와 같은 종단자료의 활용은 정신건강과 빈곤지위의 횡단면적 관련성 뿐

아니라 빈곤의 지속 및 탈출이라는 빈곤지위 변화와의 관련성을 또한 분석할 수 있는 점에서 유

용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별 년도 자료들을 활용하여 정신건강과 빈곤의 관계

를 횡단면적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1～4차년도 데이터들을 각기 결합한 종단자료의 활용을 통해

빈곤지위의 변화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 또한 분석함으로써,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각도

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

서구 국가들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및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정신의학과 사회학 등의 관

련 학문 분야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주목하여 왔다. 산업사회에 부수된 각종 사회문

제와 빈곤,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계층적 분포 양

상이 주목되면서 이들의 관련성은 일찍부터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있는 주제

가 되어 왔다. 지난 100여년에 걸쳐 축적된 그간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 문제(mental

disorder or mental illness)의 계층적 분포, 곧 사회계층적 지위와 정신건강 문제의 부적(inverse)

관계가 대체로 확인되는 바이다(Dohrenwend et al, 1992; Muntaner, et. al., 2000). 요컨대, 대부

분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분석,

3) 기존 연구들에서 빈곤 역동성의 내재적 맥락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 보다는 가구소득, 특히 근로소득 변화의

주요한 관련성만을 밝히고 있을 뿐(구인회, 2005; 홍경준, 2004), 구체적인 관련 요인들에 대한 규명은 미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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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다.

정신건강과 사회계층적 지위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경향은 3세대로 구분되는데(Muntaner,

et. al., 2000), 먼저 20세기 초반부터 1945년까지의 첫 세대 연구들은 정신분열 등과 같은 전형적

인 정신이상 문제를 중심으로 임상적으로 판정된 병원 샘플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정신이상

(mental disorder)과 계층적 지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45년부터 1970년대의 두

번째 세대 연구들은 지역(역학)조사(community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이상과 계층

적 지위간 관계를 분석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마지막 1980년대 초반 이후의 3

세대 연구들은, 표준적인 진단척도를 이용한 전국적 조사 자료의 활용과 이에 의거한 다양한 정

신이상 장애들의 발생 및 분포에 대한 정확한 측정, 그리고 생물학 및 생태학적 차원의 분석적

접근의 활용으로 특징 지워진다.

관련 연구들은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정신건강 문제 유형(정신분열, 우울, 불안, 사이코패스, 기

타 정신이상 등)에 따라 일부분 연구 동향을 달리하기도 하지만(Murali and Oyebode, 2004;

Muntaner, et. al, 2004), 분석방법을 기준으로는 초기 연구들이 지역 차원의 횡단면적 자료를 활

용한 정신건강 문제의 계층별 분포(prevalence)에 대한 분석 경향을 보였다면, 후기 연구들은 종

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주기 관점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occurrence)을 중심으로 정신건

강 문제와 계층지위의 체계적 관계에 대한 분석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Muntaner, et.

al., 2004).

한편, 관련 연구들은 변수들간 인과관계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연구 경향이 구분되기도 한

다. 곧, 정신건강과 사회계층적 지위의 부적(inverse) 관련성이 정신건강 문제 발생이 계층적 지

위를 하향시킨데서 비롯한 결과인지(social selection 혹은 social drift 가설) 아니면 반대로 하위

계층의 상황 및 조건이 정신건강 문제의 출현을 촉진시킨데서 발생한 것인지(social causation 가

설), 인과관계 구조가 관련 연구들에서는 주요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Dohrenwend, et. al., 1992;

Eaton, et. al., 2001; Miech et. al., 1999).

계층적 지위를 원인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 관점에서는, 하위소득계층

지위에서의 경제적 궁핍 등에 부수된 삶의 역경들과 이에 부수된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

처 방안의 미흡 및 의료서비스 접근에의 불평등 등이 계층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련성

을 야기한 것으로 인식한다. 반면, 부적 관련성이 정신건강 문제 발생의 결과로 바라보는 관점

(social drift 혹은 social selection)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발생은 당사자 및 가족들의 교육,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성취에 장애로 작용하고 이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 등의 막대

한 비용 발생을 야기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계층 지위를 하향시키거나 혹은 상향적 계층이동을 억

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들의 하위 계층에의 집중적 분포가 출현한 것

으로 바라본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과 계층적 지위의 인과관계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경

험 연구들의 축적을 가져왔는데, 데이터, 분석방법 뿐 아니라 분석대상을 달리한 많은 경험 연구

들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어, 정신건강과 계층적 지위간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

다(Miech et. al., 1999)4). 곧,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 및 이에 대한 측정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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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거나, 혹은 사회계층 지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계층적 지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계층적 지위 원인론과 정신이상 원인론은 상호 배타적이

기 보다는, 정신건강 문제 유형에 따라 양 이론적 관점의 적합성이 다를 수 있음을 제기하여 주

목되고 있기도 하다(Dohrenwend, et. al., 1992; Miech et. al., 1999)6).

한편, 정신건강과 사회계층적 지위의 관련성은 연령, 성별, 인종, 거주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음이 또한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어, 이들 요인의 매개 혹은 조절 역할

또한 연구분석 차원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Muntaner et. al, 2004; Kuruvilla

and Jacob, 2007)7)8).

2. 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 고용, 복지수급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

빈곤층 및 복지수급 빈곤층의 특성과 행태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상 문제는 이들 집단

의 주요 특성일 뿐 아니라 탈수급과 고용, 빈곤 탈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복지수급 빈곤층의 1/4은 정신건강상 문제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보유율은 여타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4) Payne(2000)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지역 수준의 연구와 개인 단위의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연구는 지역 총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실업율, 빈곤율, 박탈수준)과 정신질환 혹은 정신

건강 문제 발생의 관계를 분석하는 접근을 취하는 반면, 개인 수준의 연구는 개인 단위에서의 정신건강 및 사회경제적 지위

에 대한 이력 등을 포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변수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Payne에 따르면, 관련 연

구 대다수는 지역 수준에서 접근 분석한 연구로 평가되며, 이들 연구는 인과성이 명료하게 상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

방법상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Lorant 등의 연구(2003)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우울의

관련성은 우울의 발병 보다는 우울의 지속 측면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하여, 측정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자연적인 실험설계 자료를 활용한 Costello 등의 연구(2003)에서는 가구 빈곤상태 변화가 아동의 정신이상 문제를 완

화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지만 행동장애 등과는 달리 불안 및 우울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

신이상 문제 유형에 따라 이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개념적 차이에

주목하여, 일부 연구들(Muntaner, et. al, 2000; 2003)은 사회계급의 개념 및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건강과 계층적 지위의 관련

성을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연구에서는 계급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일반적 관련성이 확인되지만, 하위 관리감독직의

경우가 오히려 상위 및 하위계급 보다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 개념에 입각한 연구들에

서 파악치 못한 결과를 제시하여 흥미롭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나 경

제적 박탈(deprivation) 혹은 궁핍(economic hardship), 경제적 압박감(economic strain), 빈곤(poverty) 등으로 대신하여,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흥미롭다(Payne, 2000; Weich and Lewis, 1998; Lorant et. al, 2007; Weich and Lewis, 1998).

6)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과 사회선택론(social selection)의 대립된 양 이론적 관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

Dohrenwend 등(1993)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이상에는 사회선택론이, 반면 우울(여성),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약

물중독(남성) 등에서는 사회원인론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다.

7) 관련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정신장애(common mental disorder)의 발생은 대체로 여성에게서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의 원인 규명이 주목되고 있다(Kruvilla and Jacob, 2007. 인용, Groh, 2007). 한편,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계층 지위의 관련

성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한데, Eaton(1974)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적 지위와 정신분열

의 관련성은 도시지역에서는 두드러지나 농촌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Miech 등(1998)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련성은 (성인기 이후)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의 매개 혹은 조절 역할을 시사하여 준다.

8)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아동연령 증가에 따른 두 변수간 관련성의 변화 곧 아

동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들간 관련성이 감소 소실되는지 아니면 누적 증가하는지가 논란이 되는 연구 쟁점으로 주목되고

있다(Strohsche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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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Zabkiewickz and Schmidt, 2007; 169). 곧, 이들은 우울증의 경우 일반 계층에 비해 4배 이상,

불안장애는 2배 이상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빈곤층 및 복지수급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이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Zabkiewickz와 Schmidt(2007)의 연구에서는 복지수급자 중

우울증을 보유한 경우일수록 구직활동이 더욱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들

에 따르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유한 복지수급 빈곤층일수록 고용획득 및 고용유지율

이 낮은 반면, 실직 확률은 높고, 노동시장 퇴장 및 복지수급의존 기간은 길고, 반복적인 복지수

급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Jayakody and Stauffer, 2000; Eaton, et. al., 2001;

Danziger, et. al, 2000; Kalil, et al, 2001). 물론,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보이지는 않지만(Zabkiewickz and Schmidt, 2007)9), 대체로 정신건강상 문제는 (복지수급) 빈곤

층의 복지의존성을 높이는 반면, 이들의 고용 제고 및 탈수급, 탈빈곤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 연구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정신건강 문제(mental disorders)와는 반대로 자기 효능감과 긍정적 자아인식 등은 빈곤

층의 탈수급 및 고용, 복지수준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Popkin,

1990; Shawna and Vinokur, 2007; Danziger, et. al, 2001; Kalil, et. al., 2001; Kunz and Kalil,

1999). 곧, 대부분의 경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복지수급자의 고용에 긍정적(posi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Jackson, 2000; Jackson and Scheines, 2005), 장기간의 복지수급 및 경제

적 궁핍의 감소에도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제시되고 있다(Corcoran, et. al,

1985; Downey and Moen, 1987; Elder, et. al., 1992; Pearlin, et. al, 1981). 이상에서 살펴본 서

구의 선행 연구들은 정신건강 등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빈곤 및 빈곤 지위 변화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 기술, 경력 등의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 혹은 가족 형태 등과 같은 가족 특성만큼이나 주요

한 영향 요인임을 강력하게 시사하여 준다.

한편, 서구에서의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괄목한 연구 성과에 비해 국내에서의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정신의료 및 정신보건 등의 학문 분야에서 일부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지만, 이들 연구는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분석내용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빈곤층의 정신건강 기초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 뿐이어서, 정신건강과 빈곤의 관련성에 대

한 체계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이영문 외, 1999; 윤명숙, 2001; 박상규․이병

하, 2004). 물론, 최근 일부 연구들은 정신건강 문제의 지역사회적 맥락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지

역사회 빈곤과 정신건강 문제 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빈곤과 정신건강의 역동적 관

련성을 규명하기에 이들의 연구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노병일․곽현근, 2003; 2005). 또한, 일부

연구는 빈곤층의 근로행태에 대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영향 분석을 통해 심리사회적 접근에 주의

를 환기하고 있지만(이현주 외, 2009), 이들 연구 역시 빈곤층의 정신건강과 빈곤지위(변화)의 관

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9) Zabkiewickz and Schmidt(2007)의 연구는 고용에 의한 복지수급자들의 수급지위 전환에 우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하고 있지만 약물중독, 사이코페티즘 등의 여타 정신건강 문제는 그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하여, 문제 유형에

따라 정신건강이 수급 및 고용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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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과

정신건강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심층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인과관계 논란에만 주목하고 있는 서구 연구들과는 달리,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뿐 아니라 빈

곤지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혹은 역할에 초점을 두어 빈곤과 정신건강의 역동적 관련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심리사회적 차원의 개입에 의거한 효과적인 탈빈곤 지원 방안 모

색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 및 빈곤지위의 변화와 정신건

강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파악과 관련하여 다음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① 가구 빈곤지위와 가구주 정신건강(우울, 자아존중감)간에는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는가? 곧, 빈

곤지위에 따라 가구주의 정신건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② 가구 빈곤지위의 변화와 가구주 정신건강(우울, 자아존중감)에는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는가?

곧, 가구주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라 빈곤지위의 변화(빈곤지속, 빈곤탈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다음으로는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 결정에 대한 정신건강의 독립적인 실제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Logit 모델을 활용하여 아래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고

자 한다.

③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가구주 정신건강(우울, 자아존중감) 수준은 가구 빈곤지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④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기준년도 가구주 정신건강(우울, 자아존중감)은 가구 빈곤

지위 변화(빈곤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끝으로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이 이의 취업 및 소득 효과에 의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주의 취업 및 취업소득에 대한 가구주 정신건강(우울, 자아존중감)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 연구문제들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빈곤층의

빈곤탈출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들을 모색, 제기하고자 한다.

제3장. 분석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는

전국적 대표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 및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이들의 경제활동,

소득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판단되었다.

물론, 정신건강 정보가 일부 영역으로 국한되어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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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자료의 제한성으로 평가되지만, 다년도에 걸친 자료를 토대로 개별 가

구의 빈곤지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평가된다.

연구문제 분석에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5,011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지

위 및 이의 변화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10). 구체적인 자료 활용 및 분석방법과 관련하

여, 빈곤지위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는 개별 년도 자료들을 활용하였고, 이

원 분석에는 T-test 및 일원변량 분석방법, 그리고 정신건강의 독립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는

Logit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빈곤지위 변화에 대한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면 분석에는 연속된 2개년도(T,

T+1년도)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2개년도에 걸친 빈곤지위 변화 양상과 기준년도(T년)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빈곤지위 변화

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2개년도(T, T+1년도)에 나타난 빈곤지위 변화(빈곤지속

과 탈출)를 종속변수로, T년도의 정신건강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여타 관련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Logit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토록 하였다.

2. 변수 구성과 측정

연구문제 분석과 관련한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독립변수가 되는

가구주의 정신건강은 본 데이터에서의 정신건강 자료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관련 변수로 구성

하였다. 본 데이터에서의 우울은 우울 관련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가진단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 11문항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척도 10문항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연속측정치로 활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기 우울증상이 심각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

였다.

종속변수인 가구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의 변화는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준하여 측정하였고, 측

정에 적용한 가구 소득으로 가구 경상소득을 활용하였다. 상대적 빈곤선은 OECD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후 중위소득의 50%로 책정하였고, 빈곤선 이하의 가구소득일 경우를 빈곤으로 처

리하였다. 한편, 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는 연속한 2개년도 자료를 활용, 측정하였는데, 2개년도

10) 한국복지패널데이터에서는 소득 자료는 조사시점 이전 년도의 소득으로 설문한 반면 정신건강(우울, 자아존중감)은 조사 시

점을 기준으로 설문하여, 소득자료와 정신건강 자료의 시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분석에 적합할

수 있도록, 시차적 일치성을 지니도록 소득 자료와 정신건강 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곧 빈곤지위와 정신건

강의 관계 분석에는 동일 년도의 자료들이 활용되도록 데이터를 결합하였다. (일례로, 2차년도 소득 데이터와 1차년도 정

신건강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 시점에서 빈곤지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분석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한편, 빈곤지위 변화에 정신건강의 영향을 분석함에는 시차적 선후 관계가 상정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

는 T년도 정신건강이 T년도와 T+1년도에 걸친 빈곤지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이들 자료를 시

기적으로 배열,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11) 각 년도 데이터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 우울의 경우는 .695(2006년), .703(2007년),

.635(2008년), 자아존중감은 .752(2006년), .737(2007년), .746(2008년)으로 나타나, 신뢰도의 측면에서 척도 활용에 큰 문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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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빈곤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를 빈곤지속으로, 반면 빈곤에서 비빈곤 상태로 변화한 경우를

빈곤탈출로 처리하였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

구 분 분 류 하위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

독 립

변 수

가구주의

정신건강

▷ 우울 : CESD척도 11문항 (0~3점 측정)

▷ 자아존중감 : Rosenberg척도 10문항 (1~4점 측정)

종 속

변 수

가 구

빈곤지위

및 변화

▷ 가구 빈곤지위 : 상대빈곤 개념에 의거한 빈곤지위 측정

⇒ 비빈곤(0)과 빈곤(1)로 측정

▷ 가구 빈곤지위의 변화 : 연속한 2개 년도를 빈곤지위의 변화 양상 측정

⇒ 빈곤지속(0)과 빈곤탈출(1)로 측정

통 제

변 수

가구주 특성

및

가구 특성

▷ 가구주 성별 : 남성(0), 여성(1)

▷ 가구주 연령 : 만 연령 (연속변수)

▷ 가구주 학력 : 초졸이하(0), 중졸(퇴)(1), 고졸(퇴)(2), 전문대 이상(3)

▷ 가구주 혼인상태 : 기혼(0), 미혼(1), 이혼 및 사별 등(2)

▷ 가구형태 : 일반가구(0), 단독가구(1), 한부모가구 등(2)

▷ 가구원 수 : 전체 가구원 수

▷ 가구주 취업상태: 미취업(0), 취업(1)

▷ 가구주 취업지위: 실업 및 비경활, 무급가족종사 등(0), 임시일용(1),

상용직(2), 자영자(3), 고용주(4)

▷ 거주지역 : 대도시(0), 중소도시(1), 농어촌(2)

한편, 가구 빈곤 및 빈곤지위 변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가구주 특성 및 가

구 특성 요인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빈곤 및 빈곤지위 결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

여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취업지위, 가구 형태와 가구원 수, 거주지 특

성 등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이들을 분석모델에서의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의 측정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제4장.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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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다. 2006년도 1차년도 자료에 입각할 경우, 중위소득 50%이하의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은 24.7%로 분석되었고,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일반적 특성

전반에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구주의 성별 구성에서는 비빈곤층의 경우는 92%가 남성 가구주인데 반해 빈곤층은 45%가

여성 가구주로 나타나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에서

도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빈곤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3.8세, 비빈곤층의

경우는 평균 46.3세로, 빈곤층 가구주의 연령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에

서는 가구주의 학력 수준도 비빈곤층에 비해 빈곤층의 저학력 분포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가구 특성의 측면에서도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상당한 차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의 경우 비빈곤층의 대다수는 배우자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빈곤층은 절반 이상이

이혼 및 사별, 별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혼인지위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보

여준다. 또한, 가구 형태에서 비빈곤층의 대부분은 일반가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빈곤층의 일반가구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두 집단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전체 가구원 수에서는 비빈곤층은 평균 3.3명, 빈곤층은 1.8명으로, 가구원 수 역시 비빈곤층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거주지에서도 빈곤층은 농어촌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 분포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취업의 측면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현저한데, 빈곤층 가구주의 취업률은 37.8%에 불과한

반면 비빈곤층은 86.8%로 나타나, 두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위에

서도 비빈곤층 가구주의 절반 이상은 상용직 취업임에 비해 빈곤층의 상용직 비율은 4.5%에 불

과하여, 취업지위에도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의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차이는 빈곤층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기존 연

구의 분석결과와도 대체로 일치되는 바로, 빈곤지위 결정에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 차이의 주요

한 관련성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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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조사대상자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2006년도)

(단위 : 명, 세, 년, 만원, %)

변 수

빈곤지위 기준

X
2

/ T빈곤
(N=1,235)

비빈곤
(N=3,776)

전체
(N=5,011)

성 별
남 682(55.2) 3,462(91.7) 4,144(82.7)

864.683***

여 553(44.8) 314(8.3) 867(17.3)

연 령

30대 이하 82 (6.6) 1,320(35.0) 1,402(28.0)

1,282.936***
40대 132(10.7) 1,100(29.1) 1,232(24.6)

50대 148(12.0) 699(18.5) 847(16.9)

60대 이상 872(70.7) 657(17.4) 1,529(30.5)

평 균 연 령 63.8 46.3 50.6 40.401
***

학 력

초 졸 이 하 721(58.4) 390(10.3) 1,111(22.2)

1,419.771
***

중 졸 (퇴) 195(15.8) 381(10.1) 576(11.5)

고 졸 (퇴) 218(17.7) 1,498(39.7) 1,716(34.2)

전문대졸(퇴)이상 101 (8.2) 1,508(39.9) 1,609(32.1)

평 균 교 육 년 수 7.2 14.4 13.2 -3.280
***

혼인상태

유 배 우 자 536(43.5) 3,170(83.9) 3,706(74.0)

998.588***

이혼, 사별, 별거 623(50.5) 362(9.6) 985(19.7)

미 혼 74 (6.0) 245(6.5) 319 (6.4)

가구형태

단 독 가 구 546(44.2) 220(5.8) 766(15.3)

1,111.967***
한부모/소년소녀

가구
53 (4.3) 67(1.8) 120 (2.4)

일 반 가 구 635(51.5) 3,489(92.4) 4,124(82.3)

취업상태

취 업 467(37.8) 3,276(86.8) 3,743(74.7)

1,179.494***

미 취 업 768(62.2) 500(13.2) 1,268(25.3)

취업지위

상 용 직 55 (4.5) 1,969(52.1) 2,024(40.4)

1,462.485
***

임시/일용직 156(12.6) 468(12.4) 624(12.5)

고 용 주 10 (0.8) 194 (5.1) 204 (4.1)

자 영 자 220(17.8) 618(16.4) 838(16.7)

실업및비경제활동 794(64.3) 527(14.0) 1,321(26.4)

거 주 지

대 도 시 519(42.1) 1,759(46.6) 2,278(45.5)

131.436***

중 소 도 시 492(39.9) 1,754(46.5) 2,246(44.8)

농 어 촌 223(18.1) 263(7.0) 486 (9.7)

평 균 가 구 원 수 1.8 3.3 3.0 -46.873***

가 구 소 득(월 평 균) 67.1 368.4 294.2 -65.96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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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의 관련성

서구의 관련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들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정

신건강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다음 <표 3>은 해당 년도 자료들을 활용하

여 빈곤 및 비빈곤의 빈곤지위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로, 모든 년도들

에서 정신건강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표 3〉빈곤지위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차이

년 도 빈곤지위a 우 울 자 존 감

n mean s.d. n mean s.d.

2006년도

빈 곤 1,208 0.549 0.172 1,210 2.779 2.779

비 빈 곤 3,702 0.457 0.109 3,705 3.095 3.095

전 체 4,910 0.476 0.132 4,915 3.025 0.432

T 18.174*** -21.997***

2007년도

빈 곤 1,156 0.529 0.171 1,155 2.768 0.489

비 빈 곤 3,701 0.444 0.111 3,698 3.104 0.401

전 체 4,857 0.465 0.133 4,853 3.024 0.447

T 15.923*** -21.215***

2008년도

빈 곤 995 0.502 0.151 996 2.816 0.457

비 빈 곤 3,896 0.433 0.095 3,900 3.128 0.387

전 체 4,891 0.447 0.112 4,895 3.065 0.421

T 13.719*** -19.860***

*
p<.05,

**
p<.01,

***
p<.001

a. 각 년도의 빈곤 및 비빈곤 지위는 개별 년도에서 산출된 상대적 빈곤선을 각기 적용한 결과임.

〈표 4〉빈곤수준에 따른 빈곤층의 우울, 자아존중감 차이

년도 빈곤수준
a 우 울 자아존중감

n mean s.d. n mean s.d.

2006년도

PL 50%이하 828 0.558 0.174 829 2.736 0.453

PL 51~100% 1,232 0.500 0.142 1,235 2.943 0.419

PL101~150% 1,128 0.458 0.102 1,129 3.071 0.379

소 계 3,189 0.501 0.144 3,194 2.935 0.434
F 124.058*** 155.897***

2007년도

PL 50%이하 795 0.539 0.176 792 2.732 0.489

PL 51~100% 1,175 0.485 0.141 1,177 2.932 0.463

PL101~150% 1,169 0.448 0.109 1,164 3.067 0.373

소 계 3,139 0.485 0.145 3,133 2.931 0.457
F 98.612*** 136.726***

2008년도

PL 50%이하 645 0.509 0.146 646 2.777 0.447

PL 51~100% 1,197 0.469 0.129 1,195 2.965 0.447

PL101~150% 1,218 0.431 0.094 1,221 3.113 0.374
소 계 3,060 0.463 0.124 3,063 2.984 0.438

F 91.322*** 137.691***

* p<.05, ** p<.01, *** p<.001

a. 각 년도의 빈곤수준은 개별 년도에서 산출된 상대적 빈곤선을 각기 적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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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의 경우는 모든 년도에서 빈곤층의 우울 점수가 비빈곤층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빈곤층에서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모든 년도에서 빈곤층의 점수가 비빈곤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빈곤층의 자아

존중감이 비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기초 분석결과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정신건강 수준에의 편차를 단편적이나마 확인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 <표 4>는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빈곤수준별로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이다.

표에서는 빈곤 및 저소득층 내부에서도 빈곤수준을 기준하여 정신건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특히, 빈곤이 심각할수록 우울감은 더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더 낮은 양상을 보여, 빈곤 수준과 정신건강 수준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한편, 빈곤지위 변화의 측면에서도 정신건강과 빈곤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2개년도의 빈곤지

위 변화 양상별 정신건강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았다. 표에서는 빈곤

지위 변화 양상별로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빈곤지위 뿐 아니라 빈곤

지위의 변화 또한 정신건강과 밀접히 관련됨을 보여준다. 곧, 빈곤탈출 집단과 빈곤지속 집단의

기준년도 우울 및 자아존중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빈곤탈출 집단의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

게 낮고 자아존중감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바로, 빈곤층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후의 빈곤지위 변화에 밀접하게 관

련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표 5〉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

(t년 -> t+1년)
우울(t년) 자아존중감(t년)

n mean s.d. t n mean s.d. t

2006년->

2007년도

빈곤탈출 242 0.497 0.121
-6.501***

242 2.898 0.440
4.527***

빈곤지속 966 0.560 0.179 968 2.754 0.456

2007년->

2008년도

빈곤탙출 223 0.490 0.129
-4.686

***
224 2.883 0.453

4.150
***

빈곤지속 933 0.539 0.178 931 2.740 0.493

*
p<.05,

**
p<.01,

***
p<.001

한편, 정신건강과 빈곤지위는 이들의 인과관계가 상반되게 가정될 수 있기에, 정신건강의 영향

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여기에서는 이를 감

안하여, 최초 년도의 정신건강 수준과 이후 기간의 빈곤경험 양상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

과는 다음 <표 6>, <표 7>과 같았다.

먼저 <표 6>은 최초 년도(2006년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수준별 이후 년도(2006～2008년도)

에의 빈곤지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로, 여기에서는 최초 년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 분포

가 현저히 높고, 이와 같은 빈곤 분포는 이후에의 시기 경과에도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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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흥미롭다. 표에서는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과 빈곤 분포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표에

나타난 결과들은 정신건강 상태가 빈곤지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 측면이 이후의 빈곤

지위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된다.

〈표 6〉2006년도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이후 빈곤지위 분포12)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2006년도

우울

상
263 172 91 171 91 171 91

(100.0) (65.4) (34.6) (65.3) (34.7) (65.3) (34.7)

중
1,705 584 1,121 564 1,141 556 1,149

(100.0) (34.3) (65.7) (33.1) (66.9) (32.6) (67.4)

하
2,942 452 2,490 437 2,506 447 2,496

(100.0) (15.4) (84.6) (14.8) (85.2) (15.2) (84.8)

합계
4,910 1,209 3,702 1,172 3,738 1,174 3,736

(100.0) (24.6) (75.4) (23.9) (76.1) (23.9) (76.1)

X2 455.948*** 458.453*** 440.290***

2006년도

자아존중

감

상
1,547 210 1,337 206 1,341 216 1,331

(100.0) (13.6) (86.4) (13.3) (86.7) (14.0) (86.0)

중
1,793 418 1,375 408 1,385 411 1,382

(100.0) (23.3) (76.7) (22.7) (77.3) (22.9) (77.1)

하
1,574 729 845 687 887 706 868

(100.0) (46.3) (53.7) (43.6) (56.4) (44.9) (55.1)

합계
4,914 1,357 3,557 1,301 3,613 1,333 3,581

(100.0) (27.6) (72.4) (26.5) (73.5) (27.1) (72.9)

X
2

445.525
***

388.931
***

401.868
***

*
p<.05,

**
p<.01,

***
p<.001

다음 <표 7>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빈곤 경험에의 현저한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06~2008년의 빈곤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최초년도 우울이 높은 집단의 빈곤경험율은

73.3%인 반면 우울이 낮은 집단의 빈곤경험율은 22.0%에 불과하여, 우울이 높을수록 이후의 빈

곤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지속 비율에서도 우울이 높은 집단은 57.3%, 우울이 낮은

집단은 9.7%로 분석되어, 지속 빈곤의 경험율 또한 우울 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빈곤 경험 기간에서도 우울이 높은 집단의 빈곤 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어, 빈

곤경험에의 차이를 또한 보여준다. 표에서는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도 빈곤경험에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빈곤경험율은 낮고 단기간의

일시빈곤 형태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12)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최초 년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수준을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은 3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함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우울의 경우는 정규 분포가 아닌 좌편향 편포 현상을 보여,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울의 경우는 전체 우울 평균치 미만을 우울이 낮은 집단(하)으로, 평균치부터 평균+ 표

준편차 미만을 중간 집단(중), 평균 + 표준편차 이상을 우울이 높은 집단(상)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분포는

대체로 정규분포를 보여, 3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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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006년도 정신건강 수준별 빈곤 경험의 차이

빈곤경험유무 빈곤지속여부 빈곤경험기간

전체
빈곤
경험

빈곤
무경험

빈곤
지속

일시
빈곤 등 0년 1년 2년 3년 평균

2006

년도

우울

상

262 192 70 150 112 70 20 22 150 2.7
a

(100.0) (73.3) (26.7) (57.3) (42.7) (26.7) (7.6) (8.4) (57.3) (2.0)b

중

1,705 729 976 429 1,276 976 184 116 429 2.3

(100.0) (42.8) (57.2) (25.2) (74.8) (57.2) (10.8) (6.8) (25.2) (1.0)

하

2,943 647 2,296 284 2,659 2,296 242 121 284 2.1

(100.0) (22.0) (78.0) (9.7) (90.3) (78.0) (8.2) (4.1) (9.7) (0.5)

합

계

4,910 1,568 3,342 863 4,047 3,342 446 259 863 2.3

(100.0) (31.9) (68.1) (17.6) (82.4) (68.1) (9.1) (5.3) (17.6) (0.7)

X
2

431.986
***

480.026
***

631.784
***

2006

년도

자아

존중

감

상

1,548 261 1,287 106 1,441 1,287 101 54 106 2.0

(100.0) (16.9) (83.1) (6.9) (93.1) (83.1) (6.5) (3.5) (6.8) (0.3)

중

1,794 523 1,271 250 1,544 1,271 172 100 250 2.1

(100.0) (29.2) (70.8) (13.9) (86.1) (70.9) (9.6) (5.6) (13.9) (1.1)

하

1,574 787 787 509 1,065 787 172 106 509 2.4

(100.0) (50.0) (50.0) (32.3) (67.7) (50.0) (10.9) (6.7) (32.3) (1.3)

합

계

4,916 1,571 3,345 865 4,050 3,345 445 260 865 2.3

(100.0) (32.0) (68.0) (17.6) (82.4) (68.1) (9.1) (5.3) (17.6) (1.2)

X2
404.389*** 375.599*** 472.444***

* p<.05, ** p<.01, *** p<.001

a. 빈곤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치임. b. 빈곤경험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 전체 평균치임.

한편, 빈곤지위의 변화의 측면에서도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빈곤 경험의 차이를 또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다음 <표 8>, <표 9>는 정신건강 수준별 빈곤지위 변화의 분포를 분

석한 것으로, 표에서는 기준 년도의 정신건강과 이후 빈곤지위의 변화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요컨대, 분석결과에서는 빈곤층의 경우 (기준 년도) 우울이 높을수록 (이후 기간에의) 빈곤탈출

비율은 낮은 반면, 빈곤지속 비율은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준 년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기간에의) 빈곤지속 비율은 낮은 반면, 빈곤탈출 비율은 높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에 있어 정신건강 측면의 주요한 영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표에서는 비빈곤층의 경우에서도 정신건강과 빈곤지위의 관련성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울이 높은 비빈곤층, 자아존중감이 낮은 비빈곤층일수록 (이후 기간에의) 빈곤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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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비빈곤 지속 비율은 낮음을 또한 볼 수 있다.

〈표 8〉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빈곤지위의 변화(2006～2007년도)

빈곤층의 지위변화 비빈곤층의 지위변화

빈곤탈출 빈곤지속 소계 빈곤진입 비빈곤지속 소계

2006년도

우울

상
13 159 172 12 79 91

(7.6) (92.4) (100.0) (13.2) (86.8) (100.0)

중
112 471 583 93 1,029 1,122

(19.2) (80.8) (100.0) (8.3) (91.7) (100.0)

하
117 336 453 101 2,389 2,490

(25.8) (74.2) (100.0) (4.1) (95.9) (100.0)

합계
242 966 1,208 206 3,497 3,703

(20.0) (80.0) (100.0) (5.6) (94.4) (100.0)

X
2

25.052
***

36.696
***

2006년도

자아

존중감

상
51 128 179 44 1,324 1,368

(28.5) (71.5) (100.0) (3.2) (96.8) (100.0)

중
88 289 377 84 1,333 1,417

(23.3) (76.7) (100.0) (5.9) (94.1) (100.0)

하
103 552 655 77 842 919

(15.7) (84.3) (100.0) (8.4) (91.6) (100.0)

합계
242 969 1,211 205 3,499 3,704

(20.0) (80.0) (100.0) (5.5) (94.5) (100.0)

X2 18.191*** 28.699***

* p<.05, ** p<.01, *** p<.001

〈표 9〉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빈곤지위의 변화(2007～2008년도)

빈곤층의 지위변화 비빈곤층의 지위변화

빈곤탈출 빈곤지속 소 계 빈곤진입 비빈곤지속 소 계

2007

년도

우울

상
35 228 263 34 175 209

(13.3) (86.7) (100.0) (16.3) (83.7) (100.0)

중
62 276 338 60 806 866

(18.3) (81.7) (100.0) (6.9) (93.1) (100.0)

하
125 429 554 128 2,497 2,625

(22.6) (77.4) (100.0) (4.9) (95.1) (100.0)

합계
222 933 1,155 222 3,478 3,700

(19.2) (80.8) (100.0) (6.0) (94.0) (100.0)

X
2

10.076
***

46.271
***

2007

년도

자아

존중감

상
47 137 184 64 1,379 1,443

(25.5) (74.5) (100.0) (4.4) (95.6) (100.0)

중
80 285 365 77 1,246 1,323

(21.9) (78.1) (100.0) (5.8) (94.2) (100.0)

하
96 509 605 82 850 932

(15.9) (84.1) (100.0) (8.8) (91.2) (100.0)

합계
223 931 1,154 223 3,475 3,698

(19.3) (80.7) (100.0) (6.0) (94.0) (100.0)

X
2

10.776
***

19.184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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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분석결과들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도 빈곤지위와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

로 평가된다. 특히, 분석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에 따라 이후의 빈곤경험, 빈곤지위 변화의 양상에

의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어,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의 변화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됨을

적극 시사하여 준다. 이는 정신건강 측면이 빈곤 양상 및 빈곤 동학의 분석에 있어 빈곤층의 인

적자본 혹은 가족 특성 요인만큼이나 주목되어야 할 요인임을 제기하는 바이기도 하다.

3.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구 빈곤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정신건강 측면은 빈곤 및 빈곤지위의 변화 결정에 주요 요인

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들은 이들의 빈곤탈

출 및 자립 제고를 위한 주요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측면은 빈곤지위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앞

서 분석들이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관계로 정신건강과 빈곤의 단순한 관련성만을 확인하

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Logit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의 실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표 10>은 2006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지위 결정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이다. 빈곤 및 비빈곤의 빈곤지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가구주 및 가구의 일반적 특

성 요인들을 관련 통제변수로 설정한 모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우울,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

강 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신건강 변수들은 개별 투입한 분

석 모델들(<모델 2>, <모델 3>) 뿐 아니라 동시에 투입한 분석 모델(<모델 4>)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신건강 측면이 여타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들과 더불어 빈곤지

위 결정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론적 논의들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상반된 방향으로 빈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의 경우는 빈곤에 정적(+)인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빈

곤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곤 결정에 있어 정신건강 측면의 주요한 영향을 제기하

여 준다13).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이와 같은 빈곤지위 결정에 대한 영향은, 정신건강과 근로활동의 밀접한

관련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수적으로 정신건강 변

수들이 근로참여 및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각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

과에서는 공히 우울 및 자아존중감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이는 곧

13) 우울 및 자아존중감 변수의 영향은 가장 최근에 조사된 4차년도(2008년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어

정신건강 측면의 영향이 일시적 혹은 우연적 차원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는 역으로 체계적 관련성을 시사하여

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부표 1>를 참조하시오.

14)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정신건강의 근로효과 혹은 소득효과에 의거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및 빈곤층을 대

상으로 근로여부 및 근로소득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각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 분석한 결과, 우울 및 자아존

중감의 유의미한 영향을 모든 분석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서는 우울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근로참여 확율이 낮고, 근로소득도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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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지위 결정에의 정신건강 영향이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근로 및 근로소득 효과에 의한 것임

을 보여주는 바라 할 수 있다.

한편, 빈곤지위의 변화에도 정신건강 측면이 주요하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연속한 2개년

도(2006년도와 2007년도)에의 빈곤지위 변화를 종속변수로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 특성 요인들과 함께 정신건강 변수들이 빈곤층의 빈곤지위 변

화(빈곤탈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빈곤지위

변화(빈곤탈출)에 가구주의 연령, 학력 등의 인적자본, 노동시장내 취업지위, 가족규모 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함께 기준년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측면들

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15). 특히, 정신건강 변수에서 우울은 빈곤탈

출에 부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울은 빈곤층의 빈

곤탈출에 주요 장애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심

리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모델에서는 우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흥미로운데, 이는 우울과 자아존중감 변수들의 영향이 일부분 상쇄된 결과임을 시사하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빈곤지위 변화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영향 보다는 우울의

부정적 영향이 보다 강력함을 시사하여 주는 바라 평가된다.

이상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한국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측면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의

결정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로, 빈곤층의 특성 및 행태, 빈곤 동학 등

의 분석에 있어 정신건강 측면이 주목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그간 국내 빈곤 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 측면에 대해 거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아 왔

다. 대부분의 빈곤 연구들은 빈곤 결정 요인으로 인적자본의 결핍과 저열한 노동시장 지위와 처

우, 가족 특성 등에만 주목하였을 뿐, 정신건강과 같은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영향 혹은

역할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양상을 보여 왔다. 여기에는 관련 자료의 미흡 등이 배경이 되었겠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빈곤의 원인을 빈곤층에게 전가하려는 연구

접근 혹은 사회정치적 태도를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닌 우려 역시 이면의 배경이 된 것

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부분의 빈곤 대책들은 주로 당장의 경제적 결핍을 완화하는 데에만 집중되었고, 빈

곤층의 빈곤탈출 노력을 제고하고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 및 추진은 극히

미약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물론,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들은 빈곤층의 근로활동

제고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이들 대책 또한 경력 및 기술 제고 등과 같은 또다른 형태의

물질적 지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에 불과하여, 빈곤탈출에의

영향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근로참여 확율이 높고 근로소득도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상의 제한으로

2006년도 빈곤층 대상 분석결과만을 부표(<부표2>, <부표 3>)로 제시함.

15) 이와 같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변수들의 영향은 2007~2008년도의 빈곤지위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표 4>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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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성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서구의 관련 연구 및 정책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빈곤지위의 결정 뿐 아니라 빈곤지위의 변화에는 정신건강 등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층의 빈곤지위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자본의 배양

및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 등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들이 지닌 정신건강 문제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차원의 개입 및 지원 역시 적극 요청되는 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여타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빈곤문제 역시 물질적 차원의 기계적 대입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심

리사회적 측면이 적극 결부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빈곤문제의 완화 특히 빈곤층의 빈곤탈출

의 제고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및 해결 노력이 적극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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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정신건강이 빈곤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년도) (N=4,907)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남성기준) 0.401* 0.171 1.494 0.428* 0.174 1.534 0.518** 0.173 1.678 0.510** 0.175 1.665

연령 0.030
***

0.005 1.030 0.031
***

0.005 1.032 0.031
***

0.005 1.032 0.032
***

0.005 1.033

학력 (초졸기준)

중졸(퇴) -0.462
**

0.143 0.630 -0.392
**

0.145 0.676 -0.397
**

0.145 0.672 -0.366
*

0.146 0.693
고졸(퇴) -1.202*** 0.135 0.300 -1.131*** 0.137 0.323 -1.074*** 0.137 0.342 -1.054*** 0.138 0.349

대졸(퇴) -1.698*** 0.163 0.183 -1.555*** 0.165 0.211 -1.409*** 0.168 0.244 -1.375*** 0.168 0.253

혼인 (기혼기준)

미혼 0.016 0.261 1.016 -0.098 0.266 0.907 -0.125 0.267 0.882 -0.169 0.269 0.844

이혼, 사별, 별거 -0.268 0.193 0.765 -0.435
*

0.199 0.647 -0.429
*

0.197 0.651 -0.500
*

0.200 0.607

가구형태(일반가구기준)

단독가구 1.159*** 0.205 3.186 1.215*** 0.208 3.370 1.171*** 0.208 3.226 1.204*** 0.209 3.335

한부모가구 등 1.675*** 0.266 5.341 1.688*** 0.272 5.408 1.595*** 0.270 4.930 1.619*** 0.273 5.048

가구원 수 -0.686*** 0.069 0.503 -0.691*** 0.069 0.501 -0.692*** 0.070 0.501 -0.693*** 0.070 0.500

취업지위(실업 기준)

고용주 -1.458
***

0.367 0.233 -1.388
***

0.367 0.250 -1.287
***

0.370 0.276 -1.263
**

0.369 0.283

자영자 -0.911
***

0.134 0.402 -0.821
***

0.136 0.440 -0.779
***

0.137 0.459 -0.749
***

0.137 0.473
상용직 -2.557*** 0.179 0.078 -2.409*** 0.181 0.090 -2.406*** 0.181 0.090 -2.343*** 0.182 0.096

임시/일용 -0.797*** 0.149 0.451 -0.759*** 0.151 0.468 -0.763*** 0.151 0.466 -0.746*** 0.152 0.474

거주지(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561
**

0.165 0.571 -0.571
**

0.166 0.565 -0.641
***

0.167 0.527 -0.631
***

0.168 0.532

대도시 -0.638
***

0.168 0.528 -0.666
***

0.169 0.514 -0.707
***

0.170 0.493 -0.711
***

0.171 0.491

우울 0.204
***

0.034 1.226 0.129
***

0.036 1.138
자아존중감 -0.089*** 0.012 0.915 -0.071*** 0.013 0.932

상수 0.949 0.486 2.584 -0.288 0.529 0.750 3.420*** 0.600 30.569 2.128** 0.700 8.396

모델 Chi-Square 2,772.386
***

2,811.365
***

2,827.589
***

2,840.420
***

-2LL 2,705.103 2,666.123 2,649.900 2,637.069

Nagelkerke R Square 0.642 0.649 0.651 0.65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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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정신건강이 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a (2006～2007년도의 빈곤지위 변화) (N=1,208)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남 기준) 0.108 0.291 1.114 0.079 0.295 1.083 0.050 0.295 1.051 0.056 0.297 1.058

연령 -0.030
**

0.009 0.970 -0.031
**

0.009 0.970 -0.030
**

0.009 0.970 -0.030
**

0.009 0.970

학력(초졸 기준)

중졸(퇴) 0.163 0.246 1.177 0.096 0.249 1.101 0.131 0.247 1.141 0.089 0.249 1.093
고졸(퇴) 0.631* 0.246 1.879 0.574* 0.248 1.776 0.569* 0.248 1.767 0.550* 0.250 1.734

대졸(퇴) 0.294 0.334 1.342 0.191 0.335 1.211 0.175 0.339 1.191 0.146 0.339 1.157

혼인(기혼기준)

미혼 -0.515 0.443 0.597 -0.339 0.456 0.713 -0.396 0.451 0.673 -0.302 0.459 0.739

이혼, 사별, 별거 -0.581 0.334 0.559 -0.363 0.344 0.695 -0.465 0.342 0.628 -0.336 0.346 0.715

가구형태(일반가구 기준)

단독가구 0.039 0.344 1.040 -0.043 0.347 0.958 0.032 0.345 1.032 -0.037 0.347 0.963

한부모가구 등 -0.593 0.406 0.553 -0.624 0.409 0.536 -0.576 0.406 0.562 -0.611 0.409 0.543

가구원 수 0.909*** 0.146 2.482 0.933*** 0.147 2.542 0.933*** 0.147 2.542 0.941*** 0.148 2.563

취업지위
b
(실업등 기준)

자영자 0.883
***

0.238 2.419 0.800
**

0.241 2.226 0.821
**

0.240 2.273 0.780
**

0.241 2.182

상용직 1.212
***

0.341 3.361 1.097
**

0.344 2.995 1.145
**

0.343 3.144 1.079
**

0.345 2.941
임시/일용 1.143*** 0.247 3.138 1.098*** 0.250 2.999 1.119*** 0.248 3.061 1.091*** 0.250 2.978

거주지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274 0.277 1.315 0.272 0.280 1.313 0.296 0.278 1.344 0.283 0.280 1.327

대도시 0.552 0.287 1.738 0.606
*

0.290 1.834 0.588
*

0.288 1.799 0.618
**

0.290 1.854

우울 -0.172
**

0.058 0.842 -0.151
*

0.062 0.860

자아존중감 0.041
*

0.020 1.042 0.020 0.022 1.020
상수 -2.157* 0.873 0.116 -1.222 0.931 0.295 -3.376** 1.074 0.034 -1.923 1.220 0.146

모델 Chi-Square 334.715
***

344.309
***

338.747
***

345.111
***

-2LL 875.248 865.655 871.216 864.852

Nagelkerke R Square 0.382 0.392 0.386 0.393

*
p<.05,

**
p<.01,

***
p<.001

a.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는 2006~2007년도의 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로, 빈곤탈출/지속 여부로 측정됨. 독립변수는 2006년도 우울, 자아존중감임.

b. 취업지위가 고용주인 경우는 10사례 미만으로 확인되어 분석모델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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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요약 및 함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빈곤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된 이후, 경기 회복 등에 따른

거시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는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

려,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배경으로 근로빈곤 및 상대적 박탈 등의 새

로운 유형의 빈곤문제 출현으로 빈곤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물론, 그간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지

만 그 성과가 미약하여,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접근에 의거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

히, 지금까지의 빈곤정책들이 주로 빈곤층의 물질적 결핍에만 주목하여 왔을 뿐 이들의 심리사회

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였고, 이로 인해 탈빈곤 성과가 미미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기존

대책들에 대한 단순한 수정 보완 차원을 넘어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점검

및 변화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정신건강 변수들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측

면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

책적 접근 방안 모색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에 대한 횡단면 및 종단 분석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가구주의 인적자본 및 가족구성 등에서 상당한 특성 차이가 있지

만,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 정신건강과 빈곤지위

간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지위와 정신건강 수준간에는 부적(-) 관계를 지닌 것

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관련 연구결과들과 일치되는 바이다.

둘째,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빈곤탈출 집단과 빈곤지속 집단의 차이 검증을 통

해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기준년도 정신건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빈곤지속 집단에게서 기준 년도의 정신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빈곤지위 뿐 아니라 빈곤지위의 변화에도 정신건강의 주요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신건강 수준별 빈곤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할수록 빈곤경험율

이 높고, 일시빈곤 보다는 만성빈곤 경험이 높으며, 빈곤경험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 수준에 따라 빈곤지위의 변화 경험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신건강 문

제가 심각할수록 빈곤 탈출율은 낮은 반면 빈곤 지속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빈곤지위의 변화가 인적자본 요인이나 가족특성 요인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의해서도 주요

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대한 정신건강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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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Logit 모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신건강 변수들의 유의미한 영향을 일관

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여타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우울 및 자

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변수들은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측면이 빈곤 지위 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도 정신건강과 빈곤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바로, 빈곤 요인 및 빈곤 동학의 연구에 있어 빈곤층의 정신건강 등 심리사회적 측면의 영

향에 대한 포괄적 고려가 요청됨을 제기하여 준다.

국내에서 경제위기 이후 빈곤 연구에 상당한 학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빈곤을 경제적 결핍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에 주로 의거하여 수행되어, 빈곤층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이의 영향은 대체로 간과하여 왔다. 빈곤 문제가 개인 및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

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되는 사회문제임에 의거하면, 특정 측면에 국한된 분석 접근의 성과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토대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우려하여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

한 접근을 경원시하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한 학문적 접근이라 평가된다.

본 연구는 자료 및 분석 차원 등에서 제한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측면

이 빈곤지위의 결정 및 빈곤지위 전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심리사회적 차원의 분석적 접근의 유용성을 제기하여 준다. 물론, 본 연구가 정신건강의 일

부 변수만을 중심으로 빈곤지위 전환과 심리사회적 측면의 관계를 분석함에 한정되어 있음을 감

안하면,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자료와 다각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빈곤과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호 관련성을 심층 규명함이 요청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문제의 완화 특히 빈곤층의 빈곤탈출 제고를 위해서는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의 모색 및 실행이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제기하여

준다. 그간 우리사회의 빈곤대책들은 주로 빈곤층의 경제적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의 물질적 지원

에 치중하여, 이들의 빈곤지위 이행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물론, 경제위기를 전후로 빈곤층의 자활에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이들의 인적자본 배양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련한 대책들이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제한된 접근으로 이들 정책의 성과는

미약한 형편이다. 서구 연구들 뿐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빈곤 발

생 및 빈곤지위 전환에는 심리사회적 측면이 주요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빈곤탈출의 성

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일차적으로 요

청되며, 이를 기반으로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심리사회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서비스들에

빈곤층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항목을 확대, 조정함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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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요청된다. 곧, 해당 문제를 지닌 빈곤층이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원도 공히 받

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항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련 사회복지기

관 및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방안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곧, 지원이 요청되는 빈곤층

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내 관련 정신건강 및

의료 기관들에서의 서비스 공급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들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

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적 방안 역시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지닌 빈곤층이 관련 서비스 공급 체계에 적극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일선 현장에서의 대상자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일선 현장 실무자들의 빈곤층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정신건

강 문제에 대한 감응 및 대처 능력 또한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대상자에 적

절한 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의 채용 및 일선 현장 인력의 확충이 필히

요청되는 바이다. 한편,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들은 아동기 이후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 결과

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빈곤층 자녀들의 아동 및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대처 방안 또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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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빈곤지위 결정에 정신건강의 영향 (2008년도) (N=4,876)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남 기준) 0.189 0.161 1.208 0.190 0.162 1.210 0.242 0.163 1.273 0.230 0.163 1.259

연령 0.031*** 0.005 1.032 0.032*** 0.005 1.033 0.032*** 0.005 1.033 0.033*** 0.005 1.033

학력(초졸 기준)

중졸(퇴) -0.418
**

0.150 0.658 -0.387
*

0.152 0.679 -0.375
*

0.152 0.687 -0.365
*

0.152 0.694

고졸(퇴) -0.855
***

0.139 0.425 -0.803
***

0.141 0.448 -0.778
***

0.141 0.459 -0.760
***

0.142 0.468

대졸(퇴) -1.349
***

0.168 0.259 -1.237
***

0.169 0.290 -1.102
***

0.172 0.332 -1.079
***

0.172 0.340
혼인(기혼기준)

미혼 0.603* 0.251 1.827 0.604* 0.252 1.830 0.500* 0.253 1.649 0.519* 0.254 1.681

이혼, 사별, 별거 0.089 0.182 1.093 0.018 0.184 1.018 0.018 0.185 1.018 -0.014 0.186 0.986

가구형태(일반가구 기준)

단독가구 0.956
***

0.202 2.602 0.931
***

0.203 2.537 0.934
***

0.205 2.544 0.925
***

0.205 2.522

한부모가구 등 1.572
***

0.281 4.817 1.554
***

0.287 4.732 1.560
***

0.286 4.759 1.553
***

0.289 4.727
가구원 수 -0.722*** 0.074 0.486 -0.733*** 0.075 0.481 -0.744*** 0.075 0.475 -0.747*** 0.075 0.474

취업지위(실업 등 기준)

고용주 -1.162*** 0.329 0.313 -1.055** 0.330 0.348 -1.033** 0.333 0.356 -0.989** 0.333 0.372

자영자 -1.133
***

0.138 0.322 -1.083
***

0.140 0.339 -1.013
***

0.141 0.363 -1.005
***

0.141 0.366

상용직 -2.564
***

0.206 0.077 -2.478
***

0.209 0.084 -2.357
***

0.209 0.095 -2.343
***

0.210 0.096

임시/일용 -1.233
***

0.144 0.291 -1.174
***

0.145 0.309 -1.129
***

0.146 0.323 -1.112
***

0.146 0.329
거주지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341* 0.162 0.711 -0.324* 0.163 0.723 -0.333* 0.164 0.717 -0.323* 0.164 0.724

대도시 -0.543** 0.168 0.581 -0.534** 0.169 0.586 -0.521** 0.170 0.594 -0.519** 0.170 0.595

우울 0.202
***

0.038 1.224 0.126
**

0.041 1.135

자아존중감 -0.082
***

0.012 0.921 -0.067
***

0.013 0.935

상수 0.436 0.500 1.546 -0.695 0.545 0.499 2.724 0.614 15.247 1.585
*

0.715 4.878

모델 Chi-Square 2,338.484
***

2,367.901
***

2,383.270
***

2,392.864
***

-2LL 2,583.369 2,553.951 2,538.583 2,528.989

Nagelkerke R Square 0.599 0.605 0.608 0.61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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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빈곤층 대상) 근로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a (2006년도) (N=1,208)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남 기준) -0.341 0.205 0.711 -0.389 0.207 0.678 -0.496* 0.210 0.609 -0.495* 0.211 0.609

연령 -0.061*** 0.007 0.941 -0.062*** 0.007 0.940 -0.062*** 0.007 0.940 -0.062*** 0.007 0.940

학력(초졸 기준)

중졸(퇴) 0.162 0.188 1.176 0.102 0.189 1.107 0.098 0.190 1.103 0.075 0.191 1.078

고졸(퇴) -0.502
*

0.206 0.605 -0.573
**

0.209 0.564 -0.636
**

0.211 0.530 -0.654
**

0.212 0.520

대졸(퇴) -1.047
***

0.289 0.351 -1.161
***

0.292 0.313 -1.295
***

0.296 0.274 -1.316
***

0.297 0.268
혼인(기혼기준)

미혼 -0.711 0.366 0.491 -0.514 0.374 0.598 -0.450 0.376 0.637 -0.382 0.379 0.682

이혼, 사별, 별거 -0.458 0.266 0.633 -0.226 0.273 0.798 -0.194 0.273 0.824 -0.104 0.276 0.901

가구형태(일반가구 기준)

단독가구 0.054 0.266 1.055 -0.015 0.268 0.985 0.043 0.269 1.043 0.003 0.271 1.003

한부모가구 등 0.074 0.349 1.077 0.053 0.353 1.054 0.112 0.354 1.119 0.094 0.355 1.099
가구원 수 0.161 0.124 1.174 0.179 0.125 1.196 0.198 0.127 1.219 0.202 0.127 1.224

거주지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1.055*** 0.183 0.348 -1.070*** 0.185 0.343 -1.009*** 0.187 0.365 -1.027*** 0.187 0.358

대도시 -1.117
***

0.187 0.327 -1.081
***

0.189 0.339 -1.075
***

0.190 0.341 -1.062
***

0.190 0.346

우울 -0.165
***

0.039 0.848 -0.099
*

0.042 0.906

자아존중감 0.082
***

0.015 1.085 0.067
***

0.017 1.069

상수 4.497*** 0.689 89.721 5.428 0.734
227.78

9
2.104* 0.820 8.196 3.114** 0.929 22.519

모델 Chi-Square 206.554
***

225.539
***

236.133
***

241.783
***

-2LL 1,399.867 1,380.882 1,370.288 1,364.638

Nagelkerke R Square 0.214 0.232 0.241 0.247

*
p<.05,

**
p<.01,

***
p<.001

a. 종속변수는 2006년도 근로여부, 독립변수는 2006년도 우울, 자아존중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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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빈곤층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a (2006년도) (N=1,208)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남 기준) -42.232 30.150 -0.057 -48.702 29.801 -0.066 -65.240
*

29.829 -0.088 -64.292
*

29.718 -0.087

연령 -12.366
***

0.987 -0.454 -12.290
***

0.975 -0.451 -12.206
***

0.970 -0.448 -12.194
***

0.966 -0.447

학력(초졸 기준)

중졸(퇴) 43.916 28.314 0.044 32.241 28.044 0.032 32.729 27.872 0.032 27.909 27.809 0.028

고졸(퇴) -2.697 29.879 -0.003 -13.293 29.571 -0.014 -23.852 29.532 -0.025 -25.858 29.427 -0.027

대졸(퇴) -176.982*** 40.215 -0.130 -194.765*** 39.848 -0.143 -216.534*** 39.965 -0.159 -219.030
***

39.822 -0.161

혼인(기혼기준)

미혼 7.563 55.660 0.005 45.796 55.401 0.029 54.890 55.156 0.035 68.374 55.112 0.044

이혼/사별 -59.746 39.508 -0.081 -17.227 39.761 -0.023 -13.032 39.457 -0.018 3.238 39.642 0.004

가구형태(일반가구 기준)

단독가구 -66.645 39.276 -0.090 -79.349
*

38.859 -0.107 -70.980 38.597 -0.096 -77.913* 38.514 -0.105

한부모가구 등 10.905 54.041 0.006 5.038 53.385 0.003 15.504 53.104 0.009 10.881 52.923 0.006

가구원 수 -48.152
*

18.550 -0.121 -45.261
*

18.329 -0.114 -42.602
*

18.246 -0.107 -42.007
*

18.179 -0.106

거주지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69.706
*

27.187 -0.093 -69.601
*

26.851 -0.093 -57.003
*

26.782 -0.076 -59.672
*

26.694 -0.079

대도시 -45.544 27.625 -0.061 -36.424 27.333 -0.049 -34.080 27.199 -0.046 -30.901 27.115 -0.041

우울 -28.945*** 5.199 -0.148 -17.922
**

5.652 -0.092

자아존중감 14.085*** 2.130 0.175 11.052
***

2.328 0.137

상수 1,254.288*** 98.635 1,404.785*** 101.099 826.403*** 116.540
1,011.711

*

** 129.976

F 26.515
***

27.475
***

28.714
***

27.584
***

Ad. R sqaure 0.203 0.222 0.230 0.236

* p<.05, ** p<.01, *** p<.001

a. 종속변수는 2006년도 근로소득, 독립변수는 2006년도 우울, 자아존중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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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a (2007～2008년도 빈곤지위 변화) (N=1,145)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여)(남 기준) -0.180 0.285 0.836 -0.185 0.287 0.831 -0.194 0.286 0.824 -0.191 0.287 0.826

연령 -0.064
***

0.010 0.938 -0.065
***

0.010 0.937 -0.064
***

0.010 0.938 -0.065
***

0.010 0.937

학력(초졸 기준)

중졸(퇴) 0.124 0.253 1.132 0.089 0.254 1.094 0.114 0.253 1.120 0.089 0.254 1.093
고졸(퇴) 0.335 0.257 1.398 0.298 0.259 1.347 0.314 0.258 1.369 0.293 0.259 1.340

대졸(퇴) 0.104 0.342 1.110 0.034 0.346 1.035 0.018 0.348 1.018 0.005 0.350 1.005

혼인(기혼기준)

미혼 -1.615
**

0.483 0.199 -1.579
**

0.487 0.206 -1.574
**

0.484 0.207 -1.566
**

0.488 0.209

이혼, 사별, 별거 -0.825
*

0.325 0.438 -0.760
*

0.327 0.468 -0.784
*

0.326 0.456 -0.750
*

0.328 0.472

가구형태(일반가구 기준)

단독가구 -0.157 0.364 0.855 -0.136 0.367 0.873 -0.150 0.365 0.860 -0.136 0.367 0.873

한부모가구 등 -0.422 0.456 0.656 -0.431 0.460 0.650 -0.402 0.458 0.669 -0.422 0.461 0.656

가구원 수 0.558** 0.168 1.747 0.570** 0.169 1.769 0.564** 0.169 1.758 0.572** 0.170 1.771

취업지위(실업 등 기준)
b

자영자 0.624
**

0.233 1.867 0.586
*

0.234 1.797 0.574
*

0.236 1.776 0.570
*

0.236 1.767

상용직 0.965
*

0.412 2.624 0.869
*

0.415 2.385 0.872
*

0.416 2.393 0.841
*

0.418 2.318
임시/일용 0.407 0.255 1.503 0.380 0.256 1.462 0.384 0.256 1.468 0.373 0.257 1.453

거주지 (농어촌기준)

중소도시 0.137 0.276 1.147 0.144 0.277 1.155 0.137 0.277 1.146 0.143 0.277 1.154

대도시 0.124 0.294 1.132 0.138 0.294 1.148 0.114 0.294 1.121 0.132 0.294 1.141

우울 -0.116
*

0.055 0.891 -0.102
#

0.060 0.903

자아존중감 0.028 0.020 1.029 0.013 0.022 1.013
상수 1.538 0.945 4.653 2.242* 1.008 9.410 0.784 1.085 2.191 1.824 1.244 6.197

모델 Chi-Square 309.888
***

314.599
***

311.955
***

314.928
***

-2LL 814.809 810.098 812.741 809.769

Nagelkerke R Square 0.379 0.384 0.381 0.384

#
p<.10,

*
p<.05,

**
p<.01,

***
p<.001

a.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는 2007~2008년도의 빈곤층의 빈곤지위 변화로, 빈곤탈출/지속 여부로 측정됨. 독립변수는 2007년도 우울, 자아존중감임.

b. 취업지위가 고용주인 경우는 10사례 미만으로 확인되어 분석모델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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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 차이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우울불안, 그리고 공격성 등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

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와 한

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1차년도 자료, 그리고 서울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분석

방법은 산점도 분석과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은 3가지

패널자료의 분석 모두에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

득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은 소득의 수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른바 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불안과 공격성 역

시, 소득의 수준에 따라 소득의 영향이 달라지는, 즉 소득의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

으나 모든 패널조사의 분석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소득과 아동발달

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론적 함의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

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가족소득, 아동발달, 학업성취도, 우울불안, 공격성

제 1 장 서론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실업,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 그리고 절대 빈

곤층의 증가 및 고착화 등의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증가 또는 고착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증가된 스트레스는 가족 경제생활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도 전달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양한 영역의 아동발달을 저

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경제적 또는 물

질적인 지원이나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아동의 인지적 발달,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신체적 발달 등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 빈곤이나 소득감소 등 가족소득의 문제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 중 하

나가 되고 있음이 보고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도 서구의 연구경향에 발맞추어 다양

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소득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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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더 나아가 자녀의 미래 경제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전승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소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가족소득이 아동발달에 미

치는 영향이 가족소득의 유지 기간, 즉 빈곤 기간이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가?’ 등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소득이 아동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몇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소득은 아동의 인지 또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나 사회 및 정서 영역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일

관되게 보고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

적 경로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가족

소득의 측정 방식이나 소득 수준의 유지 기간, 그리고 조사되는 아동의 발달 시점이 이러한 비일

관성을 가져온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현선, 2008; 김광혁, 2010b). 또는 가족구조와 같은 제 3의

변수와 상호작용에 따라 소득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설명도 실증적인 연구와 함께 제시된 바 있

다(김광혁, 2010a). 이 밖에도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력성취 중심의 학업성

취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영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최근 서구의 몇몇 연구들은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또 다

른 논점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Duncan,

Brooks-Gun & Klebanov, 1994; Duncan & Brooks-Gun, 1997; 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Smith, Brooks-Gun & Klebanov, 1997), 이에 따라 소득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들 역시,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김광혁, 2010a). 즉 가족소득의 영향이 저소득

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와 같은 아동발달이 높아

진다는 생각과 달리, 소득의 영향은 빈곤층에서만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중산층을 넘어서면 소득

이 아닌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족소득의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판

단되며, 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정당성 또는 근거가 될 수 있

는 부분이다. 동시에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모든 계층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 것 보다는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다른 가설들과 달리,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단지 극소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를 가설적으로 제시하거나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검증

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김광혁, 2010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

득의 영향이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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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가를 기존 연구에서 일부 검증된 학업성취도 외에 아동의 내재화된 행동문제인 우울

불안과 외현화된 행동문제인 공격성 등 포괄적인 아동발달 영역에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

러한 가설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발

달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관련 패널조사인 한국복지패널 아동

부가 조사 자료와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그리고 서울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패널 간 비교분석은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아동발달 조사방식에 따라 분석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

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다른 계층에 비

해 저소득 또는 빈곤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가설은 기존의 빈곤 또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 및 발달 저하를 설명해 온 인적자본투자이론(human capital investment theory)

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본투자이론에서는 미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아동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금전적,

시간적 투자는 투자에 대한 비용(cost)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투자의 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능

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Becker, 1981; Becker & Tomes, 1986). 즉, 경제적 자원과 능력이

풍부한 부모의 경우, 아동의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양한 금전적 시

간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빈곤한 부모의 경우, 투자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투자에 대한 효용(utility)이라 할 수 있는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모는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같

은 발달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보다는 일상적인 의식주 비용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아동에 대한 지원이 생활비에 비해 상대적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는 아동의 낮은 인적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나 낮은 발

달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Becker & Tomes, 1986; Guo & Harris, 2000; Bradley & Corwyn,

2002; Linver et al, 2002; Eamon, 2002). 이 이론에 따르면 빈곤한 가정의 경우, 경제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의식주 비용 이외의 아동 발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빈곤층 아동의 학

업성취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의 비용(cost)이 낮아져 교육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의식주 수준의 해결이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소득의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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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의식주 비용을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투자의 욕구가 강한 우리 사회

의 아동발달에 대한 관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절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이상의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보다는 예를 들어, 부모의 학력이나 가족의 사회적, 문화

적 자본, 가족기능,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즉 학업성취나 아동발달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는 이른바 소득의 비선형적 영향(non-linear effect)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론적 설명은 학업성취나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비

선형적 영향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비선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학업성취나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 소득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

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논의 및 가설은 빈곤의 대물림에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한 아동발달 수

준이 매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

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대 빈곤층 이상의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의 근거 역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김광혁, 2010a).

제 3 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 및 비교하기 위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동 발달과 관련된 우리나

라의 대표적 패널자료라 할 수 있는 한국복지패널, 청소년 패널, 서울아동패널을 활용한다. 분석

에 사용될 각 패널 조사 자료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복지패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아동부가 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인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표본 규모는 7,000가

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특히, 한국복지패널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1차 년도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 정서, 행동, 비행 등 포괄적인 아동발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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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적인 정보를 아동 부가 조사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대

표성 있게 표집되었으며, 포괄적인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와 아동 부가조사 자료(739사례)를 분석에 활용한다(김광혁, 2009).

2) 청소년 패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및 청소년분야의 패널조사 자

료인 청소년패널(Korea Youth Panel Survey) 초4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 조사하고 있는 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2844사례의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이다. 청소년

패널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지표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및 가족 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 시

기인 1차년도(2004년)의 가족배경 및 아동발달 관련 변수 등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김광혁, 2010a).

3) 서울아동패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및 서울아동패널 조사와 함께 서울의 특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종

단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아동 전문패널 중의 하나인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자료를 분석한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서울아동패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한 자치구 내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인 패널조사이다. 서울아동패널에서는 매년 아동의 학업성취

도를 비롯해 다양한 발달지표에 대한 정보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소득 등 기본적인 가족

배경 변수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아동패널에서는 매년 교육전문가에 의뢰

해 제작된 국어와 수학과목 시험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아동패널 조사 중에서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인 1차년도(2004년)도의 가족배경 및 아동

발달 등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김광혁, 2010a).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3가지 패널 자료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둘째, 사전분석인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의 산점도(scatter plot)

분석을 통해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살펴본다. 셋째는 본격적인 연구문제 분

석으로 가족소득의 수준에 따라 아동발달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이 다른가를 한국복지패널, 한국

청소년패널, 서울아동패널 등 3개 패널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가족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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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로 환산한 후 5분위로 나누며, 중간계층인 3분위를 기준으로 소

득의 수준별 영향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아동의 발달 지표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학업성취도, 대표적인 내재화된 행동문제 지표 중 하나인 우울불안, 그리

고 외현화된 행동문제 지표인 공격성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

은 다중회귀분석이며, 이 분석을 위해 SPSS 15.0이 사용되었다.

제 4 장 분석결과

1. 주요변수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가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종류의 패널조사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주요변수는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5분위로 나누어

진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 우울불안, 공격성 등 아동발달, 그리고 아동성별, 부모학력, 가족구조

변수 등이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족의 소득수준은 모든 패널조사에서 조사하여 보고

하고 있는 월 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원수에 기초하여 산출한 욕구소득비16)에 기초하였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을 각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를 욕구소득비 1단위별 5단계로 구

분하였다. 각 패널조사들의 평균적인 욕구소득비는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1.96, 한국청소년패널은

2.81, 서울아동패널은 3.34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의 차이 또는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발달은 학업성취도와 우울불

안, 그리고 공격성이다. 먼저, 학업성취도는 각 패널별로 측정하고 있는 방식이 다소 상이하였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5점리커트 척도(아주 못함 1점 - 아주 잘함 5점)로 조사된 국어, 수학

에 대한 주관적 학교성적의 수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패널의 초4 패널 역시, 한국복

지패널과 유사하게 5점리커트 척도(매우 못하는 수준 1점-매우 잘하는 수준 5점)로 조사된 국어

와 수학에 대한 주관적 반성적의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다. 반면, 서울아동패널은 교육전문가에

의해 출제된 국어와 수학에 대한 각각 15문항의 시험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서 학업성취도는 측정단위가 상이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

업성취도의 원점수를 평균 0, 표준편차 1인 표준화된 점수(z-score)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김광

혁, 2010a).

16) 욕구소득비의 경우, 절대적 빈곤 측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측정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가족소득에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기존 소득변수가 가족의 욕구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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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 빈도분석

변수

(변수명)
변수정의

한국복지패널

M (SD)

청소년

M (SD)

서울아동

M (SD)

가구소득

욕구소득비 (비범주)
1.96

(1.94)

2.81

(2.65)

3.34

(2.79)

욕구소득비 < 1

1≦ 욕구소득비 < 2

2≦ 욕구소득비 < 3

3≦ 욕구소득비 < 4

4≦ 욕구소득비 (%)

22.2

40.6

18.5

10.0

8.8

6.6

28.7

33.9

16.3

14.6

8.8

20.5

28.6

17.7

24.4

학업성취도
7.11

(1.73)

7.09

(1.43)

19.28

(4.37)

우울불안
17.245

(3.911)

10.99

(4.29)

19.50

(4.79)

공격성
23.423

(4.523)

14.11

(4.54)

25.50

(5.07)

아동 성별 여성 (남성=0) .47 .46 .48

부모 학력
고졸 이하

(대학입학이상=0)
.81 .32 .58

가족 구조
양 친부모 가족

(한부모=0)
.80 .96 .97

아동의 내재화된 행동문제를 측정한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경우, 한국복지패널과 서울아동패널

은 Achenbach(1991)의 YSR을 오경자 등(1998)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

한 K-YSR 문항 중에서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사용되었다. 반면, 한국청소년

패널의 경우,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먼저, 우울불안의 경우,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

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

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또한 공격성의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

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는 아

동의 학업성취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대표적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아동 성별, 부모학력, 가족구조 등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Duncan & Brooks-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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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구체적으로 부모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 이상과 고졸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가

족구조는 한부모 가족과 양친부모 가족으로 구분하였다(김광혁, 2009).

2.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의 단순 관계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족소득의 수준에 따라 아동발달에 미친 소득의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분석하

기에 앞서 가족수득과 아동발달 지표 중의 하나인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산점도(scatter plot) 분석

과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적정선(fit line)을 곡선과 분절선으로 그려보았다. [그림1-3]은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 그리고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산점도와 적정선

이다. 3가지 패널 모두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의 관계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공통적으로 욕구소득비로 환산한 가족소득이 욕구소득비 3 또는 4까지는 소득의 향상과

함께 학업성취도가 상승하지만 소득이 그 이상으로 커지면서 적정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하락하는, 즉 소득의 영향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욕구소득비 6 이상에서는 소득의

영향이 미세하게 남아있거나 유지되고, 또는 영향의 방향이 바뀌는 등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

은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즉 일관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의 단순 관계 분석- 한국복지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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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의 단순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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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족소득과 학업성취도의 단순 관계 분석- 서울아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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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에 따른 영향 차이 비교분석 결과

다음의 분석에서는 인지발달을 대리하는 학업성취도와 내재화된 행동문제인 우울불안,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인 공격성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를 다변량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3개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가족구조와 부모학력, 그리고 아동성별 변수가 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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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욕구소득비로 환산한 가족소득을 욕구소득비 1단위로 5등분한 후, 중간 등위인 욕

구소득비 2-3 사이의 소득 계층을 기준으로 등위별 소득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복

지패널의 분석에서는 앞서 산점도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족소득의 영향이 욕구소득비

1-2 사이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즉 중간 소득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욕구소득비 2-3

사이의 계층에 비해 욕구소득비 1미만의 절대빈곤층과 욕구소득비 1-2 수준의 소득 계층은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욕구소득비 3 이상의 소득 계층은 욕구소득비

2-3 사이의 계층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학업성취도에 대

한 가족소득의 영향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청소년패널에서도 확인

된다. 한국청소년패널의 경우, 빈곤층일수록 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역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가족소득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동패널

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서울아동패널의 경우, 욕구소득비 3-4 사이의 계층에서 가족소득

의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에 대한 영향 보다는 그 상대적 크기가 크지 않았고,

욕구소득비 4 이상의 계층에서는 소득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17).

<표 2>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한국복지패널 한국청소년패널 서울아동패널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욕구소득비 < 1

1≦ 욕구소득비 < 2

3≦ 욕구소득비 < 4

4≦ 욕구소득비

(2≦ 욕구소득비 < 3 기준)

-.285*

(.117)

-.217*

(.098)

.069

(.137)

.237

(.150)

-.430***

(.082)

-.247***

(.048)

.021

(.057)

.051

(.060)

-.361***

(.093)

-.103

(.068)

.151*

(.070)

.006

(.064)

가족구조

한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041

(.097)

-.133

(.103)

-.314*

(.125)

부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입학 이상)

-.396***

(.097)

-.298***

(.044)

-.356***

(.050)

아동성별

(남성 기준)

.032

(.097)

.083*

(.037)

.258***

(.046)

F 8.425*** 24.615*** 22.238***

R² .074 .059 .084

사례수 744 2,755 1,700

*p<.05, **p<.01, ***p<.001

17) 한국청소년패널과 서울아동패널을 활용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분석모형은 김광혁

(2010a)의 분석방식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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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선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욕구소득비로 환산한 가족소득을 욕구소득

비 1단위로 5등분한 후, 중간 등위인 욕구소득비 2-3 사이의 소득 계층을 기준으로 등위별 소득

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복지패널의 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는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이 전체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패널에서는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욕

구소득비 1미만의 계층, 즉 절대빈곤층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간 소득 수준

이라 할 수 있는 욕구소득비 2-3 사이의 계층에 비해 욕구소득비 1미만의 절대빈곤층의 우울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욕구소득비 3 이상의 소득 계층은 욕구소득비

2-3 사이의 계층에 비해 우울불안의 수준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아동패널의 경우,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

향이 어떠한 계층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 영향을 방향은 저소득층일수록 우

울불안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우울불안의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한국복지패널 한국청소년패널 서울아동패널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욕구소득비 < 1

1≦ 욕구소득비 < 2

3≦ 욕구소득비 < 4

4≦ 욕구소득비

(2≦ 욕구소득비 < 3 기준)

.050

(.121)

-.034

(.101)

-.256

(.142)

-.090

(.155)

.350***

(.085)

.068

(.049)

-.023

(.058)

.077

(.067)

.145

(.097)

.094

(.071)

-.030

(.074)

-.062

(.067)

가족구조

한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046

(.101)

-.075

(.105)

.235

(.132)

부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입학 이상)

-.073

(.100)

.104*

(.046)

-.050

(.052)

아동 성별

(남성 기준)

-.032

(.074)

.092*

(.038)

.174***

(.049)

F .689 4.982*** 4.188***

R² .006 .013 .017

사례수 747 2,714 1,69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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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성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공격성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선 두 가지 발달지표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욕구소득비로 환산한 가족소득을 욕

구소득비 1단위로 5등분한 후, 중간 등위인 욕구소득비 2-3 사이의 소득 계층을 기준으로 등위별

소득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복지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의 경우, 공격성에 대한 가

족소득의 영향이 어떠한 계층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아동패널의 경우,

가족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가족소득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족소득

의 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일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즉 빈곤층일수록 아동의 공

격성이 중간 수준의 소득 계층 아동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공격성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한국복지패널 한국청소년패널 서울아동패널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욕구소득비 < 1

1≦ 욕구소득비 < 2

3≦ 욕구소득비 < 4

4≦ 욕구소득비

(2≦ 욕구소득비 < 3 기준)

-.081

(.121)

-.041

(.101)

-.027

(.142)

.022

(.155)

.118

(.084)

.033

(.049)

.063

(.058)

.098

(.062)

.198*

(.097)

.177*

(.072)

.052

(.074)

.062

(.068)

가족구조

한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009

(.101)

.061

(.105)

.087

(.131)

부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입학 이상)

.231*

(.100)

.054

(.045)

.158**

(.052)

아동 성별

(남성 기준)

.100

(.074)

-.216**

(.038)

-.146**

(.049)

F 8.425*** 5.454*** 4.869***

R² .010 .014 .020

사례수 747 2,737 1,67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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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우울불안, 그리고 공격성 등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

료와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1차년도 자료, 그리고 서울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또한 분석방법은 산점도 분석과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은 3가지 패널자료의 분석 모두에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른바

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족소득의 영향이 아동발달의

영역 중에서 학업성취도에서 주요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 패널 간에 소득의 영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패널조사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의 차

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되어 소득의 분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우울불안과 공격성 역시, 소득의 수준에 따라 소득의 영향이 달라

지는, 즉 소득의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모든 패널조사의 분석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 역시, 가족소득의 영향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론적 함의

를 갖는다.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가족소득

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재구성 또는 심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소득의

수준에 따라 소득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 영향의 과정 또한 소득 계층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논의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개입 지점 또는 방법에

대한 논의 역시, 재논의 또는 세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 중심으

로 이루어져온 가족소득과 아동발달의 관계, 특히 소득 계층 간 영향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우울

불안 또는 공격성 등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영역으로 확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러

한 논의의 확장은 최근 아동의 인적자본의 영역이 사회정서적 발달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전문 패널조사자료 3가지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의의를 갖

는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광혁,

2010a).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가족소득의 영향이 아동기 초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

을 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중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다는 점과 패널 자료

를 분석했음에도 특정 년도에 국한된 횡단분석을 시도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변수

역시,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검증되었을 때,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또는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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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1)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with children due to increase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 The income difference perspective -

백학영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서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제1장 서론

일반적으로 교육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숙련도와 효율성 및 작업지식을 향상시키고,

업무능률을 제고시켜 경영합리화와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교육은 경제변

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력을 높이고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성장

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심재희․이계열, 2005).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은 당

사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리수준 그리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경제성장의 성장잠재력 확대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창조적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인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

한 근본적인 수단이 된다(김인희, 2010).

교육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다

고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 열풍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0%로 초중고 학생 4명 중 3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0). 2009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21조 6259억원으로 2008년 대

비 3.4% 증가하였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 2천원, 2008년 23만 3천원

1) 본 원고는 미완성 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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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비 5.0% 증가), 2009년 24만 2천원(2008년 대비 3.9% 증가)으로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 8천원, 2008년 31

만원, 2009년 32만 3천원으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기회가 학생 본인의 관심과 잠재력보다는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분

배되어 교육기회균등의 관점에서 형성성이 낮아지고 학생본인의 수학능력이나 교육의 필요성보

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기회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류정순․이순형, 1998).2) 또한 사회적 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이 경제력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실제 사회이동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어

려워질 수 있다(류정순․이순형, 1998). 이와 더불어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문제

와도 관련이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의 격차를 점차 심화시켜 개인의 노력만으로 소득의 격

차를 극복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수준 또한 높은 특징이 있다(김정원 외, 2008). 소득 상하위 10%

계층간 사육비 지출이 9배 차이가 나며, 원하는 수준까지 공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적 형편 때문이라는 응답이 2000년 63.5%에서 2008년 72.2%로 높아졌다(통계청, 2008). 소득계층

별 수능성적 편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와 500만원 초과 가구 간 수능점수

가 약 30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인희, 2010). 즉, 사교육비 격차는 소득계층별 교육의

격차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입시위주의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되면 그 입시위주의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너도나도 무리를 해서라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것에 영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최성욱, 2003).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과 가계의 경제적 안녕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점차적으

로 증가하는 사교육비 지출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구의 경제적 안녕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

교육비 지출은 가구소득 수준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

구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유아를 둔 가구는 생활비의 5.27%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이경

선․김주후, 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사교육비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가구소

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다(통계청, 2010). 월평균 소득 700

만원 이상 계층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1만 4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계층은 6만

1천원의 8.4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며 가구의 경제적 안녕상태

2) 총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교육기회의 형평성은 낮아지며, 공교육체계와 소득 불균등도

는 부적(negative)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Gloman and Ravikumar, 1992; 지해명, 2001에서 재인용). 사교육체계에서

는 인적자본 축적이 부모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바, 지불능력의 경우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높이게 되는

반면, 공교육체계에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은 부모의 지불능력의 영향을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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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훼손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은 다른 소비지출의 변화

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지출현황과 변화의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는 사교육비 증가(또는 감소)와 다른 소비지출의 변화의 관

계,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증가로 인한 가구의 소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의 경제적 안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1. 사교육비 지출 현황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 교육 차별, 교육 부적응, 삶의

질, 교육의 비효율성, 교육 소외 등에 관한 것으로 이후 교육복지 정책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김인희, 2010). OECD PISA나 TIMSS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평균성적이

최상위권이면서 학교 간 편차가 작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편차의 대부분이 학교 내 편차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와 학교 간의 편차 모두 OECD 평균의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은 읽기에서 평균 성취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학생 간의 불균형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간 성취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한국 학생

들은 최상의 학력과 가장 높은 학교 참여율을 보이지만,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조사대상국 중 최

하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안병영․김인희, 2009). 한편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성식 외, 2007). 사교육 참여정도와 사교

육비 지출 규모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며, 학력 형성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

적으로 낮고 학생들의 학교의 존재감이 크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우리 학생들

이 공부에 시달리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영위되는 삶의 질

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인희, 2010). 최근 사회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사회문제화 되고 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분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격차란 개인 간, 집단 간, 학교 간, 계층 간, 지역 간에 나타

나는 학업성취 등 교육결과 및 교육여건, 교육내용 등의 격차(이주호 외, 2005) 또는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의 양적․질적 차이(이인영 외, 2005)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교육결과를 나타내는 학업성취도를 교육격차의 상징적인 지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으나, 이것이 교육격차의 모든 측면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김인희, 2010).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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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써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학교 교육 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

으로 받은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김흥주 외, 1998; 심재희․이계열, 2005).3)

사교육비 개념과 범주는 연구주체와 사교육의 수요주체에 따라 달리 정의되었지만, 최근 정부주

관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항목이 표준화된

바 있다(통계청, 2007). 이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

교 밖에서 받은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교육비에는 학

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인터넷 수강 등의 수강료가 포함되며, 방과 후 학교나 EBS 수능방

송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교재비, 학용품을 비롯한 각종 수업 준비물비, 학

교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하숙비, 급식비, 기타 잡부금 등), 자녀의 특기교육 및 교양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체능활동에 지출하는 과외 활동비, 입시경쟁에서 보다 높은 학업성적을

얻기 위해 학부모간에 경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부교재비와 과외 교습비 등) 등이 포함된다(최

성욱, 2003).4)

<표 1>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07~’09)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07 2008 2009년 2007 2008 200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

전 체 22.2 23.3 5.0 24.2 3.9 77.0 75.1 △1.9 75.0 △0.1

100만원 미만 5.3 5.4 1.9 6.1 13.0 36.9 34.3 △2.6 35.3 1.0

100 ~ 200 미만 10.7 10.8 0.9 11.0 1.9 59.7 55.3 △4.4 55.1 △0.2

200 ~ 300 미만 17.7 17.7 0.0 18.0 1.7 77.0 73.7 △3.3 72.9 △0.8

300 ~ 400 미만 24.1 24.5 1.7 24.6 0.4 84.4 82.2 △2.2 82.6 0.4

400 ~ 500 미만 30.3 30.6 1.0 31.0 1.3 89.2 87.2 △2.0 86.5 △0.7

500 ~ 600 미만 34.4 35.6 3.5 37.2 4.5 90.5 89.7 △0.8 88.9 △0.8

600 ~ 700 미만 38.8 40.2 3.6 42.0 4.5 92.7 90.5 △2.2 90.1 △0.4

700만원 이상 46.8 47.4 1.3 51.4 8.4 93.5 91.8 △1.7 91.1 △0.7

* 자료 : 통계청(2010)

통계청(2010)의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천

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24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

균 사교육비는 32만 3천원으로 보고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 2천원에서 2008년 23만 3천원(전년대비 5.0% 증가), 209년 24만 2천원(전년대비

3) 공공회계는 누가 어떤 돈을 부담하든지 간에 학교나 공공기관의 공공의지(정책)에 의해 지출되는 회계를 말한다.

사교육비와 달리 공교육비는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교육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사회 및 민간이 교육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

한다(김흥주 외, 1998).

4) 한국복지패널은 사교육비를 학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으로 예시하여 하나의 항목

으로만 조사하고 있어 응답자에 따라 사교육비에 포함한 항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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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75%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초등학생 87.4%, 중학생 74.3%, 고등학생 53.8%로 학령기가 증가할

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였다. 학령기가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지만,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8만 1천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0만 4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영수 과목에 대한 지출이 많은 편이며, 사교육 유형별 지출규모를 보면 학원수강

46.9%, 개인 및 그룹과외 22.7%, 방문학습지 21.3%, 인터넷 및 통신 3.7%를 차지한다. 예상했던

바(?)이기는 통계청(2010)의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성적이 상위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다.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31만 9천원인 반면,

하위 20%이내 학생을 13만 9천원이다. 또한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0%이고

하위 20% 이내 학생은 50.4%로 나타났다.

1982-96년 사이의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분석한 류정순, 이순형(1998)의 연구에 의하면, 1982년

이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비가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상위 1/4계층

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폭이 다른 계층에 비해 커, 상위계층의 사교육비가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

하고 있을 알 수 있다.

2. 사교육비 지출 영향요인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학벌주의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김경자, 2007). 어느

사회에서나 고학력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형성되기 마련이나 한국사회는 능력 이상으로 학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상징적 학력주의 사회라 할 수 있다(김부태, 1997; 김경자, 2007에서 재인용). 우

리나라에서는 학력에 따라 취업과 승진, 임금이 달라지고 그것이 나아가 그 사람이 속할 계층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가구는 소자녀 세대로

구성된 특징이 있고, 부모들의 자녀의 출세와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되어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강지연, 2003; 강인원․전성일, 2003).5)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대로 학생들이 받

는 교육 질의 격차로 이어진다(윤철경, 1990). 이는 교육의 질적 차이는 교육비 지출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불평들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

정에 따르면 교육의 질적 격차 역시 교육비의 추가적인 지출, 특히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해소하

려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교육의 경제적

종속성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최성욱, 2003). 사교육비 지출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의

5) 교육에 대한 투자 동기를 이론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투자는 사회적 평등문제와 관련된

다. 기능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평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하여 교육투자를 하는 반면, 갈등론 입장에서 보

면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교육투자를 한다. 반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교육투자는 노동시장

에서 차지할 수 있는 개인의 위치로 설명된다. 즉, 인적자본론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높은 소

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교육투자를 하고, 노동시장 분절론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1차 노동시장에 들어감으로써 사

회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교육투자를 하며, 선별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선별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교육투자를 하게 된다(류정순․이순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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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의 중요

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김경자, 2007; 김일혁 외, 2006; 이성림, 2006, 2005, 2002; 양정호,

2005; 김현진, 2004; 이은우, 2004; 김지경, 2004; 박미희․여정성, 2000; 정영숙, 1997). 이 연구들

은 총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사교육비 지출액 자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소득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이 일종의 필수재라면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선택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

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김경자,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에서 소득의 영향과 더불어 소득계층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한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가구 요인과 자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가구 요인을 보면 가구 내 자녀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

동 상태(맞벌이 여부, 모의 취업 등), 부모의 경제적 지위(부모의 직업,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등), 가족형태(핵가족, 확대가족), 자녀수, 거주지역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 요인으로

서는 자녀의 성, 학령기(초, 중, 일반계고, 전문계고), 성적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다른 소비항목에 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성, 학령기, 부모의 학력, 가구 내 아동 수, 가구원 수 등을 통제할 것이다.

3. 사교육비 지출과 소비지출의 변화

가구의 소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시가계조사를 자료를 이용하여 1982년과 1996년의 소비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보면, 상위

1/4계층은 11.4%에서 17.4%로, 2/4계층과 3/4계층은 10.6~11.0%에서 13.5~14.6%로, 하위 4/4계

층은 7.4%에서 12.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정순․이순형, 1998).6) 이는 소득계층에 따

라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소득계층별 1996년의 사교육비 지출은

1982년에 비해 상위 1/4계층은 52.6%(6%p) 늘렸으며, 하위 4/4계층은 73.0%(5.4%p)을 늘려, 다른

계층에 비해 하위계층이 사교육비를 크게 늘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위계층의 사

교육비 지출수준은 상위계층보다 적다. 1993년 이후 모든 소득계층이 소득의 10% 이상을 사교육

비로 지출하고 있고, 가구의 소비 증가율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커 가구의 사교육비 부

담으로 인한 가구의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계층에 비해 하

위계층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폭이 커 가구의 다른 소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이성림, 2005),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는

7.76%를 차지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1분위는 0.79%, 2분위 3.47%, 3분위 6.48%, 4분위

10.26%, 상위 5분위 17.78%를 사교육비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비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1996년

6) 연구에 따라서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가구(전체가구, 학부모가구 등)에 따라 소비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지출 비율

이 하위계층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최승애, 1985;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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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한 분석(류정순․이순형, 1998)에 비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

로 보고되지만, 전반적으로 사교육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

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다른 소비항목이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계

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가계는 어떤 소비항

목을 줄이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소비는 경제적 안녕감

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지만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다른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계의 경제적 안녕감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림(2005)은 2002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각각의 소

비지출항목(사교육, 공교육, 식료품, 외식,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

통, 통신, 잡비, 총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하위 1분위와 비교할 때, 2

분위는 교통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줄였으며, 3분위는 교육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4분위는

교통비, 식료품비, 피복비, 광열수도비, 5분위 교통비, 잡비,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집기비, 피복비

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증가하면 먼저 교통비, 식

료품비, 광열수도비의 생활필수적인 지출배분을 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

출부담이 증가할수록 소비항목 배분 조정 폭이 커지고 보다 많은 지출 항목으로 조정이 확산되

며, 결국 상위 5분위에서는 소비생활 전 분야에 걸쳐 소비수준이 저하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부담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소비지출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지만, 각각의 소비항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다른 소비항목의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소

비지출 항목의 변화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내의 사교육비지출의 증가가

소득계층별로 가구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구와 자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본

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사교육비가 증가는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사교육비 지출증가에 따른

가계내의 소비지출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3,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각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와 사

교육비 지출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가정

식비,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 세금과 사회보장세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과 사회보장세는 가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소비항목의 성격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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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소비항목 변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가구내의 사교육비 지출의 주는 경제적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3차년도와 4차년도 조사

가구 중 고등학생 재학이하의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 (1879가구의 3408명의 아동)를 대상으로 하

였다. 가중치는 3차년도의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는데 실제 사례수를 유지하도록 조정한 가중치

를 적용하였다.

먼저 가구내의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관해서 부모학력별, 계층별로 알아보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가구들의 생활비 지출항목의 변화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

음 사교육비의 증가가 가구내의 소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생활비 지출

항목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은 3차년도 조사부터 생활비 조사에

서 1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생활비를 조사 하였는데, 사교육비 증가가 이러한 생활비 항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종속변

수는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사교육비의 증가여부이다.

분석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 한 후 집단별로 다시 분석하였다. 변수투입 또한 생활비와

소득관련 항목을 투입한 후, 다음단계에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요인들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체집단 분석모형Ⅰ>

사교육비증가여부= a1+b1*식료품비+b2*주거비+b3*광열수도비+b4*가구가사용품비+b5*의류신발비

+b6*보건의료비+b7*공교육비+b8*교양오락비+b9*교통통신비+b10*기타소비지출비+b11*사적이전비

+b12*소득증가여부+b13*총생활비증가여부

<전체집단․집단별 분석모형Ⅱ>

사교육비증가여부= a1+b1*식료품비+b2*주거비+b3*광열수도비+b4*가구가사용품비+b5*의류신발비

+b6*보건의료비+b7*공교육비+b8*교양오락비+b9*교통통신비+b10*기타소비지출비+b11*사적이전비

+b12*소득증가여부+b13*총생활비증가여부+b14*아동성별+b15*학년별아동존재+b16*진학여부+b17*

부모학력+b18*아동수변화+b19*가구원수변화+b20*아동수+b21*가구원수

<전체집단 분석모형Ⅲ>

사교육비증가여부= a1+b1*식료품비+b2*주거비+b3*광열수도비+b4*가구가사용품비+b5*의류신발비

+b6*보건의료비+b7*공교육비+b8*교양오락비+b9*교통통신비+b10*기타소비지출비+b11*사적이전비

+b12*소득증가여부+b13*총생활비증가여부+b14*아동성별+b15*학년별아동존재+b16*진학여부+b17*

부모학력+b18*아동수변화+b19*가구원수변화+b20*아동수+b21*가구원수+b22*집단더미.



- 106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의 측정

① 사교육비증가여부: 3차년도 사교육비지출 비중 대비 4차년도의 사교육비지출비중의 증가여

부이다.

구분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비중증가=1, 사교육비중감소=0

독립

변수
생활비 및 소득

식료품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식료품비 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주거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주거비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광열수도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광열수도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가구가사용품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가구가사용품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의류신발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의류신발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보건의료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보건의료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공교육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공교육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교양오락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교양오락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교통통신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교통통신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기타소비지출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기타소비지출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사적이전비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사적이전비중 감소여부

(기준범주=증가)

소득증가비
3차년도 가구균등화소득 대비 4차년도 가구균등화소득

증감비율(연속변수)

총생활비증가비
3차년도 생활비 대비 4차년도 생활비

증감비율(연속변수)

소득계층 소득계층 빈곤층, 중산층, 상층 (기준범주=빈곤층)

통제

변수

자녀 및

가구요인

아동성별 남, 여 (기준범주=여)

학년별 아동존재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범주=미취학아동 )

진학여부
초등학교 진학여부, 중학교진학여부, 고등학교 진학여부

(기준범주=초등학교 진학여부)

부/모학력 고졸미만, 고졸, 대입이상 (기준범주=고졸미만)

아동수변화 4차아동수 - 3차 아동수 (연속변수)

가구원수변화 4차가구원수 - 3차 가구원수 (연속변수)

아동수 3차년도 가구내 아동수 (연속변수)

가구원수 3차년도 가구원수 (연속변수)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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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측정

① 식료품비감소, 주거비감소, 광열수도비감소, 가구가사용품비감소, 의류신발비감소, 보건의료

비감소, 교양오락비감소, 교통통신비감소, 기타소비지출감소, 사적이전비감소: 3차년도 생활비비중

보다 4차년도 생활비비중이 작을 경우 감소이다. 값은 감소와 증가 두가지 값을 가지며 기준범주

는 ‘증가’이다.

② 소득증가율: 3차년도 가구균등화소득대비 4차년도 가구균등화소득의 증가율을 측정하였다.

③ 총생활비증가율: 3차년도 총생활비대비 4차년도 총생활비의 증가율을 측정하였다.

④ 집단: 빈곤층, 중산층, 상층 세 가지 값을 가지며, 빈곤층의 경우 가구균등화소득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의 가구이며 중산층은 가구균등화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150%미만인 가구

를 뜻하며, 상층의 경우 가구균등화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의 가구이다. 기준범주는 ‘빈곤

층’ 이다.

3) 통제변수의 측정

① 성별: 아동의 성별이며, ‘남성’과 ‘여성’ 두가지 값을 갖는다. 기준범주는 ‘여성’이다.

② 학년별 아동존재: 미취학아동 존재, 초등학생 존재, 중학생존재, 고등학생 존재의 네가지 값

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준범주는 ‘미취학아동존재’이다.

③ 진학여부: 가구내의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을 뜻하며 세가지 값

을 가진다. 기준범주는 ‘초등학교 진학’이다.

④ 부/모학력: 부 또는 모의 학력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졸업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진학

이상의 세 가지 값을 가지며 기준범주는 ‘고등학교졸업미만’이다.

⑤ 아동수증감: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아동수의 변화를 뜻하며, 4차아동수에서 3차 아동수를

뺀 값을 투입하였다.

⑥ 가구원수 변화: 3차년도 대비 4차년도의 가구원수의 변화를 뜻하며, 4차 가구원수에서 3차

가구원수를 뺀 값을 투입하였다.

⑦ 아동수: 3차년도 가구 내 아동수를 투입하였다.

⑧ 가구원수: 3차년도 가구원수를 투입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

1. 부모 학력수준 별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

<표 3> 은 아동 부 또 는 모의 학력수준7)을 계층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빈곤층의 경우 고졸



- 108 -

미만의 학력을 가진 부모가 31.34%, 고등학교 졸업은 47.01%, 대입이상은 21.64%였으며 중산층의

경우 고졸미만이 11.51%, 고등학교 졸업이 50.88% 그리고 대입이상은 37.61%이다. 상층의 경우

고졸미만은 0.82%에 불과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26.69% 그리고 대입이상이 72.49%로 압도적

으로 많았다. 계층별 학력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집단의 학력수준은 고졸미만이 9.47%, 고

등학교 졸업이 42.79% 그리고 대입이상이 47.74%였다.

고졸미만 고졸 대입이상 가구수(%)

빈곤층 42(31.34) 63(47.01) 29(21.64) 134(100.00)

중산층 131(11.51) 579(50.88) 428(37.61) 1138(100.00)

상층 5(0.82) 162(26.69) 440(72.49 ) 607(100.00)

전체 178(9.47) 804(42.79) 897(47.74) 1879(100.00)

<표 3 > 아동 부모의 학력수준

소득계층별 아동학년의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전체아동 중 미취학아동은

31.90%이며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 22.97% 중산층 33.98%, 그리고 상층이 30.07%로 빈곤층이 중

산층이상보다 대략 10%포인트 정도 미취학아동의 비율이 낮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아동 중

36.80%를 차지하며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 44.52%, 중산층 36.45%, 그리고 상층의 경우 35.36%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계층별로 15.85%에서 19.8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의 경우 또한 13.78%에서 14.69%로 소득계층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구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수(N)

빈곤층 22.97 44.52 18.73 13.78 283

중산층 33.98 36.45 15.83 13.74 2104

상층 30.07 35.36 19.88 14.69 1021

전체(%) 31.90 36.80 17.28 14.03 3408

<표 4 > 소득계층별 아동의 학령기 분포 단위(%)

<표 5>는 부모학력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나타낸 표이다. 고졸미만의 부모의 경우 아동

1명당 8.7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으며 이 금액은 총생활비중 4.02%를 차지한다. 아동이 2명

인 가구는 21.08만원이며 생활비중 7.81%였으며 3명일 경우는 16.26만원으로 생활비중 5.88%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의 부모의 경우 아동이 1명일 경우 15.55만원으로 총생활비의

5.05%를 차지하였으며 2명일 경우 32.11만원(총생활비중 9.85%) 3명일 경우 35.97만원(총생활비중

9.78%)였다. 대입이상의 학력의 부모의 경우 아동이 1명일 때 21.93만원(총생활비의 5.04%), 2명

7) 아동의 부 또는 모의 학력은 부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부가 없을 경우 모의 학력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

내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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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54.48만원(총생활비의 11.87%), 3명일 경우 47.04만원으로 총생활비의 11.61%를 차지하였

다. 학력수준에 따라서 아동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은 금액면에서도 차이를 보였지만 총생활비

에서의 비중 또한 고졸미만<고졸<대입이상의 지출을 보였다.

분류 금액(만원) 생활비비율(%) 가구수(N)

고졸미만

1명 8.74

15.56

4.02

6.01

63

2명 21.08 7.81 73

3명 16.26 5.88 17

4명 - - 1

고졸

1명 15.55

27.41

5.03

8.32

254

2명 32.11 9.85 451

3명 35.97 9.78 95

4명 51.08 10.40 2

대입이상

1명 21.93

42.40

5.04

9.70

281

2명 54.48 11.87 547

3명 47.04 11.61 63

4명 35.03 9.64 6

<표 5> 부모학력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수준

※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포함한 수치임.

구분 아동수
사교육비

지출금액
평균

총생활비중

차지하는 비중
평균 N

빈곤층

1명 8.47

13.06

4.97

6.79

66

2명 16.51 23.99 79

3명 14.49 54.91 16

4명 15.71 9.37 4

중산층

1명 11.40

23.99

4.41

8.11

370

2명 29.58 9.89 657

3명 31.02 9.63 141

4명 23.21 5.88 6

상층

1명 30.46

54.91

6.00

10.28

216

2명 67.07 12.53 365

3명 85.02 13.52 25

4명 89.34 17.78 2

전체평균

1명 17.42

32.73

5.00

8.68

652

2명 41.08 10.65 1101

3명 36.95 9.88 182

4명 34.96 9.46 12

<표 6>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수준

※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포함한 수치임.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전체집단의 아동수가 1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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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금액은 평균 17.42만원이며 총생활비중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2명인 가

구는 평균 41.08만원으로 총생활비의 10.65%를 차지한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빈곤층의 경우 1명

일 경우 8.47만원으로 생활비의 4.97%를 2명일 경우 16.51만원으로 생활비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경우 1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11.4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생활비의 4.41%를 차지하며 2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29.58만원으로 생활비의

9.89%이다. 상층의 경우 1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30.46만원이며 생활비의

6.00%를 그리고 2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07만원으로 생활비의 1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1명인 가구의 경우 상층의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빈곤층의

약3.6배 많이 지출하였으며 2명의 가구인 경우에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소득계층별 교육에

대한 투자 격차가 심각하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감현황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으며 3차년도 사교육비에 비해서 4차년도 사교육비의 증가 혹은 감소 여부를 보여

준다. 전체 가구 중 53.68%의 가구가 전년도 대비 사교육비를 증가시켰으며 감소한 가구는

46.32%였다. 소득계층별로도 비슷한 증가 혹은 감소비율을 보여서 소득계층별 특이한 사항은 보

이지 않는다.

분류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비감소 전체

% 금액(만원) % 금액(만원) % 가구수(N)

빈곤층 53.39 15.00 46.61 9.79 100.00 118

중산층 52.56 17.24 47.44 12.50 100.00 1014

상층 55.69 23.51 44.31 24.30 100.00 580

전체 53.68 19.29 46.32 16.13 100.00 1712

<표 7>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감현황

※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제외한 수치임.

2. 소득계층별 생활비지출 금액 및 비중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금액 및 비중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먼저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전

체가구의 생활비의 9.86%를 사교육비로 지출하였으며 이 비율은 빈곤층 9.42%, 중산층 9.39%, 그

리고 상층 10.77%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가구의 평균은 2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이 총생

활비의 30.28%를 식료품비로 지출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지출하였으며 상층이 18.85%로 가장 낮

았다. 주거비, 광열수도비의 경우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서 빈곤층의 지출비율이 높았으며, 가구가

사용품비와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등은 소득계층별 지출비중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교

양오락비의 경우는 상층의 지출비율이 21.14만원으로 생활비의 3.81%를 차지하지만 빈곤층의 경

우 월평균 3.27만원으로 생활비의 1.6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교통통신비의 경우는 지출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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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에서 14.1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금액으로 비교하면 빈곤층의 경우 24.21만원이지

만 상층은 69.48만원으로 빈곤층이 지출하는 금액의 대략 2.86배 더 많았다.

기타소비지출은 빈곤층이 14.10% 중산층이 16.76% 그리고 상층이 15.82%로 비슷한 소비비중을

보였으며 사적이전비의 경우는 상층이 생활비의 4.90%로 가장 높았으며 빈곤층은 1.63%에 그쳤

다. 세금이나 사회보장금은 빈곤층과 중산층 대비 상층의 지출비중이 높았다.

정리해보면 빈곤층의 경우, 생활비 지출 항목 중 지출비중이 높은 금액은 식료품비, 기타소비

지출, 교통통신비, 사교육비의 순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열수도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그리고

공교육비등이며 사회보장부담금과 의류신발비와 사적이전비 그리고 교양오락비는 가장 낮은 지

출수준을 보였다. 중산층의 경우, 생활비 지출 항목 중 지출비중이 높은 금액은 식료품비, 기타소

비지출비, 교통통신비, 사교육비, 그리고 사회보장부담금등의 순이었으며 보건의료비, 사적이전비,

그리고 세금, 의류신발비, 교양오락비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낮았다. 상층의 경우 식료품비 기타소

비지출비, 교통통신비, 사교육비, 사회보장부담금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으며 주거비, 보건의

료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의류신발비등의 지출비중이 낮았다.

가구균등화 소득의 전체평균은 2561.75만원으로 빈곤층의 경우 600.27만원 중산층은 1808.72만

원 그리고 상층은 4277.10만원이었으며 상층의 가구균등화소득이 빈곤층의 7배 많았다. 가구원수

는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98명이며 빈곤가구의 경우 3.73명 중산층은 4.05명 그리고 상층

은 3.95명으로 대략 4명의 수준이었다.

항목
빈곤층 중산층 상층 전체평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교육비 18.12 9.42 27.77 9.39 57.57 10.77 37.21 9.86

식료품비 49.02 30.28 69.09 25.55 93.86 18.85 76.10 23.36

주거비 8.92 5.35 9.11 3.38 12.61 2.31 10.28 3.15

광열수도비 11.73 7.44 12.71 4.70 14.75 2.98 13.33 4.31

가구가사용품비 7.09 3.58 10.78 3.79 17.36 3.39 12.75 3.64

의류신발비 3.79 2.16 7.59 2.59 16.32 3.12 10.28 2.74

보건의료비 7.37 3.25 9.57 3.14 15.18 3.12 11.32 3.14

교육비-공교육비 6.61 3.54 9.85 3.28 16.11 2.83 11.75 3.14

교양오락비 3.27 1.60 7.51 2.42 21.14 3.81 11.84 2.84

교통통신비 24.21 12.78 42.28 14.18 69.48 12.76 50.25 13.60

기타소비지출 27.28 14.37 49.32 16.76 82.85 15.82 59.16 16.26

사적이전비 4.24 1.63 9.02 2.86 27.51 4.90 14.95 3.47

세금 5.06 1.55 9.14 2.82 49.17 8.93 22.42 4.80

사회보장부담금 7.14 3.05 16.00 5.14 35.85 7.18 22.12 5.69

가구균등화소득

(년, 만원)
600.27 1808.72 4277.10 2561.75

평균가구원수 3.73 4.05 3.95 3.98

<표 8>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금액 및 비중

※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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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교육비 증가/감소 가구의 생활비 지출 현황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사교육비 지출 증가 가구의 생활비 지출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전체에서 사교육비를 3차조사 대비 증가한 가구의 증가

비는 5.49%p였으며 증가금액은 전체집단이 19.29만원이었다. 빈곤층의 경우 증가금액은 15만원이

며, 전년도 대비 6.44%p로 중가하여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를 증가한 가구에서 다른 생활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빈곤층과 중산층의 경우 전년

도 대비 식료품비를 각각 0.71%p, 0.41%p 줄였으며 상층의 경우 식료품비는 오히려 0.57%p 증가

했다. 주거비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줄였는데 빈곤층이 1.11%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광열수

도비의 경우는 빈곤층과 중산층이 줄였는데 중산층이 1.66%p 그리고 빈곤층이 1.13%p 감소하였

다. 가사가구용품비는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였지만 빈곤층이 1.66%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보

건의료비의 경우도 빈곤층은 1.42%p 감소시켰으며 중산층은 0.14%p 감소 상층은 0.10%p 증가하

였다. 교통통신비는 중산층(-1.63%p)과 상층(-1.46%p)의 지출이 많이 감소한 반면 빈곤층은

0.69%p 감소에 그쳤다. 사적이전비의 경우 상층의 감소가 컸다. 생활비의 증가는 빈곤층이 23%

로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중산층8%, 오히려 1%감소하였다. 소득증감의 경우 빈곤층의 경우 전년

도대비 소득증가가 5배 이상인 6가구의 영향으로 175%의 큰 증가를 보였으며 중산층은 9%, 상

층은 2%의 증가를 보였다.

항목 빈곤층 중산층 상층 전체평균

사교육비 증가금액 15.00 17.24 23.51 19.29

사교육비(%p) 6.44 5.60 5.11 5.49

식료품비(%p) -0.71 -0.41 0.57 -0.09

주거비(%p) -1.11 -0.18 -0.31 -0.29

광열수도비(%p) -1.13 -1.66 0.20 -0.02

가구가사용품비(%p) -1.66 -0.82 -1.20 -1.01

의류신발비(%p) 0.96 0.06 0.05 0.12

보건의료비(%p) -1.42 -0.14 0.10 -0.14

교육비-공교육비(%p) -0.17 -0.21 -0.21 -0.20

교양오락비(%p) 0.12 -0.05 -0.29 -0.12

교통통신비(%p) -0.69 -1.63 -1.46 -1.51

기타소비지출(%p) 0.83 -0.30 0.59 0.09

사적이전비(%p) -0.57 -0.11 -1.00 -0.46

총생활비증가(%) 23 8 -1 6

소득증감(%) 175* 9 2 17

N 63 533 323 919

<표 9> 사교육비 증가가구의 생활비 지출항목 증감평균비율

※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제외한 수치임.

*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한 6가구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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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년도 대비 사교육비를 감소한 가구의 생활비 지출현황은 아래의 <표 10>에 제시되

었다. 사교육비 감소가구의 감소금액 평균은 대략 16만원 가량이며 5.51%p 감소시켰다. 빈곤층의

경우 감소비율이 가장 컸는데 7.10%p를 감소시켰으며 감소금액은 대략 9만원 가량이었다. 반면

중산층과 상층의 경우 대략 5%p를 감소시켰으며 감소금액은 각각 12.50만원과 24.30만원이었다.

사교육비 감소가구에서 증가시킨 생활비 항목은 빈곤가구의 경우 식료품비를 전년도 대비

2.54%p 증가시켰으며 가구가사용품비 1.72%p, 그리고 공교육비가 1.20%p, 의류신발비 0.09%p,

기타소비지출은 3.29%p 증가시켰다. 중산층의 경우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

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비가 그리고 상층의 경우 가구가사용품비, 의

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비가 올라 빈곤

층에 비해서 중산층과 상층의 경우 사교육비의 감소가 다양한 생활비지출 항목의 증가로 이어졌

다. 총생활비의 증감비율은 전체집단이 12%가 증가하였으며 빈곤층이 20% 증가로 가장 높았다.

소득의 경우 빈곤층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지만,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한

몇몇 가구의 영향이 크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항목 빈곤층 중산층 상층 전체평균

사교육비 감소금액(만원) -9.79 -12.50 -24.30 -16.13

사교육비(%p) -7.10 -5.36 -5.44 -5.51

식료품비(%p) 2.54 -0.37 -0.79 -0.30

주거비(%p) -0.33 0.43 0.00 0.24

광열수도비(%p) -0.30 -0.20 -0.04 -0.15

가구가사용품비(%p) 1.72 1.60 1.26 1.50

의류신발비(%p) 0.09 0.08 0.10 0.08

보건의료비(%p) -0.37 -0.13 0.48 0.05

교육비-공교육비(%p) 1.20 1.52 1.26 1.42

교양오락비(%p) -0.02 0.11 0.44 0.21

교통통신비(%p) -0.06 1.42 1.92 1.48

기타소비지출(%p) 3.29 1.04 1.29 1.27

사적이전비(%p) -0.30 0.41 0.81 0.49

총생활비증감(%) 20 13 10 12

소득증감(%) 1008) 13 -2 18

N 53 481 257 791

<표 10> 사교육비 감소가구의 생활비 지출항목 증감평균비율

<표 11>은 사교육비를 증가 혹은 감소 하였을 경우 소득계층별 생활비 항목의 변화를 보여주

는 표이다. 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사교육비를 증가하였을 시 감소하는 생활비 항목은

많은 반면, 사교육비를 감소하였을 시 증가하는 생활비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빈곤층의 소비지출에 제약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8) 소득증가가 작년도대비 30배 이상인 극단치의 2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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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교육비 증가시 감소하는 생활비항목 사교육비 감소시 증가하는 생활비 항목

빈곤층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사적이전비,

식료품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기타소비지출

중산층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비

상층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사적이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비

<표 11> 사교육비 증가/감소시 감소/증가하는 생활비 항목

4. 전체가구의 사교육비 증가 영향요인

전체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생활비 지출항목과 자녀 및 가구요인에 대한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3가지 모형 모두에서 model Chi-Square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투입된 독립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이 기저모형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Ⅰ에서는 생활비지출항목의 감소여부와 전년도 대비 소득과 생활비 증가율을 분석에 투입

하였다. 그 결과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 사적

이전비가 감소할수록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다. 반면에 의류신발비의 경우 의류신발비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증가확률이 p<.10의 수준에

서 높아졌다. 소득증가율이 사교육비 증가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총생

활비의 경우 증가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할 확률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다.

모형Ⅱ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인 가구요인과 자녀요인을 함께 투

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생활비 항목의 결과는 같았으며,

즉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 사적이전비가 감소

할수록 사교육비의 증가는 p<.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의류신발비가 증가할수

록(p<.05), 총생활비가 증가할수록(p<.01) 사교육비가 증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다. 통제변수 중에서 아동의 성별이 사교육비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는데, 여아일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할 확률이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미취학아동과 비교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를 증가할 확률이 p<.01의 수준에서 낮았다. 이는 미취학아동

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를 증가할 확률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높

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에 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확률은 각각 p<.10 수준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부모의 학력수준으로 인한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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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 증가의 영향은 고졸미만의 학력의 부모에 비해서 대입이상의 학력수준의 부모가 사교육비

를 증가할 확률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3차년도 가구 내 아동수

는 적을수록,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확률이 높으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구원수는 감소할수록 사교육비 증가확률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형Ⅲ에서는 소득계층변수를 투입하였는데 빈곤층에 비해서 중산층과 상층이 사교육비를 증

가시킬 확률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다.

분류 변수 모형Ⅰ B(S.E.) 모형Ⅱ B(S.E.) 모형Ⅲ B(S.E.)

생활비항목

(기준: 증가)

식료품비 감소 0.29(0.08)*** 0.38(0.08)*** 0.37(0.08)***

주거비 감소 0.31(0.07)*** 0.30(0.07)*** 0.30(0.07)***

광열수도비 감소 -0.05(0.08) -0.01(0.08) -0.01(0.08)

가구가사용품비 감소 0.74(0.07)*** 0.73(0.07)*** 0.73(0.07)***

의류신발비 감소 -0.12(0.07)* -0.16(0.07)** -0.16(0.07)**

보건의료비 감소 -0.04(0.07) -0.07(0.07) -0.07(0.07)

공교육비 감소 0.50(0.08)*** 0.53(0.08)*** 0.53(0.08)***

교양오락비 감소 0.01(0.07) -0.02(0.07) -0.02(0.07)

교통통신비 감소 0.64(0.07)*** 0.62(0.07) *** 0.62(0.07)***

기타소비지출비 감소 0.28(0.07)*** 0.27(0.08)*** 0.26(0.08)***

사적이전비 감소 0.36(0.07)*** 0.28(0.07)*** 0.28(0.07)**

소득 증가비율 -0.01(0.04) 0.00(0.01) 0.00(0.01)

총생활비 증감비율 0.84(0.13)*** 0.87(0.15) *** 0.88(0.15)***

성별(기준: 여자) -0.16(0.07)** -0.16(0.07)**

가구내 아동학년

(기준: 미취학)

초등학생 존재 -0.25(0.09) *** -0.25(0.09)***

중학생 존재 -040(0.12) *** -0.41(0.12)***

고등학생 존재 -0.85(0.14) *** -0.85(0.14)***

가구내 아동진학

(기준:

초등학교진학)

중학교 진학 -0.37(0.17)* -0.37(0.17)*

고등학교 진학 -0.67(0.19)** -0.67(0.19)**

부모학력

(기준: 고졸미만)

고등학교졸업 0.15(0.10) 0.13(0.12)

대입이상 0.36(0.11)*** 0.34(0.11)***

아동수 증감 0.29(0.08)*** 0.29(0.08)***

가구원수 변화 -0.37(0.13)*** -0.38(0.13)***

3차년도 아동수 -0.21(0.07)*** -0.21(0.08)***

3차년도 가구원수 0.11(0.06)** 0.11(0.06)*

소득집단

(기준:빈곤층)

중산층 0.14(0.15)

상층 0.12(0.17)

상수 -1.28 (0.13) *** -1.09(0.25)*** -1.75(0.23)***

사례수 3591

X2(df) 369.590(13) *** 510.582(25)*** 506.676(26) ***

<표 12> 전체가구의 사교육비증가 영향요인

* p <.05 ** p <.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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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 영향요인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생활비 지출항목과 자녀 및 가구요인에 대한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3가지 모형 모두에서 model Chi-Square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투입된 독립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이 기저모형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계층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곤층의 경우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

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가 감소할수록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아졌다. 반면, 의류신발비와 사적이전비는 증가할수록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총생활비의 경우도 총생활비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증가확률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빈곤층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이 사교육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는데 고졸미만의 학력수준의 부모에 비해서 고졸과 대입이상의 학력수준의 부

모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아동수는 작을수록,

그리고 전년도대비 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높았으며 가구원수는 전년

도 대비 감소할수록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높았다.

중산층의 경우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 사적

이전비를 감소할수록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소득은

감소할수록 사교육비 증가시킬 확률이 높았지만, 생활비는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증가확률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또한 가구내 미취학아동의 존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에 비해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또한 초등학교 진학이 고등학

교 진학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구요인과 관련해서 아동수가 적

을수록 그리고 가구원수는 많을수록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

아졌다.

상층의 경우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 사적이전비가

감소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가 증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생활비의 증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았다. 아동이 여아일 경우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았으며 미취학아동의 존재보다 초등학생이 가구 내에 있을수록 증가확률이 p<.10 수

준에서 높았다. 반면 고등학생의 존재에 비해 미취학아동의 존재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또한 초등학교 진학하는 아동의 존재가 중학교진학이나

고등학교 진학하는 아동의 존재보다 가구내의 사교육비의 증가시킬 확률이 높았다. 부모학력수준

의 영향은 빈곤층과 다르게 고졸미만일수록 고졸이나 대입이상의 학력수준의 부모보다 사교육비

를 증가시킬 확률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전년도 대비 아동수가 증가

할수록 그리고 가구원수는 감소할수록 사교육비 지출 증가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

며 또한 아동수는 많을수록 가구원수는 적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증가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 117 -

게 높았다.

변수 빈곤층 B(S.E.) 중산층 B(S.E.) 상층 B(S.E.)

분류 모형Ⅱ 모형Ⅱ 모형Ⅱ

생활비항목

(기준: 증가

식료품비 감소 2.00(0.41)*** 0.45(0.10)*** 0.11(0.15)

주거비 감소 1.03(0.36)*** 0.24(0.10)*** 0.45(0.15)***

광열수도비 감소 0.10(0.40) -0.14(0.10) 0.37(0.17)**

가구가사용품비 감소 1.43(0.36)*** 0.72(0.09)*** 0.67(0.15)***

의류신발비 감소 -0.66(0.37)* -0.15(0.09) 0.02(0.14)

보건의료비 감소 -0.01(0.34) -0.13(0.09) 0.18(0.14)

공교육비 감소 1.59(0.39)*** 0.61(0.10)*** 0.20(0.16)

교양오락비 감소 -0.26(0.36) 0.08(0.09) -0.18(0.14)

교통통신비 감소 0.78(0.37)** 0.56(0.09)*** 0.88(0.15)***

기타소비지출비 감소 1.34(0.38)*** 0.17(0.10)* 0.27(0.15)*

사적이전비 감소 -1.45(0.43)*** 0.31(0.09)*** 0.38(0.15)***

소득 증가비율 -0.01(0.01) -0.35(0.13)*** 0.45(0.22)**

총생활비 증감비율 0.93(0.47)** 1.20(0.21)*** 0.05(0.31)

성별(기준: 여자) -0.24(0.34) -0.11(0.09) -0.30(0.14)**

가구내 아동학년

(기준: 미취학)

초등학생 존재 -0.46(0.42) -0.51(0.12)*** 0.39(0.18)*

중등학생 존재 -0.01(0.52) -0.72(0.15)*** 0.13(0.23)

고등학생 존재 0.12(0.75) -0.83(0.19)*** -0.74(0.26)**

가구내 아동진학

(기준:

초등학교진학)

중학교 진학 -0.09(0.76) -0.18(0.22) -1.08(0.34)***

고등학교 진학 -0.59(1.11) -0.77(0.27)*** -0.75(0.32)**

부모학력

(기준: 고졸미만)

고등학교졸업 1.55(0.44)*** 0.11(0.13) -1.55(0.57)***

대입이상 2.98(0.63)*** 0.11(0.14) -1.08(0.56)*

아동수 증감 0.84(0.52)* 0.16(0.10) 0.61(0.18)***

가구원수 변화 -2.47(0.68)*** -0.11(0.18) -0.60(0.25)**

3차년도 아동수 -0.65(0.343)* -0.41(0.10)*** 0.35(0.16)**

3차년도 가구원수 0.23(0.28) 0.29(0.07)*** -0.40(0.13)***

상수 -3.43(1.01)*** -1.12(0.32)*** 0.99(0.81)

X2(df) 149.232(25)*** 341.064(25)*** 211.096(25)***

N 470 2285 836

<표 13> 소득계층별별 사교육비증가 영향요인

* p< .05 ** p <.01 *** p<.001



- 118 -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차와 4차의 자료를 연결해서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출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구내의 사교육

비 지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동관련요인과 가구관련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생활비지출의

증감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가계내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소비지출에 어떤 변화와 제약을 주

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사교육비 증가가 가계 소비지출에 주는 영향을 소비

항목별로 살펴봄으로써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의 구조 차이에도 주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아동 1인당 사교육

비는 많게는 27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빈곤층에 비해 중산층은 10만원, 상

층은 40만원 정도 많게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

중은 고졸미만 6.01%, 고졸 8,32%, 대입이상 9.70%, 빈곤층 6.79%, 중산층 8.11%, 상층 10.28%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

에 기대가 높고 그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수준

은 소득과 정적(positive) 관계에 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가 같다할지라도 부모의 경

제적 능력에 따라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에 체계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한다.

둘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86%(빈곤층 9.42%, 중산층

9.39%%, 상층 10.77%)로, 상층이 빈곤층이나 중산층에 비해 사교육비 비중이 높긴 하였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비지출을 10% 정도를 사교육비

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비 비중이 어느 정도일 때 안정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

지만,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3.14%)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은 아동에 대한 교육에 있어 사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세는 완화되었다 할지

라도(통계청, 2010), 사교육비의 지출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사교육비 증가로 가구

의 다른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2008년과 2009년의 사교육비 지출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3% 정도가 사교육

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 거의 없었다. 소비지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으로 볼 때 사교육비 비중의 전체적으로 5.49%p 증가하였으며, 빈곤층은 6.44%p, 중산

층은 5.60%p, 상층은 5.11%p증가시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금액의 증가폭은 크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증가의 절대적인 액수는 가구의 지불능력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소비지출 중 사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빈곤층에 더 증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하는 부담은 빈곤층에 좀 더 크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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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로 인해 가구의 균형적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교육비가 증가한 아동가구는 주요하게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교

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을 감소시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비항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지

출의 증가는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에 다른 영향을 주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빈곤층의

식료품비 지출의 감소이다. 상층이나 중산층에 비해서 빈곤층의 식료품비는 절대적인 액수 면에

서 낮은 편이여서 식료품비의 감소는 자칫 빈곤가구 가구원의 건강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의미로

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가구의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모의 학력수준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다른 영향을 주었는데, 빈곤층의 경우

학력수준이 대입이상인 부모가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

만 상층의 경우 고졸미만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모가 그 이상 학력수준의 부모의 비해 사교육비

를 증가시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빈곤가구의 경우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

는 아동의 비율이 대략 35.5%여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높으며, 빈곤가구 내에서도 부모의 학

력수준에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빈곤가구 내”에

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도 크며, “소득계층간”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빈곤가구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이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부터의 소외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

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의 가계내의 소득계층별 차이에 주목하여 사교육비 지출

의 증가가 소비지출에 어떤 변화와 제약을 주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 가구의 사교육비 지

출과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교육비 지출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른 가계내

의 소비지출의 변화양상만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인한 가계내의 소비지

출의 변화가 가계내의 경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빈곤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증가가 어떤 소비지출의 제약을 주는 지에서 나아가 이러한 제약

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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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child abuse by parents on chil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esteem and victimization

김재철 (한남대학교)

최지영 (한남대학교)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차년도 자료 중 아동용 부가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을 자존감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

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학

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은 증가하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은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증가하는

반면,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줄어들었다. 셋째,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

이 증가할수록 학생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학대는 자존감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학대는 자존감을 통하

여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통하여 각각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부모학대는 학생의

자존감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존감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이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것

이 공격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자존

감을 향상시킨다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 1장 서론

부모의 학대는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모 학대의 부정적 영향력은 학대 받은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 부부폭력

을 많이 경험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의 경험

중에서 신체적 학대는 성인기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 및 심리적 폭력 등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은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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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김광혁, 2009;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김형모, 김영민, 2007; 김

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신혜영, 최해림, 2003; 조유정, 석주영, 박인전, 2005)에서 부모의 학대

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괴롭

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부모의 학

대는 자녀에게 폭력성을 표출하도록 하는 모델링의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격성 및 폭력행동

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

우에도,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 그것이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태도와 행동

이라는 사실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과 가해행동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상황에서 피해당하는 경

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김소명, 현명호, 2004; 정익중, 2008)이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 경험이 많다는 것은 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Irwin(1999)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성인이 되

어 강간, 성추행, 가정폭력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폭력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에 대해 허용적

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Irwin,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에 대해

수동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폭력을 인정하고 수용

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학교폭력상황에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힘과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학생

을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 없고 위축된 상태가 되면 누군가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학대를 받은 아동은 자아개념이 왜곡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사회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것

이다(정익중, 2008). 즉 학대받은 아동이 또래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학대로 인한 심리적 상처, 특히 자존감 및 자신감의 저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상처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건전한 방식

의 상호작용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

고, 이는 곧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윤혜미, 1997),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이나 학대가 청소년의 긍정적 심리적 특성(예, 자아통제력, 내적통제성)을

통해 비행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김은경,

2009; 정소희, 2007).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이해경, 김혜원, 2000; 최미경, 2006)에서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 낮은 아동들은 수동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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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한 연구(Kim, 2008)에 따르면, 자존감이 가정폭력과 우울증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Kim(2008)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였는데, 긍정적인 자기

가치는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인 자기비하는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8)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신비하를 감소시키

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 자신이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폭력에 의한 자존감의 저하는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폭

력상황에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공격행동 등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도 더 많이 야기시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자존감의 손상이 이후 피해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은 점차 저연령화되고, 폭력의 양상도 예전에 비

해 잔인해져가고 있다(염선아, 2001; 유선희, 2003; 이병훈, 2006).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많은 연구들(김예성, 김광혁, 2008; 신재선, 정문자, 2002; 신혜섭, 2005; 신희경, 2006; Swearer et

al., 2001)이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내면

화된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신보다 강한 존재로부터 신체적

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에 비해 약한 존재들을 만나게 되면

가해자의 입장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와 가해 경험을 둘 다 한 피해 및 가해집

단이 자아탄력성이 낮고, 신체화 및 과잉행동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가 있다. 이처럼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누군가

로부터 피해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자신보다 강한 또래들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 중 아동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학대, 자

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부모학대, 자존감, 학교폭력 피

해경험,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선행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학대와 공격성 간의 관

계가 직접 효과와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과 부모학대와 공격성

간의 관계가 자존감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통한 매개효과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제 2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도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

국복지패널의 표본규모는 7,000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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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

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부가조

사의 응답대상인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47명이

었다.

2. 측정도구

가. 부모학대

부모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세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등의 5문항으로, 정서적 학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

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등의 3문항으로, 방임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는 어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없었다, 2=1년에 1～2번 정도, 3=2～3개월에 1～2번 정도, 4=한 달에 1～2번 정도,

5=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α계수는 각

각 .474, .709, .319였고 전체 문항의 α계수는 .618이었다.

나. 자존감

자존감은 긍정적 자존감과 부정적 자존감 등 두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자존감은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등 8문항으로, 부정적 자존감은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

렇지 않다, 3=그런 편이다, 4=항상 그렇다)이다. 주의할 것은 ‘자존감’이라는 잠재변수가 긍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된 측정변수들도 모두 긍정적인 개념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기

위해 부정적 자존감의 문항들은 일괄적으로 역채점하였다는 점이다. 즉 부정적 자존감은 ‘역채점

한 부정적 자존감’을 줄여서 사용한 용어이다. 긍정적 자존감과 부정적 자존감의 α계수는 각각

.834, .774였고 전체 문항의 α계수는 .824였다.

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신체적 피해경험, 관계적 피해경험 등 두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신체적 피해경험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적 피해경험은 ‘다른 아이

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4점 척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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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2=1번, 3=2～3번, 4=4번 이상)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신체적 피해경험, 관계적 피

해경험의 α계수는 각각 .627, .590이었고 전체 문항의 α계수는 .709였다.

라. 공격성

공격성은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분노, 적의 등 4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언어적

공격성은 ‘고함을 지른다.’ 등의 6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은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등의 4

문항으로, 분노는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등의 5문항으로, 적의는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척

도(1=전혀 아니다, 2=그런 편이다, 3=자주 그렇다)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분노, 적의의 α계수는 각각 .660, .504, .458, .608이었고 전체

문항의 α계수는 .844였다.

3. 분석방법

부모학대,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선행 이론에 근거

하여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도출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은 부모학대와 공격성 간의 관계

가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가정한 모형이고, 완전매개모형은 부모학대와

공격성 간의 관계가 자존감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통한 매개효과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모형이

다.

실제 자료가 이론적으로 도출한 인과모형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17.0을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는 Mplus 3.0(Muthen & Khoo, 1998; Muthen & Muthen, 2006)을 활용하였다. 모

수 추정방법은 ML법을 이용하였다.

제 3장 연구결과

먼저,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와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 유의확률>.05 TLI>.90,

CFI>.90, RMSEA<.05이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표 1>과 같이 검정을 기준

으로 한다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다(=105.529, p<.05). 그러나 검정은 사례 수

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TLI=.954, CFI=968, RMSEA=.049로 측정모형은 적합도

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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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I CFI RMSEA

105.529 / [38] / .000 .954 .968 .049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부모학대

신체적 학대 1.000 .602** .036

정서적 학대 2.879 .684** .036

방임 1.024 .427** .041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 1.000 .555** .049

부정적 자존감 1.334 .622** .052

학교폭력 피해경험
신체적 피해경험 1.000 .770** .042

관계적 피해경험 .512 .650** .039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1.000 .836** .016

신체적 공격성 .676 .707** .022

분노 .571 .757** .020

적의 .992 .744** .020

**p<.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을 구한 결과, <표 2>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요인부하량은 매우

높은 값을 가졌다. 이는 잠재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의 측정의 오차가 충분히 작음을

의미한다. 측정의 오차를 통제한 후,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모학대가 많으면 자녀의 자존감은 떨어지는 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은

더 크게 일어난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은 낮아지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잠재변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부모학대 -.281** .407** .565**

자존감 - -.446** -.437**

학교폭력 피해경험 - - .441**

**p<.01

<표 3>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 분석결과 

부모학대,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

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표 4>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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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105.529 / [38] / .000 .954 .968 .049

완전매개모형 161.198 / [39] / .000 .919 .943 .065

<표 4>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55.669, p<.01). 그리고 <표 6>에서

공격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433, p<.01). 이는 부모학대에

서 공격성으로의 직접효과를 포함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현실에 더 적합한

모형임을 지지해 준다.

비 교 모 형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vs 완전매개모형 55.669** 1 .035 .025 -.016

**p<.01

<표 5>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최종모형에서의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특히 [그림 1]은 직

접효과를 의미하는 표준화경로계수뿐만 아니라 요인부하량, 설명오차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것이

다.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변수 예측변수 b β s.e.  

공격성

부모학대 2.238 .433** .050

.420**자존감 -.367 -.247** .060

학교폭력 피해경험 .133 .155** .058

학교폭력 피해경험
부모학대 1.843 .306** .057

.285**
자존감 -.622 -.360** .063

자존감 부모학대 -.976 -.281** .063 .079**

**p<.01

<표 6>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중다상관제곱 결과 

첫째, 공격성에 대해 부모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33, p<.01; β=.155, p<.01; β=-.247, p<.01). 이는 부모에게 학

대를 받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은 증가하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해 부모학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은 부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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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6, p<.01; β=-.360, p<.01).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증가하는 반면,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학대는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81, p<.01). 이는 부모

로부터 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생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학대

정서적
학대

긍정적
자존감

자존감

방임
신체적
학대

부정적
자존감

공격성

학교폭력
피해경험

관계적
피해경험

신체적
피해경험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281**

-.360**

.433**

-.247**

.155**
.306**

.580**

.921**

.715**

.650**.770**

.602** .684** .427**

.555** .622**

.707** .757**

분노 적의

.836** .744**

[그림 1] 표준화 경로계수, 요인부하량, 설명오차 결과 (단, **p<.01)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부모학대와 학생의 공격성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았고,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변수 매개변수 예측변수
매개효과 전체매개효과

/전체효과β s.e.

공격성

자존감 부모학대 .069** .021

.132**/.565**학교폭력 피해경험←자존감 부모학대 .016* .007

학교폭력 피해경험 부모학대 .047* .019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존감 -.056* .022 -.056**/-.302**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존감 부모학대 .101** .028 .101**/.407**

*p<.05 **p<.01

<표 7>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와 전체효과 결과 

첫째, 부모학대는 자존감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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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β=.132, p<.01). 이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부모학대는 자존감을 통하여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통하여 각각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β=.069, p<.01; β=.047, p<.05). 특히 부모학대는

학생의 자존감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존감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이차적으로 영향을 주

어 이것이 공격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6, p<.05).

둘째, 학생의 자존감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β=-.056, p<.05).

셋째, 부모학대는 자존감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었다(β=.101, p<.01).

제 4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 중 아동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공격성

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자존감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대해 부모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공격성

은 증가하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과 공격성 및

괴롭힘 상황에서의 가해행동이 부적 상관이 있다고 밝힌 기존의 연구(이해경, 김혜원, 2000;

Lochman & Lampron, 1986)결과와는 일관되지만, 자존감과 공격행동이 상관이 없다는 연구

(Rigby & Slee, 1993)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Baumeister,

Smart, Boden, 1996)와는 다른 결과이다. Salmivalli(2001)는 공격성과 자존감 간의 관계는 이론적

으로는 주요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경험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일부 자존감 영역과 가해행동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김희화, 2002)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희화(200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의 경우, 성격적 자아와 가해 행동은 부적 상관, 친구관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와 가해행동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힘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해행동과 자존감 간의 관련성이 자존감 영역

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김희화, 2002), 향후 이 부분에 대해 후

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공격행동

및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이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김형모, 김영민, 2007;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신혜영, 최해림, 2003; 조유정, 석주영, 박인전, 2005; Haapasalo & Pokela, 1999; Maas,

Herrenkohl, & Sousa, 2008)과 일관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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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최근의 한 메타분석연구(신선인, 2008)결과를 보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45편의 연구물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폭력을 당하거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16.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

라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경우가 가

정에서 경험한 폭력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증가하는 반면,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줄어들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모의 학대는 폭력적인 행동과 태도를

포함하고, 자녀는 일방적으로 부모의 학대에 의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폭력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폭력에 대한 일종의 학습된 무력감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연구(김경호, 2006)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둘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가정에서 갈등상황을 적절히

조정하고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Irwin, 1999) 학령기에 또

래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정익중, 2008)에 따르면,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셋째,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생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부모학대는 자존감과 학

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학대는 자존감

을 통하여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통하여 각각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부모학대는

학생의 자존감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존감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이차적으로 영향을 주

어 이것이 공격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가 자존감을 매

개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결

과와 일관된다. 자존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부모의 학

대를 받은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으로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적극

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넷째, 학생의 자존감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 학생의 자존감이

낮으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희생양

이 될 다른 대상을 물색하게 되고, 가해행위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오주, 아영아, 2006).

다섯째, 부모학대는 자존감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결과(정익

중, 박현선, 구인회, 2006; Cerezo & Frias, 1994)에 의하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보이는 가장 두

드러진 심리적 특징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존감의 저하이다. 학대를 받다 보면 부모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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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하고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자존감

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의 또래관계에서도 자신이 다른 아이들로부터 ‘맞거나’ ‘욕을 들

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가는 동시에 자

존감이 저하되면서 학대받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고,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학

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는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모든 아동이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자존감의 향상과 피해경험의 감소를 통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제주도 및 농어가를 포함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이지만, 표본 추출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한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한

패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빈곤아동이 비빈곤아동에 비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한 부모가정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박현선, 2008),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포함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다른 패널자료의

분석결과와는 다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가족소득의 수준이 아동학대의 초기 수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변화율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광혁, 2008)결과에 의

해서도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향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몇 가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대의 개념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의 증상은 연령이나 학대의 심각성, 학대가 지속된 기간, 학대의 유형 등에 따라 사소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생명에 위협을 줄만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Runyon & Kenny,

2002). 예를 들어 만성적인 학대나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자녀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Arata, Langhinrichsen-Rohling, Bowers, &

O'Farrill-Swails, 2005; Frederico, Jackson, & Black, 2008).

또한 부모학대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신체적 학대를 오랜 기간 경험한 아동은 공격행동 중에서도 신체

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방임도 아동의 부적응이나 비행과 관련이

크나,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Hildyard & Wolfe, 200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추가

적인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대의 지속기간 및 부모의 학대 유형에 따른 부모학대의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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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의 여러 시기에서 만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삶 전반에서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비행과 부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일 또한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일 것이

다.

둘째,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발달시기상 언제 일어났는가가 자녀의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중요

하다(Runyon & Kenny, 2002).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라 공격성과 비행행동에 부모 및

비행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이성식, 2002; Thornberry,

1987), 부모의 학대도 어느 시기에 주로 일어났느냐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공격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학대가 시작된

시기와 자녀의 공격행동의 관련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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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ospitalization]

이창우(보험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2010)을 이용하여 개인의 민영건강보험의 보유가

입원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민영건강보험의 보유와 입원이용이 서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잠재변수와 결합확률분포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입원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영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역선택 문제는 민영건강

보험회사가 저위험군에 대한 선별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1 장 서론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비 비중은 전체의료비에서 50%내외에서 머물고 있지만 정액형 민영건강보험과 실손형 민영건강

보험을 통한 의료비 비중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실손형 건강보험은 2008년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도 포함되어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민영건강보험의 확대에 대한 경계는 계

속 존재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확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논

리,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 등이 보험회사에 대한 반감과 결합하여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리들 중에서 실제로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다시 말해서 민영건강보험가입자가 적절한 의료이용

량을 초과하여 의료이용을 더욱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이 악화된다는 논리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개인의 민영건강보험 가입 결정과 의료이용 결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료이용을 위해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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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의료이용이 민영건강보험 가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민영건강보험을 보유했기 때문

에 의료이용을 더 할 수 있는 동기 때문에 위와는 반대로 민영건강보험이 의료이용결정에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료이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효과를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의 효과 분석을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추정방법에 대한 선택과 고민이 반영되

어 있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윤희숙(2008), 강성욱 외(2010), 이창우(2010a,2010b) 등이 있다. 윤희숙

(2008)의 연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이전 연구는 내생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

다. 강성욱 외(2010)은 내생성 통제를 위하여 도구변수를 사용하였으나 도구변수의 적절성에 문

제가 있다. 이창우(2010a)는 내생성 통제를 위하여 잠재변수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하였으나 입원

이용에 대한 결과와 해석이 미흡하다. 이창우(2010b)는 외래이용만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창우(2010a, 2010b)에서 사용한 잠재변수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입원이용

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입원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최근

에 실손형 보험이 크게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정액형 보험이 민영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액형 보험이 입원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창우(2010b)의 연구에서 외래이용에 대한민영건강보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다는 결과가 입원이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효과에서도 동일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2010)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자

료부터 개인의 민영건강보험가입갯수 등 개인의 의료에 관련된 변수가 많이 추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자료이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 데이터와

기초통계량 그리고 분석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5장에서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6장에서 결론을 지

을 것이다.

제 2 장 선행연구

서론에서 밝혔듯이 의료이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분석효과는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한 추정방법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을 각 가정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그들의 의료이용을 관찰한 데이터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실제 1970년대 미국에서 대규모 실험으로 이루어졌

다. 랜드 건강보험 실험(Rand Health Insurance Experiment)로 알려진 이 실험에서 참가대상 가

구들에게 14개 중 하나의 건강보험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그들의 의료이용행태를 데이터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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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데이터를 이용한 대표적인 논문이 Manning et al.(1990)이다.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이용한 방법이다. 도구변수

를 이용한 추정법은 도구변수의 적절성이 가장 큰 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성욱 외

(2010)이 의료이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효과분석을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1)

세 번째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수를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내

생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방법으로 Deb & Trivedi(2006)에 의

해 제안된 방법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을 결정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잠

재변수를 포함하는 확률결합분포를 통해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역선택

과 도덕적 해이의 영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국내에

서는 이창우(2010a, 2010b)가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여 외래이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을 분석하였다. 이창우(2010a)는 입원이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분석도 같이 시도하였으나 실

증결과와 해석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3장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복지패널 4차

년도 조사자료(2010)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는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뿐만 아

니라 건강 및 의료,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자료가 풍부하

게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변수와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제외하였다. 또한 연령 25세 이상 국

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데이

터의 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나열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개인의 1년간 입원횟수로 평균 6회정도 입원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

원횟수는 카운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을 하지 않은 개인의 분포가 많은 형태를 띠고 있

다. <표 1>은 입원횟수가 카운터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강성욱 외(2010)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한 자녀 수는 미국의 경우 가족단체보험(Family Plans)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구변수의 적적성이 의심된다.(이창우,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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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년간 입원횟수 0.164 0.613 0 24

민영건강보험 가입_0개

민영건강보험 가입_1개

민영건강보험 가입_2개이상

남자 0.458 0.498 0 1

연령 51.359 16.765 25 101

가족수 3.063 1.283 1 8

건강상태_좋음 0.595 0.491 0 1

건강상태_보통 0.213 0.409 0 1

건강상태_나쁨 0.192 0.394 0 1

선호의료기관_비해당 0.222 0.416 0 1

선호의료기관_종합병원 0.099 0.299 0 1

선호의료기관_병,의원 0.637 0.481 0 1

선호의료기관_한방외기타 0.041 0.199 0 1

만성질환_없음 0.531 0.499 0 1

학력_고퇴이하 0.411 0.492 0 1

학력_고졸 0.304 0.460 0 1

학력_대퇴이상 0.285 0.452 0 1

기혼 0.719 0.449 0 1

건보_직장가입가구 0.651 0.477 0 1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_가구 13.108 17.911 0 220

<표 1> 독립변수와 설명변수(관측치 수: 9621)

입원횟수 빈도 Percent Cum.

0 8,423 87.55 87.55

1 998 10.37 97.92

2 137 1.42 99.35

3 34 0.35 99.7

4 10 0.1 99.8

5 5 0.05 99.85

6 4 0.04 99.9

7 1 0.01 99.91

9 1 0.01 99.92

10 4 0.04 99.96

12 2 0.02 99.98

14 1 0.01 99.99

24 1 0.01 100

Total 9,621 100

<표 2> 입원횟수의 분포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가족수 등의 개인의 특성과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여부, 선호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 가족수는 질병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을 통

제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선호의료기관은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질문

응답으로 의료공급자의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입원이용의 경우



- 141 -

의료공급자의 의사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공급자에 대한 특성을 통제하여야 하

나 데이터의 특성상 실제 이용한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의료기관형태를 의료공급자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국민건

강보험의 가입형태와 가구당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가구의료이용의 특성을 통제하고

자 하였다.

민영건강보험의 가입개수는 개인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개인의 민영건강보험 보유개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가입개수를 입원

의 이용의 독립변수 및 건강보험보유결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3가지 형태로 범주화하

였다. 즉 민영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민영건강보험을 하나만 보유한 개인, 그리고 민영

건강보험을 2개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나누었다.

민영건강보험보유개수 빈도 Percent Cum.

0 4,724 49.1 49.1

1 2,991 31.09 80.19

2 1,237 12.86 93.05

3 432 4.49 97.54

4 153 1.59 99.13

5 52 0.54 99.67

6 8 0.08 99.75

7 14 0.15 99.9

8 5 0.05 99.95

10 5 0.05 100

Total 9,621 100

<표 3> 개인의 민영건강보험보유개수 분포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영건강보험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본 연구가 검정하고자하는 가설이므로 검정에 앞서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비지출 규모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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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 0.93 0.95 0.96
1.09

1.3 1.26
1.47 1.55

1.89

2.58

<그림 1> 실손형 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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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그림 2>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실손형 보험은 그 비중이 작지만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정액형 보험은 실손형보험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에서 정액형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입원이용 시 가계직접부담의료비에서 정액형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액형 보험이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은

검정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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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액형 보험을 통한 의료비지출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주: 1. 정액형 보험의 지급 보험금 규모는 회계연도(Fiscal Year) 수치이며 국민의료비와 가계직접부담 의료비는 역년

(Calendar Year)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0,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경험통계 연보, 각 연호 ,재구성

제4장 분석방법2)

실증분석방법은 Deb & Trivedi(2006)을 따랐다. 추정을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입원이용의

결정식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유결정식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결합확률밀도함수를 통해 계수를

추정한다.

먼저 민영건강보험 보유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이 민영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거나(j=1) 하

나를 보유하거나(j=2) 둘 이상을 보유한다(j=3)고 가정하였다. 민영건강보험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2) 보다 자세한 실증분석 방법은 Deb & Trivedi(2006)의 본문과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이창우(2010b)의 인용내

용을 재인용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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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다.

Pr[ 1| , ] ({ : 0,1,2}), 0,1, 2ij i ij i k k ikd z l g z l k ja d¢= = + = = (1)

식에서 d는 j형태로 민영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며 z는 설명변수, l

은 개인의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를 나타낸다.

입원이용을 위한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데 민영건강보험의 결정이 이

식에서는 독립변수에 포함된다.

1 2 1 1 2 2Pr[ | , , , ] ( )i i i i i ij i i i j ij
j

Y y d d X l f X d d lb g g l¢= = + + +å
(2)

y는 입원이용횟수를 나타내며 민영건강보험의 보유 더미가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다. 관찰 불

가능한 변수가 잠재변수로 (1)식과 마찬가지로 (2)식에도 포함되었다. 입원이용의 확률밀도함수가

음이항2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민영건강보험보유결정은 다항 선택의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가지 의사결정의 결합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 | , , ] ( ) ( )i ij i i ij i j ij j ij i j j ij
j

y d X z l f X d l g z lb g l a d¢ ¢= + + ´ +å
(3)

잠재변수는 관찰불가능한 변수이므로 (3)식의 근사확률을 구하기 위하여 잠재변수의 분포를 가

정하고 시물레이션기법으로 계산하였다. 구해진 근사확률을 이용하여 로그우도함수를 구성하고

최우도추정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제5장 분석결과

1. 내생성을 통제한 입원이용결정요인

<표 4>는 민영건강보험가입과 입원횟수 결정요인을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A와 모형B의 차이는 설명변수에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를 포

함시켰는가 여부이다.

먼저 모형A를 살펴보면, 민영건강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는 민영건강보

험에 2개 이상 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횟수와 관련하여서는 건강상태, 선호의료기관,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민영건강보유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순효과는

민영건강보험을 2개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입원이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왔다. 이는 내생성을 통제하더라도 민영건강보험의 보유가 입원이용을 더 늘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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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미로 입원이용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을 다수로 보유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관찰 불가능한 변수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잠재변

수_민영1’과 ‘잠재변수_민영2’의 경우 후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건강보험과

입원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다수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관찰 불가능한 변수는

입원이용을 덜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사전적 기회주의적

행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입원이용과 관련하여 민

영건강보험회사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선별적 가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모형 A B

종속변수 1년간 입원횟수 민영건강보험 가입결정 1년간 입원횟수 민영건강보험 가입결정

1개 가입 2개 이상 가입 1개 가입 2개 이상 가입

독립변수 계수(표준편차) 계수(표준편차) 계수(표준편차) 계수(표준편차) 계수(표준편차) 계수(표준편차)

민영건강보험 가입_1개 0.041(0.141) - - -0.090 (0.111) - -

민영건강보험 가입_2개이상 0.988(0.114)*** - - 0.811 (0.121)*** - -

남자 -0.083(0.067) -0.394(0.062)*** -0.605(0.071)*** -0.079 (0.066) -0.392(0.062)*** -0.606(0.071)***

연령 -0.005(0.003) -0.059(0.003)*** -0.066(0.003)*** -0.005 (0.003) -0.059(0.003)*** -0.066(0.003)***

가족수 -0.056(0.035) 0.104(0.028)*** 0.057(0.033)** -0.083 (0.035)** 0.103 (0.028)*** 0.057(0.033)*

건강상태_좋음 -0.895(0.092)*** 0.615(0.100)*** 0.670(0.125)*** - - -

건강상태_보통 -0.751(0.088)*** 0.362(0.100)*** 0.575(0.126)*** -0.144 (0.087) -0.254(0.082)*** -0.095(0.095)

건강상태_나쁨 - - - 0.893 (0.092)*** -0.615(0.100) -0.669(0.125)***

선호의료기관_비해당 -6.910(1.005)*** - - -5.093 (1.017)*** - -

선호의료기관_종합병원 - - - 1.802 (0.179)*** - -

선호의료기관_병,의원 -1.455(0.071)*** - - 0.345 (0.175)** - -

선호의료기관_한방외기타 -1.807(0.180)*** - - - - -

만성질환_없음 -0.020(0.078) -0.066(0.073) -0.184(0.087)** -0.026 (0.078) -0.066(0.073) -0.182(0.087)**

학력_고퇴이하 - - - 0.303 (0.101)*** 0.190(0.100)* -0.516(0.118)***

학력_고졸 -0.242(0.089)*** 0.142(0.087) 0.705(0.105)*** 0.056 (0.086) 0.331(0.080)*** 0.189(0.087)**

학력_대퇴이상 -0.277(0.102)*** -0.190(0.100)* 0.516(0.119)*** - - -

기혼 -0.013(0.07) 0.885(0.074)*** 1.286(0.095)*** -0.002 (0.078) 0.885(0.074)*** 1.287(0.095)***

건보_직장가입가구 0.025(0.069) 0.032(0.063) 0.373(0.075)*** 0.017 (0.068) 0.031(0.063) 0.372(0.075)***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_가구 - - - 0.006 (0.002)*** - -

상수 0.076(0.270) 1.231(0.236)*** 0.188(0.285) 0.089 (0.271) 1.655(0.187)*** 1.377(0.224)***

잠재변수_민영1 -0.058(0.143) 0.025 (0.086)

잠재변수_민영2 -0.930(0.074)*** -0.934 (0.065)***

ln alpha -1.706(0.173)*** -1.878 (0.263)***

alpha 0.182(0.031) 0.152 (0.040)

log pseudolikelihood -12307.477 -12297.804

N 9623 9621

<표 4> 민영건강보험가입과 입원횟수 결정요인 결합확률분포 추정결과

주 : 1. ***: p<0.01, **: p<0.05, *:p<0.1

2.관측치 수의 차이는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_가구’변수의 missing value에 기인함.

모형A결과의 강건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의 변수를 추가로 설명변수에 포

함하여 추정한 결과가 모형B의 결과이다.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찰불가능

한 변수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민영건강보험 다수 보유자에게 모형A에서와 같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형A에서 추정한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 145 -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입원이용결정요인

내생성을 통제한 추정결과와 비교를 위해서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고 추정한 결과를 <표 5>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A와 모형B의 차이는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는가의 여부이다. 모형A의 경우는 민영건강보험을 다수로 보유한 개인이 입

원이용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모형B의 경우는 민영건강보험을 다

수로 보유하더라도 입원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모형 A B

1년간 입원횟수 계수(표준편차) 계수(표준편차)

민영건강보험 가입_1개 -0.060(0.081) -0.133(0.083)

민영건강보험 가입_2개이상 0.198(0.092)** 0.007(0.105)

남자 -0.126(0.064)** -0.130(0.064) **

연령 -0.008(0.003)*** -0.008(0.003) ***

가족수 -0.031(0.026) -0.059(0.027) **

건강상태_좋음 -0.869(0.088)*** -

건강상태_보통 -0.744(0.083)*** 0.125(0.088)

건강상태_나쁨 - 0.876(0.088) ***

선호의료기관_비해당 -6.851(1.003)*** -6.845(1.003) ***

선호의료기관_종합병원 - -

선호의료기관_병,의원 -1.389(0.067)*** -1.391(0.067) ***

선호의료기관_한방외기타 -1.757(0.170)*** -1.751(0.170) ***

만성질환_없음 -0.058(0.080) -0.059(0.080)

학력_고퇴 - 0.257(0.104) **

학력_고졸 -0.220(0.090)** 0.025(0.091)

학력_대퇴이상 -0.240(0.104)** -

기혼 0.022(0.070) 0.027(0.070)

건보_직장가입가구 0.035(0.064) 0.032(0.064)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_가구 - 0.007(0.002) ***

상수 0.678(0.244)*** -0.397(0.241) *

lnalpha 0.087(0.098) 0.080(0.098)

alpha 1.090(0.107) 1.084(0.106)

log likelihood -3779.7258 -3772.958

N 9623 9621

<표 5> 입원횟수 결정요인: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주 : 1. ***: p<0.01, **: p<0.05, *:p<0.1

2.관측치 수의 차이는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_가구’변수의 missing value에 기인함.

앞 절의 결과와 비교해본다면 민영건강보험의 다수 보유자가 입원이용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에 대한 강건성이 다르다. 또한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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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계수의 크기가 많이 차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민영

건강보험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생성

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계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관찰 불가능한 요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민영건강보험회사들의 저위험군에 대한 선택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잠재변수를 이용한 내생성의 통제는 개인의 사전적 기회주의적 행동

과 사후적 기회주의적 행동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민영건강보험의 보유가 입원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이용시 다수의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한 개인의 경우 도덕적 해이의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관찰불가능한 요소에 의해서는 입원이용이 줄어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민영건강보험회사의 저위험군에 대한 선택적 가입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입원이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추정결과는 외래이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추정결과와 다

소 상반되어 보인다. 외래이용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영향을 본 연구와 똑같은 추정방식으로 행

한 이창우(2010b)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입원이용과 외래이용에 미치는 민영건강보험의 영향

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이 정액형 중심으로 발

전해 온 것에 기인한 측면일수도 있고 또한 입원이용의 경우 의료공급자의 결정이 보다 더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이 다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흥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공급

자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데이터에 더 포함 시킨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추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논리는

분석결과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에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수 있음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일종의 보험효과라고 본다면 민영건강보험뿐만 아

니라 국민건강보험 또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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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

―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

김경휘(예수대학교 교수)

김선미(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

현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가구 중 주

거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형태의 경우 하위 소득분위로 갈

수록 다가구용 단독주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6분위 이상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위

가 높아질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셋째,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점유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본 결과, 5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주거의 상향이

동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소득 4분위 이하 집단에서는 주거의 하향이동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의 불안정성이 상이하고, 특히 소득분위 하위 4분위 이하 집

단에서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격차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주거이동 과정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지역 이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1

차조사 시점 이후 2차, 3차 4차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 계층에서 시 지역으로

유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그 비율이 이전 조사 시점보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한 가지 차

이점으로는 하위소득 집단은 3차조사까지 시 지역으로 유입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4차조사 시

점부터는 군 및 도농복합군까지 이행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소득계층

별로 세분화하여 소득대비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기준 충족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4분위 이하 집

단은 상위 소득집단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높고 최저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소득1분위 집단의 경우 주거비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저주거기준 충족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별로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비부담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

시, 광역시, 시 지역의 순으로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시에 거

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계층별 주거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주거이동이 일어나고, 주거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거 불평등은

발생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

책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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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시다시피, 주거는 우리 삶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거를 단순한

공간적 의미에 국한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처럼 협의

적인 의미에서의 주거의 의미가 중요한 것뿐 아니라 주거는 개인 및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전

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가 단순한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존립, 교육, 보건, 환경, 사회통합 등의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거에 대해 그동안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차원

에서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거관련 연구들은

지엽적인 주제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일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주거와 복지를 연결하여 보다 대상중심적인 세밀한 연구가 서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임세희․이봉주(2009)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와 아동발

달을 설명하고 있으며, 김경휘(2009), 김선미․최옥금(2009)은 근로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행

의 양태를 살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주

제가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주거이동 및 주거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김경휘

(2009)는 분석대상을 복지패널 1차와 2차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상향이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주거지원정책 수립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

과 근로빈곤가구의 금융권 접근성 제고와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들었다. 그리고

김선미․최옥금(2009)은 한국노동패널 3～9차 자료를 분석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

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주거상태가 점차 불

안정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주거안정을 최저주거기준충족과 주거비지불능력으로 구분하

고,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점유형태,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및 교육년수, 주거비지불

능력의 경우 가구요인으로서 소득, 거주지역, 점유형태, 가구원수, 개인요인으로서 혼인상태, 연

령, 종사상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힌바 있다. 김경휘(2009)의 연구는 최저주거기준과 주

거이동유형의 구분이 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횡단면을 분석했다는 점, 김선미․최옥금

(2009)의 연구는 노동패널이라는 데이터구성의 한계상 주거안정성을 다루는 최저주거기준에 있어

서 데이터가 가진 한계상 주거면적만을 고려했다는 점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의 연구가 갖는 중요한 한계점은 주거이동에 대해 근로빈곤계층을 한정하여 접근함으로써 당초

소득기준을 한정하여 대상을 설정한 바, 소득계층별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두 연구 모

두 주거이동 과정에서 각 조사 개개인의 이사여부를 명확히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출발하였다. 이에 분석대상을 소득에

따라 보다 세분화 하여 각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이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주

거불평등의 양상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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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주거불평등

주거는 물리적 거주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주거불평등에 대해 소득과 부 및 소비의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한국주거학회,

2007). 주거불평등은 소득계층별 발생하는 주택의 구입과 주택의 소비에 관한 격차를 말한다. 이

는 주거격차(housing gap)로 설명되는데, 이는 주택자산,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주택의 가격, 보증금, 대출금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환금, 임대료 등 주거비용과 월소득대비 임대료

(RIR)의 차이 등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월소득대비 임대료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주거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득계층간에 주거격차가 어느 정

도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국토연구원의 실태조사결과(1993, 2002)를 보면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

수(Gini coefficient)는 1993년 0.350에서 2002년 0.235로 약 10년에 걸쳐 개선되었으나1),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993년 0.489에서 2002년 0.510으로 변화, 소득계층별 주거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주택자산 지니계수와 소득 지니계수와 비교해 볼 때 소득불평등보다 주거불평등의 편

차가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1> 주거불평등도의 변화

1인당주거면적 지니계수 주택자산주) 지니계수 소득 지니계수

1993년 0.350 0.489 0.281

2002년 0.235 0.510 0.351

주: 여기에서의 주택자산은 주택가격, 전세 및 보증금월세의 보증금, 대출금 등을 고려한 주택관련자산을 의미

자료: 국토연구원. 1993. 국민주거상태 및 주거의식조사, 국토연구원.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2.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로서 전체 가구수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차지하

는 비율을 말한다. 자가는 차가와 달리 매월 일정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비교적

경제적 안정과 내집이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의 상품화

가 높은 경우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의 의미로서 주택을 보유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2005년 말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55.6%이다2). 수도권은 50.2%이며 광역시는

55.1%, 도지역은 63.4%의 자가점유을 보이고 있다. 자가보유율은 자가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차가

1) 이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재고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수준은 영국의 71%, 일본의 6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한국주거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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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주하게 되면 통계상 누락되게 된다. 즉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혹은 투자를 위해

거주하는 곳 외에 구매하고 본인은 차가에 거주하는 경우 누락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가보유율은

자가점유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게 된다. 2005년 말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은 60.3%이다. 수도

권의 경우 55.9%, 광역시의 경우 59.0%, 도지역의 경우 67.5%의 분포를 보였다(통계청, 200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율 모두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타났

다. 한편 지역별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

에서든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수도권이 가장 높고,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거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더 많이 분포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2> 지역별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

(단위 : %)

전체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보유율(A) 60.3 55.9 59.0 67.5

자가점유율(B) 55.6 50.2 55.1 63.8

A-B 4.7 5.7 3.9 3.7

3. 소득계층간 주거불평등 지수

1) 소득대비 임대료비율 : RIR(Rent to Income Ratio)

주거는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뒷받침되면 시장구매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 즉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열악한 가옥일 경우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

불하는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함으로써 쉽게 주거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열악한 주택에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추가적인 주거비를 감당할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태진 외, 2005; 배순석 외 2008).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전국 RIR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18.6%를 보였다. 이

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9.9%, 광역시가 18.5%, 도지역이 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 문제를 다루는 데 주거비의 적정선에 관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Beyer(1965)는 대체

적으로 1달에 주거비용은 주급 또는 월 소득의 25～25%를 초과하지 않을 것(김혜승, 2004 재인

용)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주택도시개발성(HUD)은 주거를 위해 가구 소득의 30% 이상 지출하

는 경우를 주거비 부담수준이 과도한(excess cost)것으로 보고 있으며, 50% 이상인 경우를 주거비

부담수준이 심각한(severe cost)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대부분에서도(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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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홍인옥, 2006) 통상적으로 월 소득대비임대료비율을 20％ 또는 30％ 이상 부담할 경우 적정

부담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선미 외, 2009),

한편 소득계층별 주거비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

거비부담으로 인해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고 응답한 가구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저소득층 9.1%, 중

소득층 3.6%, 고소득층 1.2%). 특히 저소득층의 차가가구의 경우 25%에 달하는 가구가 생필품구

매를 줄일 정도로 어렵다는 응답을 보였다(국토연구원, 2007). 결국 대도시에 차가로 거주하는 저

소득계층의 경우 상당수준의 주거비부담을 느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2) 최저주거기준 - 주거면적과 시설설비

주거면적은 주거에 관한 질적지표로서 주택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즉 주거수준의

한가지 지표로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거면적은 시설설비와 더불어 열악한 주거상태를 극

복하고 인간의 삶에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조성으로 적정선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주거기준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80년대 중반이

며 그것이 제도로 구체화된 것은 2003년 <주택법>의 개정으로 비롯되었다. 통계청(2002, 2005)에

따르면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19.8㎡에서 22.9㎡로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20.2㎡에서

22.0㎡로, 광역시 19.6㎡에서 22.5㎡로, 도지역 21.6㎡에서 24.6㎡로 증가했다.

한편 2006년 국토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는 거주환경전반에 대한 주거만족도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수도권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21.2%), 광역시(20.3%), 도지역(19.7%)로 나타났고,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23%), 중소득층(20.4%), 고소득층(15.5%)의 불만족 분포를 보였다. 고소

득층의 경우 편의시설이나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3) 주거이동

주거이동은 주거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평균거주기간과 자발적인 이

유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주거이동이 발생하는 강제이동비율로 표현된다(김선미 외, 2009). 국토연

구원(2007)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거주기간은 7.7년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은 5.3년, 광역시는

7.2년, 도지역은 11.3년으로 분포되었고 소득계층별로는 모든 지역 공히 저소득계층일수록 평균거

주기간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동 실태조사보고서 내의 비자발적 이동

비율3)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동비율이 19.7%, 중소득

3) 국토연구원의 실태조사 중 이사사유 중 ‘집세가 비싸서 혹은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하게 된 비

율을 추출한 것이다.



- 153 -

층이 11.2%, 고소득층이 6.1%를 보이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주거상태가 불

안정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주거이동을 경험한 가구를 선정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과 더불어 이동

의 양태, 즉 점유형태의 변화의 방향과 지역의 변화, 주거비지불수준을 살펴 소득계층별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이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주거이동 과정에서 주거

불평등이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은 7,000여 가구를 시작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분석대상을 추출함에 있어서 중

위소득 60%이하 3,500가구 중위소득 이상 3,500가구를 추출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이나 실

태를 보여줌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이 갖는

중요한 장점은 각 패널시점에서 개인 및 가구의 주거이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응답자로부터 주거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복지패널은 2차년도 자료부터 주거이동여부를 묻고 있다. 따라

서 현재 존재하는 여러 패널자료에 비해 본 연구주제에서 알고자 하는 분석대상의 주거이동 특

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동일한 가구 ID를 중심으로 Match

Merge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병합하였고, 2차조사부터 4차조사 설문에서 이사경험을 묻는 질

문에 이사했다고 응답한 개인만을 선택하였다. 또한 이사경험이 있는 집단 내에서 주요변수에 대

한 무응답 케이스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 사례 수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는 13,326명, 2차년도 이사경험자 607명, 3차년도 1,516명, 4차년도 1,277명이

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분석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1차년도와

3차년도, 1차년도와 4차년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조사 시점별로 이사경험이 있는 대상만을 분

석함으로써 조사 시점별 분석대상 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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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갖는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이동 및 주거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할 주요변수를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주거특성, 소득계층, 이사경험 및 이사 횟수이다. 첫째, 개인 및 가구특성을 구성

하는 변수로 성별은1 =남성, 2=여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미취학=1, 무학=2, 초등학교=3, 중학교

=4, 고등학교=5, 전문대학교=6, 대학교=7, 대학원(석사)=8로 측정하였다. 결혼상태는 유배우=1, 사

별=2, 이혼=3, 별거=4, 미혼=5, 가구형태는 단독=1, 모자=2, 부자=3, 소년소녀가장=4, 일반가구=5

로 측정하였다.

<표 3> 주요변수

구분 주요변수와 정의

개인 및 가구특성

성별(1=남성, 2=여성),

학력(미취학=1, 무학=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전문대학교=6,

대학교=7, 대학원(석사)=8)

결혼상태(유배우=1, 사별=2, 이혼=3, 별거=4, 미혼=5)

가구형태(단독=1, 모자=2, 부자=3, 소년소녀가장=4, 일반가구=5)

주거특성

주택형태(일반단독가구=1, 다가구용 단독주택=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빌라)=4, 일반아파트=5, 영구임대아파트=6, 기타=7)

주거점유형태(자가=1, 전세=2, 월세(보증)=3)

주거위치(지하층=1, 지상=2, 반지하층=3, 옥탑=4)

거주지역(서울=1, 광역시=2, 시=3, 군=4, 도농복합=5)

주거비부담여부(1=부담됨, 2=부담되지 않음)

최저주거면적충족여부(1=충족, 2=미충족)

이사경험 이사경험(1=무, 2=유)

소득특성
소득분위(1분위=1, 2분위=2, 3분위=3, 4분위=4, 5분위=5, 6분위=6 7분위=7,

8분위=8, 9분위=9, 10분위)

둘째, 주거특성을 구성하는 변수는 주택형태는 일반단독가구=1, 다가구용 단독주택=2, 다세대

주택=3, 연립주택(빌라)=4, 일반아파트=5, 영구임대아파트=6, 기타=7로, 주거점유형태는 자가=1,

전세=2, 월세(보증)=3, 주거위치는 지하층=1, 지상=2, 반지하층=3, 옥탑=4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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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은 서울=1, 광역시=2, 시=3, 군=4, 도농복합=5, 주거비부담여부는 1=부담됨, 2=부담되지

않음으로, 최저주거면적충족여부는 1=충족, 2=미충족로 측정하였다. 셋째, 이사경험은 이사경험이

있을 경우 1,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2로 측정하였다. 넷째, 소득은 경상소득을 활용하여 10분위로

구분하였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

산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이동 및 주거불평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

분석(Crostabs Analysis)과 카이제곱분석(Chi-Squar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개인 및 가구특성

분석대상의 개인 및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46.6%인 6,212명, 여성이 53.4%인 7,114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력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26.2%인 3,49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초등

학교 졸업자가 25.0%인 3,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분석

대상이 9,981명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별이 8.8%인 1,169명으로 나타났다. 넷

째, 가구형태는 일반가구가 90.0%를 차지하는 11,99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가구가

7.3%인 97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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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 및 가구특성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6212 46.6

여성 7114 53.4

학력

무학 2095 15.7

초등학교 3334 25.0

중학교 1819 13.7

고등학교 3494 26.2

전문대학 742 5.6

대학교 1668 12.5

대학원(석사) 174 1.3

결혼상태

유배우 9981 74.9

사별 1169 8.8

이혼 393 2.9

별거 94 .7

미혼 1689 12.7

가구형태

단독 973 7.3

모자 216 1.6

부자 71 .5

소년소녀가장 68 .5

일반가구 11998 90.0

수급형태

비빈곤 12279 92.1

일반수급가구 726 5.4

가구원중 일부수급 128 1.0

조건부수급 193 1.4

*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임.

2) 주거특성

분석대상의 주거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의 30.1%가 일반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9.7%가 일반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은 3.3%, 연립주택 11.2%, 영구임대

아파트가 3.6%로 나타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의 3.3%는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대상의 주거형태를 분석한 결과, 자가의 비율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가 18.4%, 월세 및 보증부 월세 비율이 18.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가 소

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분석한 결과 시에 거주하는

분석대상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광역시가 26.7%, 서울시가 19.0%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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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거특성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주택

형태

일반단독주택 3962 29.7

다가구용 단독주택 2492 18.7

다세대주택 438 3.3

연립주택(빌라) 1498 11.2

일반아파트 4011 30.1

영구임대아파트 486 3.6

기타 439 3.3

점유

형태

자가 8420 63.2

전세 2450 18.4

월세(보증) 2456 18.4

거주

지역

서울 2526 19.0

광역시 3558 26.7

시 4474 33.6

군 2363 17.7

도농복합군 405 3.0

*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임.

2. 분석대상의 주거이동

1) 주거이동 경험

분석대상 중 1차년도를 기준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한 집단들을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

저,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비교했을 경우, 2차년도에 이사경험이 있는 집단은 전체 5.2%를 차지하

는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거이동 경험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1→2차년도

이사경험

무 12629 94.8

유 697 5.2

합계 13326 100.0

1→3차년도

이사경험

무 11810 88.6

유 1516 11.4

합계 13326 100.0

1→4차년도

이사경험

무 12049 90.4

유 1277 9.6

합계 13326 100.0

1~4차년도

기간 중

이사 횟수

이사경험 없음 10248 76.9

1회 2694 20.2

2회 356 2.7

3회 28 .2

합계 13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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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차년도와 3차년도를 비교했을 경우, 이사경험을 한 집단은 전체 11.4%를 차지하는 1,516

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년도와 4차년도를 비교했을 경우, 이사경험이 있는 집단은 1,277명으

로 전체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차년도와 4차년도 전체 조사 기간 내 이사

경험 횟수를 분석한 결과, 조사 기간 내 1회의 이사경험이 있는 집단은 20.2%를 차지하는 2,694

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2회 이상 경험자는 2.7%를 차지하는 356명, 3회 이상 경험자는 0.2%를 차

지하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이동 집단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주거이동이 일어난 집단만을 선택하여 주요 개인 및 가구특

성을 분석하였다. 주거이동 현황을 보면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조사 시 697명이 이사를 했고, 3

차년도에는 1,515명, 4차년도에는 1,277명이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거이동 집단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1차→2차 주거이동

(697명)

1차→3차 주거이동

(1516명)

1→4차 주거이동

(1277명)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26 46.8 740 48.8 616 48.2

여성 371 53.2 776 51.2 661 51.8

학력

무학 131 17.5 248 16.3 177 13.9

초등학교 129 18.5 287 18.9 213 16.7

중학교 75 10.8 158 10.4 142 11.1

고등학교 209 30.0 430 28.4 397 31.1

전문대학 43 6.2 114 7.5 113 8.8

대학교 107 15.4 247 16.3 208 16.3

대학원(석사) 13 1.9 32 2.1 27 2.1

결혼상태

유배우 336 48.2 753 49.7 652 51.1

사별 41 5.9 85 5.6 72 5.6

이혼 32 4.6 61 4.0 48 3.8

별거 9 1.3 10 .7 9 .7

미혼 279 40.1 607 40.0 496 38.9

가구형태

단독 69 9.9 133 8.8 99 7.8

모자 37 5.3 23 1.5 42 3.3

부자 - - 14 .9 5 .4

소년소녀가장 5 .7 14 .9 - -

일반가구 586 84.1 1332 87.9 1131 88.6

수급형태

비빈곤 638 91.5 1415 93.3 1185 92.8

일반수급가구 45 6.5 74 4.9 56 4.4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10 1.4 13 .9 17 1.3

조건부수급가구 4 .6 14 .9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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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별의 경우 2차조사부터 4차조사까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53.2%, 51.2%, 51.8%로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력의 경우를 보면, 2차조사

부터 4차조사까지 동일하게 고졸의 비율이 30.0%, 28.4%,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결

혼 상태를 보면, 2차조사부터 4차조사까지 유배우자의 비율이 48.2%, 49.7%, 51.1%로 나타나 유

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를 보면, 세 조사 시점 모두 일반가구의 비율이 2차조사 84.1%, 3

차조사 87.9%, 4차조사 88.6%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급형태를 보면, 세 조사 시점 모두

비빈곤가구의 비율이 91.5%, 93.3%, 92.8%로 나타났다.

3)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이동 경험 비교분석

주거이동에 소득계층에 따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이동경험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위 하위 4분위

이하 집단과 5분위 이상과는 명확하게 다른 주거 이행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하위 4분위 이하를 살펴보면, 저소득 및 빈곤층의 경우 1차년도 조사 지역에서 이주를 하지

않고 4차 패널 조사 시점까지 주거이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9.7～84.6%로 나타나 소득분위 5

분위 이상 집단보다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이동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집단에

서는 소득분위 5분위 이상 집단이 4분위 이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이주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 현 거주지의 생활여건과 무관하게 한 지역에 장기 거

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저소득층이 현

재 자신이 거주한 지역에 익숙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져 다른 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을 통해 얻는

편익 및 편리보다는 현 거주지의 주거상태가 열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분위 하위 4분위 이하 집단에서 현 주거상태가

열악하여 이주하고 싶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주할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 이주하지 못한다는 해석

이다.

<표 8> 소득분위에 따른 주거이동 경험비교
(단위: %)

1차년도 소득분위 기준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이사횟수

무 80.3 84.6 83.4 79.7 72.5 71.5 72.2 72.9 77.4 74.5 76.9

1회 17.8 13.2 14.4 17.1 24.7 25.4 23.8 24.5 19.7 21.6 20.2

2회 1.9 2.2 2.2 2.3 2.5 3.1 3.5 2.3 2.9 3.9 2.7

3회 .9 .3 .1 .5 .3 .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27.15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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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대상의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1) 1차년도 패널조사 대비 조사시점별 주거이동 특성

1차년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차 조사부터 4차 조사 시점까지 주거이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태형태를 조사시점별로 비교분석하면, 연립주택(빌라)의 비율은 1.3%,～

7.7%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아파트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3%, 10.6%,

6.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정부의 국민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세대 주택의 비율 역시

1%, 5.8%, 5.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점유형태를 조사시점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의 비율이 2차 조

사 시점에는 7.4% 증가하다가 3차 조사 시점부터 증가율이 0%, 5.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전세 입주자의 비율은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 시점에는 4.3%감소했다가, 3차 조사

시점에는 6.9%, 4차 조사 시점에는 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자가 소유 및

전세입주와 달리 월세 및 보증부월세의 비율은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 시점에는 3% 감소했다

가, 3차 조사 시점부터는 역으로 6.9%, 4차 조사에는 7.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가 소유 및 전세 입주자의 비율은 해마다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비

율의 높고 낮음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월세 및 보증부 월세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

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1차년도 패널조사 대비 조사시점별 주거이동 특성

(단위: %)

1차 → 2차 변화량 1차 → 3차 변화량 1차 → 4차 변화량

주

택

형

태

일반단독주택 12.6 13.6 -1 14.7 7.4 7.3 15.7 10.4 5.3

다가구용 단독주택 29.7 23.5 6.2 30.1 25.4 4.7 24.1 20.4 3.7

다세대주택 3.3 4.3 -1 4.6 10.4 -5.8 4.3 9.8 -5.5

연립주택(빌라) 11.5 10.2 1.3 9.8 3.8 6 13.2 5.5 7.7

일반아파트 37.7 40.7 -3 35 45.6 -10.6 38.1 44.2 -6.1

영구임대아파트 1.3 1.3 0 1.7 1.8 -0.1 1.2 1.3 -0.1

기타 3.9 6.3 -2.4 4.2 5.6 -1.4 3.5 8.4 -4.9

점

유

형

태

자가 27.5 34.9 -7.4 32.7 32.7 0 38.8 32.9 5.9

전세 37 32.7 4.3 38 31.1 6.9 36.3 34.4 1.9

월세(보증부) 35.4 32.4 3 29.4 36.3 -6.9 24.9 32.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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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특성

1) 소득계층별 주택형태의 변화

1차조사 시점 대비 2차조사 시점의 소득분위별 주거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에 따라 주택

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분위가 하위 5분위 이하 집단 내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

택의 비율이 하위 1분위 40.8%, 3분위 48.4%, 4분위 30.0%, 5분위 47.8%로 나타나 각 분위에서

가장 높은 분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6분위 이상의 소득 집단 내에서는 일반아파트에 거주하

는 비율이 6분위 38.5%, 7분위 53.4%, 8분위 62.5%, 9분위 51.7%, 10분위 93.7%로 높게 나타났다.

단 하위 2분위 집단의 경우는 하위 5분위 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단독주택 점유비율이 40.3%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하위 소득분위로 갈수록 다가구용 단독주택 비율이 점

차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6분위 이상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일반 아파트 점유율

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주택형태가 양극화 되고

있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다.

<표 10> 소득계층에 따른 주택형태-2차년도

(단위: %)

2차조사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

차

조

사

주

택

형

태

일반단독주택 8.2 40.3 16.1 16.7 15.9 13.2 15.5 5.0 5.2

다가구용 단독주택 40.8 29.0 48.4 30.0 47.8 22.0 12.6 10.0 6.9

다세대주택 6.1 4.8 11.7 2.9 3.3 7.5 10.3

연립주택(빌라) 24.5 8.1 4.8 8.3 11.6 11.0 6.8 11.3 13.8 6.3

일반아파트 12.2 14.5 21.0 21.7 20.3 38.5 53.4 62.5 51.7 93.7

영구임대아파트 2.0 3.2 3.2 1.4 2.9

기타 6.1 4.8 1.6 11.7 12.1 8.7 3.8 1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345.321*, p<.05

3차조사 시점에서의 주택형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하위 5분위 이하 집단 내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위 6분위 이상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소득 6분위

이상 집단에서는 여전히 일반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차조사 결과와

3차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주목할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체 소득분위에서 주거유형이 1차조

사 시점보다 비교적 다양화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위 소득분위의 경우 1차조사 시점

보다 아파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연립주택(빌라), 영구임대아파트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상위 6분위 이상 집단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대표

적인 예가 소득분위 10분위 집단인데 1차조사 일반아파트 점유율이 93.7%였는데, 2차조사 시점에

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주택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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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11> 소득계층에 따른 주택형태-3차년도

(단위: %)

3차조사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3

차

조

사

주

거

유

형

일반단독주택 1.6 16.7 22.8 10.5 4.5 1.2 5.9 5.0 6.7 7.2

다가구용 단독주택 52.0 41.1 27.2 37.0 37.3 27.6 12.3 14.4 14.2 6.6

다세대주택 3.2 13.3 11.4 14.8 15.3 14.1 13.3 7.5 8.2 1.7

연립주택(빌라) 2.4 1.1 .9 4.9 1.7 9.4 2.5 3.1 6.0 4.4

일반아파트 32.0 14.4 28.9 17.9 36.7 40.0 64.0 60.6 62.7 73.5

영구임대아파트 4.0 2.2 6.1 5.6 1.8 .7

기타 4.8 11.1 2.6 9.3 4.5 5.9 2.0 9.4 1.5 6.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13.987*, p<.05

4차년도의 주거유형을 분석한 결과, 2차조사 및 3차조사와 또 다른 주택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표 10>과 <표 11>을 통해 소득분위 하위 5분위를 기준으로 상이한

주택형태를 보였으나, 조사시점 4차년도에는 주택형태의 차이가 소득분위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분위 2분위 이하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분위 소득 이상 집단 내에서는 여전히 일반아파트 점유율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자면, 2차년도 조사시점인 2007년도부터 4차년도 조사

시점인 2009년도까지 특정 소득분위 이상에서는 주택형태의 변화가 다각도로 나타나는 반면, 다

른 소득분위에서는 주택형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분위 하위2분위 집단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주택형태에서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양상을 갖는 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표 12> 소득계층에 따른 주택형태-4차년도

(단위: %)

4차조사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4

차

조

사

주

택

형

태

일반단독주택 17.6 14.3 8.4 13.8 18.3 3.8 6.8 6.0 8.3 8.3

다가구용 단독주택 37.6 34.3 23.4 28.9 28.7 25.0 15.3 17.3 .8 6.2

다세대주택 15.3 10.0 11.2 6.9 9.1 15.4 11.9 9.8 12.8

연립주택(빌라) 2.4 5.7 6.5 5.0 3.7 1.9 11.3 9.8 2.3 3.4

일반아파트 21.2 27.1 28.0 31.4 29.3 46.2 50.3 50.4 62.4 77.9

영구임대아파트 2.4 2.9 3.7 .6 1.8 3.8

기타 3.5 5.7 18.7 13.2 9.1 7.7 4.5 3.0 13.5 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342.21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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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에서 살펴보았던 자가점유율을 통해 주거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였

다. 특별히 소득계층간 자가점유율과 지역별 자가점유율을 추이분석을 통해 주거불평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계층에 따른 자가점유율을 통해 주거불평등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소

득분위 5분위 이하 집단의 자가점유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유율은 시간

이 지나도 그리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1분위 및 2분위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미하지만, 3분위 및 4분위 집단에서는 서울지역의 자가점유율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최근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주거정책을 제시함에

따라서 일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의 안정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13> 소득계층에 따른 자가점유율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자가

점유율

2차 21.3 32.3 11.4 20.5 17.6 40.0 35.6 49.5 47.8 55.8

3차 17.1 15.6 12.9 24.2 41.2 28.8 36.3 47.5 45.0 40.5

4차 20.9 25.3 28.2 28.7 22.8 27.5 33.8 38.8 44.3 46.3

다음으로, 자가점유율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른 주거불평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점유형태와 주거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시가 가장 낮은 자가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시, 광역시,

군, 도농복합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지역에 거주하는 분석대상이 타 지역

에 거주하는 분석대상보다 주거불평등 및 주거불안정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표 13>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서울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불평등 및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14> 지역에 따른 자가점유율 추이

(단위: %)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자가점유율

2차 26.3 31.5 31.7 70.1 71.4

3차 24.4 37.9 30.7 42.9 63.6

4차 21.6 40.4 31.7 49.4 23.8

2) 소득계층별 점유형태의 변화

주거이동이 발생한 집단을 중심으로 1차조사 시점 대비 2차조사 시점에서 주거점유형태를 소

득분위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15>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그것

은 먼저,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이동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소득분위 5분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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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집단에서는 주거의 상향이동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면, 소득 5분위이하 집단에서는 주거의

하향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별 주거격차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

다.

<표 15> 소득계층에 따른 점유형태-2차년도

(단위: %)

1차 → 2차

소득분위(2차조사)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상향

이동

전세-자가 3.2 5.0 10.1 9.9 13.6 12.5 15.5 20.6 9.6

월세-자가 2.0 8.1 1.4 8.8 3.9 8.8 7.9 4.4

월세-전세 2.0 4.8 9.7 20.3 13.2 10.7 3.8 4.8 7.6

유지

자가-자가 14.3 8.1 16.1 28.3 10.1 23.1 17.5 16.3 51.7 27.0 20.8

전세-전세 26.5 27.4 12.9 21.7 8.7 25.3 23.3 31.3 31.0 33.3 24.1

월세-월세 38.8 24.2 51.6 33.3 36.2 16.5 26.2 11.3 1.7 23.4

하향

이동

자가-전세 4.1 3.2 5.0 1.0

자가-월세 12.2 16.1 6.5 1.7 4.3 3.3 2.9 7.5 6.3 5.7

전세-월세 8.1 5.0 8.7 1.9 8.8 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이동이 발생한 집단을 중심으로 1차조사 시점 대비 3차조사 시점의 주거이동을 살펴본 결

과,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위 5분위 이상 집단의 경우 주거의 상향이동 비율 및 안정적인

자가 및 전세 유지율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집단 내에서는 주거의 하향

이동 비율이 2차년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점유형태의 유지비율에서도 소득 4분위 이하

집단에서 월세유지 비율을 높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7분위 이상의 경우 전세나 자가의 유지비율

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소득계층별 주거격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소득계층에 따른 점유형태-2차년도

(단위: %)

1차 → 3차
소득분위(3차조사)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상향

이동

전세-자가 6.4 1.1 2.6 4.3 11.3 10.6 19.7 8.8 22.4 13.8 10.9

월세-자가 1.6 1.1 3.1 6.8 3.5 3.9 2.5 9.0 1.7 3.5

월세-전세 2.4 5.6 3.5 8.0 2.3 .6 7.9 8.8 7.5 2.8 4.9

유지

자가-자가 13.6 5.6 24.6 9.9 11.3 11.8 26.1 24.4 19.4 28.7 18.2

전세-전세 10.4 23.3 17.5 6.2 22.0 17.6 14.3 23.1 14.9 26.0 17.5

월세-월세 35.2 30.0 28.9 27.2 25.4 31.8 11.8 15.0 10.4 4.4 20.9

하향

이동

자가-전세 2.4 11.1 5.3 6.2 6.8 10.6 6.9 8.8 9.7 16.6 8.6

자가-월세 13.6 12.2 8.8 3.7 8.5 4.1 3.9 1.3 4.5 3.9 5.9

전세-월세 14.4 10.0 8.8 31.5 5.6 9.4 5.4 7.5 2.2 2.2 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87.11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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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거이동이 발생한 집단을 중심으로 1차조사 시점 대비 4차조사 시점에서 주거점유형

태를 소득분위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분위 6분위 이상 집단에서의 주가의

상향이동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짐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상태를 가져가는 반면에, 소득분위

하위 5분위 이하 집단에서는 오히려 불안정한 점유형태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1

차 조사 시점의 주거점유형태를 기준으로 4차년도까지 이행패턴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계층별 주거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7> 소득계층에 따른 점유형태-2차년도

(단위: %)

1차 → 4차
소득분위(4차조사)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상향

이동

전세-자가 2.4 8.6 4.7 11.9 6.1 19.2 9.6 8.3 18.8 17.2 11.0

월세-자가 1.9 4.9 5.6 1.5 3.0 6.9 2.9

월세-전세 1.2 5.7 6.5 3.8 4.3 1.0 3.4 6.8 9.8 1.4 4.4

유지

자가-자가 21.2 15.7 15.9 13.8 15.2 12.5 19.2 23.3 21.1 30.3 19.0

전세-전세 22.4 11.4 11.2 19.5 18.9 27.9 15.3 18.8 4.5 25.5 17.6

월세-월세 21.2 20.0 30.8 29.6 26.2 17.3 14.7 13.5 6.0 17.6

하향

이동

자가-전세 10.6 11.4 9.3 3.8 5.5 13.5 11.9 15.0 27.1 17.2 12.4

자가-월세 5.9 15.7 11.2 11.3 3.0 1.9 12.4 7.5 5.3 1.4 7.4

전세-월세 15.3 11.4 10.3 4.4 15.9 6.7 7.9 5.3 4.5 7.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13.987*, p<.05

3) 주거이동에 따른 거주지역의 변화

다음은 주거이동이 행정단위에 따라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표 16>은 1차년도

거주 지역을 기준점으로 하고 2차년도 이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거주 지역을 교차분석 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간의 이사가 행정구역단위로 살펴본 결과, 2차조사 시점에는 분석대상이 이사

를 했더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 단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주거이동에 따른 지역변화-2차년도

(단위: %)

2차년도 지역
전체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1차년도

지역

서울 100.0 100.0

광역시 100.0 100.0

시 1.2 98.4 .4 100.0

군 100.0 100.0

도농복합군 12.5 8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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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 경험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1차년도 거주지역과 3차년도의 거주 지역을 비교분석

한 결과 2차조사 시점보다는 주거이동 지역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1차년도

서울시에 거주했던 사람 중 23%가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했고, 그 중에서도 시 지역으로의

이행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차조사 시점에 광역시에 거주했던 사람 중에 7.9%가 광역시

가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시 지역으로의 이행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1차조사 시점에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중 3차조사 시점에 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주거의 이행이 발생한 집단은 19.4%로 나타났고, 이중 대부분은 시 지역으로 주거를 옮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에 도농복합군에 살던 사람 중 3차년도에 도농복합군이

아닌 지역으로 주거를 옮긴 사람은 3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람들 모두는 시 지역으로 거

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주거이동에 따른 지역변화-3차년도

(단위: %)

3차년도 지역
전체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1차년도

지역

서울 87.0 2.7 8.7 1.6 100.0

광역시 .7 92.1 6.0 .4 .9 100.0

시 3.8 4.9 88.8 2.5 100.0

군 5.4 2.3 11.6 80.6 100.0

도농복합군 36.4 63.6 100.0

주거이동 경험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1차년도 거주지역과 4차년도의 거주 지역을 비교분석

한 결과, 오히려 3차년도에 나타났던 특징, 즉 서울시, 광역시, 군, 도농복합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 지역에 집중화 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

미로운 것은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 ․군 행정단위로 이주하는 비

율이 높은 반면에 군 및 도농복합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려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0> 주거이동에 따른 지역변화-4차년도

(단위: %)

4차년도 지역
전체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1차년도

서울 80.7 1.5 16.0 1.8 100.0

광역시 .3 88.9 7.4 .9 2.6 100.0

시 2.2 3.6 90.6 3.6 100.0

군 3.5 7.1 21.2 68.2 100.0

도농복합군 14.3 8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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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분석대상들은 출발점에서 비교적 다양한 주거로의 이행

이 발생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 주거지역을 옮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시 지역으로 이

주, 도농복합군의 공동화, 그리고 시 지역 이상의 행정구역에 집중화를 엿볼 수 있었다.

4) 소득분위에 따른 지역별 주거이동

소득분위에 따라 지역별 주거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시점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차조사와 2차조사 시점 간에는 주거이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소득분위

로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다시 확인한 결과, 1년 동안 주거이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집단은

소득 2분위 이하 집단이었다.

<표 21> 소득분위에 따른 지역별 주거이동-1․2차년도 비교

(단위: %)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전체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분위 27.7 27.7 27.7 27.7 27.7 29.8 12.8 12.8 4.3 2.1 100.0

2분위 10.8 15.4 47.7 47.7 33.8 27.7 7.7 9.2 100.0

3분위 27.3 27.3 38.6 38.6 34.1 34.1 100.0

4분위 12.8 12.8 34.6 34.6 37.2 37.2 12.8 12.8 2.6 2.6 100.0

5분위 9.5 9.5 50.0 50.0 35.1 35.1 5.4 5.4 100.0

6분위 15.4 15.4 38.5 38.5 32.3 32.3 13.8 13.8 100.0

7분위 16.1 16.1 37.9 37.9 39.1 39.1 6.9 6.9 100.0

8분위 4.4 4.4 44.0 44.0 33.0 33.0 18.7 18.7 100.0

9분위 31.9 31.9 24.6 24.6 31.9 31.9 11.6 11.6 100.0

10분위 15.6 15.6 26.0 26.0 51.9 51.9 6.5 6.5 100.0

다음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역별 주거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차조사와 3차조사 시점별로

비교분석하였다. 1차조사와 3차조사 시점 사이에는 1차조사와 2차조사보다는 보다 다양한 지역으

로의 이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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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소득분위에 따른 지역별 주거이동-1․3차년도 비교

(단위: %)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전체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분위 29.9 27.4 32.5 33.3 32.5 34.2 3.4 3.4 1.7 1.7 100.0

2분위 22.9 29.2 24.0 25.0 41.7 35.4 11.5 10.4 100.0

3분위 20.2 18.5 43.5 41.9 24.2 26.6 12.1 12.9 100.0

4분위 29.8 26.1 35.4 33.5 28.0 32.3 5.6 6.2 1.2 1.9 100.0

5분위 23.5 21.1 30.4 31.4 38.2 40.7 7.8 6.9 100.0

6분위 19.4 14.7 31.2 25.3 38.2 48.2 11.2 10.6 1.2 100.0

7분위 16.9 19.4 29.4 27.5 41.9 41.9 10.0 11.3 1.9 100.0

8분위 32.1 27.8 24.1 30.9 39.5 35.2 1.9 3.7 2.5 2.5 100.0

9분위 17.4 20.1 21.5 26.2 48.3 45.0 12.8 8.7 100.0

10분위 30.6 30.6 27.7 27.7 31.8 31.8 9.8 9.8 100.0

<표 22>의 음영처리는 1차년도에 비해 진입비율이 높아진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역시 시 지

역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지며 하위 소득 분위 집단들은 광역시로의 진입률도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분위 6분위 이하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7분위 이상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광역시 및 서울시로의 진입이 점차 증가했다.

<표 23>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역별 주거이동에 대해 1차조사와 4차조사 시점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뚜렷한 현상은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시 지역

으로의 유입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이었다. 주목할만한 결과는 하위소득집단이 3차조사까지 광역

시, 시지역으로의 유입이 있었던 반면, 4차조사 시점에서는 군 및 도농복합군까지 이동지역의 범

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시지역이 아닌 군단위

및 도농복합군에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집단의 유입현상이 증가한다는 점은, 도심재개발의 영향은

아닌지 이동사유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3> 소득분위에 따른 지역별 주거이동-1․4차년도 비교

(단위: %)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전체

1차 4차 1차 4차 1차 4차 1차 4차 1차 4차

1분위 25.3 26.4 35.2 27.5 26.4 35.2 8.8 6.6 4.4 4.4 100.0

2분위 30.4 26.6 17.7 15.2 36.7 36.7 12.7 19.0 2.5 2.5 100.0

3분위 21.8 21.0 37.9 35.5 35.5 36.3 3.2 4.0 1.6 3.2 100.0

4분위 14.0 11.0 28.7 27.2 49.3 57.4 6.6 2.9 1.5 1.5 100.0

5분위 19.7 21.3 20.5 22.8 44.1 41.7 14.2 12.6 1.6 1.6 100.0

6분위 22.1 19.1 44.3 42.0 27.5 35.9 4.6 1.5 1.5 1.5 100.0

7분위 37.3 28.9 24.6 19.0 34.5 47.9 3.5 2.1 2.1 100.0

8분위 19.4 16.5 16.5 23.0 60.4 51.1 3.6 9.4 100.0

9분위 29.8 23.7 35.9 39.7 25.2 29.8 9.2 6.9 100.0

10분위 33.9 25.4 17.5 17.5 44.1 49.2 4.5 6.8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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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계층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충족여부와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

본 연구에서는 주거불평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

한 최저거주면적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대상 가구의 최저주거 충족기준율을 분석하였다.

월소득대비 임대료에 대해 소득계층에 따라 조사시점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2차조사 시점을

보면,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집단 내에서는 92.3%가 가구소득의 20%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많

은 가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조사 시점은 2차 조사 때 보다 다양한 현

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조사 때 20%이상 부담을 느끼는 집단 내에는 대부분 저소득

층이 집중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이 5분위 이상 집단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2차조사 때보다 낮아졌지만 주거이동 이후 여전히 주거비 부담률이 높

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4차조사 시점에서 역시 여전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

자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득분위 1분위 집단의 주거비 부담

이 가장 높다는 것이고,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률은 감소하는 반면에 6분

위 이상의 집단은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

우 주거이동을 했어도 여전히 주거비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처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상대적

으로 높은 소득계층에서는 주거이동을 통해 점유형태나 지역은 상향한 듯 보이지만, 해당 주거를

획득하기 위해 또 다른 주거비부담(상환 비용)이 발생하는 것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국 주거이동

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 전 소득계층에서 형태를 달리할지라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모두 체감한

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4>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비부담수준

(단위: 명, %)

주거비부담수준_02 주거비부담수준_03 주거비부담수준_04

20%미만 20%이상 20%미만 20%이상 20%미만 20%이상

1분위
31 16 90 27 74 17

66.0 34.0 76.9 23.1 81.3 18.7

2분위
62 3 89 7 72 7

95.4 4.6 92.7 7.3 91.1 8.9

3분위
42 2 122 2 112 12

95.5 4.5 98.4 1.6 90.3 9.7

4분위
72 6 153 7 124 12

92.3 7.7 95.6 4.4 91.2 8.8

5분위
74 194 6 121 6

100.0 97.0 3.0 95.3 4.7

6분위
60 5 166 4 125 6

92.3 7.7 97.6 2.4 95.4 4.6

7분위
87 148 12 129 13

100.0 92.5 7.5 90.8 9.2

8분위
91 148 8 122 17

100.0 94.9 5.1 87.8 12.2

9분위
69 134 15 116 15

100.0 89.9 10.1 88.5 11.5

10분위
77 169 4 173 4

100.0 97.7 2.3 97.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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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저주거충족여부에 대해 소득계층에 따라 조사시점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2차조사

시점에서 최저주거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은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3차조사와 4차조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최저

주거면적충족여부 역시 주거비부담수준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문제가 집중되어 주거불평등 격차

가 증가한다고 하겠다.

<표 25>소득계층에 따른 최저주거면적 충족 여부

(단위: 명, %)

최저주거면적충족여부_02 최저주거면적충족여부_03 최저주거면적충족여부_04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1분위
42 5 102 15 85 6

89.4 10.6 87.2 12.8 93.4 6.6

2분위
61 4 89 7 76 3

93.8 6.2 92.7 7.3 96.2 3.8

3분위
39 5 122 2 123 1

88.6 11.4 98.4 1.6 99.2 .8

4분위
78 146 15 136

100.0 90.7 9.3 100.0

5분위
58 16 194 10 119 8

78.4 21.6 95.1 4.9 93.7 6.3

6분위
65 162 8 120 11

100.0 95.3 4.7 91.6 8.4

7분위
83 4 159 1 138 4

95.4 4.6 99.4 .6 97.2 2.8

8분위
87 4 159 3 135 4

95.6 4.4 98.1 1.9 97.1 2.9

9분위
65 4 149 131

94.2 5.8 100.0 100.0

10분위
77 169 4 177

100.0 97.7 2.3 100.0

6) 지역별 주거비부담

복지패널 2차조사 시에 주거이동 경험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지역에 따라 주거

비부담 여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서울시, 광역시, 시 지역에 거주하는 분석대상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 집단에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 지역 이상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저소

득층의 주거비부담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광역시 및 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보다 주거비의 부담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

지 대도시 거주자의 주거비부담이 크다는 기존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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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들 계층에 대한 주거비보조 프로그램 작동의 근거가 될 것이다.

<표 26> 소득계층별 지역에 따른 주거비부담 여부-2차년도

(단위: %)

소득분위
지역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주거비

부담

여부

20%미만

1 46.2 69.2 64.3 100.0 100.0

2 100.0 90.3 100.0 100.0

3 100.0 94.1 93.3

4 80.0 100.0 86.2 100.0 100.0

5 100.0 100.0 100.0 100.0

6 90.0 88.0 95.2 100.0

7 100.0 100.0 100.0 100.0

8 100.0 100.0 100.0 100.0

9 100.0 100.0 100.0 100.0

10 100.0 100.0 100.0 100.0

20%이상

1 53.8 30.8 35.7

2 9.7

3 5.9 6.7

4 20.0 13.8

5

6 10.0 12.0 4.8

7

8

9

10

복지패널 3차조사 시에 주거이동 경험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지역에 따른 주거

비부담은 2차조사 결과보다 계층별 주거비부담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년도 자료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비부담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3차년도 자료에서는 6분

위 이하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고소득층에서도 부담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에 거주하는 5분위 이하 집단의 주거비부담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서울시 거

주 저소득층의 주거비수준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석

대상 중에는 소득분위 8분위 이상 집단의 주거비부담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

부의 부동산정책이나 주택개발정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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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지역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주거비

부담

수준

20%미만

1 78.1 74.4 75.0 100.0 100.0

2 89.3 100.0 94.1 80.0

3 91.3 100.0 100.0 100.0

4 92.9 92.6 100.0 100.0 100.0

5 97.7 92.2 100.0 100.0

6 100.0 100.0 95.1 100.0 100.0

7 87.1 100.0 95.5 72.2

8 100.0 82.6 100.0 100.0 100.0

9 100.0 69.2 95.5 100.0

10 100.0 91.7 100.0 100.0

20%이상

1 21.9 25.6 25.0

2 10.7 5.9 20.0

3 8.7

4 7.1 7.4

5 2.3 7.8

6 4.9

7 12.9 4.5 27.8

8 17.4

9 30.8 4.5

10 8.3

<표 27> 소득계층별 지역에 따른 주거비부담수준-3차년도

(단위: %)

다음은, 4차조사 시에 주거이동 경험이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지역에 따른 주거비

부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전시기에 비해 계층별 주거비부담율은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오히려 증가될뿐더러 주거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4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3차 조사와 달리 시 지역에 거주하는 분석대

상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유사한 주거비부담수준을 나타낸다

는 점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비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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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지역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주거비

부담

여부

20%미만

1 66.7 84.0 90.6 100.0 50.0

2 81.0 100.0 89.7 100.0 100.0

3 84.6 93.2 88.9 100.0 100.0

4 100.0 89.2 89.7 100.0 100.0

5 81.5 100.0 98.1 100.0 100.0

6 100.0 96.4 91.5 100.0 100.0

7 95.1 100.0 88.2 100.0

8 87.0 90.6 84.5 100.0

9 100.0 71.2 100.0 100.0

10 100.0 100.0 100.0 66.7 100.0

20%이상

1 33.3 16.0 9.4 50.0

2 19.0 10.3

3 15.4 6.8 11.1

4 10.8 10.3

5 18.5 1.9

6 3.6 8.5

7 4.9 11.8 100.0

8 13.0 9.4 15.5

9 28.8

10 33.3

<표 28> 소득계층별 지역에 따른 주거비부담 여부-4차년도

(단위: %)

제 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이동을 경험한 가구의 이동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소득계층별로 점

검해보는 것이었고,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중 주거이동을 경험한 대상은 전체 33.1%만이 주거이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실 주거가 갖는 속성상 고용처럼 쉽게 이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한다면 결코 33.1% 역시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이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주거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자료

1차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소득분위 하위 4분위에서는 주거이동율이 최고 17%를 나타난 반면,

소득 5분위 이상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은 주거의 이행율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

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주거의 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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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분위로 갈수록 다가구용 단독주

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6분위 이상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일반 아

파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거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에 거주하는 집단 및 5부위 이하 집단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득분위 및 지역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자가 점유율에서 역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소득계층별 주거이동비율 패턴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케 한

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공급확대와 더불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

셋째, 소득분위에 따라 점유형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에 따라 5분위 이상 상위소득

에서는 주거상향이동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면, 소득 4분위 이하 집단에서는 주거의 하양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성이 심화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점

유형태의 유지비율을 볼 때 하위 5분위 집단 내에서 2분위를 제외한 집단들은 월세유지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6분위 이상 집단에서 7분위와 9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세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불안정한 점유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 주거욕구가 높은 저소득층에 실효성을 거

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산층 및 고소득

층을 위한 부동산정책, 아파트건설 등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거상황이 악화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현재의 주거불안정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제도를 실현하여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거이동을 경험한 조사대상은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지역도 달리 나타났다. 전기간에 나

타난 뚜렷한 현상은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시 지역으로의 유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한 가지 차이점을 보자면, 하위소득 집단은 3차조사까지 시 지역으로 유입이 비교적 높았

다고 한다면, 4차조사 시점부터는 소득분위 하위집단의 군 및 도농복합군으로의 유입이 있어 저

소득층의 거주지역 이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미한 수치이긴 하나, 시

지역이 아닌 군 단위 및 도농복합군에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집단 내에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

된다는 것은, 패널데이터의 구성상 확인되지는 않으나 도심재개발에 의한 비자발적 이동은 아닌

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주한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하는 지 그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주지하시다시피, 군 및 도농복합군은 일자리 및 교통상황이 시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

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곽으로 빈곤층 및 저소득층이 유입되는 현상은 제도적

으로나 정책적으로 주시해야할 점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득분위 1분위 집단의 주거비부담수준은 가장 높고, 또 최저주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사회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제도4)

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거두는 제도가 시행되어

야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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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득계층별 지역에 따른 주거비부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광역시, 그리고

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며, 특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크다

는 것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주거의 불평등 및 주거격차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에서 주거비부담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

는 자연스럽게 다른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어 가계의 생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정책 마련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이동 및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제한된 조건, 즉 주거이동의 특성

상 관찰주기가 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가 4년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

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득계층간에 주거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불평

등은 해소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후

본 연구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한계 및 분석의 부족한 세밀성

을 보완하여 연구가 이루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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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using on Health

김승연*, 김세림**, 이희재***

본 연구는 주거의 물리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이 개인의 건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 건강수준으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상태, 만성질환 유병여부, 우울감 여부 활용하고, 주거의 물

리적 특성은 ‘주거과밀도’와 ‘주거의 구조 및 환경’을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주거의 점유형태’와 ‘주택

가격’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및 성별,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소득수

준 및 교육수준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은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와 만성질환 유

병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감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 중 주택 점

유형태는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 우울감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유주택

가격은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건강결정요인으로서 환경적 접근의 부재, 특

히 주거환경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최신의 전국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의 다양한 특성들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

다.

I. 서론

건강은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산물이다. WHO에 의하면 건강의 결정요인은 ‘개인이나 인구집단

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WHO, 1998).

1980년 영국의 블랙리포트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건강을 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의학적 문제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시

킨 것이다.

건강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로 사회계층간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며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

경제적 지표들이 조기사망, 질병의 유병률 간에 뚜렷한 상관이 있다는 주장이다(House, 2002; Lantz et al,

1998; 이광옥외, 2001; 김혜련, 2005; 김진영, 2007, 김혜진 2009). 두 번째 인구학적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로 연령이나 성별이 가지는 특징이 생물학적, 유전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원인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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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House et al, 1994; 김진영, 2007; 김혜련 외,

2004; 강혜원 외, 2007). 세 번째로 흡연, 음주, 음식, 운동 등 개인의 건강행위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로 이

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행위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윤태호,

2000; 김승곤, 2005; 유소이, 2006; 김혜련, 2007).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사회구조적 접근을 한 연구들은 지역

(국가)을 단위로 하여 소득분배, 불평등지수 등과 같은 거시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한다. 이는 거시적 차원

의 건강수준을 분석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는 건강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

다. 둘째, 주로 사회적 지지체계, 소득, 취업상태, 교육수준, 건강행태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접근과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라론드 보고서(Lalonde Report, 1974)에서는 건강의 결정요인으로 유전요인, 환경요인, 생활습관, 보건의

료체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Evans and Stoddart(1990)은 사회적, 유전적, 물리적 환경이 건강, 질병 및 사

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WHO 유럽도 European Health Report 2002(WHO Europe, 2002)에서

건강결정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생활행태 요인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공기오염, 식품안

전, 수질, 주거, 작업장, 교통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건강의 결정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영미국가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분야에서 어떠한 사회적 기제가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는가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학과 더불어 역학, 주거학, 도시개발학 등의 영역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활용을 통해 ‘주거’가 개인 또는 가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Wilner et al., 1962). 1961년 WHO는 주거위생위원회 제1회 보고서를 통해 환경

위생에서 건강의 표준으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을 지적하면서 건강결정요인으로 주거환경이 강

조되기 시작되었다. 한편 Dunn(2002, 2003)은 주거를 건강 불평등을 생산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

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하나로서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종합하면 주거환경은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거주자의 신체적 건강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물리적 환경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다(Dunn, 2003; WHO, 1961; Fuller et al., 1993; Booth et al., 1980). 최근 국내에서는 건강결

정요인으로 주거를 포함시킨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이광옥·윤희상, 2001; 박은옥, 2008, 김민희,

2009). 그러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 중 하나로 주택소유 형태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주거빈곤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주거환경이 사회경제적 측면과 보건적 측면에서 어떻게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Lawrence(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와 건강

연구를 위해서 여러 학문 간의 연계가 요구된다는 점과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에 관한 적절

한 미시적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구단위 패널로서 전국을 대표하고, 큰 표본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

거환경이 건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해 갖춰야 할 주거환경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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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검토 및 선행연구

1. 주거와 건강

주거는 건강에 직 간접적,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주거의 물리적 환경은 신체적 건강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주거는 개인과 공동체에서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는 요소로서 건강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Shaw(2004)에 따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주거의 물리적 요인과 사회적 의미가 건강

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주거의 물리적 환경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한편 주거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림 1〕 주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 방법(Shaw, 2004)

이와 같이 주거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주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주거의 환경, 즉 주거의 물리적 특성

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지위로서 주거가 건강수준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1)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건강

의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과 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해왔다. 공기, 물, 빛, 소리와 같은 물

리적 환경과 식생활, 주택, 위생시설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환경보건차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 것이다. 특히 주거는 생활환경을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인 것이다.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1844년 영국 노동자계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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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엥겔스의 묘사에서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노동자계급의 건강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자. 도시의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집들의 상태가 노

동자계급의 여타 생활조건과 함께 수많은 질병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된다. 런던의 오염된

대기, 특히 노동자 거주지역의 오염된 나쁜 공기가 폐병을 일으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지나가는 사람들

의 불그레한 얼굴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Engels. F. 1845).

건강과 관련한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는 주거 면적과 구조, 성능, 기능 등과 같은 물리적 특징을 중심으

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열악한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봉애(2003)는 열 환경, 공기환경, 소음, 빛 환경과 같은 주거환경이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opton and Hunt(1996)의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습기 곰팡이와 난방이 아

동의 건강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아동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최승철

(2007)의 연구에서는 습기, 소음, 환기, 먼지 등의 주거환경이 거주층, 소유형태,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런 요인들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거의 물리적 환경 중에서 주거 과밀 또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주

거과밀(household crowding)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주거과밀은

질병의 전염을 확산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것은 의학계에서 일반화된 견해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한편 주거과밀로 인한 사적공간에 부족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Cassel(1979)은 도시환경 특히 주거의 질과 건강수준 간에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전염병이 과밀에 의해 더욱 빨리 확산된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는 이론임을 지적하였다. Fuller et al.(1993)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과밀은 나쁜 건강을 초

래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주거 질의 지표와 주거과밀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만족도와 사생활보장의 부족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건강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주택환경과 주거과밀과 같은 주거의 물리적 특성은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주거의 경제적 특성과 건강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은 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등의 지표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 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메커니즘

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

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거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계층 간의 불평등은 직업, 교육정도 및 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볼 때 계층의 차이는 소비의 측면에서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소유여부 및 주택

의 규모, 주거지 등은 계층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천현숙,1997). 따라서

주택의 소유와 주거지의 분화를 통한 계층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주거의 형태나 소유여부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박소진 등

(2009)는 주거를 통한 사회적 과시의 한국적 특징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부의 외형적 표시이자 상품으



- 181 -

로서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주택소유가 사회적 지위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ollack(2004)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거가 사망률, 관상동맥 질환, 주관적 건강, 정

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수준 분석을 통해 주택의 자가소유가 사회경제적 특성, 물리적

특성, 지역사회특성을 통해 어떻게 통제 또는 매개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한 결과 교육과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자가 소유가 건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에 대한 개보

수 욕구, 공기와 소음, 이웃과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Dunn(2002,2003)은 건

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으로서 주거와 건강불평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요

인으로 주거특성을 포함시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광옥 등(2001)은 자기 건강평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거형태, 교육수준, 스스로 평가한 계층의식, 소득, 소득만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형태가 좋을수록 자가 건강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자가 주택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고령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주택의 소유에 대한 문항에서 무주

택자가 스스로 평가한 계층의식에 있어 하류층으로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자가 주택의

여부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은옥(2008)의 연구에

서는 지역사회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주택영역의 지수로 단독주택비율, 아파트

비율, 자가소유비율, 전세 비율 등을 개별지표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 환경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주택 유형은 지역개발 정도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로 볼

수 있고, 환경 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는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연관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주거 점유형태와 주택가격을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자가 소유가

임차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편으로 자가 소유여부는 곧 사회적 신분과 지위,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기 지표이기 때문이다(하성규, 1999). 또한 자기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지역사회 참여가 높고,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가의 소유여부나 주택가격과 같은 주거의 경제적 특성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될 수 있다.

2.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과거에는 의료부문이 건강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의료

(non-medical)부분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Health Canada,

1999). 비의료 부문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최종적인 건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그

경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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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연령과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은 건강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고려되어 온 요인들이다.

생물학적인 취약성은 성인기 이후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대되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연령에 따른 건강의 악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취약성의 증대 뿐 아

니라 퇴직, 주변인의 사망 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의 잦은 노출이나 위험요인에의 누적적 차이의 발현

등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김혜진 외, 2009). 이와 같은 주장들은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 많은 연구들

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빠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문상식, 2001; 박경규 외,

2003; 김종성, 2008). 김진영(2007)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동,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위험요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증대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강도도 더 강화된다고 한

다. 성별은 생물학적인 차이와 사회적 역할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건강수준을 초래할 수 있다. 성별에 따

른 건강상태는 다른 요인들과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건강 평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문상식, 2001; 박경규 외; 2003; 윤강재, 2006). 이와 같

이 연령과 성별은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건강불평등은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Black, Smith, Townsend, Whitehead, 1998). 한편 건강한 사람이 보다 나

은 사회경제적 관련 요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건강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선택론적 관점(Natural/Social selection)들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 추적조사한 연구들에서 건강수준과 사

회경제적 불평등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선택’보다는 간접적인 매개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건강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경제적 집단들의 건강문제는 계층

별로 분포된 특정한 건강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김혜련 외, 2004).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에는 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 물질적 부를 나타내는 측정치와 직업에서의 서열, 교육 수준에 따른 서

열과 같이 사회적 위치를 바탕으로 한 측정치가 있을 수 있다(Krieger, 200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인으로 직업, 소득,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Yoon et al., 1996).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소득과 교육이 가장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은 의료서비스 이용, 영양상

태, 주거환경, 교육,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수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Lynch,

2000). 교육은 건강행위나 태도,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소득수준은 사망수준을 보다 잘 예측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ntz et al., 1998; Stronks et al., 1997). 다수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상식, 2001; 김혜련 외, 2004; 이미숙 2005; 김

혜진, 2009).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나 교육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건강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선택관점은 단순한 건강여부만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명확하기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건강 자체에의 선택에서 머

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여부가 결정되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바뀐다는 간

접적인 선택관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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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의 표본규모는 7,072가구로 국내 가구단

위 패널로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다. 표본수가 많아지면 통계학적으로

표준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 세부단위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

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패널조사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

고 있다(김미곤, 2008).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교육,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에서는 조사되지 못했던 주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여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우울감에 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건강수준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객

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이 있다. 건강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 또는

질병에 관한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있다(김혜련 외, 2004; 이미숙, 2005; 김진영, 2007). 사망률과 질

병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척도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상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각종 질병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객관적

인 자료 획득의 어려움 때문에 주관적인 건강평가(self-assesment health status)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늘

어나는데 이런 척도는 건강평가에 대한 기준 부족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광옥 외,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평가에 의

한 주관적인 건강평가가 건강불평등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유용성도 인정받고

있다(Kennedy, Kawachi, Glass, Prothrow-smith, 1998; 김종성, 2008). 이는 현재 자기 건강평가에 의한 건

강 평가가 미래에 있어서 사망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Power, Mattews,

Manor, 1996).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만성질환 경향이 있고,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병원 방문이나 입원을 많이 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주관적 건강인식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Kaplan, Camacho, 1983; Ferraro et al., 1997; Menee, Chipperfield,

2001).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에 따른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객관적 건강정

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 유병여부’, 그리고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우울감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상태를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의 5점 척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

다‘를 ’주관적 건강인식상태‘로 하였고,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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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건강 인식상태‘로 이분화 하였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를 ’건강‘에 포함시킬지, ’불건강‘에 포함

시킬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데, 각 응답항목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건강한 편‘이

38.34%로 가장 많고, Makdad, Ford, Bowman(2001)의 연구에도 ’보통‘을 불건강'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

을 참고하여 ’보통이다‘로 응답한 것을 ’불건강‘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는 32가지 질환을 만성질환에 포함시키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만성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비해당‘,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3~6개월 투병, 투약‘, ’6개월 이상 투병, 투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국

립보건통계센터(NCHS)은 만성질환의 이환기간에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만성적

상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대한예방의학회,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해당

‘과 ’3개월 미만 투병, 투약‘으로 응답한 경우를 ’만성질환 없음‘으로 하고, ’3개월 이상 투병, 투약‘을 ’만성

질환 있음‘으로 이분화 하여 분석한다. 우울감 여부는 <CESD-11우울척도>를 활용하여 11개 문항에 대하

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에서 제시한 대로 11개 응답을 합산한 것이 16점이 넘

으면 ’우울감 있음‘으로 하고, 그 이하는 ’우울감 없음‘으로 이분화 하여 분석한다.

2) 주거환경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거과밀도’와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을 변수로 활용한다.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거과밀(household crowding)은 ‘방 1개당 사람 수(persons per

room)’로 측정된다. 즉 방 1개당 거주인원이 많을수록 불건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별

방 개수 대비 가구원수로 주거 과밀도를 산출한 후에 ‘방 1개당 1명 이하 거주’하는 경우, ‘1명 초과~2명

이하 거주’하는 경우, ‘2명 초과 거주’하는 경우로 범주화 하여 구분하고, 기준범주는 ‘1명 이하 거주’로 한

다.

한국복지패널에는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에 대해 4가지 문항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 중 이론 검토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한 주택설비 유무’와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여부’를 채택한다.

‘적절한 주택설비 유무’는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에 대해 ‘예, 아니요’로 측

정되었으며, 기준범주는 ‘예’로 응답한 것으로 한다.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여부’는 ‘소음 진동 악취 및 대

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에 대해 ‘예, 아니요’로 측정되었으며, 기준범주는 ‘아니

요’로 응답한 것으로 한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주거의 점유형태’와 ‘주택가격’을 변수로 활용한다. 한국복지패널에는 ‘주거

의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주거의 점유형

태는 거주 안정성의 맥락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증부 월세와 월세(사글세)를 거주안정성 측면에서 동일하

게 취급하여 ‘자가’, ‘전세’, 월세’로 범주화하여 구분한다. 기준범주는 ‘자가’로 한다. ‘주택가격’은 조사 전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을 측정한 것으로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

세금,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주택가격의 분포 등을 고려하

여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3억 원 이

하’, ‘3억 원 초과’로 범주화하여 구분한다. 기준범주는 ‘3천만 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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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과밀도  주택설비유무  주택환경불만여부  주거점유형태

 주택가격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과 ‘성별’,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활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은 ‘19세 이상~64세 이하‘, ’65

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기준범주는 ’64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연령을 두 구간으로 단순하게 나눈 이유는

생애주기관점에서 노인은 건강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

로 구분하고, 기준범주는 ’남성‘으로 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소득수준’은 경상소득*에 로그 값을 취하여 연속변수로 한다. ‘교

육수준’은 기존 9단계로 구분된 것을 최종학력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

업 이상(전문대학 졸업 포함)’으로 재분류하고, 기준범주는 '대학교 졸업 이상‘로 한다.

3. 분석방법

건강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특성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분석을 실

시한다. 다음으로 주거의 물리적 특성,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측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여부’, ‘우울감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모델로 로지스틱 회귀계수와 표준오

차, 승산비(odds ratio)를 분석한다.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모델Ⅰ),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건

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모델Ⅱ). 마지막으로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모든 변수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모델Ⅲ). 이를 통해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각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건강수준

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 소득은 단지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파악하기 때문에 경상소득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에서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한국복지패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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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주관적 인식상태에서 건강 인식상태는 44.39%을

차지했고 세부문항의 경우 ‘아주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는 각각 6.05%(N=727)와 38.34%(N=4,605)였

다. 불건강 인식상태는 55.61%를 차지했고 세부문항의 경우 ‘보통이다’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각각 26.15%(N=3,141), 21.38%(N=2,568), 8.08%(N=970)였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만성질환 없음의 비율은 55.53%를 차지했고 세부문항의

경우 ‘비해당’과 ‘3개월 미만 투병 투약’은 각각 50.64%(N=6,593)과 4.89%(N=636)으로 나타났고, 만성질환

있음의 비율은 44.47%를 차지했고 세부문항의 경우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과 ‘6개월 이상 투병 투약’은

각각 1.60%(N=208)과 42.85%(N=5,579)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우울감 여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우울감 없음’이 85.74%(N=11,163), ‘우울감 있음’이 14.26%(N=1,856)으로 나타나서 ‘우울감 없음’이 ‘있음’

에 비해 많았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주거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주거과밀도의 경우 ‘1명

이하’, ‘1명 초과~2명 이하’, 그리고 ‘2명 초과’는 각각 2.50%(N=325), 43.06%(N=5,606), 54.44%(N=7088)으

로 나타나서 ‘2명 초과’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의 물리적 특성에 속하는 또 다른 하

위변수인 주택설비 유무에 ‘있음’과 ‘없음’이 각각 83.07%(N=10,815)와 16.93%(N=2,204)로 나타나서 주택설

비있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환경 불만여부에서 ‘없음’과 ‘있음’이 각각

87.96%(N=11,452)와 12.04%(N=1,567)로 나타나 ‘불만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다른 독립변수

인 주거의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주거의 점유형태에서 ‘자가’, ‘전세’, ‘월세’에 대한 각각의 기술분석 결

과는 59.67%(N=7,768), 15.45%(N=2,011), 24.89%(N=3,240)으로 나타나 ‘자가’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주거의 경제적 특성에 속하는 두 번째 하위변수로 주택가격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3,000만 원 이

하’,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가 각각18.40%(N=2,396), 21.12%(N=2,749), 20.38%(N=2,653), 11.87%(N=1,545), 28.24%(N=3,676)로

나타나서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의 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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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구성 N %

종속변수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인식상태

아주 건강하다 727

9,878

6.05

건강한 편이다 4605 38.34

불건강

인식상태

보통이다 3141 26.15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568 21.38

건강이 아주 안좋다 970 8.08

만성질환

유병여부

만성질환

없음

비해당 6593

13,019

50.64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636 4.89

만성질환

있음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208 1.60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5579 42.85

우울감

여부

우울감 없음 응답총계 0~16점 11,163
13,019

85.74

우울감 있음 응답총계 17~33점 1,856 14.26

독립변수

주거의

물리적

특성

주거

과밀도

방 1개당

거주인원

1명 이하 325

13,019

2.50

1명 초과~2명 이하 5,606 43.06

2명 초과 7,088 54.44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주택설비

유무

있음 10,815
13,019

83.07

없음 2,204 16.93

주택환경

불만여부

없음 11,452
13,019

87.96

있음 1,567 12.04

주거의

경제적

특성

주거의

점유형태

자가 7,768

13,019

59.67

전세 2,011 15.45

월세 3,240 24.89

주택

가격

3,000만 원 이하(기준범주) 2,396

13,019

18.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749 21.12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653 20.38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1,545 11.87

3억 원 초과 3,676 28.24

통제변수

인구학적

특성

연령
19세 이상~64세 이하 8,933

13,019
68.62

65세 이상 4,086 31.38

성별
남자 5,964

13,019
45.81

여자 7,055 54.19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이상 3,558

13,019

27.33

고등학교 졸업 4,025 30.92

중학교 졸업 이하 5,436 41.75

로그경상

소득

N 평균 표준편차

13,019 7.38 .722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은 ‘1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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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64세 이하’와 ‘64세 이상’은 각각 68.62%(N=8,933)와 31.38%(N=4.086)로 나타나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45.81%(N=5,964), ‘여자’가 54.19%(N=7,055)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의 비율이 각각

27.33%(N=3,559), 30.92%(N=4,025), 41.75%(N=5,436)였다. 마지막으로 로그 경상소득의 경우 평균이 7.38

(표준편차=.722)였다.

2. 주거환경이 주관적 불건강 인식상태에 미치는 영향

성별, 교육수준, 연령구간, 로그경상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인식상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Ⅰ]의 결과에 따르면 주거과밀도, 주택설비,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 모두 불

건강 인식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거과밀도가 주관적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과밀도가

1명일 때에 비해 주거과밀도가 2명을 초과하였을 때 불건강 인식상태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둘째, ‘적

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와 같은 적절한 주택설비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주관적 불건강

인식상태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경우

에 비해 있는 경우가 불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 교육수준, 연령구간, 로그경상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인식상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Ⅱ]의 결과에 따르면 점유형태와 주택가격 모두 주관적 건강인식상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주거

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비해 월세인 경우 불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주택가격이 ‘3천

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불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주택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인 경우

불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1

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인 경우 불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불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낮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주거의 경제적 특성 모두를 투입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Ⅲ]의 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특성인 주거과밀도와 주택설비, 그리고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과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점유형태와 주택가격 모두 불건강 인식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선, 주거과밀도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을 초과할 경우 불

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택설비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불건강

인식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경우보다 있을 때 불건강 인식 확률이 높

았다. 또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일 때보다 월세일 때 불건강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거주하는 주택가격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 때 불건강 인

식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종합해보면,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 주관적 불건강 인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Ⅰ] 및 [모델

Ⅲ] 모두에서 주거과밀도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스스로 불건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

며, 주택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와 주택환경에 불만이 있는 경우 스스로 불건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유



- 189 -

변수

종속변수(불건강 인식상태)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독

립

변

수

주

거

의

물

리

적

특

성

주거과밀도(1명)

1명 초과~2명 이하

2명 초과

.131

.429

.167

.166

1.07

1.42**

.130

.430

.167

.166

1.14

1.54**

주택설비(있음)

없음 .185 .073 1.25** .184 .073 1.29**

주택환경 불만(없음)

있음 .252 .084 1.31*** .252 .084 1.20**

주

거

의

경

제

적

특

성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000

.192

.077

.095

.999

1.21**

-.025

.197

.078

.073

.975

1.22**

주택가격(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164

-.297

-.223

-.088

.076

.089

.064

.067

.861**

.739***

.763**

.859

-.132

-.274

-.197

-.899

.087

.079

.084

.077

.876

.760***

.820**

.920**

통제

변수

성별(남성)

여성
.372 .051 1.45*** .362 .072 1.43*** .508 .051 1.46***

교육수준(대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422 .073 1.53*** .399 .111 1.49*** .413 .076 1.51***

1.42 .309 4.08*** 1.41 .313 4.08*** 1.39 .063 4.03***

연령구간(64세 이하)

65세 이상
.922 .157 2.51*** .989 .167 2.68*** .940 .155 2.60***

로그 경상소득 -.426 .022 .653*** -.406 .023 .666*** -.360 .035 .697***

Constant 1.23*** .024 1.33*** .310 .729*** .356

Chi-square 2,987.77(9)*** 2,972.43(11)*** 3,026.64 (15)***

N 9,863

-2Log Likelihood 4937.03 4944.70 4917.60

Pseudo R-square .23 .23 .24

<표 2> 주거환경이 주관적 불건강 인식상태에 미치는 영향

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불건강 인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Ⅱ] 및 [모델Ⅲ] 모두

에서 자가에 비해 월세 거주자가 스스로 불건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거주하는 주택가

격이 높을수록 거주자 스스로 불건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적으로 주거과밀도가 높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확률이 높으

며 방음 환기 난방설비와 같은 주택설비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거나,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해 주

택환경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이런 주거의 물리적 특성은 거주자의 불

건강 인식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 점유형태가 월세인 사람은 자가에 사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스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며,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낮을수록 건강

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주거의 경제적 특성은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1: ( ) 각 변수의 기준집단,

p<0.1:

 
p<.05:


p<.001

주2: 모수추정 횡단면 가중치(p04_wgc)로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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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환경이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

성별, 교육수준, 연령구간, 로그경상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Ⅰ]의 결과에 따르면 주거과밀도와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이 만성질환 유병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거과밀도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주거과밀도가 1명일 때에 비해 2명을

초과하였을 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둘째,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 교육수준, 연령구간, 로그경상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이 만성질환 유병여부를

분석한 [모델Ⅱ]의 결과는 점유형태와 주택가격 모두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첫째,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비해 월세인 경우 만성질환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둘째, 거주하는 주택가격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3천만 원 초과~5

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만성질환을 보유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주거의 경제적 특성을 모두 투입하여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모델Ⅲ]의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인 주거과밀도, 주택환경에 대한 불만과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점유형태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주거과밀도가 1명인 경

우에 비해 2명을 초과할 경우 만성질환을 가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택환경에 대

한 불만이 없는 경우보다 있을 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거 점

유형태에 있어서 자가일 때보다 월세일 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정리해보면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모델Ⅰ] 및 [모델Ⅲ] 모두에

서 주거과밀도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와 주택환경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이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모델Ⅱ] 및 [모델Ⅲ] 모두에서 자가

에 비해 월세 거주자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주거과밀도가 높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며, 거주

하는 주택 환경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주거의 물리적 특성은 거

주자의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 점유형태가 월세인 사람은

자가에 사는 사람에 비해 만성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은 거주자의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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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 속 변 수(유병)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독

립

변

수

주

거

의

물

리

적

특

성

주거과밀도(1명)

1명 초과~2명 이하

2명 초과

.094

.531

.139

.139

1.10

1.70***

.108

.545

.139

.139

1.11

1.72***

주택설비(있음)

없음 .034 .064 1.03 .035 .064 1.04

주택환경 불만(없음)

있음 .151 .073 1.16** .155 .073 1.16**

주

거

의

경

제

적

특

성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098

.048

.059

.067

.907

1.14**

-.102

.073

.066

.064

.903

1.11**

주택가격(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137

-.004

.023

.035

.068

.069

.073

.070

.872*

.996

1.023

1.035

-.125

-.001

-.022

-.013

.078

.070

.072

.068

.882

.998

.102

.101

통제

변수

성별(남성)

여성 .096 .044 1.10** .086 .044 1.09** .095 .044 1.10**

교육수준(대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445

1.31

.058

.061

1.56***

3.72***

.418

1.35

.057

.062

1.52***

3.86***

.445

1.31

.091

.232

1.56***

3.72***

연령구간(64세 이하)

65세 이상 1.61 .055 5.02*** 1.73 .054 5.64*** 1.61 .282 5.01***

로그 경상소득 -.268 .034 .765*** -.297 .046 .743*** -.262 .028 .769***

Constant 1.39*** .299 .683*** .280 0.97*** .230

Chi-square 4,505.91(9) *** 4,420.80(11)*** 4,518.35(15)***

N 12,999

-2Log Likelihood 6,672.71 6,715.27 6,666.50

Pseudo R-square .252 .247 .253

<표 3> 주거환경이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

주1: ( ) 각 변수의 기준집단,

p<0.1:

 
p<.05:


p<.001

주2: 모수추정 횡단면 가중치(p04_wgc)로 가중함

4. 주거환경이 우울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

성별, 교육수준, 연령구간, 로그 경상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이 우울감 여부를 분석

한 [모델Ⅱ]의 결과에 따르면 점유형태만이 우울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비해 월세인 경우가 우

울감을 가질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주거의 경제적 특성을 모두 투입하여 우울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Ⅲ]의 결과에 따르면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점유형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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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 속 변 수(있음)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독

립

변

수

주

거

의

물

리

적

특

성

주거과밀도(1명)

1명 초과~2명 이하

2명 초과

.509

-.623

.606

.596

1.66

.536

1.10

-.658

.200

.600

1.56

.517

주택설비(있음)

없음 -.106 .281 .880 -.005 .280 .995

주택환경 불만(없음)

있음 .128 .336 1.11 .246 .336 1.27

주

거

의

경

제

적

특

성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1.04

-.621

.221

.293

.353***

.537**

-1.00

-.623

.223

.297

.372 ***

.536**

주택가격(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347

-.399

.049

.059

.327

.297

.338

.320

.707

.671

1.05

1.06

-.392

-.358

.094

.155

.330

.302

.341

.321

.676

.699

1.11

1.16

통제

변수

성별(남성)

여성 .340 1.40* .398 .184 1.49** .381 .185 1.46**.184

교육수준(대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858

1.82

.215

.363

2.35**

6.18***

.851

1.52

.216

.369

2.34***

4.58***

.814

1.69

.217

.369

2.25**

5.43***

연령구간(64세 이하)

65세 이상 2.01 .536 7.48*** 1.45 .546 4.26** 1.82 .544 6.22***

로그 경상소득 -.323 .148 .724** -.434 .161 .648** -.367 .155 .693**

Constant 6.09 1.29 7.43 1.28 8.67 1.30

Chi-square 169.23*** 166.66*** 201.59***

N 11,919

-2Log Likelihood 618.50 619.78 602.32

Pseudo R-square .120 .118 .143

<표 4> 주거환경이 우울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

가일 때보다 월세일 때 우울감을 가질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종합해보면 주거의 경제적 특성이 우울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모델Ⅱ] 및 [모델Ⅲ] 모두에서 주거

점유형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가에 비해 월세 거주자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

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주거의 물리적 특성인 주거과밀도가 높은 거주환경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

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 중 점유형태에서 자가 거주자보다

월세거주자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주1: ( ) 각 변수의 기준집단,

p<0.1:

 
p<.05:


p<.001

주2: 모수추정 횡단면 가중치(p04_wgc)로 가중함



- 193 -

Ⅴ. 결론 및 함의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의 물리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이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 만성질환 유병여부, 우울감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

은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감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 중 주택 점유형태는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와 만성질

환 유병여부, 우울감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유주택 가격은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와 만성질환 유병여

부, 우울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는 각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관적 건강평가와 객관적 건강정보를 개

인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고려했을 때,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모두 건강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주거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할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이 과밀하거나 방음 환기 채광 난방시설과 같은 적절한 주택설비

를 갖추지 못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으로 생활하기에 적절하기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거과밀이 신체적·정신적 두 가지 경

로를 통해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과밀이 정신적 건강인 우울

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파악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거의 경제특성에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의 자가 주택소유는 모든 건강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론 검토에서 살펴본 대로 거주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사회 참여가 높고,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나 심리

적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주거는 개인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환경요소로서, 물리적 조건들

로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주거 점유형태와 주택가격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개인

의 건강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공중보건 분야에서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는 꾸준히 해왔으

나 주로 실내환경 관리 및 전염병 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와 성능과 같은 주

택의 물리적 조건들이 개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는 개인 가구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국복지패널에는 주택의 구조, 성능, 면적이나

주거의 점유형태, 시설형태 등 주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어 주거의 다양한 특성들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다양한 영향력들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주거환

경과 같은 환경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에 얼마큼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복지패널이 4차년도 까지 구축되어 있어 연구기간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장기간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후속 연구주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으

로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시설기준과 성능·구조·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건강을 유

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책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주거의 시설이나 구조·성능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현재의 건강수준

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의 조건들을 ‘최저주거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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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의 주거 및 소득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The Dynamic analysis of Housing and Income Poverty of Disability Households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지혜(성균관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가구들에 대한 주거 및 소득빈곤 실태를 정태적 및 동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의 경우 장애인가구들이 비장애인가구들에 비해 약 1.16배(2005년)에서

1.73배(2008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동태적인 변화에서도 장애인가구들이 지속빈곤에 놓인 경우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6%p 높게

분석되었다.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빈곤에서는 RIR을 이용한 분석에서 장애인가구는 두가구 한 가

구가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었으며, 소득빈곤선을 함께 적용한 경우에도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 및 소

득빈곤에 처한 경우가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소득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볼 경우 주

거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빈곤에서 지속빈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장애인가구들의 경우 한 번 주거 및 소득빈곤에 빠질 경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Ⅰ. 들어가며

장애인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차이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변용찬 외, 2006; 윤상용 외, 2008). 소득이 낮은 상태

에서 장애로 인한 의료비, 추가적 교통비의 지출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다(이선우, 2009). 특히 주거상황과 주거내 시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주택내 이동이나

공간이 편리화 될 필요가 있지만(Oldman & Beresford, 2000), 소득과 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 정부의 장애인들을 위한 주요정책들은

소득보장(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제도 등)과 재활 및 치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실정이다.

연구자들의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도 주로 소득과 치료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주거상황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남상오, 2007; 천현숙, 2007; 김태

완 박지혜, 2008; 현명이, 2010). 장애인들의 주거 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 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가 1.97%로 장애인고용의무 3%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이 2.11%, 민간기업은 1.84%수준으로 공공기관은 2%를 넘기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아직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변경이 되어, 민간 기업은 기존 2%에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

정이 되도록 하여, 10년부터 11년까지는 2.3% 12년부터 13년까지는 2.5% 14년부터는 2.7%로 변경이 되었다. 공기업, 준정부기

관은 2%에서 3%로 상향하도록 하였다(노동부 보도자료,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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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내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는 주택시설 및 공간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김한양,

2000;안길원 조병수, 2004;이현희, 2007), 둘째는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주거빈곤 상태가 비장애

인에 비해 어느 수준이고,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태완 외, 2008; 현

명이, 2010).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방식은 두 번째로 장애인들의 주거빈곤상태와 소득과 대비하여 비장애인

에 비해 장애인의 빈곤상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들

의 소득과 주거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정책의 필요하

다는 당위성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4

차까지 구축됨으로써 소득과 주거상태 변화에 따른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고찰

주거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주거비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과 최저주거기준을 활용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미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주거빈곤을 분석시 위의 두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주거

빈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김경휘, 2009; 김선미 최옥금, 2009; 현명이, 2010 등). 먼저 주거비 지불능력

이란 주택을 소유 혹은 임차한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대비하여 주택가격이나 임차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

고, 일정한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진미윤, 1998; 김혜승, 2004).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주거비 지불능력이란 용어는 주택취득 지불능력, 부담능력, 취득가능성의 용어로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또는 개인 혹은 가구들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기준(빈곤선, 최저주거기준 등)에 미달되지 않은 주택

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주거비지불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임대료대비 월소득(Rent-to-Income Ratio(RIR), 이하 RIR 사용)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RIR은 매월 부담 가능한 임대료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득에

서 월임대료의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RIR이 20～30% 이상인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가구라 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이미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법적사항이 아닌 임의기준에

불과하였다*. 이후 이를 보완하여 2004년 주택법 5조의2 및 시행령 7조에 의해 2004년 6월 건설교통부가

새롭게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다(김혜승, 2007).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첫째는 최저주거면적 및 방의 수, 둘째 주거의 필수적 설비, 셋째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이라 할 수 있다**.

* 정부의 최저주거기준을 장애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애인들의 주거는 비장애인 주거에 비해 주거기준이 엄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문턱이 없어야 하며, 훨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확보,

층계가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이경희, 1998).

** 주거의 필수적인 설비 기준으로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

욕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택구조 성능 및 주거환경적 측면에서는 영구건물로서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확

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설비 구비,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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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최저주거기준에 의한 면적 및 방수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 (3.6평)

2 부부 1 DK 20 (6.1평)

3 부부+자녀1 2 DK 29 (8.8평)

4 부부+자녀2 3 DK 37 (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14.8평)

주: 1)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자료: 건설교통부, 공고 2004-173호.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와 달리 주거빈곤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주거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자료들이 점진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주거빈곤에 대한 연

구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태완 박지혜(2008), 현명이(2010)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분석대상자는 다르지만 근로빈곤층의 주거빈곤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경휘

(2009), 김선미 최옥금(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태완 박지혜의 연구(2008)에서는 장애인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소득빈곤가구들의 규모가 어느 정

도인지 한국복지패널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RIR 20%을 기준으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

인가구에 비해 5～10%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저주거이하, 절대빈곤미만, RIR 30%을 함께 분

석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5～8%p 높고, 특히 중증보다 경증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명이의 연구(2010)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연도 자료를 기초로 장애인의

소득 및 주거빈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중 소득빈곤한 가구의 62.6%가 역시 주거빈

곤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구소득이 낮고 가구원수가 높을수록 주거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이 아닌 근로빈곤층의 주거빈곤을 연구한 연구로는 김경휘 및 김선미 최옥금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김경휘의 연구(2009)에서는 근로빈곤가구들의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

악하고 있다. 분석결과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 가구형태,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

인들이 주거의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근로빈곤가구들을 위해 임대료보

조, 금융기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김선미 최옥금의

연구(2009)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에 관해 분석을 하고 있으며 분석방법으로 주거안정

성을 파악하기 위해 점유유형태의 변화와 주거빈곤은 주거비지불능력으로 RIR 20%, 30%,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의 경우 주거상태가 개선되기 보다는 하향되는(자가보다는 전

세월세로의 이동이 높음)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에서도 이에 미달하

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22.7%에서 40.7%로 증가)으로 분석되었다. 궁극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 점유형태, 가구원수 연령, 교육수준과 더불어 고용형

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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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모형

1. 소득 및 주거빈곤 지수

장애인 주거실태에 대한 파악은 2008년에 사용한 두가지 방법에 더불어 주거 및 소득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해 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빈곤선을 이용하여 소득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며, 두 번째로 주거빈곤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가구들의 주거실태를 분

석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패널조사기간인 4년동안의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주거빈곤의 변화상태를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빈곤의 측정은 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

만)의 소득(혹은 지출)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다. 이를 수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HR ( y, z ) =
q
n

HR은 빈곤율, q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이며,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를 나타내며 y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에

서 매년 9월에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중위

소득의 40%, 50%, 60%를 계산후 동 기준을 빈곤선으로 삼아 빈곤율을 계산하고자 한다. 특히 상대빈곤의

산정시 소득을 균등화할 필요가 있는데, 균등화 방식은 빈곤 및 불평등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OECD수준균등화방식(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을 활용하고자 한다.

주거빈곤의 측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RIR(소득대비 임대료 수준)과 건설교통부 2004년 발표 최

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RIR의 기준으로는 20% 이상과 30% 이상 두가지 기준을 활용

하여 주거비 부담의 과부담 가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경우 2004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택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자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객관적인 지표라는 측면에서 또한 다른 연구

자들에 의해 분석된바가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패널자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빈곤 설정

은 최저주거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준중 가구원수별 방수와 시설(목욕탕, 부엌, 화장실)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최저주거기준을 위해서는 가구원수별 면적, 환경기준 등도 적용할 필요가 있지

만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여기서는 방수와 시설기준만을 이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 빈곤율은 만일 빈곤측정 단위가 가구일 경우 빈곤가구율, 그리고 빈곤측정단위가 개인일 경우 빈곤인구율로 표기하여 측정단위

의 차이에 의한 혼돈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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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기초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2005～2008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전국

조사를 기초로 하여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소득, 지출 및 재산과 추가적인 분석자료(주거상황, 부가조사

등)와 서비스 대상자별(장애인, 노인, 여성가구주 등) 분석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장애인가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택에서 생활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빈곤의 측정기준도 개인보다는 가구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석결과도 개인보다는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를 분석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패널상의 장애인가구(등록장애인 기준)의 규모는 2005년 1,019가구, 2006년 1,066가구, 2007년 1,086가구,

2008년 1,122가구로 분석에 있어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장애인가

구중 중증가구와 경증가구를 살펴보면 2005년 중증 및 경증가구는 각각 327가구, 692가구로 분석되었다.

2006년 315가구와 751가구, 2007년 315가구, 771가구, 2008년 304가구, 818가구로 나타났다. 실제 분석에서

는 종단분석이 가능하기 위해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2008년기준) 장애인 및 비장애인가구에 모

수추정가중치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주거실태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주택유형(아

파트, 단독 등),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만이 아닌 주거환경적인 측면도 조사에 모두 포함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표 2〉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 구성

구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전체
중증

1
경증 전체

2005 327 692 1,019 6,048 7,067

2006 315 751 1,066 5,425 6,491

2007 315 771 1,086 5,228 6,314

2008 304 818 1,122 5,085 6,207

주: 1) 다음의 모든 분석에서 중증장애인은 등록장애인중 장애등급이 1, 2등급을 기준으로 함.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

분담금을 제외함으로써 가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또한 실제 생

활에 가장 근접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였다. 임대료의 산정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을 월로 환산하여* 산정한 후 월세가구의 경우에는 월세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소득 및 주거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는 패널자료를 횡단면으로 연결한 후 이를 매년 소득 빈곤 및 주거빈

곤 상태를 계산하였다. 총 분석기간인 4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빈곤상태가 3년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소

득 및 주거빈곤 상태인 경우에는 지속적 빈곤, 3년 미만의 빈곤상태로 연속적이지 않지만 계속하여 주기

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반복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4년기간중 한 번이라도 빈곤

상태에 놓여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빈곤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국민은행 월별 월세가격동향(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의 매년 말기준으로 2005년 월세이율을 12.2%, 2006년 11.9%, 2007년

11.8%, 2008년 11.6%를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서 월세이율이란 {월세금/(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100으로 계산된다.

** OECD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지표중의 하나로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빈곤한 경우, 3년중 2년, 3년중 1년간

빈곤한 정도를 계산하여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OEC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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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장애인가구 소득빈곤 실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가구들의 주거 및 소득빈곤실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빈곤수준과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난 4년간(2005～2008년)의 빈곤변화를 보면 최저생계비기준의 경우 비장애인가구는 2005년 19.9%에서

2008년에는 8.3%까지 약 11.6%p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2005년 23.0%

에서 2008년에는 14.4%로 8.6%p 감소하여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감소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간의 빈곤율 차이도 2005년 1.16배에서 2008년 1.73배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

나 동기간 장애인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가구

를 중증 및 경증장애인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증가구에 비해 경증의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 빈곤수준

(단위: %)

구 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소득 40%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60% 미만

2005

비장애인가구 19.9 20.0 24.9 29.2

장애인가구 23.0 20.6 32.6 41.8

중 증 22.7 21.3 33.9 45.2

경 증 23.2 20.3 32.0 40.2

2006

비장애인가구 16.6 18.4 23.7 28.1

장애인가구 18.4 20.5 31.8 41.9

중 증 20.3 21.4 34.7 45.2

경 증 17.5 20.1 30.4 40.4

2007

비장애인가구 12.2 15.6 20.6 25.7

장애인가구 16.0 19.4 31.7 40.6

중 증 13.8 18.0 33.9 46.4

경 증 17.0 20.0 30.7 38.1

2008

비장애인가구 8.3 12.4 17.8 22.9

장애인가구 14.4 19.6 30.2 39.7

중 증 14.0 18.9 29.3 45.7

경 증 14.5 19.9 30.6 3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40% 미만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 분석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간 빈곤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수준이 50%, 60%로 올라

갈수록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간의 빈곤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장애인가구

에 비해 장애인가구들의 소득수준이 낮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증

가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증장애인가구와 경증

장애인가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빈곤선이 낮은 상태에서는 중증 및 경증장애인가구간의 빈곤차이

* 장애인들의 5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1～2분위에 포함된 장애인의 규모는 2005년 63.5%, 2008년 64.2%로 분석되었다. 즉 비장애

인들에 비해 하위분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태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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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지 않지만, 빈곤선이 증가할수록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경증장애인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지난 4년간의 빈곤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기준으로 지속적

빈곤상태에 놓인 경우는 비장애인가구는 6.7%, 장애인가구는 9.3%로 장애인가구가 2.6%p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경증 및 중증장애인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경증장애인가구의 지속적 빈곤상태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반복빈곤과 일시빈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

구의 빈곤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빈곤선을 높여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비

장애인가구의 지속적 빈곤율이 14.2%인 것에 비해 장애인가구는 22.5%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

구가 지속적 빈곤상태에 높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복 및 일시빈곤의 경

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 및 경증가구를 구분하여 보면 중증장애인가구의 반복 및 일시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 빈곤동태변화

(단위: %)

구 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중 증 경 증

최저생계비기준

지속빈곤 9.3 8.5 9.7 6.7

반복빈곤 11.6 10.8 12.0 9.8

일시빈곤 18.0 20.5 17.0 13.0

비 빈 곤 61.0 60.3 61.3 70.6

중위소득 50%

기준

지속빈곤 22.5 22.1 22.6 14.2

반복빈곤 13.7 15.6 12.9 10.3

일시빈곤 15.1 17.5 14.2 12.2

비 빈 곤 48.8 44.8 50.4 6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2. 주거빈곤선을 활용한 장애인가구 주거빈곤

장애인가구들에 대한 주거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주거빈곤선으로 RIR(소득대비 임대료수준)과 최저주거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RIR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인의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RIR이 20% 혹은 30%가 넘어가는 가구들을 주거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있다(Newman & Struyk,

1983).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RIR을 이용한 주거빈곤상태를 살펴보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주거

빈곤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IR 20%를 기준으로 2005년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상태가

29.7%인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43.5%로 장애인가구로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두가구중 한가

구가 주거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인가구들의 주거빈곤상태

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2008년에 악화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간의 주거빈곤 차이도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RIR 30%를 기준으로 한 경

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후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위소득 40%수준은 최저생계비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따라서

빈곤선 상향조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에서도 비교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위소득 50%를 사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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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중증 및 경증장애인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2006년에는 경증장애인가구들

이 중증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빈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7년이후에는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

빈곤상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빈곤과 소득빈곤을 함께 살펴볼 경우, 먼저 RIR기준과 최저생계비기준을 활용시 RIR 20% 이상인

가구중에서 최저생계비 미만인 비장애인가구의 비율은 2005년 30.0%인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56.5%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6.5%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주거에 대한 부

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 비율은 비장애인가구는 2006년에 다소 감소, 장애인가

구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동 비율인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RIR을 이용한 주거빈곤(임차가구)

(단위: %)

구분
RIR만 사용 RIR×최저생계비 미만 RIR×중위 50% 미만

RIR 20% RIR 30% RIR 20% RIR 30% RIR 20% RIR 30%

2005

비장애인가구 29.7 14.9 30.0 24.6 33.8 26.7

장애인가구 43.5 26.3 56.5 45.4 53.3 41.2

중증 37.7 25.9 53.2 42.5 47.7 39.6

경증 46.3 26.5 57.7 46.4 55.8 41.9

2006

비장애인가구 25.2 13.3 23.3 18.1 31.3 22.3

장애인가구 38.4 19.6 56.2 45.0 51.8 35.4

중증 35.4 15.0 58.6 52.6 51.7 33.7

경증 39.8 21.6 55.3 42.1 51.9 36.3

2007

비장애인가구 28.0 14.4 34.2 26.7 40.5 28.2

장애인가구 36.0 22.9 41.4 32.0 43.2 29.2

중증 37.4 24.4 52.9 43.7 42.8 32.7

경증 35.3 22.2 38.6 29.2 43.4 27.8

2008

비장애인가구 32.1 17.2 59.3 48.7 55.9 42.4

장애인가구 35.7 19.6 52.1 36.4 46.9 31.5

중증 44.9 20.5 74.5 63.7 57.2 39.4

경증 32.0 19.3 45.4 28.3 43.5 2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비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2008년 RIR 20% 이상인 가구중 최저생계비 미만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59.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가구는 52.1%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인가구를 다시 중증과 경증으

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2005년을 제외하고 경증장애인가구에 비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과 소득빈

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선을 상향조정한 중위소득 50%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가구가 주거빈곤과 소득빈곤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비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2008년의 금융위기가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는 소득이 낮은 비장애인가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RIR 20%와 30%를 기준으로 소득빈곤과 같이 주거빈곤의 지난 4년간(2005～2008)의 주거빈곤상태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IR 20%를 기준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4.9%가 지속적으로 주거빈곤상태에 놓

여져 있는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23.5%가 지속적으로 주거빈곤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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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역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정도를 기준

으로 보면 지속빈곤의 경우 중증장애인가구가 25.8%, 경증장애인가구가 22.6%로 증증장애인가구의 주거빈

곤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복빈곤을 기준으로 볼 경우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시적 주거빈곤은 비장애인가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RIR 30%를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의 변화 상태를 살펴보면 RIR 20%를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서는 전체

적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속, 반복 및 일시빈곤 모두에서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주거

빈곤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종류별 분석에서는 지속빈곤은 경증장애인가구가 다소 높

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증장애인가구가 경증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빈곤 상태에 높여질 가능성

이 높게 분석되고 있다.

〈표 6〉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 주거동태변화(임차가구(2008년)기준)

(단위: %)

구 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중 증 경 증

RIR 20% 이상

지속빈곤 23.5 25.8 22.6 14.9

반복빈곤 18.6 16.7 19.3 15.2

일시빈곤 17.2 20.6 15.9 21.6

비 빈 곤 40.7 36.9 42.3 48.3

RIR 30% 이상

지속빈곤 8.7 8.0 8.9 6.3

반복빈곤 15.4 15.5 15.4 8.4

일시빈곤 19.3 21.7 18.4 16.6

비 빈 곤 56.6 54.8 57.3 68.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RIR을 이용한 분석중 마지막으로 2005～2008년 동안 주거빈곤의 동태적인 변화와 소득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는 단년도 분석에 비해 주거와 소득빈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우선적으로 주거와 소득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어느 계층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아래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RIR 20%를 기준으로 지속적 빈곤에 처해져 있는 가구들 중에서 최저생계

비 기준으로 지속적 빈곤에 놓여져 있는 비장애인가구는 9.2%, 반복빈곤에 놓여져 있는 가구는 15.2%, 일

시빈곤에 놓여져 있는 가구는 23.0%를 의미한다. 따라서 RIR 20% 이상으로 주거빈곤에 놓여져 있지만 위

의 비율을 제외한 52.6%(비장애인)가구는 소득빈곤에는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장애인가

구의 경우에는 RIR 20% 이상의 지속적인 주거빈곤가구중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속적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는 가구는 15.5%, 반복빈곤은 10.9%, 일시빈곤은 31.7%로 분석되고 있다. 역시 장애인가구들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주거빈곤과 소득빈곤에서 지속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가구들은 또한 주거빈곤상태가 반복빈곤과 일시빈곤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도 비장애인가구들에 비해 소

득빈곤 또한 지속, 반복 및 일시빈곤 상태에 처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IR 20%와 중위소

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최저생계비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분석에서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들이 주거 및 소득빈곤을 동시에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 동분석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주거 및 소득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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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별로 구분하면 RIR 20%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경증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이 지속 및 반복

빈곤일 경우 소득 역시 지속 및 반복빈곤에 놓인 비율이 중증장애인가구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동 기준하에서는 중증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증장애인가구의 주거 및 소득빈곤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반면에 주거가 일시빈곤상태에서 소득이 반복 및 일시빈곤일 경우는 중증장애인가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 50%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중증 및 경증장애인가구의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RIR 30% 이상이면서 소득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RIR 20%를 기준으로 한 것과 같이 비

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들은 주거가 지속빈곤이면서 소득도 지속빈곤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구분하면 주거와 소득이 모두 지속빈곤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주거와 소득이 반복

및 일시빈곤일 경우에는 경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RIR을 이용한 빈곤동태별 주거빈곤(임차가구)

(단위: %)

구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RIR 20%

이상

지속빈곤

비장애인가구 9.2 15.2 23.0 32.9 12.9 16.6

장애인가구 15.5 10.9 31.7 38.2 17.8 15.6

중증 13.5 6.3 34.7 29.7 18.9 20.8

경증 16.4 13.0 30.3 42.1 17.3 13.3

반복빈곤

비장애인가구 4.9 17.9 19.5 15.4 19.3 18.4

장애인가구 9.2 21.7 20.0 30.5 16.4 24.5

중증 2.7 21.9 26.1 34.2 13.8 27.2

경증 11.5 21.7 17.9 29.2 17.2 23.6

일시빈곤

비장애인가구 9.1 12.4 19.0 17.3 11.4 21.0

장애인가구 14.8 17.3 28.1 35.4 23.4 16.4

중증 6.1 19.3 34.2 41.7 26.4 21.9

경증 19.3 16.3 24.9 32.1 21.9 13.6

RIR 30%

이상

지속빈곤

비장애인가구 15.3 21.7 23.2 47.4 15.9 12.9

장애인가구 29.5 11.0 25.1 58.1 15.8 3.3

중증 32.8 8.6 34.2 59.6 20.7 12.6

경증 28.3 11.8 21.9 57.5 14.1 -

반복빈곤

비장애인가구 7.0 22.4 27.5 23.2 26.1 21.3

장애인가구 9.4 24.5 28.0 33.1 23.9 19.6

중증 3.9 12.0 35.7 26.8 18.7 22.2

경증 11.6 29.5 24.9 35.6 26.0 18.6

일시빈곤

비장애인가구 8.9 12.7 30.4 21.0 12.7 29.8

장애인가구 11.5 14.0 34.9 33.0 15.0 29.1

중증 5.8 13.9 40.9 29.0 20.8 29.6

경증 18.6 17.5 27.1 34.8 12.3 3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주거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을 이용하여 주거기준에 미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들의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앞에서

추정한 과도한 임대료부담과 최저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가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임차가구들중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들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0.8%로

애인가구들의 주거빈곤과 소득빈곤과의 관계, 주거 및 소득빈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각각의 빈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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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가구의 6.6%에 비해 4.2%p 높은 수준이다. 2005년이후 동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 비

장애인가구는 4.9%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가구는 오히려 2007년 6.4%에

비해 8.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2005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

인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이하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12.3%로 경증장애인가구 10.1%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증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증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의 분석인

RIR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증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증장애인가구의 주거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8〉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빈곤(임차가구)

(단위: %)

구 분 최저주거기준 이하
최저주거이하×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주거이하×중위 50%

미만

2005

비장애인가구 6.6 7.7 10.0

장애인가구 10.8 13.8 18.6

중증 12.3 8.3 23.4

경증 10.1 16.1 16.2

2006

비장애인가구 6.8 8.3 10.7

장애인가구 10.4 18.4 15.2

중증 9.1 17.5 14.1

경증 11.0 18.9 15.7

2007

비장애인가구 4.9 7.3 8.7

장애인가구 6.4 11.2 9.3

중증 3.8 3.3 5.5

경증 7.7 13.1 11.0

2008

비장애인가구 4.9 11.9 11.5

장애인가구 8.9 19.0 15.5

중증 3.7 4.2 7.7

경증 10.9 23.4 1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최저주거기준과 소득빈곤선을 동시에 적용해 살펴볼 경우 전반적으로 장애인가구들이 최저주거기준 이

하의 주거빈곤이면서 소득빈곤선 미만인 경우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생

계비 미만과 중위소득 50% 미만에서 모두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주거 및 소

득빈곤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2007년을 제외하고는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증장애인가구와 경증장애인가구중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2005년 중증장애인가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증장애인가구가 주거 및 소득빈곤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거빈곤을 지속, 반복 및 일시빈곤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장애인가구중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지속적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는 비율은 5.4%로 비장애인가구

의 3.1%에 비해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복 및 일시빈곤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

애인가구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살펴

보면 지속적 빈곤인 경우에는 경증장애인가구가 5.8%로 4.3%의 중증장애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반면에 반복 및 일시빈곤상태에서는 경증장애인가구에 비해 중증장애인가구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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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 최저주거기준 주거동태변화(임차가구)

(단위: %)

구 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중 증 경 증

지속빈곤 5.4 4.3 5.8 3.1

반복빈곤 5.4 6.2 5.1 4.6

일시빈곤 4.0 4.6 3.7 2.6

비 빈 곤 85.2 85.0 85.3 8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주거빈곤의 동태적인 변화와 소득빈곤선을 활용한 소득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함

께 분석해 본 것은 아래표라 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와 최저생계비를 함께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지속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가구중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는

비장애인가구는 12.9%, 장애인가구는 17.7%로 역시 장애인가구가 주거 및 소득빈곤 모두에서 열악한 상태

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반복 및 일시빈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 특히 주거빈곤이 일시빈곤이면서 최저생계비기준으로 지속 및 일시빈곤인 경우는 장애인가구의 빈곤

상태가 더욱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에 비해 경증장애인가구들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상태에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빈곤에

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빈곤선을 높여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거빈곤이 지속적이고 소득빈곤 역시 지속빈곤인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비장애인가구의 경우 주거가 지속빈곤이면서 소득도 지속빈곤인 경

우는 41.7%, 장애인가구는 52.8%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완전히 빈곤에

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차상위 혹은 차차상위에 해당되는 계층들의 주거 및 소득빈곤 상황이 열악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 빈곤상태별로 중증 및 경증장애인가구

의 상황이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주거 및 소득빈곤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보면 주거가 지속빈곤

이면서 소득이 지속빈곤인 경우에는 경증장애인가구가 주거가 반복빈곤상태이면서 소득이 지속빈곤이거나

일시빈곤인 경우는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빈곤동태별 주거빈곤(임차가구)
(단위: %)

구 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최저

주거

기준

이하

지속빈곤

비장애인가구 12.9 18.7 22.4 41.7 19.3 5.4

장애인가구 17.7 32.5 25.5 52.8 15.7 13.2

중증 - 31.3 59.2 45.3 - 45.2

경증 22.8 32.9 15.7 54.9 20.2 3.9

반복빈곤

비장애인가구 9.0 22.0 25.9 37.0 16.4 12.3

장애인가구 12.8 10.3 26.4 49.5 2.1 28.3

중증 7.8 2.8 13.2 55.2 - 44.8

경증 15.2 13.9 32.6 46.8 3.1 20.4

일시빈곤

비장애인가구 18.0 29.0 15.1 32.8 21.4 21.3

장애인가구 45.5 - 28.0 62.4 15.3 10.1

중증 11.8 - 44.2 54.3 11.0 21.2

경증 62.0 - 20.1 66.3 17.4 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 서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장애인가구들의 경우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로 인해 주거시설에 있어 추가적인 시설과 장비들

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가운데 많은 임차 장애인가구들의 추가시설은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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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및 소득빈곤실태를 본 결과 장애인가구들이 비장애인가구들에

비해 주거 및 소득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주거 및 소득의 동태적인 변화에서도

장애인가구들은 한 번 주거 및 소득빈곤에 놓이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이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정도별 분석에서 경증장애인가구가 주거와 소득빈곤에서 모두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과 더불어 경증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자가가구의 주거빈곤실태

자가가구들은 주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임차가구에 비해 주거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

도 정주여건(최저주거기준)과 소득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구들의 전반적인 주거 및 소

득빈곤과의 상태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분석결과 임차가구들에 비해서 자가가구들의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빈곤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비율도 2005년부터 2008년 상이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차가구들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주거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지만 여전히 많은 가

구들이 자가에 거주하면서 주거빈곤과 소득빈곤을 함께 겪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 가구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가구들과 비장애인가구들을 비교시 2007년까지는

장애인가구의 주거 및 소득빈곤이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에는 많이 개선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1〉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빈곤(자가가구)

(단위: %)

구 분 최저주거기준 이하
최저주거이하×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주거이하×중위 50%

미만

2005

비장애인가구 2.2 4.5 4.0

장애인가구 3.9 14.2 10.8

중증 4.8 18.1 14.4

경증 3.5 12.0 8.9

2006

비장애인가구 2.3 5.4 5.1

장애인가구 3.6 11.7 10.8

중증 5.4 15.6 15.5

경증 2.8 9.2 8.3

2007

비장애인가구 1.2 4.5 3.8

장애인가구 3.1 9.7 7.1

중증 6.6 20.7 14.7

경증 1.6 4.0 3.0

2008

비장애인가구 1.0 2.3 2.2

장애인가구 1.3 0.6 1.3

중증 2.4 2.0 2.2

경증 0.9 - 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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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자가가구들의 빈곤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비장애인가구중에 주거상황이 지속

빈곤에 놓인 경우는 0.9%에 불과한 반면에 장애인가구는 2.0%로 2배 이상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황이 열악

함을 알 수 있다. 반복빈곤과 일시빈곤을 고려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간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도 주거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및 소득빈곤에 대한 자가가구들의 빈곤동태적인 변화를 분석시 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 모두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가구의 경우 좀 더 열악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12〉장애인가구 및 비장애인가구 최저주거기준 주거동태변화(자가가구)

(단위: %)

구 분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중 증 경 증

지속빈곤 2.0 3.6 1.3 0.9

반복빈곤 1.8 2.5 1.6 1.4

일시빈곤 1.2 2.5 0.6 0.9

비 빈 곤 95.5 91.3 96.5 96.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표 13〉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빈곤동태별 주거빈곤(자가가구)

(단위: %)

구 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최저

주거

기준

이하

지속빈곤

비장애인가구 24.8 27.1 22.8 50.2 16.4 21.3

장애인가구 28.2 36.3 9.0 64.5 - 19.3

중증 53.4 30.8 6.4 84.1 - 6.4

경증 1.7 42.2 11.8 43.9 - 32.9

반복빈곤

비장애인가구 7.3 6.8 5.5 10.7 9.7 7.0

장애인가구 17.2 25.7 34.2 32.6 21.3 23.2

중증 3.6 5.3 36.9 8.9 23.0 13.9

경증 25.5 38.2 32.5 47.1 20.3 28.8

일시빈곤

비장애인가구 18.1 15.0 25.8 31.3 12.0 22.7

장애인가구 - 14.2 23.6 35.0 2.8 -

중증 - - 36.0 36.0 - -

경증 - 35.5 4.8 33.4 7.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각년도

Ⅴ. 마무리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가구들에 대한 주거 및 소득빈곤 실태를 정태적 및 동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같이 장애인가구들이 비장애인가구들에 비해 약

1.16배(2005년)에서 1.73배(2008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

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의 동태적인 변화에서도 장애인가구들이 지속빈곤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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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6%p 높았다.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빈곤에서는 먼저 RIR을 이용한

분석에서 장애인가구는 두가구 한 가구가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었으며, 소득빈곤선을 함께 적용한 경우에

도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 및 소득빈곤에 처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소득빈곤의 동

태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볼 경우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빈곤에서 지속빈곤

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가구들의 경우 한 번 주거 및 소득빈곤에 빠질 경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장애인가구들의

주거 및 소득빈곤상태가 비장애인가구들에 비해 동일하게 열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해 자가가구를 분석시 임차가구에 비해서는 주거 및 소득빈곤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한 함의를 정리하면 장애인가구들의 경우 비장애인가구들에 비해 한 번 주거 및 소득에

놓이게 되면 여기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주요정책이 소득보장 및

재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소득활동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정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의 한계는 첫째,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와 소득빈곤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는 의미가 있지만 세밀한 분석에서는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다. 즉 확보된 표본을 이용하여 주거 및 소득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장애정도별 장애종류별 등 좀 더 세분하여 장애인가구들의

주거와 소득빈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및 소득빈곤상황에서 정부의 주거 및 소득보장정책이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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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ies for the Poor in Korea and Japan

고이시 노리미지* (동경시정조사회)

1990년대 글로벌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격차확대나 빈곤층증가가 심

각화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없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했지만, 일본은 재정적자 때문에 충분한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사각지대해소등 큰 개혁이 실

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고용보험 및 공적부조의 수급율은 이미 일본를 상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은

KOWEPS, 일본은 KHPS를 이용하여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개선 및 빈곤기간에 대한 효가를 분석한다. 분석결

가에 따르면, 한국는 대체로 빈곤율이 일본보다 높고, 또 지속기간이 길다. 사회보장의 효과로서는 일본는 고령자등

비근로층에 집중하고, 한국는 비근로층에 대한 생활보장이 대단히 약한 것으로 나다났다. 한국의 빈곤율이 높고, 또

빈곤이 지속할 이유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고령자에게 대한 소득보장이 아

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전반까지 ‘세계의 성장 센터’로서 알려져 있었고,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

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세계은행이 이것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은

1993년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절에 구조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서 경제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습격했다. 경제는 정체하고, 실업자가 급증

했다. 동아시아 각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긴급하게 고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보장제

도의 개혁에 일어섰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는 인구학

적인 제한조건이 있었고, 1995년에 제도화된 고용보험은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변화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990년대 전반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소득분배

가 악화되고,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것은 최근 동아시아의 사회

적, 경제적 구조 변화가 1990년대말 경제위기로 인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의 글로벌

화와 산업구조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시기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었던 것은 제

조업과 그 제품의 수출이었다. 그러나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대두로 수출시장에서

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업구조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이 모순을 단숨에 현

재화시켰다.

* 동경시정조사회 주임연구원 email: goishi@tim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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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1990년대초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신규대학졸업자의 취직난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10

년 정도 지난 후 이것은 젊은이들의 니트, 프리타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전까지 니트, 프

리타는 단지 젊은이의 마음이나 정신상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2006년경부터는 이것이 빈곤을 비롯

한 사회구조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또 일본에 있어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최대 과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화하는 경제의 정체와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

해 일본 재정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사회보장 개혁은 그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

고 있기는 하지만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한일 양국의 사회보장을 둘러싼 움직임를 돌이켜 볼 때, 일본보다도 한국에서 더 큰 진전

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위기 이전에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던 것, 위기가 한국에서 보다 격렬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것 등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 혹은 한국의 복

지국가 성격논쟁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일부는 일본에도 소개가 되었다 (김영명, 2002). 본고에 있어

서는 제도의 ‘질’ 보다, 그 ‘양’적 측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비교를 할 것이다. 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통해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특징도 밝히고자 한다.

근년 한일 양국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정비에 따라, 빈곤의 지속성, 전락, 탈출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패널데이터(KOWEPS, KHPS)를 이용하여 한일 양국의 빈곤율, 빈

곤의 지속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소득 이전에 의한 빈곤 개선의 정도를 검토할 것이다. 양국의 사회보장에

의한 빈곤 개선 효과를 밝히는 동시에, 그러한 공적소득 이전 이외에, 가구내, 친족간 등의 관계에서 이루

어지는 사적인 소득 이전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양국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빈곤이 일을 할 수 없는 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층에서 빈곤한 사람들 즉,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에서는 고령

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생활보장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근로가구와 비근

로가구를 구분하고, 유형별로 빈곤율의 개선도나 빈곤지속기간의 차이를 검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최근의 사회보장 개혁의 배경을 정

리한다. 제2장에서는 관련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분석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한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

율의 개선도나 빈곤의 지속기간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양국의 차이가 나타

나는 요인을 검토한다.

제2장 경제위기 후 사회보장 개혁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나 경제위기에 의해 한일 양국에서는 격차 확대나 빈곤층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

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양국의 제도는 원래 닮은 점이 많았지

만, 양국의 역사나 사회구조의 차이로 인해 개혁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경기대책으로 인해 정부의 누적된 채무가 엄청난 액수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정부지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GDP 대비 공적채무의 비율은 2008년도로 170%을

넘어섰고, 선진국 중에서 최악이다.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다. 고령화에 따라 매년 1조엔 정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민당 연립정권 시절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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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 관련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빈곤층에 대한 정책

중에도 생활보호에서 노령가산이 폐지되었다. 또, 아동부양 수당이나 생활보호에 있어서, 자립지원 프로그

램을 도입하는 과정에는 새로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경제위기 시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오히려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증대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과제로 여겨진 것은 근로빈곤층의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었다. 일본에서도 젊은이의 취직난을 계기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사회적 관심도는

한국이 더 높았다. 연구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근로빈곤층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진척되지 않은 것에 반

해, 한국에서는 경제위기 직후부터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도 대조적이다. 또, 경제위기 직후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던 것은 1960년대부터 전국민에 대한 연금 및 보험이 달성되

었던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 김대중 정권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하여도 ‘조건부수급자’로서 수급권을 인정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하고,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실행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의 공공부조나 고용보험의 수급율이 일본보다 높아젔다. [그림1]은 공공

부조의 수급율 (take‐up rate)을 국제비교한 것이다. 일본의 수급율이 20% 이하인 것에 비해, 한국은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수치들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점에는 유의해야 하

다.

[그림2]는 실업급여의 수급율을 국제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한국의 수급율은 30%를 넘어서고, 일본

의 수급율은 20% 이하로 낮다. 경제위기 당시 한국의 수급율은 5% 정도로 지극히 낮았다. 그러나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후 한국의 수급율은 대폭 상승했다. 다만 역시 다른 선진

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급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고용보험 수급율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60%를 넘었지만, 그 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 고용보험 수급율이 계속 저하하는 요인 중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도 있지만, 장기실업자가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그림3]은 총실업자에 대한 장기실업자의 비율을 국제비교한 것이

다. 1990년까지 일본의 장기실업률은 20% 이하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

다. 그런데 2007년이 되면서 일본의 장기실업률은 30%을 넘어섰고, 영국보다도 높아졌다. 실업기간이 장

기화하면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고용보험 수급율이 낮

아진다.

한편, 한국의 경우 장기실업률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낮다. 유럽 각국의 수급율이 높은 요인에는

실업보험의 수급기간이 상당히 긴 것도 있지만 (덴마크 등), 세금을 재원으로 한 실업부조가 제도화되어

있는 점도 중요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실업의 장기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 개혁을 생

각할 때, 이것이 한국의 과제와 구분되는 점이다.

이상은 한일 양국에서 발견되는 차이점들이다. 양국의 공통점으로는 사회적 배경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에는 한국에

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보면, 양국 간에는 큰 차이가 확인

된다. 일본에는 국민연금이 보급되고 있고, 공적소득이전에 의한 소득분배의 개선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율이 여전히 낮다. 2008년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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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림1] 공공부조 수급율(take‐up rate)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Goishi. 2010: ７. 재인용

[그림2] 실업급여 수급율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Goishi. 2010: ５. 재인용

[그림3] 장기실업자 비율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Goishi. 2010: ６.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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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빈곤율의 개선도 및 빈곤지속

1. 연구동향과 연구방법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패널데이터를 정비함에 따라 패널데이터를 이

용한 빈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패널데이터 그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

지 않았고, 빈곤에 관한 연구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빈곤과 관련된 통계적인 분석은 그다지 축적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가계경제연구소나 게이오대학이 패널데이터를 정비하면서,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빈곤에 관한 연구도 ‘사회정책’, ‘빈곤연구’, ‘노숙자와 사회’ 등의 잡지가 정기적으

로 발행되면서 서서히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阿部, 2008 ; 石井・山田, 2007, 2009; 岩田, 1999; 岩田・濱
本, 2004; 濱本, 2004).

한국에서는 빈곤층이나 근로빈곤층에 관한 통계분석에 의해, 그 규모의 추정, 빈곤의 지속성이나 전락·

탈출의 요인 등에 관한 연구가 많다 (금재호, 2003; 김교성․최영, 2006; 이태진외, 2004; 정진호외, 2005;

홍경준, 2004, 2005). 일본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근로빈곤층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근로빈곤층의 통계분석은 대단히 적고 (五石, 2009; 後藤, 2010),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이고, 빈곤에 떨어진 요인이 무엇인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사회보장은 고령자에 대하여 극진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하여는 충실

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OECD(2006)에 의하면, 일본의 사회보장은 고령자에게 대한 지출

이 많고， 젊은이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일본에서 소득재분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확대 그리고 한국판EITC의 도입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어 있다. 일본과는 대조적

으로 고령자보다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장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공공부조 수급

자 가운데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은 12%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20%을 넘어서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을 근로층과 비근로층에 나누고, 양자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의 경우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ies: KOWEPS, 2차년도∼4차년

도), 일본의 경우 케이오기주쿠 가계패널조사 (Keio Household Panel Study: KHPS, wave2, 3, 4)이다.

KHPS는 전국 약4,000가구, 7,000명을 대상에 2004년1월부터 개시된 것이다.

빈곤선은 중간소득의 50%로 설정했다. 대상년도는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 일본의 경우 2005년

부터 2007년이며, 기간은 3년이다. 사회보장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전전 소득, 공적이전 후의 소득,

사적이전 후 소득, 공적·사적이전 후 소득으로 나누고, 각각의 빈곤율을 살펴볼 것이다.

２. 빈곤율 개선도

<표1>과 <표2>는 일본과 한국의 빈곤율이다. 먼저 이전 전 소득에 의한 빈곤율을 보면, 한국보다도 일

본이 10포인트 정도 낮다. 다음으로 공적이전 후 소득에 의한 빈곤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이전 전과 비교

해서 빈곤율이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의 저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

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사적이전 후 소득에 의한 빈곤율을 보면, 일본은 이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한국은 3∼4포인트 정도 저하하고 있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종합한 소득에 의한 빈곤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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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이전 전 19.8 20.7 19.1

사적이전 후 12.3 12.9 12.2

공적이전 후 19.5 20.8 18.8

사적 및 공적이전 후 11.9 12.7 11.8

2007 2008 2009

이전 전 29.7 29.2 29.5

사적이전 후 24.8 24.2 23.7

공적이전 후 25.2 24.6 25.2

사적 및 공적이전 후 20.1 19.8 18.8

여전히 일본은 한국보다도 낮지만, 그 격차는 이전 전과 비교할 때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림4]부터 [그림6]까지는 양국의 소득이전에 따르는 빈곤율 개선도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그림4]에서

는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율의 개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서 일본은 한국

보다 20포인트 정도 개선도가 높다. 다음으로 [그림5]는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율의 개선도인데, 이것은 [그

림4]와는 반대로, 한국쪽이 압도적으로 개선도가 높고, 일본의 수치는 지극히 작다. [그림6]은 공적 및 사

적이전을 합칠 경우의 빈곤율 개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개선도가 다소 높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사회보장에 의한 빈곤율의 개선 효과는 일본이 한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선행 연구 등을 참고하면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

되었다. [그림4]를 보면 한국의 빈곤율 개선도는 약간씩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국

의 격차는 작지 않다. 한국에서는 공적인 소득이전 이외에 사적인 소득이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소득이전은 대단히 작다.

다음에는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를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율 개선도를 비교한다. <표3> 및 <표4>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근로가구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소득이전은 공적 및 사적이

전 둘 다 포함한 것이다. 우선 근로가구의 경우를 보면, 2005년 및 2006년 일본의 빈곤율 개선도는 40%를

넘고,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일본의 개선도는 급락하고 있다. 한편 일본 비근로가

구의 개선도는 근로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일본의 사회보장이 고령자에게 극진하고, 근로층

에는 충분하지 않다로 한 OECD등의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반대로 비근로가구의

빈곤율 개선도가 근로가구보다도 낮다. 한국에는 고령자에 대한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 일본의 빈곤율

(단위 : %)

자료: KHPS

<표2> 한국의 빈곤율

(단위 : %)

자료: KO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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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한일 공적이전에 위한 빈곤율 개선도

(단위 : %)

자료: KHPS, KOWEPS

[그림5] 한일 사적이전에 위한 빈곤율 개선도

(단위 : %)

자료: KHPS, KOWEPS 

[그림6] 한일 공적 및 사적이전에 위한 빈곤율 개선도

(단위 : %)

자료: KHPS, KO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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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근로가구 45.2 40.4 20.6

비근로가구 71.5 67.2 62.7

2007 2008 2009

근로가구 29.7 29.2 29.5

비근로가구 24.8 24.2 23.7

<표 3> 일본 근로가구 및 비근로가구의 빈곤율 개선도

(단위 : %)

자료: KHPS

<표4> 한국 근로가구 및 비근로가구의 빈곤율 개선도

(단위 : %)

자료: KOWEPS

3. 빈곤지속기간

다음으로 빈곤의 지속기간을 비교한다. <표5> 및 <표6>은 공적 및 사적이전 후 소득으로 평가한 빈곤

지속기간이다. 가구는 근로층와 비근로층에 나누어서 분석했다. 우선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분석기간 동안

빈곤 경험이 전혀 없는 가구가 전체의 86.7%이며, 근로가구의 경우 89.7%, 비근로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낮은 74.7%이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의 빈곤지속기간을 보면, 1년이 가장 많지만, 비근로가구의 경

우는 3년간 계속해서 빈곤 상태에 있었던 비율이 5.1%과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빈곤 경험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47.1%이었다. 근로가구의 경우는 61.6%로 다소 높지

만, 비근로가구는 11.2%에 지나지 않는다. 빈곤기간을 보면, 빈곤을 1년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 가

운데 3년간 계속해서 빈곤 상태에 있었던 비율이 총가구의 20% 이상이다. 비근로가구의 경우는 과반 이

상이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

한국에서는 공적이전과 함께 사적이전이 소득보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이전만으로 고려

할 때, 한국의 빈곤지속기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7>이다. 이를 보면, 비근로가구 가운데 전혀

빈곤을 경험한 적이 없는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빈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 가운데,

3년 이상 만성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었던 비율은 모든 가구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근

로가구 중에는 72.5%가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다.

[그림7]은 빈곤의 지속기간을 국제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공적 및 사적이전 후 소득에 의해 평가한

것을 한국(1), 공적이전만을 고려한 소득으로 평가한 것을 한국(2)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OECD국

가들 중에서 일본의 빈곤율 및 빈곤지속기간은 거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이것에 비해서 한국은 빈곤율은

각별히 높고, 빈곤지속기간도 긴 경향에 있다. 특히 공적이전만을 고려한 소득으로 평가할 경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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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경험 없음 1년 2년 3년

총가구 86.7 8.3 3.3 1.7

근로가구 89.8 6.6 2.8 0.8

비근로가구 74.7 15.1 5.1 5.1

빈곤 경험 없음 1년 2년 3년

총가구 47.1 13.5 15.6 23.7

근로가구 61.1 13.7 14.5 10.7

비근로가구 11.2 13.1 18.6 57.2

빈곤 경험 없음 1년 2년 3년

총가구 43.6 11.0 12.8 32.7

근로가구 57.6 12.2 13.0 17.2

비근로가구 7.4 8.0 12.1 72.5

만성적인 빈곤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5> 일본 빈곤지속기간 (공적 및 사적이전 후)

(단위 : %)

자료: KHPS

<표6> 한국 빈곤지속기간 (공적 및 사적이전 후)

(단위 : %)

자료: KOWEPS

<표7> 한국 빈곤지속기간 (공적이전 후)

(단위 : %)

자료: KOWEPS

[그림7] 빈곤기간별 비율 국제비교

자료: OECD. 2008: 158. 재정리, KHPS, KO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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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의 빈곤율이 높고 지속기간이 긴 이유

그러면 왜 한국의 빈곤율은 이렇게 높고, 또 지속기간은 긴 것일까? 그 이유는 사적소득이전이 여전히

공적소득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빈곤율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 공적인 소득이전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림8]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총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사회보장 예산의 구성에 대해서 한

국, 일본 및 대만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비율 면에서 한국의 수치는, 경제위기 후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예

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다. 일본에서는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이지

만, 한국에서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또 그 구성에서의 특징을 보면, 일본과 대만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

출 비중이 큰 것에 대해,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대단히 작다. 대신 한국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은 공공부조이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고령자에게 대한 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에 반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보급율이 아직 높지 않은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림9]은 사회지출(Gross Public Social Expenditure)의 GDP에 대한 비율을 국제비교한 것이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역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대단히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한국의 빈곤율이 높고 빈곤이 지속적인 이유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찾아보면, 정부지출이 작고, 특히

고령자에게 대한 소득보장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졌지만, 아직 급여수준에서는 대응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30% 정도로 설정되고 있는데, 일본은

60∼70%로 설정되고 있다. 일본의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다소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다른 선진국의 경

우는 50∼6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으로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제도화되었지만, 그 지급 금액은 충분하지 않다.

2010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8.9만원 지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1

인가구의 경우 한 달에 50만4,344원이며, 기초노령연금은 그것의 17.6% 수준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국민

연금이 전액 지급될 경우 한 달에 6.6만엔이며, 생활보호에 의한 생활부조는 약 8만엔(동경에서 생활하는

단신 고령자의 경우)이므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그것의 82.5% 수준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전액 수급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4∼5만엔 정도이다. 이 경우에는 생활부조의 50∼

62.5%가 된다. 만약에 한국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시킨면, 그 금액은 한 달

에 25∼31.5만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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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동아시아 사회보장 국가예산 비교

(단위 : %)

주: 일본 및 대만은 2010.한국은 2009. 
자료: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한국 보건사회부  (http://www.mw.go.kr); 

National Statistics, Taiwan (http:// www.stat.gov.tw);

[그림9] GDP대비 사회지출(gross public social expenditure) 국제비교 (2005)

(단위 : %)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f OECD; 대만 행정원 Social Indicato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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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 양상과 관련 요인 분석

안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이원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 1 장 서론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빈곤층에게 공적소득이전을 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

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자활을 촉진하는 목표도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1990년대 이후 공공

부조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은 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 역시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자활도모를 양대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보장제도가 당장의 빈곤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에서 상

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이 빈곤층의 자활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까지 나아갔는

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수급자 사이에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고

수급지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초보장제

도가 근로능력자를 급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개혁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증가액의 100%가 급여에서 삭감되

는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이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보충급여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또 수급자 중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의 자에게 생

계급여가 주어지고 의료, 교육, 주거 등의 현물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이른바 ‘통합급여제도’가 탈수급

을 제약한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는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함에 있어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지만, 그 타

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째, 통합급여체계와 보충급여 방식 등 기초보장제도의 금전적인

근로유인체계가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탈수급에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수

급자의 수급유지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된다. 하지만 다수의 수급자가 수

급진입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실패의 경험을 겪으며 가족해체, 재산소진의 과정에서 무기력증(helplessness)

을 체득하게 되어 수급자의 행동을 합리적 선택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Ellwood,

1994).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금전적 인센티브 변화를 통해 기존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거둘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기존 논의에서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자활 대상을 근로능력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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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단일한 집단을 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

우라 하더라도 연령, 성 등 인구학적 특성, 고용가능성, 가구상황에 따라 각 집단별로 탈수급의 가능성과

조건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수급 근로능력자를 특성별로 구분하여 집단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탈수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급탈출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존 논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증하고자 한

다. 기초보장 수급과 관련된 수급자의 행위를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보아야 할

지, 기존 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수급자의 탈수급 특성이 동질적인지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은 개인과 가구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

하여 기초보장제도 수급탈출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존에는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여 기초보장제도의 수급탈출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 예는 많지 않다. 강철희

(1997)와 박병현(1997)은 기초보장제도 이전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탈출을 분석한 바

있다. 이태진 외(2004)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보장제

도의 수급지위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수급기간의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고, 수급

경험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른 대표적인 연구로서 강신욱

외(2006)의 연구를 꼽을 수 있으나, 분석에 이용된 주 자료가 의료보험 수급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포함된

변수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탈수급의 개인적, 가족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 하에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 분석으로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 요

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이용한 한국복지패널은 조사에 포함된 수급자 규모가 크고 이들의 다양한 사

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탈수급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수급자의 심리ㆍ정서적 변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집단별 분석을 통해 정교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 탈수급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논의

의 성과 및 한계점을 밝히고 본 연구의 분석 전략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을 소개

한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탈수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제 2 장 문헌 검토

1. 기초보장제도 탈수급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에서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탈수급 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의존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탈수급을 촉진시켜야 한

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탈수급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Boskin and Nold, 1975; Hutchens,

1981; Plotnick, 1983; Blank, 1989; Gottschalk and Moffit, 1994; Bane and Ellwood, 1994: Schmidt et al.,

2002; Grogger, 2004).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연령, 인종, 교육수준, 결혼지

위, 부양아동, 임금수준, 근로경험 등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이 수급탈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Plotnick(1983) 이후 거의 모든 연구들이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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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외국 선행연구의 성과를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 탈수급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추가적

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미국의 AFDC/TANF는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로서 주로 부양아동이 있는 한

부모여성을 수급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된

다. 하지만 기초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를 동일한 제도에 포괄하고 있고 인구학

적 조건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AFDC/TANF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수급층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급

분석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초기에는 주로 수급자의 교육수준이나 근로경험 등 인적자본을 중심으

로 탈수급을 분석하고 있지만, 복지개혁 이후 최근에는 우울 등 정신건강이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chmidt et al., 2002; Dooley and Prause, 2002). 이는 단순한 인센티브

만으로 탈수급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급자의 심리ㆍ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초보장제도 탈수급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 선행연구의 시사점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를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보장제도 이전 자활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로는 강

철희(1997)와 박병현(1997)이 있다. 강철희(1997)는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보호대상자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활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수급기간과 동거하는 최연장 자녀의 나이, 거주지역이 수급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현(1997)은 부산 5개동의 자활보호대상자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

구형태에 따른 수급지속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주가구와 단독가구의 장기수급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태진 외(2004)가 있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2~2003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 수급자의 2003년 탈출요인에 대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도시, 기혼, 장애, 가구내 요간병자 변수, 공적 이전

소득 수준 등이 수급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수급기간이 파악

되지 않았고, 수급 경험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급자 전체를 동질적

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강신욱 외(2006)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시

행하였다. 사건사 분석 결과, 가구주가 남성인 개인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비해 탈수급확률이 높았으

며, 가구주가 경제활동능력을 갖게 되는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탈수급확률이 높았다. 이들의 연구는 행정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는 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행정 자료에 포함된 변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적, 가족

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자면, 국내의 선행연구는 우선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개인적, 가족적 요인의 영향을 충

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 체계적인 사건사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심리ㆍ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수급자

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했다는 점에서 관점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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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탈수급 관련 논의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접근

기존의 탈수급 및 자활 관련 논의에서는 주로 기초보장제도 상의 금전적 인센티브 체계를 문제로 지적

하였다. 첫째, 현금급여의 수급자가 되면 자동으로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을 얻게 되는 통합급여체계 하에서

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증가하면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를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소득이 수급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동공급을 축소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Moffit,

2002). 둘째,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되는 보충급여방식 하에서는 급여감소율

때문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Danziger et al., 1981). 이러한 이론적 예측 하에 기초보장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해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유경준·김대일, 2002; 이상은, 2004; 변

금선, 2005; 김을식, 2008),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 결과 외에도 현장에서의 경험적 판단을 고려하

면 그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노대명·이은혜·원일, 2007).

이와 같은 논의는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자를 가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 모

형(rational choice model)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형에서 개인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

에서 선호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데, 이때 예산제약은 공공부조의 제도적 특성과 노동시

장에서의 기회에 의해 결정된다. 합리적 선택 모형에서는 공공부조 시스템의 인센티브 구조를 수급자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수단으로 강조하고,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역시 수급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자의 잠재적인 임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중요시한다(Ellwood, 1994).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탈수급 촉진 및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주로 논의되어 온 개별급여체계, 근로소득공제, 자활사업 개선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개

별급여체계는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V자형 함정 효과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는 보충급여방식

으로 인한 근로유인 감소 효과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활사업 개선은 근로빈곤층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왔다. 즉, 수급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여러 제도적 조건을

탈수급 시 효용 수준이 높아지도록 변화시키면 수급자가 탈수급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모형은 금전적 인센티브 제고 방안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

만, 수급이 초래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합리적 선택 모형

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감(sense of control)과 자신감(confidence)을 강조하는 기대 모형

(expectancy model)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대 모형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때 행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Ellwood, 1994). 이 모형에 따르면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제공하지만 빈곤, 수급과 같은 실패의 경험은 동기(motivation)를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실패의 과정에서 수급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실이 복지의존성을 초래하고, 수급자는 상황에

압도되어 이용가능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기대 모형은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

이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다수의 수급자는 저학력, 가족해체, 재산소

진 등 일련의 실패의 과정에서 체화된 무기력증(learned helplessness)으로 인해 탈수급 전망이 극히 낮다

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볼 때 보충급여제도나 통합급여방식 개선 등의 금전적 인

* Ellwood(1994)는 합리적 선택 모형, 기대 모형, 계급문화 모형을 복지의존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한다. 계급문화 모

형은 반사회적이고 비생산적인 가치와 문화가 수급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수

급·탈수급 실태를 주로 합리적 선택 모형과 기대 모형을 결합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계급문화 모형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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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 변화가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인센티브 변화는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나 이러한 제도변화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탈수급 영향요

인의 분석에서도, 합리적 선택 모형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근로가능성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

적자본이나 가구 내 돌봄 부담과 같은 변수들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기대 모형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우울, 자존감, 탈수급의지 등 심리ㆍ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탈수급과 관련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기존의 논의는 수급자의 자활에서 체계적인 고용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활과 탈수급 지원은 특성집단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인식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공공부조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은 소득지원전략에

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자활지원 전략으로 중심이 이동되어 옴에 따라, 탈수급 지원도 소득지원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특성집단별로 상이한 자활능력과 여건을 고려한 자활지원대책 차원

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국가의 경우 복지수급자와 저소득 실업자 집단은 다른 특성이

존재하므로 대상 집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 대상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

를 들어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이들 집단을 노령층, 저소득 근로자층, 실업자층, 청년층, 편부모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박능후 외, 2003). 또한 영국의 뉴딜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대상집단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 후에

도 취업되지 못하면 급여가 재개되는 등의 공공부조와의 긴밀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현재까지는 자활사업의 대상자, 즉 수급자와 빈곤층을 하나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 상정한 후, 그 단일집단 안에서 개인별 근로능력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자활프로그램에 배

치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수급자나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지닌 인적자본의 양과 수준, 근

로이력은 매우 다양하며, 가구 내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도 근로여건과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고

령자와 청년, 중장년 남성과 여성 등 대상집단별로 세분화된 자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탈수급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할 때도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더욱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인 집단과 근로능력이 양호한 청년 집단의 경우에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기존 기초보장제도 탈수급 관련 실증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수급자의 심리ㆍ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 집단을 구분한 분석을 실

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실태 분석을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초보

장제도의 탈수급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를 다른 가능한 자료

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수급자 집단의 일부를 직접 조사한 자료에 비

해서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자료라는 점에서 대표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패널 자료로 활용되어 온 한국노동패널에 비해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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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의 규모가 훨씬 크게 조사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복지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된 수급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탈수급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충분한 탈수급 사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수의 탈수급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의 사례 수가 많아야 한다. 또한 한국노동

패널에 비해 한국복지패널은 기본적인 특성 변수뿐만 아니라 기초보장제도 및 복지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항이 조사되어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우울, 자존감,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과 같은 심리

ㆍ정서적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셋째, 강신욱 외(2006)에서 활용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데이터에 비해 한국복지패널은 다양한 변수

가 풍부하게 조사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데이터는 실제 수급자 집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표성 측면에서 뛰어나고 수급지위 변화의 실태를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행

정자료의 특성상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외 다른 변수가 조사되어 있지 않아 심층적인 분석이 불가능하

다.

결론적으로 탈수급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아직까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본격적인 동태분석을 시행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4개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

였다.

2. 분석내용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의 탈수급은 가구 내 개인요인과 가구요인이 동시에 영향

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가구 내 근로능력자의 취업으로 인해 가구전체 구성원이 탈수급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가구내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존재로 인해 가구내의 근로능력자가 노동을 할 수 없어 수급을

지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수급의 영향요인을 가구 내 대표근로능력자 1인의 특성과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즉 가구 내 개인특성, 가구 내 대표근로능력자의

특성 및 심리적 요인, 수급기간, 수급진입시기가 수급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근로가능한 가구원이 1명이라도 존재하는 가구이며, 즉 근로가능자가 없는 수급가구는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근로가능가구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첫째, 만 19세 이상이면서 65

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자, 둘째 비장애인이거나 장애등급 5등급이상의 성인을 가구 내 대

표 근로능력자로 선정하였다.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구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음은 가구원 번호 순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근로능력자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중고령자 집단은 55세이상의 중고령자

(남, 여 모두)를 포함하여, 둘째 중장년남성 집단은 남성중에서 30세이상 55세미만의 중장년층을 포함하였

다. 셋째, 중장년여성 집단은 여성 중에서 30세이상 55세미만의 중장년층과 30세이하의 기혼여성 또한 포

함한다. 30세미만의 기혼여성을 청년집단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30세미만이지만 기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같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청년 집단의 경우 30세미만의 남성과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을 포함한다.

근로능력자를 4가지 집단으로 나눠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인 기준으로 근로능력자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닌 인적자본의 양과 가구특성의 차이로 인해 탈수급의 가능성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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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자가 속한 가구 중에서 어느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탈수급 정책

을 펼쳐야 할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비슷한 속성을 지닌 집단별로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효

과적인 탈수급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석은 개인을 단위로 하되,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대표

근로능력자의 특성을 함께 투입해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탈수급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의 하나인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

(discrete-time hazard model)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위(status)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할 때는 로짓

분석이 많이 활용되지만, 로짓분석은 지속기간(duration)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

를 들어 2005년의 수급자 중 일부가 2006년에 탈출했을 때, 이들 탈수급자 중에는 수급에 진입한지 5년만

에 탈출한 사람과 1년만에 탈출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로짓분석에서는 이들을 같은 사

례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탈수급 성향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반면 사건사

분석에서는 지속기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여러 독립변수가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은 시변변수(time-varying variable)의 영향이나 지속기간이 hazard rat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유용하다(Alliso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우울, 자존감 등의 시변

변수를 비교적 간단하게 분석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탈수급 요인을 분석할 때는 수급에 오래

머물수록 수급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y)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

급지속기간의 영향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데,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은 수급지속기간의 영향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을 가장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

으로 분석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n   ′

 :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들

: 수급진입시기 더미

: 수급지속기간 더미

그런데 사건사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좌측절단(left-censored) 사례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좌측절단 사

례란 관찰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사건 발생의 위험에 노출된 사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관

찰이 시작되는 1차년도 이전에 이미 수급에 진입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사건사 분석이 일반적인 로짓

분석에 비해 우월한 점은 지속기간의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인데 좌측절단 사례의 경우에는 지속기간을 확

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많은 빈곤이나 수급동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좌측절단 사례

를 제외하고 주기의 진입이 관찰되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취한다. 하지만 제외된 좌측절

단 사례가 다른 사례와 체계적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방법은 표본 선택의 편의

(selection bias)를 낳을 수 있다(Iceland, 1997). 본 연구와 같이 분석자료의 차수(wave)가 길지 않은 수급

동태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좌측절단되지 않은 사례는 기껏해

야 3~4년 정도의 짧은 지속기간을 가진 사례이고 관찰 이전에 이미 수급에 진입한 사례는 수급지속기간

이 긴 사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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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Iceland(1997)는 이산시간해저드 모형을 사용할 때 수급지속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는 좌

측절단 사례를 분석에 포함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좌측절단 사례를 표시하는 더미 변수를 만들어 투입하

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즉, 본 연구의 경우에는 좌측절단 사례에 대해 수급지속기간 변수의 범주값을

수급지속기간 모름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양한 개인적, 가족적 특성 변수들을 포함하면서 기

간의존성까지 함께 분석하는 동시에, 표본 선택의 편의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좌측절단 사례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되, 좌측절단 사례를 포함하는 방

법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좌측절단 사례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의 측정

① 가구요인_부양가구원수: 가구내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그리고 미취학 아동수(6세이하)의 합이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와 미취학아동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으로 간주하였다.

② 가구요인_가구원수: 가구 내 가구원의 합이다.

③ 개인요인_연령: 가족구성원 개인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④ 개인요인_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였고, 건강하다와 아주건강한편이다를 좋은편으로 보

통이다 건강하지 않은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좋다를 안좋은편으로 두가지 값을 갖는다. 기준범주는 ‘안좋

은편’이다.

⑤ 대표근로능력자의 성별: 여성과 남성 두가지 값을 갖는다. 기준범주는 ‘여성’이다.

⑥ 대표근로능력자의 연령: 대표근로능력자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⑦ 대표근로능력자의 결혼지위: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미혼/기타의 세가지 값으로 분류하였으며 기

준범주는 ‘유배우’이다.

⑧ 대표근로능력자의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였고, ‘건강하다’와 ‘아주 건강한 편이다’를 ‘좋

은 편’으로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를 ‘안 좋은 편’으로 분류하여 두가지

값을 갖는다. 기준범주는 건강이 ‘안 좋은 편’이다.

⑨ 대표근로능력자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학입학 이상의 세가지 값으로 분

류하였다. 기준범주는 ‘고등학교 졸업미만’이다.

⑩ 대표근로능력자의 취업형태: 취업형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취업으로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는 임시·일용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주·자영업자에 포함시켰으

며 비취업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기준범주는 ‘비취업’이다.

⑪ 대표근로능력자의 우울: CESD-11척도의 총합으로 연속변수이다.

⑫ 대표근로능력자의 자아존중감: Rosenberg Self Esteem Scales 총합으로 연속변수이다.

⑬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으로 ‘3년 이내 수급탈피 전망있음’, ‘3년이내 수급탈피전망없음’, ‘모름’ 세 가지 값으로 분

류하였다. 기준범주는 ‘3년이내 수급탈피전망없음’이다. 수급진입년도가 있는 케이스의 경우 수급진입년도

의 주관적수급탈피전망을 측정하였으며 좌측절단된 케이스의 경우 불가피하게 2005년도의 주관적수급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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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측정하였다.

⑭ 수급기간*: 좌측절단된 케이스는 ‘수급기간 모름’이며, 수급지속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케이스의 경

우 수급1년차 person-year data에서는 수급기간1년 2년차는 수급기간 2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급탈출시점

혹은 우측절단시점까지 결합하였다. 수급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모름의 5가지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기

준범주는 ‘수급기간1년’이다. 1차에서 4차 사이에 한 개년도 혹은 두 개년도가 조사가 안 된 경우 이전조

사년도에서 수급상태이고, 이후 조사가 된 년도의 수급경험이 수급상태일 경우에는 조사가 안 된 년도도

수급을 지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하였다. 중복수급의 경우 첫 번째 수급주기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⑮ 2005년 이전 수급경험: 좌측절단된 케이스의 경우 2005년 이전 수급경험과 기간을 묻는 질문을 활용

하여 2005년 이전 수급기간을 측정하였으며, 2005년 이전수급기간이 5년미만과 이전수급기간이 5년이상으

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범주는 ‘2005년 이전수급기간이 5년미만’이다.

⑯ 수급진입시기: 조사가 시작된 첫해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4개년도가 파악가능하며 좌측절단된

경우는 수급진입시기가 파악이 안 되므로 모름으로 처리하였다. 수급진입시기는 2005, 2006, 2007, 2008,

모름 다섯 개의 값을 갖는다. 기준범주는 ‘모름’이다.

2) 종속변수의 측정

① 수급탈출 여부: 종속변수인 수급탈출 여부는 수급탈출과 수급지속 두 개의 값을 가지며, 기준범주는

‘수급지속’이다.

응답항목 수급진입 수급경험 수급탈출

2008년 1년동안 받은 적이 없다 - - -

2008년 이전부터 2008년말(12월 31일)까지 받았다 - 경험 수급지속

2008년 들어와서 받기시작해서 2008년 말(12월 31일)까지 받았다. 진입 경험 수급지속

2008년 이전부터 받아오다가 2008년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경험 수급탈출

2008년 들어와서 받기시작해서 2008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진입 경험 수급탈출

* 수급경험과 수급탈출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수급경험과 탈출은 설문문항 중 2008년 1년동안 국민기

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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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수급탈출 수급탈출=1, 수급지속=0

독립

변수

가구요인
부양가구원수 연속변수(가구 내 65세노인, 장애인, 미취학아동수의 합)

가구원수 연속변수

개인요인
연령 연속변수

건강상태 좋은편=1, 안좋은편=0

가구 내

대표근로능력자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연속변수

결혼지위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미혼/비해당 (기준범주=유배우)

건강상태 좋은편=1, 안좋은편=0

교육수준 고졸미만, 고졸, 대입이상 (기준범주=고졸미만)

취업형태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취업

(기준범주=비취업)

심리적요인1: 우울 CESD-11척도 총합

심리적요인2: 자아존중감 Rosenberg Self Esteem Scales 총합

심리적요인3: 주관적

수급탈피전망의지

3년이내 수급탈피전망, 모름, 3년이내 수급탈피전망없음

(기준범주: 3년이내 수급탈피 전망없음)

수급기간

수급지속1년, 수급지속2년, 수급지속3년, 수급지속4년, 수급지속기간모름

(기준범주: 수급지속1년더미)

2005년이전수급경험 2005년이전수급5년미만=0, 2005년이전수급5년이상=1

수급진입시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모름 (기준범주=모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제 4 장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근로능력자가 속한 가구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근로능력

자가 속한 가구와 개인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2005년 전체 수급가구 중 근로능력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68.6%이며, 전체 수급 개인 중 86.0%가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속해있다. 2006년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자가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이 68.3%이며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84.5%였

다. 이는 연도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가구 68.6 68.3 64.7 68.4

개인 86.0 84.5 82.7 81.9

<표 2> 근로능력자가 속한 가구와 개인비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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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중고령자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청년

개인요인

연령

평균연령 37.13 49.83 34.79 30.24 35.82

0~19세 33.8 17.0 36.8 44.9 25.8

20~54세 40.8 15.4 50.9 47.5 52.1

55~64세 15.3 53.9 1.0 2.0 7.9

65세 이상 10.2 13.8 11.4 5.5 14.2

건강상태

안좋음 38.5 56.2 34.7 29.7 35.6

보통 16.1 15.4 15.3 18.0 16.1

좋음 45.3 28.4 50.0 52.3 50.6

가구요인
부양가구원수 평균 0.93 0.85 0.96 0.81 1.79

가구원수 평균 3.38 2.66 3.92 3.27 3.43

대표근로능

력자

성별
남성 47.6 40.3

_ _
59.9

여성 52.4 59.7 40.1

연령 평균연령 46.46 59.94 44.87 42.63 22.63

결혼지위

유배우 48.3 64.2 63.8 29.1 0

사별·이혼·별거 40.2 33.7 25.0 67.5 9.0

미혼/기타 11.5 2.1 11.3 3.4 91.0

건강상태

좋은편 32.6 15.5 32.5 35.6 83.1

보통 21.1 17.1 19.5 27.6 11.2

안좋은편 46.3 67.4 48.0 36.9 5.6

교육수준

고졸미만 57.9 86.0 58.5 44.3 18.4

고졸 30.1 11.9 29.1 46.0 22.8

대입이상 11.9 2.1 12.5 9.7 58.8

취업형태

상용직 7.8 1.2 9.1 11.1 10.1

임시·일용직 38.3 21.8 43.6 47.7 26.6

고용주·자영업자 10.1 14.8 13.9 4.3 2.2

비취업 43.8 62.2 33.4 36.9 61.0

심리적요인1:

우울

우울진단 46.4 49.4 41.8 51.2 29.6

우울점수총점 9.72 10.41 9.10 10.17 7.22

심리적요인2: 자아존중감 27.22 26.59 26.68 27.61 30.98

심리적요인3:

주관적 수급

탈피전망

3년내 탈피전망 4.2 3.0 3.4 4.4 12.2

모름 19.7 13.6 23.6 20.6 18.6

3년내탈피전망

없음
76.1 83.5 73.0 75.0 69.2

수급 관련

2005년

이전수급경험

수급경험비율 30.3 24.7 32.1 34.2 9.0

5년이상

수급경험비율
31.5 27.2 25.2 32.1 15.1

수급진입시기*

모름 24.7 32.1 34.2 9.0

2005년 35.0 27.7 35.2 2.1

2006년 16.4 44.4 39.2 0.0

2007년 15.3 49.0 29.9 5.7

2008년 31.4 35.2 25.7 7.6

탈출 4.5 2.9 5.4 4.3 6.0

사례수 4019 1025 1341 1386 267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분석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이는 4개년도 person-year data로 분석한 결과다. 먼

저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전체집단이 37.13세이며, 중고령자 집단의 가구구성원의 평균연령은

49.83세, 중장년남성이 근로능력자인 집단의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34.79세, 중장년여성집단의 경우 30.24세,

청년집단의 경우 35.82세이다. 연령을 급간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 중장년여성이 대표근로능력자로 있는 집

모름 모름 2005 2006 2007 2008

2005년 83.45% 16.55% _ _ _

2006년 69.1% 16.5% 14.4% _ _

2007년 64.4% 14.3% 12.7% 8.6%

2008년 59.4% 13.2% 11.0% 7.4% 9.0%

* 각 년도별 수급자 비율(비근로능력자 가구 포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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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10대의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이 속한 집단은 중고령자가 대표

근로능력자로 있는 집단이다.

가구요인으로는, 부양가구원수의 경우 전체 개인의 가구내의 평균 부양가구원수는 0.93명이며, 청년이

대표근로능력자로 있는 집단의 부양가구원수는 평균1.7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이 대표근로능력자

로 분류된 집단의 경우 가구내의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등의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 대표근로

능력자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3.38명이며 집단별로는 중고령자 집단이 2.66

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중장년남성집단이 3.92명으로 가장 높았다.

대표근로능력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전체집단 대표근로능력자의 성별은 남성이 47.6%이고 여성

이 52.4%를 차지하였다. 중고령자 집단의 경우 대표근로능력자의 비율이 여성이 59.7%로 남성 40.3%보다

19.4%포인트 높았다. 청년집단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 대표근로능력자의 비율이 59.9%로 여성의 40.1%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연령의 경우 전체 대표근로능력자의 연령평균은 46.46세이며, 중고령자집단의 경우 59.94세, 중장년남성

44.87세, 중장년여성 42.63세, 청년집단의 경우 22.63세로 나타났다.

가구 내 대표근로능력자의 결혼지위는 전체집단의 경우 유배우 48.3%, 사별·이혼·별거의 비율이 40.2%, 미

혼/기타가 11.5%를 차지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중고령자와 중장년 남성의 경우 유배우의 비율이 각각

64.2%와 63.8%로 높았으며 중장년여성이 근로능력자로 있는 집단의 경우는 유배우 비율이 29.1%로 사별·

이혼·별거의 비율 67.5%보다 38.4%포인트 낮았다.

대표근로능력자의 건강상태의 경우 좋은편이라는 응답이 32.6%, 보통 21.1%, 안좋은편이 46.3%로 조사

되었으며 집단별로 중고령자 집단의 건강상태가 가장 안좋은상태이며 청년집단의 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전체 대표 근로능력자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고졸미만이 57.9%, 고

졸이 30.1%, 대입이상이 11.9%로 조사되었다. 집단별로는 중고령자집단의 고졸미만의 학력이 86%로 학력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청년집단의 경우는 고졸미만 18.4%, 고졸이 22.8%, 대입이상이 58.8%로 가장 높았

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중장년남성집단의 학력수준보다 중장년여성집단의 학력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

이다. 중장년남성집단의 경우 고졸이상의 학력수준이 41.5%인데 반해 중장년여성집단의 경우 55.7%였다.

대표근로능력자의 취업형태의 경우 전체집단의 상용직의 비율은 7.8% 임시·일용직이 38.3% 고용주·자영

업자 비율은 10.1% 비취업은 43.8%로 조사되었다. 집단별로는 중장년남성집단과 중장년여성집단 그리고

청년집단에서 상용직의 비율이 각각 9.1%, 11.1%, 10.1%의 수준을 보였으며 중고령자집단의 경우 1.2%로

매우 낮았다.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중장년 남성집단이 43.6%, 중장년여성집단이 47.7%로 높은 수준이었으

며 중고령자집단과 청년집단은 각각 21.8%와 26.6%로 비슷하였다. 고용주·자영업자 비중은 중고령집단이

14.8%, 중장년남성집단이 13.9%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비취업은 중고령자 집단이 62.2%,

청년집단이 61.0%로 높았으며 중장년여성집단이 36.9%, 중장년남성집단이 33.4%로 가장 낮았다.

대표근로능력자의 심리적 요인 중 우울의 경우 CESD-11척도로 우울진단을 했을 때 전체집단의 46.4%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어, 수급집단의 우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는 중장년여성 집단의

51.2%, 그리고 중고령자 집단의 49.4%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청년이 대표근로능력자인 집단이

29.6%로 가장 낮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데 전체 평균은 27.22점이며

집단별로는 청년 집단이 30.98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중장년여성의 경우 27.61점, 중장

년남성 26.68점, 그리고 중고령자 집단이 26.5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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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수급탈피전망의 경우 전체의 4.2%가 3년 내 탈피를 전망하였으며, 19.7%가 모르겠다는 응답을,

그리고 76.1%가 3년이내 탈피전망없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로는 청년이 대표근로능력자로 있는 집단의

12.2%가 3년이내 탈피를 전망해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3년이내 탈피전망없다는 응답은 중고령자

집단에서 83.5%로 가장 높았다.

수급기간 관련해서 전체 person-year data중에서 2005년 수급을 경험한 집단은 30.3%이며 2005년 수급경

험집단을 100%로 했을 때 집단별로 경험비율은 중고령자 집단이 24.7%, 중장년남성 집단이 32.1%, 중장년

여성 집단이 34.2%, 그리고 청년집단이 9.0%를 차지하였다. 2005년 이전 수급을 경험한 집단을 100%로 했

을 때 집단별 5년 이상 수급경험 비율은 31.5%이며, 집단별로는 중장년여성 집단이 32.1%, 중고령자 집단

이 27.2%, 중장년남성 집단이 25.2%, 그리고 청년 집단이 1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급진입시기는 연도별 진입 집단을 100%로 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2005년의 경우 중고령

집단과 중장년여성 집단의 진입이 각각 약 35%로 높았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중장년남성 집단의 진입

비율이 약 40%가 넘으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근로가능능력자가 속한 수급집단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급탈출은 전체의 4.5%가 탈출하였으며 집단별로는

청년이 대표근로능력자인 집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남성이 대표근로능력자인 집단의 수급탈출

률이 5.4%, 그리고 중장년여성 집단이 4.3%, 중고령자 집단이 2.9%의 순이었다.

2. 수급탈출의 영향요인

이하에서는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을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을 통해 확인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전술

한 바와 같이 좌측절단 사례를 제외한 분석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여 좌측절단을 포함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접근이 타당한지를 예비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표 4>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변수를 포

함하여 탈수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좌측절단을 제외한 대상과 좌측절단을 포함한 대상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수급지속기간이 짧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 내 대표 근로능력자의 건강이 좋을수록, 가구 내 대표 근로능력자가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상용직이거나 고용주ㆍ자영업자일 때 수급탈출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측절단을 포함한 경

우와 제외한 경우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령자/중장년남성/중장년여성/청년의 집단 변수의

영향력은 두 가지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좌측절단을 제외한 경우는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청

년 집단 더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좌측

절단을 포함한 경우에는 중고령자에 비해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청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급탈

출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좌측절단 사례와 좌측절단되지 않은 사례의 집단 구성

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좌측절단된 사례는 중고령자가 27.0%, 중장년남성이 35.7%, 중장년여

성이 35.1%, 청년이 2.3%를 차지하지만, 좌측절단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는 중고령자가 24.7%, 중장년남

성이 32.1%, 중장년여성이 34.2%, 청년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좌측절단된 사례의 청년 비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좌측절단된 사례는 수급시작이 관찰되지 않는 사례, 즉 1차년도 이

전부터 수급을 받아 왔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수급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좌측절단된 사례 중 대표 근로능력자가 청년인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좌

측절단된 사례와 좌측절단되지 않은 사례의 특성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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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 4>에서 좌측절단 사례를 제외한 경우와 좌측절단 사례를 포함한 경우에서 집단 더미의 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났을 때, 후자의 경우가 표본 선택의 편의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예측과도 부합

하는 결과를 보이므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좌측절

단 사례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좌측절단 제외 좌측절단 포함

B S.E. B S.E.

수급진입시기

(기준: 모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2.629 ***

-1.657 ***

-3.016 ***

-

0.513

0.578

0.675

-1.795 ***

-3.589 ***

-3.570 ***

-4.572 ***

0.520

0.580

0.700

0.744

수급지속기간

(기준: 1년)

2년

3년

4년

모름

-1.637 ***

-2.517 ***

-5.440 ***

-

0.516

0.522

0.718

-

-1.578 ***

-2.846 ***

-4.478 ***

-4.983 ***

0.435

0.466

0.546

0.637

2005년 이전 수급경험

(기준: 5년 미만)
5년 이상 - - -1.007 *** 0.278

부양가족수(연속변수) -0.568 ** 0.264 -0.212 * 0.128

가구원수(연속변수) -0.835 *** 0.205 -0.354 *** 0.104

개인연령(연속변수) -0.007 0.012 0.002 0.005

개인건강상태

(기준: 안 좋은 편)
좋은 편 -0.617 0.462 -0.168 0.240

대표 성별

(기준: 여성)
남성 0.228 0.665 0.312 0.360

대표 결혼지위

(기준: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미혼/비해당

-0.943 **

-2.029 *

0.478

1.209

0.022

-0.760 *

0.222

0.446

대표 교육수준

(기준: 고졸미만)

고졸

대입이상

0.586

-0.408

0.428

0.690

0.378 *

0.293

0.228

0.336

대표 연령(연속변수) -0.033 0.033 0.042 ** 0.018

대표 건강상태

(기준: 안 좋은 편)
좋은 편 1.538 *** 0.508 1.333 *** 0.232

대표 취업형태

(기준: 비취업)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2.073 ***

0.319

2.607 ***

0.607

0.460

0.513

1.341 ***

0.104

1.612 ***

0.314

0.240

0.271

대표 자존감(연속변수) -0.069 0.045 -0.027 0.022

대표 우울(연속변수) 0.006 0.029 -0.015 0.016

대표 주관적 수급탈피전망

(기준: 3년이내

탈피전망없음)

3년이내 탈피전망

모름

-0.054

-1.791 ***

0.505

0.526

0.154

-0.776 ***

0.326

0.265

집단 구분

(기준: 중고령집단)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청년

-0.156

-1.252

-1.501

0.724

0.867

1.411

1.064 ***

1.191 ***

2.073 ***

0.387

0.415

0.770

상수 7.081 *** 2.713 0.239 1.419

X2(df) 204.476(27)*** 286.835(30)***

사례수 1272 3694

<표 4> 탈수급 영향요인, 좌측절단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

주: *** p<.01 ** p<.05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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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집단 중고령자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수급진입시기

(기준: 모름)

2005년진입 -1.92 (0.51)*** -23.26 (2582.40) -0.77 (0.92) 17.85 (7770.77)

2006년진입 -3.68 (0.58)*** -26.58 (2582.40) -3.68 (0.93)*** 16.66 (7770.77)

2007년진입 -3.59 (0.69)*** -22.29 (2582.40) -3.19 (1.14)** -2.32 (9492.50)

2008년진입 -4.63 (0.74)*** -26.82 (2582.40) -5.23 (1.52)*** 14.78 (7770.77)

수급지속기간

(기준: 1년)

2년 -1.57 (0.44)*** -5.76 (1.59)*** -1.36 (0.76)* -0.97 (1.23)

3년 -2.78 (0.45)*** -2.08 (1.11)* -1.70 (0.78)** -4.07 (1.25)***

4년 -4.51 (0.54)*** -24.03 (2582.40) -4.56 (0.93)*** -5.38 (1.37)***

모름 -5.01 (0.63)*** -29.79 (2582.40) -4.59 (1.09)*** 15.20 (7770.77)

2005년 이전

수급경험

(기준: 5년 미만)

5년이상 -0.93 (0.27)*** -16.98 (2432.03) -1.38 (0.58)** -0.92 (0.43)**

가구요인
부양가족수(연속변수) -0.27 (0.13)** 0.98 (0.51)** -0.08 (0.18) -0.92 (0.35)**

가구원수(연속변수) -0.29 (0.10)*** -0.23 (0.28) -0.39 (0.16)** -0.32 (0.23)

개인요인

연령(연속변수) 0.00 (0.01) 0.00 (0.02) 0.00(0.01) 0.01 (0.01)

건강상태

(기준: 안좋은편)
-0.16 (0.24) -1.14 (0.85) 0.10 (0.37) -0.63 (0.49)

대표 성별

(기준: 여성)
남성 0.29 (0.19) _ _ _

대표 결혼지위

(기준: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미혼/기타

0.04 (0.22)

-0.59 (0.42)

1.53 (0.87)*

-16.15 (7619.56)

0.15 (0.35)

-1.39 (0.82)*

-0.55 (0.48)

-18.25 (5481.90)

대표 연령 0.00 (0.01) _ _ _

대표 교육수준

(기준: 고졸미만)

고졸

대입이상

0.34 (0.22)

0.33 (0.32)

2.44 (0.91)**

3.91 (1.10)***

-0.17 (0.37)

0.33 (0.48)

0.41 (0.41)

-17.87 (2892.91)

대표 건강상태

(기준: 안 좋은 편)
좋은 편 1.31 (0.23)*** 1.45 (0.93) 0.50 (0.35) 2.89 (0.50)***

대표 취업형태

(기준: 비취업)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1.37 (0.31)***

0.21 (0.24)

1.65 (0.27)***

-15.58 (9554.49)

1.29 (0.79)*

1.42 (0.86)*

1.19 (0.64)*

0.82 (0.46)*

1.62 (0.53)***

1.56 (0.52)***

-1.21 (0.46)***

2.05 (0.58)***

대표우울(연속변수) -0.01 (0.01) 0.00 (0.05) 0.00 (0.03) -0.02 (0.03)

대표자존감(연속변수) -0.03 (0.02) -0.14 (0.09)* 0.08 (0.04)** -0.16 (0.04)***

대표 주관적

수급탈피전망

(기준: 3년이내

탈피전망없음)

3년이내 탈피전망

모름

0.26 (0.32)

-0.79 (0.26)**

4.03 (1.08)***

1.12 (0.82)

-0.13 (0.63)

-0.68 (0.42)

1.35 (0.57)**

-1.14 (0.58)**

상수 2.97 (1.25)** 26.92(2582.40) 0.14 (1.85) -12.94 (7770.77)

X2(df) 275.406 (27)*** 139.318 (25)*** 130.372 (25)*** 187.980 (25)***

사례수 3694 944 1230 1314

<표 5> 전체집단 및 집단별 수급탈출 영향요인

주: ***

p<.01 ** p<.05 * p<.10

<표 5>에는 수급탈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고, 다음으로 중고령자,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이 대표근로능력자로 있는 집단을 따로 분석하였다. 결측치

로 인해 분석에 포함된 표본수는 전체집단이 3694개인데, 이 중 청년집단 26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 결과 제시는 생략하였다. 그러나 앞의 <표 4>에서 좌측절

단을 포함한 분석 결과 중고령자 집단에 비해서 청년집단이 유의미하게 수급탈출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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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전체집단 모형과 집단별 모형 모두에서 model Chi-Square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투입된 독립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

는 각 독립변수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먼저 수급진입시기의 경우 수급진입시기를 모르는 좌측절단된 표본에 비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년에 진입한 표본들의 수급탈출확률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집단별로 보면 중

장년남성이 대표근로능력자인 집단이 2006년, 2007년, 2008년에 진입한 표본들이 수급진입시기를 모르는

표본들보다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급탈출확률을 나타내었다.

수급지속기간을 보면, 수급지속기간이 1년인 경우에 비해 수급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집단별로 분석했을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좌측절단된 표본의 경우 2005년 이전경험여부와 기간이 파악된 표본에 한해서 이전수급경험

을 ‘5년이상’과 ‘5년미만’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이전 수급기간이 5년이상인 가구가 5년미만인

가구에 비해서 p<.01의 수준에서 수급탈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고령자 집단과 중장년여성 집단 그리고 청년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근

로능력자가 있는 수급가구에서도 수급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요인으로는 부양가족수와 가구원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집단에서는 노인, 장애인, 미취학아

동 등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집단별

로 보면, 중고령자 집단에서는 오히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높아졌다. 중장년여성 집단

의 경우는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 이는 중

장년여성이 대표근로능력자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유배우의 비율: 29.1%)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러한 사실이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수의 경우 또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았다. 집단별로 보면, 중장년남성이 대표근로능력자인 집단에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p<.05의 수준에서 수

급탈출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위기대처와 극복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특히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규모가 클수록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취약가구원수가 많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요인으로는 수급자 개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분석에 투입하였는데, 수급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표근로능력자의 특성변수들을 투입하였다. 먼저 대표근로능력자의 성별과 연령은 수급탈

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표근로능력자의 결혼지위의 경우 중고령자 집단에서는 유배우자에

비해서 사별/이혼/별거인 경우가 p<.10의 수준에서 수급탈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에 중장년남성의 경우는 미혼이나 기타의 결혼지위가 유배우자에 비해서 수급탈출 확률이 p<.10의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중장년여성 집단의 경우 유배우자에 비해서 사별/이혼/별거와 미혼의

경우가 수급탈출확률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표근로능력자의 교육수준이 수급탈출에 주는 영향은 중고령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수준의 근로능력자가 속한 가구의 개인보다 고졸이나 대입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근로능력자

가 속한 가구의 개인의 탈출확률이 각각 p<.05와 p<.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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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근로능력자의 건강상태는 전체집단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p<.01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높았으며 집단별로는 중장년여성이 대표근로능력자로 있는 집단에서 대표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수

급탈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표근로능력자의 취업형태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수급탈출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전체집단에

서는 비취업에 비해서 상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수록 수급탈출확률이 p<.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

다. 집단별로 보면, 중고령자 집단에서는 비취업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수록 수급탈출확률

이 p<.1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중장년남성 집단의 경우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

수록 비취업에 비해서 수급탈출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여성 집단의 경우 비취업에

비해서 상용직, 고용주·자영업자일수록 수급탈출확률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임시·일용직

의 경우는 오히려 비취업에 비해서 수급탈출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집

단에서 취업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비취업에 비해서 ‘근로’ 자체는 대체로 수급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년여성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비취업에 비해서 수급탈출확률이 낮게 나

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

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불안정과 가구 내 돌봄노동의 필요성이 오히려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대표근로능력자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 자존감, 주관적

수급탈피전망 변수를 투입하였다. 먼저 우울의 경우에는 모든 집단에서 수급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자 집단의 우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수급자 집단의 우울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진단여부로 판단

할 경우 대표근로능력자의 우울이 약 50%였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수급 가구 중에서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대표근로능력자의 심리적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이 수급탈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전체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

나, 집단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중장년남성이 대표근로능력자인 집단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중고령자와 중장년여성이 대표근로능력자인 집단에서는 반대

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언뜻 보았

을 때 이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인식이 집단별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고령자 집단의 경우 국가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못살았던 시대를 지나 오늘날의 풍요로운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중장년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40대인 점과 교육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수급에

대해서 낙인감을 갖기보다는 ‘권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수급진입자에서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젊은층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수급에 대해서도 권리로서 인식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 일선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다(구인회 외, 2008). 반대로 중장년남성의 경우 자

존감이 높을수록 수급탈출 확률이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앞의 두 집단과

달리 중장년남성 집단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수급에 대해서 낙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집단을 분석했을 때는 자존감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 집단별로 분석하면 수급탈출

에 상이한 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 수급탈피전망의 경우에는, 먼저 전체집단에서는 “3년이내 수급탈피전망이 없다”는 응답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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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급탈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이는 “모르겠다”

라고 아예 전망을 하지 않는 것이 비관적이나마 탈출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보다 수급탈출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고령자 집단의 경우는 3년이내 탈피를 전망하는

경우가 3년이내 탈피전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수급탈출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중장년여성을 보

면, 각각 3년이내 수급탈피를 전망하는 경우가 3년이내 탈피전망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수급탈출확률이

높았으며(p<.01), “모르겠다”라고 아예 전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오히려 수급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체집단 중고령자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대표우울(연속변수) -0.01 (0.01) 0.03 (0.04) -0.03 (0.02) 0.01 (1.00)

대표자존감(연속변수) -0.013 (0.02) -0.12 (0.07)* 0.09 (0.03)** -0.15 (1.00)***

대표 주관적

수급탈피전망

(기준: 3년이내

탈피전망없음)

수급탈피의지있음

수급탈피의지모름

0.26 (0.31)

-0.78 (0.26)**

3.17 (1.01)

0.70 (0.79)

-0.23 (0.62)

-0.65 (0.40)

1.34 (0.52)***

-1.19 (0.59)**

사례수 3694 944 1230 1314

<표 6> 우울, 자존감, 주관적수급탈피전망을 각각 투입한 분석 결과

주 : <표 5>와 동일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으나 결과는 생략하였음.

*** p<.01 ** p<.05 * p<.10

마지막으로 <표 6>에서는 대표근로능력자의 우울, 자존감, 주관적 수급탈피전망 변수를 각각 따로 투입

한 세 개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울, 자존감, 주관적 수급탈피전망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가 높아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통제변수는 그대로 투입한 채 세

가지 변수를 각각 하나씩 투입했을 때 해당 변수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수를 한꺼번에 투

입한 <표 5>와 비교할 때 각 변수의 방향과 통계적인 유의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세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한 결과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결론

그동안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빈곤 완화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근로의욕 저하나

탈수급동기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어왔다. 기초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급여체계와 보충급여 방식 등 기초보장제도상의 금전적인 근로유인체계를 개선하

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탈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ㆍ정서적 요인이 간과되어 왔고, 수급

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집단별로 상이한 탈수급 요인을 정교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대표근로능력자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 그리

고 수급주기와 관련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분석함으로서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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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집단에서 수급탈출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근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그 영향력이 집단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기는 하지

만, 모든 집단에서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취업한 경우의 수급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능력자가 있는 수급가구에서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시간에 따른 수급탈출확률 감소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간의존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는 수급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심리․정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

일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즉, 수급에 오래 머무르면서 무기력을 학습하여 수급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수급탈출이 용이한 집단이 먼저 수급에서 탈출하고 수급탈출이

어려운 집단만 남게 되어 시간에 따라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

는 대안적인 가설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자가 수급에 오래 머무를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

아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Bane and Ellwood, 1994).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수급자의 심리․정서적 요인의 영향은 우울, 자존감, 주관적 수급탈피전망 변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

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전망이 수급탈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런데 그 영향은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자존감의 경우에는 중고령자 집단과 중장년여성 집단

에서는 수급탈출과 부적 관계를 갖지만, 중장년남성 집단에서는 정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

자의 심리․정서적 요인이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이 집단별로 다를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전적 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기초보장의 내부개혁(welfare

reform approach) 방안이 탈수급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외부

에서 저소득 비수급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기초보장 외부개혁방안(non-welfare approach)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대상집단별로 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여 고용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상은 청년층이다. 중장년여

성도 일반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큰 집단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지원과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호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를 제공이 보다 현실적

인 자활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상당수의 중장년남성에게도 해당된다. 중장년남성 수급

자 중 일부 정규직·상용직 등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집단은 현재의 보충급여방식과 통합급여체제 하에서

는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유인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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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빈곤과 빈곤지속

Asset Poverty and Poverty Persistence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의 동태적 특징

과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우리사회 소득계층간 자산양극화는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는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와 비교하여 빈곤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빈곤

상태로부터 탈출하기는 어려워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에서 나타는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특히 소득빈곤계층일수록 자산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으

며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는 비빈곤계층과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가계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

한 교육을 실시하여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제 1 장 문제제기

우리사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빈곤대책과 예산

으로는 빈곤층이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뿐이고 심화되는 빈곤의 고착화나 대물림을 해결할 수 없다

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과 같이 현금을 지급해 소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를 지원하는 복지정책

으로는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저소득계층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여 빈곤을 탈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수급대상자를 선정하

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여기서 재산이 최고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고 기초공제

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결국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이나 비정기적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에서 탈

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이태진 외, 2005).

이에 우리나라에서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

에 약간의 자산을 가진 저소득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즉, 중산층으로 올라갈 자산을 만

들지 못하면 아예 빈곤층으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형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통한 사회투자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남상호, 2009). 자산을 형성시키는 빈곤정책은 빈곤층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비시켜주고, 인적자본을 개발함으로써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

* 여기서 재산은 자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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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강성민 외, 20091). 선행연

구 결과에서도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업기간이 더 단축됨으로써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부모

가 저축을 하거나 자산이 있을 경우 그 가구의 자녀들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저축 습관 및 자산 축적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태진 외, 2005). 이와 같이 빈곤층 및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

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빈곤관련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이하, 소득빈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자산의 격차에 관한 연구(이정우 외, 2001; 김진영, 2002; 남상호, 2007; 남

상호 외, 2008 등)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외를 통틀어 자산빈곤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

한 연구물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Haveaman and Wolff, 2004; Wolff and Caner, 2004; 이태진 외, 2005;

남상호 외, 2008; 남상호, 2009; 강성민 외, 2009 등). 자산빈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남상호 외(2008)와

남상호(2009)의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 자산빈곤층의 특성과 자산빈곤층의 자산 보유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강성민 외(2009)의 연구를 통해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고 빈곤탈피율이 낮으며 빈곤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 자산빈곤층의 규모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자산빈곤의

이행과정과 자산빈곤의 결정요인을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fects probit model)

을 사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ity)과 상태의존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

고 자산빈곤의 규모와 심각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소득빈곤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계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실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 이어 2장에서는 자산빈곤층을 정의한 다음, 3장에서는 자산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4장에

서는 자산빈곤의 이행확률을 통하여 자산빈곤의 고착화 현상을 감지하고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자 한

다.

제 2 장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1. 자산빈곤의 개념

자산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빈곤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의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빈곤이 생계의 최

소한의 이하임을 감안하여 자산빈곤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빈곤의 정의인 ‘일정

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라는

Haveman and Wolff(2004)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먼저, ‘일정기간’은 소득이 없을 때 자산으로 가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타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서 고용이 되는 기간을 소득의 발생에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의한다. 고용보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을 보호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자산빈곤선은 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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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득빈곤에서 빈곤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득의 정의가 필요하듯이 자산빈곤에서는 자산유

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산은 <표 1>과 같이 크게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한

다. 총자산의 하위 변수 중 '자가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택유형이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을 의미하고, '부동산자산'은 자가주택과 자가주택이외

의 소유부동산과 점유부동산의 가격을 합한 값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및 채권과 사채

등과 같은 기타 금융자산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자산의 정의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

는 자산유형으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측정된 ‘자산1’과 ‘자산1’에서 거주주택가격을 제

외한 순자산으로 측정한 ‘자산2’,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측정한 ‘자산3’의 세 가지 형태로 자산을 정의한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자산으로부터

소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표 1> 자산의 정의

항목 구성내역

총자산

부동산자산

자가주택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총부채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자가주택 + 소유부동산 + 점유부동산

거주주택가격

거주주택외 소유 주택 + 주택외 건물 + 토지

거주주택외 점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준 것 + 기타(권리금 등)

예금 + 적금 + 주식․채권 + 기타(사채 등)

농기계 + 농축산물 + 자동차 + 기타(운동클럽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

금융기관대출 + 일반사채 + 카드빚 + 전세보증금(받은 돈) + 외상 및 미리탄 계돈 등

자산1

자산2

자산3

총자산 - 총부채

자산1 - 자가주택

금융자산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09』, 2010.

그리고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소득빈곤에서와 같이 평균 또는 중위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산빈곤선으로 하는 상대기준의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상대기준으로 자산빈곤을 정의할 경우 평균 또는

중위 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퍼센트를 기준선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소득빈곤선의 설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설정한다*.

2. 분석방법

자산빈곤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산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간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

성과 자산빈곤의 상태의존성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자산빈곤의 경험이 과대평

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간의 이질성은 자산축적에 대한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

* 남상호(2009)은 자산빈곤의 절대기준으로 가구의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을 자산빈곤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6개월로 설정한 근거

로 실업상태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자산빈곤선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정의한 연구로는 Caner and Wolff(2004), Wolff(1990), 이태진 외(2005), 남상호(2007, 2009),

강성민 외(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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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나 투자성향 등의 특성 때문에 자산축적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산빈곤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가구들의 자산축적에 대한 선호, 동

기 등과 같은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때문인지 아니면 자산축적의 장벽 등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정책은 매우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간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을 통제할 수 있는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자산빈곤의 상태의존성과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은 자산기준으로 빈곤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때 t기 가구의 자

산빈곤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동태적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     (1)

위 식에서  
 는 잠재종속변수이고,  는 관측된 이항결과변수이다.

즉,     i f    ≥ 

 

여기서  는 설명변수들이며,   는  와 구조적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이다. 그런데  와

  는 과거의 자산빈곤 경험이 현재의 자산빈곤 상태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

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간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오차항  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2)

식 (2)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3)

식 (3)에서 같은 가구의 두 연속된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는           


  
 ,

   ⋯ 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분산 중에서 관찰될 수 없는 이질성의

분산의 비율이 된다.

그런데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식 (3)을 추정할 때,   의 존재로 인해 일관된 추정치를 얻지 못한다.

이는 초기조건이 가구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과 상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기조건의 문제란, 조사에서 관

찰된 기간의 처음 시점의 조건이 개인이 실제 사건을 경험한 확률적 과정의 처음 시점의 조건이 다른 데

서 발생하는 문제이다(석상훈, 2007).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조건을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발생하는 편의를 교정함으로써 일관된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Heckman(1981)의 추정치(estimator)를 이용한다. Heckman이 제안한 잠재변수의 초기조건

에 대한 축약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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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는 설명변수의 초기값(즉,   )을 포함한 외생적인 도구변수이고, 는 와 상관되어 있다. 그

러나 2기 이후부터는 상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

여기서 와  은 서로 독립적이다. 만약  이 2기 이후  와 같은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초기의

잠재변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는 1기의 변수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다수 주어진 하에서 가구 의 관측된 가능성은

 가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우도함수로 도출하면,










  ′      

  



       ′       





여기서, F는  의 함수이다(Hsiao, 2003).

제3장 자산빈곤의 규모와 특성

1. 저소득층의 자산규모

자산빈곤의 규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및 부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총자산은 2006년 17,911.2천원, 2007년 21,848.9천원을 기록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20,652.0천원으

로 2007년과 대비하여 5.5%나 줄어들었다가 2009년 21,595.5천원으로 2008년과 대비하여 4.6%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산의 규모가 다시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위기 이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총부채는 2006년 2,525.4천원, 2007년 2,810.8천원을 기록하다가 2008년 2,767.6천원으로 2007년과 대비하여

1.5% 감소에 머물러 총자산과 비교하여 감소폭이 낮았으나 2009년에는 2,982.9천원으로 2008년과 대비하

여 7.8% 증가하여 총자산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총자산의 추세와 비슷하게 2006년 15,385.8천원, 2007년 19,038.1천원을 기록하며 증가하다가 2008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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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17,884,4천원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8,612.6천원으로 다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

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림1] 연도별 평균 자산 및 부채의 변화 추이

(단위 : 천원)

주 1) 모든 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함.

2) 해당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이러한 자산규모의 변화는 어느 소득계층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계층간의 자산규모는 어

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소득계층별로 5분위 집단을 구한 뒤, 소득계층별 자

산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산1’에서 상위소득 5분위와 하

위소득 1분위 계층간의 평균 자산의 격차는 2006년 5.57배, 2007년 6.85배를 기록하다가 2008년 6.68배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7.64배로 다시 소득계층간 자산의 격차는 악화되었다. ‘자산1’의 기준으로 금융위기

의 여파로 자산규모가 감소한 집단은 소득 4분위 계층이며 이 집단의 자산규모는 2007년과 대비하여

30.9%나 감소하였다. 한편, ‘자산1’에서 자가주택을 제외한 ‘자산2’에서 상위소득 5분위와 하위소득 1분위

계층간의 평균 자산의 격차는 2006년 7.55배, 2007년 12.49배를 기록하다가 2008년 8.30배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9.11배로 그 격차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자산1’과 유사하게 ‘자산2’의 기준에서도 금

융위기의 여파는 소득 4분위 계층에 크게 받아 이들 집단의 자산규모는 2007년과 대비하여 53.6%나 감소

하였으며 소득 5분위에서도 5.6%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끝으로 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자산3’에서 상위소득

5분위와 하위소득 1분위 계층간의 평균 자산의 격차는 ‘자산1’과 ‘자산2’와는 달리 2006년 9.22배, 2007년

12.45배, 2008년 13.52배를 기록하다가 2009년에 11.35배로 그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자산 유형에 비해 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자산3‘은 금융자산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금

융위기의 여파로 소득 3분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층에서 자산규모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그 감소폭은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6년과 2009년간 자산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의 자산규모는 2006년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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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상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자산보유 규모가 작은 저소득계층은 그 자산규모의 변화폭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유인하지 못한다면 소득계층간 자

산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산빈곤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표 2> 소득 5분위별 평균 자산의 변화 추이

(단위 : 천원, %)

평균자산 증감율

2006 2007 2008 2009 2006-07 2007-08 2008-09 2006-09

자산1

1분위 6,529.5 6,461.2 6,865.8 6,579.5 -1.0 6.3 -4.2 0.8

2분위 8,999.6 10,079.6 11,125.7 11,190.4 12.0 10.4 0.6 24.3

3분위 10,543.5 12,278.8 15,606.7 14,313.7 16.5 27.1 -8.3 35.8

4분위 16,630.3 27,112.6 18,721.4 22,510.5 63.0 -30.9 20.2 35.4

5분위 36,342.7 44,245.8 45,871.7 50,285.3 21.7 3.7 9.6 38.4

5분위/1분위 5.57 6.85 6.68 7.64 23.0 -2.4 14.4 37.3

자산2

1분위 2,283.2 1,873.9 2,661.0 2,971.9 -17.9 42.0 11.7 30.2

2분위 2,969.8 3,127.8 3,816.7 4,025.7 5.3 22.0 5.5 35.6

3분위 3,116.6 3,935.6 6,183.0 4,814.5 26.3 57.1 -22.1 54.5

4분위 6,045.3 15,380.2 7,137.1 9,620.6 154.4 -53.6 34.8 59.1

5분위 17,244.6 23,397.9 22,092.9 27,076.6 35.7 -5.6 22.6 57.0

5분위/1분위 7.55 12.49 8.30 9.11 65.3 -33.5 9.7 20.6

자산3

1분위 655.0 688.0 595.3 690.5 5.0 -13.5 16.0 5.4

2분위 796.0 1,274.0 1,175.8 1,492.0 60.1 -7.7 26.9 87.4

3분위 1,408.1 1,631.3 1,883.3 1,672.4 15.9 15.4 -11.2 18.8

4분위 2,126.6 2,911.2 2,729.8 3,431.0 36.9 -6.2 25.7 61.3

5분위 6,035.9 8,563.3 8,046.6 7,835.7 41.9 -6.0 -2.6 29.8

5분위/1분위 9.22 12.45 13.52 11.35 35.1 8.6 -16.0 23.1

주 1) 모든 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함.

2) 해당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2. 자산빈곤층의 규모

이제 자산유형별로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산

빈곤가구의 규모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절대적 기준

뿐만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서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규모도 함께 제시하여 자산빈곤이 소득기준 빈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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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산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자산빈곤층의 추정 규모

(단위 : %)

빈곤율 변화율

2006 2007 2008 2009 2006-07 2007-08 2008-09 2006-09

절대빈곤

자산1 11.3 11.2 10.7 11.1 -0.6 -5.1 4.4 -1.5

자산2 37.4 37.3 35.1 34.9 -0.4 -5.9 -0.5 -6.7

자산3 35.0 31.3 29.5 29.3 -10.7 -5.5 -0.7 -16.1

소득 14.0 11.9 10.6 9.8 -14.9 -11.3 -7.6 -30.2

상대빈곤

자산1 31.2 31.1 32.5 33.0 -0.3 4.5 1.5 5.8

자산2 41.2 40.8 38.2 38.6 -1.0 -6.4 1.0 -6.3

자산3 37.9 37.9 37.3 38.1 0.0 -1.6 2.1 0.5

소득 18.0 18.4 18.5 17.6 2.2 0.5 -4.9 -2.2

주 1) 절대빈곤의 자산빈곤은 각 가구의 3개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빈곤은 최저생계비 미만이며 상대빈곤은 자산

빈곤선은 자산형태별 중위값의 50% 미만, 소득빈곤은 경상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임.

2) 자산빈곤1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순자산1), 자산빈곤2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순자산2),

자산빈곤3은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자산빈곤상태를 측정함.

3) 각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먼저, 절대기준에서 ‘자산1’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11.3%, 2007년 11.2%,

2008년 10.7%를 기록하다가 2009년에 들어와 11.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산2’ 기준

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자산1' 기준 보다 상당히 높게 추정되어 2006년 전체 가구의 37.4%, 2007년

37.5%를 기록하다가 2008년 29.5%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도 29.3%를 기록하고 있다. ‘자산3’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자산2'의 기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2006년 35.0%, 2007년 31.3%, 2008년 29.5%, 2009

년 29.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빈곤가구의 규모로는 '자산1‘로 측정된 자산빈곤가

구의 규모가 ’소득‘으로 측정된 소득빈곤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빈곤가구의 변화추세는 ’자산3‘으로 측정

된 자산빈곤가구의 변화추세가 ’소득‘으로 측정된 소득빈곤가구의 변화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자산분포를 반영하여 상대기준에서 다시 추정해 보면 절대기준의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

나고 있다. 먼저, '자산1'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31.2%, 2007년 31.1%를 미

미한 수준이지만 감소하다가 2008년 32.5%로 상승하여 2009년 33.0%를 기록하여 절대기준과는 달리 지속

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산2’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

의 41.2%, 2007년 40.8%, 2008년 38.2%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38.6%로 반등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자산3’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37.9%, 2007년 동일

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8년 37.3%를 기록하며 감소하다가 2009년 38.1%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과 2009년간 자산빈곤가구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절대기준으로 2009년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2006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상대기준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증가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산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할 경우 평균 순자산을 기준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위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미만을 빈곤선으로 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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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구자마다 다양한 자산빈곤의 규모 제시되는 문제가 있고,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

기준의 핵심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가구의 소득원이 차단되었을 때 자산만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

는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후에 논의에서는 절대기준으로 자산빈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산빈곤층의 특성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자산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다(<표 4> 참조). 일단, 자산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자산빈곤가구는 비교적 소득빈

곤가구의 특성은 그대로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 특성으로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그

리고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그리고 고용상태는 비취업상태에 있을수록 그리고 광역시 이하의 월세거주일수

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빈곤이란 사전적으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원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소득빈곤가구의 특성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여기서는 자산유형간 비교를 통하여 비교 항목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자산유형별 자

산빈곤가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산1’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빈곤한 다른 자산유형의 가

구 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많으며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고 자가주택의 점유형태는 월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그리고 ‘자산2’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자가보유율이 높은 집단

이며, ‘자산3’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집

단이다.

자산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 이들 자산빈곤 가구는 가계재정지표에도 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산1’의 경우 자산의 구성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

가주택이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자산빈곤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간 부동산자산의 격차는 20.6배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빈곤 가구의 경우에는 총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총부채/총자산'의 비율은 20.07로 총자산에 비하여 총부채가 20.07배나 많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자산빈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음(-)의 값을 지니고 있다. 또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

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총자산'의 비율은 0.35로 나타나 ‘자산1’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의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의 빈곤한 가구 보다 자산의 유동성이 비교적 높으나 총자산에 비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산1’에서 거주주택의 가격을 뺀 ‘자산2’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다른 자산유형

의 빈곤한 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계재정상태가 양호하며 빈곤하지 않은 가구와의 가계재정지표의

격차도 다른 자산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으로 측

정된 ‘자산3’의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간 금융자산의 격차가 61.3배나 되어 다른 자

산유형의 빈곤한 가구 보다 자산의 유동성이 상당히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자산빈곤 가구와 소득빈곤 가구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소득빈곤 가구와 구별되는 자산빈곤 가구의 특징은 가계재정지표나 자산의 구성까지 고려해서 살

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257 -

<표 4> 자산빈곤층의 특성

(단위 : %, 세, 명, 천원)

자산1 자산2 자산3 소득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가

구

주

특

성

성별
남성 83.2 62.1  86.5  73.8  85.9  70.1  83.8  59.9 

여성 16.8 37.9  13.5  26.2  14.1  29.9  16.2  40.1 

연령

<25 0.4 1.0 0.3 1.0 0.4 0.7 0.6 0.2

25-34 12.8 8.4 13.5 8.4 14.5 7.6 13.6 3.0

35-49 37.9 39.9 38.0 39.9 39.9 34.4 41.0 16.2

50-64 26.1 22.7 27.8 22.7 26.7 23.8 26.7 19.0

65+ 22.7 28.0 20.3 28.0 18.5 33.6 18.1 61.7

학력
고졸이상 67.5  50.2  70.6  58.7  73.4  48.8  70.9  26.2 

고졸미만 32.5  49.8  29.4  41.3  26.6  51.2  29.1  73.8 

경제활동

상태

취업 73.6 62.1 75.2 69.2 78.1 59.7 78.6 24.7

비취업 26.4 37.9 24.8 30.8 21.9 40.3 21.4 75.3

배우자

유무

있음 74.9 46.4 78.1 64.9 77.2 60.1 74.8 50.2

없음 25.1 53.6 21.9 35.1 22.8 39.9 25.2 49.8

가

구

특

성

가구원수 2.95 2.53  3.00 2.86 3.00  2.71  3.00  2.09

점유형태

자가 59.8 7.3 60.1 52.9 60.1 40.9 55.3 45.0

전세 20.7 7.5 22.7 16.5 20.5 16.6 19.6 17.0

월세 13.4 55.6 13.0 26.3 12.2 30.7 17.6 20.6

기타 6.1 29.5 4.2 4.3 7.3 11.7 7.5 17.5

소득빈곤

여부

비빈곤 90.1 72.5  92.8  82.2  94.2  75.2  - -

빈곤 9.9 27.5  7.2  17.8  5.8  24.8  - -

거주지역

서울 21.6 16.2 20.5 23.4 22.2 18.4 22.0 14.2

광역시 24.3 28.8 22.8 28.6 23.9 27.0 25.0 23.6

도 54.1 55.0 56.7 48.0 53.9 54.6 53.0 62.2

재

정

상

태

총자산 22,926.9 1,231.9 27,393.1 10,836.8 26,204.0 8,070.1 22,254.1 7,416.4

부동산자산 19,004.4 922.9 22,266.6 9,937.7 21,302.1 7,649.6 18,428.9 6,624.8

금융자산 3,096.4 186.3 4,082.3 593.5 4,014.5 65.5 3,067.9 630.0

기타자산 826.1 122.7 1,044.3 305.5 920.9 366.8 822.9 180.3

총부채 2,674.0 3,440.2 2,200.6 3,922.7 2,952.8 2,365.1 2,958.9 1,322.6

순자산(총자산-총부채) 21,799.4 -2,361.0 27,100.1 7,445.7 25,050.6 6,135.6 20,818.0 6,540.2

경상소득 298.8 139.3 333.6 203.1 340.0 152.6 312.4 49.8

가계지출 255.5 142.6 272.8 201.9 281.4 159.2 264.4 84.4

금융자산/총자산 0.19 0.35 0.22 0.10 0.25 0.10 0.20 0.20

총부채/총자산 0.13 20.07 0.08 3.15 0.20 6.36 1.47 6.82

주 1) 가계지출 = 식료품비 + 주거비 + 광열수도비 + 가구가사용품비 + 피복신발비 + 보건의료비 + 교육비 + 교양

오락비 + 교통통신비 + 기타소비지출 + 사적이전지출 +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 지출한 이자

2) 모든 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함.

3) 각 수치는 각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4년간의 평균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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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산빈곤의 지속

1. 자산빈곤의 이행확률

자산빈곤의 이행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자산빈곤의 이행확률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전

년도 비빈곤가구 가운데 다음 연도에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은 ‘자산1’ 기준으로 2006-07년 4.9%에서

2007-08년 4.3%를 기록해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2008-09년 4.6%로 다시 빈곤상태로 진입

할 확률이 높아졌으나 다른 자산유형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자산2' 기준으로

빈곤상태의 진입할 확률은 2006-07년 17.6%에서 2007-08년 15.3%, 2008-09년 15.0%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3' 기준은 2006-07년 16.2%, 2007-08년 14.2%를 기록해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졌으나 2008-09년 15.4%로 빈곤상태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다시 상승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기준의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은 2006-07년 5.6%에서 2007-08년 5.5%, 2008-09년

5.2%를 기록해 규모면으로는 '자산1'과 유사하나 변화 추세는 '자산2'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1' 기준은 소득기준보다 비빈곤에서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낮지만 나머

지 자산기준은 소득기준 보다 비빈곤에서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년도의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자산1' 기준으로 2006-07년 40.1%에서

2007-08년 37.3%, 2008-09년 36.0%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보이고

있다. '자산2' 기준은 2006-07년 30.0%에서 2007-08년 30.3%로 30%대에 머물러 있다가 2008-09년 28.6%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산3' 기준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2006-07년 41.0%에서 2007-08년 37.3%, 2008-09년 36.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2006-07년 51.3%에서 2007-08년 47.3%로 하락하

였으나 2008-09년 다시 49.0%로 자산보다 소득빈곤에서의 빈곤탈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산빈곤 가구의 경우 소득빈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확률은 '자산1' 기준으로 2006-07년 59.9%에서

2007-08년 59.4% 다소 하락하다가 2008-09년 60.4%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2' 기준으

로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확률은 2006-07년 70.0%, 2007-08년 69.7%, 2008-09년 71.4%로 '자산1'과 같은 변

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빈곤상태가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산3' 기준으로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확률은 2006-07년 59.0%에서 2007-08년 62.7%, 2008-09년 64.0%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기준으로 빈곤상태가 지속될 확률은 2006-07년 48.7%에서

2007-08년 52.7%를 기록하며 상승하다가 2009년 51.0%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기

준이 소득기준 보다 빈곤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자산빈곤이 소득빈곤과 비교하여 빈곤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빈곤상태로부터 탈출

하기가 어려워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산빈곤층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빈곤층에 대한 빈곤대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산빈

곤에 대한 대책을 마련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소득빈곤층과 비교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

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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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빈곤이행 확률

(단위 : %)

빈곤진입

빈곤탈출

빈곤지속

주 : 빈곤지속 확률은 전년도(t-1)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 KOWEPS 연간 연결패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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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은 소득에 비해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으나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확률

은 비교적 낮아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자산빈곤층

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분석 대상가구를

가구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연결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로 구성하여 개별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

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통제하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살

펴보고자 한다.

추정에 사용된 표본은 4,248가구의 16,992개 관측치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종속변수로는 빈곤=1, 비

빈곤=0으로 하는 자산유형별 빈곤여부가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상태지속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자산빈곤의 가능성이 개별 가구 가구주가 지니고 있는 지

능이나 능력부족 또는 낮은 동기수준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학력, 연령, 성별 그리고 고용상태 등

의 변수가 도입되었으며 그리고 배우자의 존재여부, 가구원수, 자가주택소유여부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자산빈곤의 가능성이 높을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끝으로 가계재정상태에

따른 자산빈곤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산/총자산’과 ‘총부채/총자산’의 지표가 사용되었다.

<표 5> 변수의 설명과 기초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pov_ass1 자산빈곤여부(자산1) 16,992 0.08 0.27 0 1

pov_ass2 자산빈곤여부(자산2) 16,992 0.37 0.48 0 1

pov_ass3 자산빈곤여부(자산3) 16,992 0.36 0.48 0 1

pov_inc 소득빈곤여부 16,992 0.18 0.38 0 1

Lpov_ass1 자산빈곤시차변수(자산1) 16,991 0.08 0.27 0 1

Lpov_ass2 자산빈곤시차변수(자산2) 16,991 0.37 0.48 0 1

Lpov_ass3 자산빈곤시차변수(자산3) 16,991 0.36 0.48 0 1

Lpov_inc 소득빈곤시차변수 16,991 0.18 0.38 0 1

sex 성별(1=여성) 16,992 0.21 0.40 0 1

age 연령 16,992 55.66 15.03 14 93

age2 연령 제곱 16,992 3323.57 1682.46 196 8649

spo 배우자존재여부(1=있음) 16,992 0.72 0.45 0 1

edu 교육수준(1=고졸이상) 16,992 0.53 0.50 0 1

work 취업여부(1=취업) 16,992 0.59 0.49 0 1

fnum 가구원수 16,992 2.78 1.27 1 8

house 자가주택소유여부(1=소유) 16,992 0.65 0.48 0 1

reg 지역(1=광역시 이상) 16,992 0.45 0.50 0 1

index1 금융자산/총자산 16,992 0.15 0.19 0 1

index2 총부채/총자산 16,992 0.58 6.87 0 666.67

이러한 변수를 통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빈

곤의 상태의존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의 시차변수의 계수가 양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구간 이질성을 통제한 후 과거의 빈곤경험과 미래의 빈곤간의 구조적 관계, 이른바 상태

의존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1’과 ‘자산2’ 기준의 자산빈곤의 시차변수의 계수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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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빈곤의 시차변수의 계수의 값 보다 더 크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빈곤에 비해 자산빈곤

의 고착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빈곤층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을 통하여 초기에 자산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초기에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자산빈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자산빈곤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의 소득빈곤에서 논의 되는 요인과 일치하고 있다. 즉, 가

구주가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체증적으로 높아질수록 그리고 비취업상태

에 있을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빈곤계층일수록 자산을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

에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자산빈곤에도 빠질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소

득빈곤에서의 빈곤대책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자산 및 소득빈곤계층에 있어 공통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소득빈곤계층에 대해서도 주택마련을 위해 현

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나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이다.

이제 소득빈곤계층과 차이를 보이는 자산빈곤계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자산2’와 ‘자산3’ 기준

의 자산빈곤계층은 소득빈곤계층과 동일하게 가구주 연령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이 체중적으로 높아짐

을 알 수 있으나 주택을 자산으로 포함한 '자산1' 기준의 자산빈곤계층의 경우에는 연령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택마련이 연령과 상관없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주

택을 제외한 순자산이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젊은 시절에 보유하고 있는 낮은 자산

의 규모가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축적됨에 따라 자산은 은퇴 시점에 정점을 달하였다가 은퇴 이후

시절에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후 자산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대비한 자산형성

과정이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고용상태 변수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측정된 ‘자산2’ 기준에서는 다른 자산의

유형과는 달리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자산빈곤에 노출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자산2’ 기준에서는 다른 자산의 유형과는

달리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산빈곤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을 ‘자산2’

와 같이 정의할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산빈곤계층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빈곤한 가구의 자산 유동성을 보여주는 '금융자산/총자산'의 비율이 ‘자산1’ 기준에서는 양(+)의

값인 것에 반면에 ‘자산2’와 ‘자산3’ 기준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이들 집단에서는 자산 유동성이

낮을수록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의 정의에 따라 거주주택자산을 제외한 '자

산2‘와 금융자산으로 측정한 ’자산3‘에서의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

중이 상당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산1‘과 같이 거주주택을 자산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거주주택가

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자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자산빈곤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거주주택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 262 -

<표 6>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

자산1 자산2 자산3 소득

Pov_t-1 0.59 (0.12) *** 0.56 (0.05) *** 0.32 (0.05) *** 0.36 (0.06) ***

sex 0.09 (0.17) 0.58 (0.10) *** 0.26 (0.08) *** 0.13 (0.08) *

age -0.01 (0.03) -0.10 (0.01) *** -0.02 (0.01) * -0.05 (0.01) ***

age2 <0.01 (<0.01) <0.01 (<0.01) *** 0.00 (<0.01) ** <0.01 (<0.01) ***

spo -0.67 (0.19) *** -0.45 (0.09) *** -0.32 (0.08) *** -0.13 (0.08)

edu -0.51 (0.15) *** -0.31 (0.07) *** -0.57 (0.06) *** -0.46 (0.06) ***

work -0.55 (0.15) *** 0.10 (0.06) -0.21 (0.06) *** -0.78 (0.06) ***

fnum 0.15 (0.06) *** 0.06 (0.03) ** 0.13 (0.02) *** -0.03 (0.03)

house -1.66 (0.18) *** -0.22 (0.06) *** -1.35 (0.07) *** -0.29 (0.06) ***

reg -0.14 (0.12) 0.57 (0.06) *** -0.05 (0.05) -0.16 (0.05) ***

pov_inc 0.48 (0.12) *** 0.53 (0.06) *** 0.71 (0.06) ***

index1 0.45 (0.23) ** -4.76 (0.20) *** -8.73 (0.27) ***

index2 4.74 (0.33) *** 5.38 (0.20) *** 0.17 (0.01) ***

_cons -3.64 (0.88) *** 1.18 (0.40) *** 1.56 (0.39) *** 0.10 (0.41)

초기조건

sex -0.42 (0.24) * 0.50 (0.14) *** 0.12 (0.12) 0.46 (0.11) ***

age 0.02 (0.04) -0.06 (0.02) *** -0.04 (0.02) *** -0.05 (0.02) ***

age2 <0.01 (<0.01) <0.01 (<0.01) *** <0.01 (<0.01) *** <0.01 (<0.01) ***

spo -0.93 (0.28) *** -0.57 (0.14) *** -0.46 (0.11) *** 0.25 (0.12) **

edu -0.71 (0.22) *** -0.39 (0.10) *** -0.52 (0.08) *** -0.43 (0.08) ***

work -0.02 (0.21) 0.13 (0.10) 0.01 (0.08) -1.29 (0.09) ***

fnum 0.16 (0.09) * 0.04 (0.04) 0.17 (0.03) *** -0.07 (0.03) **

house -1.73 (0.30) *** -0.34 (0.08) *** -1.14 (0.08) *** -0.43 (0.07) ***

reg -0.18 (0.16) 0.70 (0.08) *** -0.12 (0.06) * -0.14 (0.07) **

pov_inc 0.53 (0.19) *** 0.43 (0.09) *** 0.59 (0.07) ***

index1 0.91 (0.33) *** -4.39 (0.32) *** -7.22 (0.31) ***

index2 4.31 (0.61) *** 5.02 (0.31) *** 0.47 (0.04) ***

_cons -3.84 (1.18) *** 0.39 (0.53) 1.73 (0.44) *** 1.09 (0.47) **

 0.55 (0.06) *** 0.58 (0.03) *** 0.51 (0.03) *** 0.42 (0.03) ***

 1.13 (0.31) *** 1.06 (0.11) *** 0.76 (0.07) *** 0.95 (0.10) ***

Number of obs=16,992 Number of obs=16,992 Number of obs=16,992 Number of obs=16,992

Wald chi2(13)=299.75 Wald chi2(13)=1,621.04 Wald chi2(13)=1,858.63 Wald chi2(10)=1,176.52

Prob > chi2=0 Prob > chi2=0 Prob > chi2=0 Prob > chi2=0

Log likelihood=-1,098.32 Log likelihood=-5,942.5 Log likelihood=-6,591.85 Log likelihood=-5,614.59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각각 유의함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자산빈곤의 실태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측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의 동태적 특징과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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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간 자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소득계층간 자산규모의 격차와 더불어 소득

계층간 자산변화율의 격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소득 5분위와 하

위소득 1분위의 자산격차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측정한 '자산1‘ 기준으로 5-8배, 순자산에

서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측정한 ’자산2‘ 기준으로 7-12배, 금융자산으로 측정한 ’자산3‘ 기준으로 9-1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는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절대기준으로 측정한 자산유형별

빈곤가구의 규모는 ‘자산1’ 기준으로 10-11%, ‘자산2’ 기준으로 34-37%, ‘자산3’ 기준으로 29-35%에 달하고

있어 9-15% 수준인 소득빈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또한 상대기준으로 측정한 자산빈곤율도 ‘자산1’ 기준

으로 31-33%, ‘자산2’ 기준으로 38-41%, ‘자산3’ 기준으로 37-38%로 높은 반면에 소득빈곤은 17-18%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분석대상 기간 중 소득빈곤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에 자산빈곤은 이와 반대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자산빈곤에 대한 문제는 우리사회에 더

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산빈곤계층의 빈곤고착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빈곤의 이행확률을 통해 과거의 빈곤경험이 현재

에도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소득빈곤의 경우 보다 높다는 사실은 가구간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계량모형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의 특성과 유사하나 소득빈곤가구와 비

교하여 가계의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여 한번 자산빈곤계층으로 빠지면 소득빈곤계층보다 빈곤한 상태

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

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빈곤에 비해 자산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산빈곤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자산형성 지원 프

로그램이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가계재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산빈곤계층은 자산유형에 따라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빈곤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특히, 소득빈곤

계층일수록 자산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이며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는 비빈곤계층과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빈곤화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빈곤층 및 저소득층이 자산

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

는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정책은 단순히 소득지원보다는 저축 및 자산적립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

고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활할 수 있을 정도

의 자산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부담이 과중하며,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앞으로 근로와 연계된 자

산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자산형성을 촉진하여 저소득층 빈곤층이 스스로 빈곤으로부

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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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과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

Study for Work, Income and Poverty of Women 

김경아*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4차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근로유형,

경제 상태에 대한 파악과 함께, 노동시장 및 소득측면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발생과 여성의 빈곤현황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수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 근로소득의 성별 소득 격차를 비교한 결

과, 전반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소득격차 문제가 남성에

비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환경의 차이에 따른 빈곤수준과 성별 빈곤 격차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의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

수치가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적으로 가구 총소득 측면에 있어서의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남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진입이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지

역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회귀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

제활동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소득 수준 역시 낮다는 것으로, 앞서 제시하였던 여성들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부합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근로 및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

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노동을 제공해주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

를 확보해주기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납부예외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나 미취업

여성들과 같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여성 취약계

층에 대한 공적지원의 강화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역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성의 빈곤화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으며 여성의 소득보장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빈곤 문제

는 이제 더 이상 소수계층에 국한된 한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

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 기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및 고용불안의 증가 등에 기인한 소득불평등 심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빈곤화 요인 중 하나는 노동시장 진입 시기부터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남성

과의 소득격차 발생이다. 또한, 근로가능 연령시기의 다수의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자(가정주부 등), 무급가

족종사자 배우자 및 비정규직 등의 열악한 근로여건의 위치에 놓여있게 됨으로써 인해, 공적 지원제도와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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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향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가입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노후소득 격차 문

제 및 여성의 공적소득보장 약화의 문제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4차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근로유형, 경제 상태에 대한 파악과 함께, 노동시장 및 소득측면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발생과 여성의 빈곤

현황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여성의 소득격차 발생 및 노후소득보장 측면의 취약성 문제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 분석, 여성의 공적 소득보장 및 연금수급권 강화방안 관련 이론

및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거시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국내여

성의 근로현황 및 소득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먼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등에 대

해서 기술하고, 다음 Ⅴ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4차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소득 및

빈곤실태와 주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성별 소득격차 및 빈곤격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

지막 결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근로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에서의 여건 및 위치, 소득 및 노후소득보장 등은 여성의 전

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들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전

생애에 걸쳐서 고용, 소득 및 자산축적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머무

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진입 초기에는 성별 소득격차가 크지 않더라도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따

른 근로생애의 단절에 따른 노동소득격차 발생, 상대적으로 짧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노후소득 격

차 등의 발생에 따른 빈곤의 여성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성빈곤의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성불균형과 비정규직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구제금융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서의 양극화 현상은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

화를 조장하고, 이러한 현상이 여성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 외에도 사회보장권의 불

안전성 또는 미흡한 보장에 의한 여성의 빈곤화는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즉 이혼의 증

가 등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사회구조적 변화는 그동안 노동시장 기능을 보충하여왔던 전통적 가족 기능의

후퇴를 부추기고, 또한 이를 대체할 국가의 적극적 사회보장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는 특히 여성 가구

주 가구의 빈곤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강성태, 2007 참조).

이처럼 전 생애에 걸쳐서 남성에 비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이 처한 사

회적 여건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경제여건 및 소득보장 측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상대적 취약성에 대

한 논의 및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해외연구로는 미국 여성의 빈곤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퍼스(Pearce, 197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를 필두로, 지난 30여 년간 빈곤의 젠더격차(gender

gap) 발생, 여성빈곤층의 증가추세(빈곤의 여성화), 가구 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소득의존에 대한 경험적

및 이론적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해외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McLanahan, Sorensen and Watson, 1989 ;

Gonyea, 1994; Marcoux, 1998; Pressman, 2003 참조). 특히 McLanahan, Sorensen and Watson(1989)은 인

구학적 변화를 빈곤의 여성화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과거의 경우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가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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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으로 인해 은폐되어졌던 반면, 현대의 가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적보장기능을 충실히 할 수

없어 독신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빈곤의 여성화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0년 이래로 여성의 빈곤과 소득격차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금재호(2000), 황경희(2004), 김안나(2006), 홍백의․김혜연(2007), 석재은 임정기(2007),

신관호 신동균(2007), 김영순(2010. 2), 김혜연(2010. 2)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김안나(2006)는 거시 기초통

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구직어려움과 높은 실업률이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가중시킴을 강조하였

다. 홍백의․김혜연(2007)에서는 1998년～2005년까지 8개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빈곤의

여성화 경향과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김영순(2010. 2)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실태와

열악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이중노동시장체제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혜연(2010. 2)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직업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5세~65세까지의 여성들의 노동경로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이질적인 노동시장 경로를 가지는 여성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되고 세분화되

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강성호․김경아(2009) 및 강성호 김철주 최은아(2007) 등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격차가 국민연금의 가입과 수급에 있어서의 성별격차로 이어져, 결국 노후소득의 격차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참여와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함

을 주장하였다.

Ⅲ. 국내여성의 근로 및 소득현황과 빈곤현황

1. 국내여성의 근로 및 소득현황

2009년 기준 연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로 남성의 7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연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이후 3년간 계속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7년 이래로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여건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성의 고용률 역시 2009년 기준 47.7%로, 남성의 70.1%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연도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2000 61.2 4.4 58.5 74.4 5 70.7 48.8 3.6 47.0

2001 61.4 4.0 59.0 74.3 4.5 71.0 49.3 3.3 47.7

2002 62.0 3.3 60.0 75.0 3.7 72.2 49.8 2.8 48.4

2003 61.5 3.6 59.3 74.7 3.8 71.9 49.0 3.3 47.4

2004 62.1 3.7 59.8 75 3.9 72.0 49.9 3.4 48.3

2005 62.0 3.7 59.7 74.6 4.0 71.6 50.1 3.4 48.4

2006 61.9 3.5 59.7 74.1 3.8 71.3 50.3 2.9 48.8

2007 61.8 3.2 59.8 74.0 3.7 71.3 50.2 2.6 48.9

2008 61.5 3.2 59.5 73.5 3.6 70.9 50.0 2.6 48.7

2009 60.8 3.6 58.6 73.1 4.1 70.1 49.2 3.0 47.7

주: 2010년 3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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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의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활발한 근로활동을 수행해야할 연령층인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

로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국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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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64.9

55.3
51.3

30.2

7.5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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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 : 2000년 이후 실업자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2010.7)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가 69.0%로 가

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로 출산과 육아가 진행되는 시기인 30~34세는 51.9%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내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산과 육아시기에 감소하였다가,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M자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많은 여성들이 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30대(30∼39세) 여성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단, 2000년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만혼에 기인하여 육아시기가 다소 좀 더 뒤로 이동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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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취업 장애요인(2009년)
(단위 : %)

항목

2009

계
사회적
편견 및
관행

여성의
직업
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
여건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구인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잘
모르겠다

계 100.0 20.9 3.9 10.7 1.9 2.6 47.6 6.1 0.0 6.3

남자 100.0 22.2 5.0 9.8 2.3 2.2 45.2 5.9 0.1 7.4

여자 100.0 19.6 2.8 11.5 1.5 3.0 49.9 6.3 0.0 5.3

15~19세*남자 100.0 31.6 3.9 9.2 2.3 1.7 29.3 5.6 0.0 16.3

15~19세*여자 100.0 38.0 2.0 18.1 1.6 1.7 28.5 5.9 - 4.1

20∼29세*남자 100.0 27.5 7.0 11.9 2.6 1.4 37.8 4.2 0.0 7.5

20∼29세*여자 100.0 25.3 2.9 17.0 1.2 2.2 45.1 4.1 0.0 2.2

30∼39세*남자 100.0 18.4 5.6 9.8 2.1 2.2 55.4 3.5 0.0 3.1

30∼39세*여자 100.0 15.9 2.4 10.2 1.2 3.1 62.3 3.9 0.0 1.1

40∼49세*남자 100.0 21.9 5.3 10.7 2.3 2.5 46.6 6.5 0.0 4.3

40∼49세*여자 100.0 19.7 4.4 12.1 2.2 4.2 47.5 7.4 0.1 2.3

50∼59세*남자 100.0 23.0 4.3 9.2 2.5 2.5 42.8 8.6 0.0 7.0

50∼59세*여자 100.0 18.2 2.9 11.4 1.7 3.8 48.3 8.5 0.1 5.3

60세이상*남자 100.0 16.5 3.1 7.5 2.2 2.8 47.9 7.5 0.2 12.4

60세이상*여자 100.0 12.7 1.9 5.3 1.2 2.5 53.6 7.7 0.1 15.1

65세이상*남자 100.0 14.9 2.9 7.1 2.1 2.9 47.5 7.5 0.2 14.9

65세이상*여자 100.0 12.2 1.6 4.1 1.1 2.0 54.2 7.9 0.1 16.8

자료 : 통계청(2009.11)., 2009 사회조사.

여성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낮은 지위나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2010년 통계청(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0.7)에 따르

면, 2009년 국내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1.2%로,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과 ‘임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한 한편, 일용근로자

의 비중은 감소한 현상은 여성 노동시장에 있어서 환영할만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상용 근로자의 비중

이 31.2%로 남성(46.2%)보다 15.0%p나 낮고, 그에 반해 임시 근로자의 비중(30.6%)은 남성의 경우(15.4%)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여성 취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불안정

한 고용상태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일자리(better jobs)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표 3> 국내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비교
(단위 : %)

취업자 임 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상 용 임 시 일 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 사 자

<여 성>

1999 100.0 60.3 18.7 27.5 14.1 39.7 19.6 20.1

2004 100.0 66.6 24.4 30.6 11.5 33.4 18.6 14.8

2007 100.0 68.8 28.7 29.9 10.2 31.2 18.5 12.7

2008 100.0 69.6 29.9 29.7 9.9 30.4 18.0 12.5

2009 100.0 71.2 31.2 30.6 9.3 28.8 16.9 11.9

<남 성>

1999 100.0 63.9 38.3 16.4 9.2 36.1 34.0 2.1

2004 100.0 65.6 40.4 16.8 8.4 34.4 33.1 1.3

2007 100.0 67.7 42.7 16.4 8.7 32.3 31.1 1.2

2008 100.0 68.1 44.2 15.6 8.3 31.9 30.6 1.2

2009 100.0 69.2 46.2 15.4 7.6 30.8 29.6 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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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종 및 사업체규모, 근속연수 등과 같은 고용구조 측면에 있어서도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200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0.5.3)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의 다

수는 저기능, 저숙련 단순 직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남성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에 근로하는 비중

역시 높아 고용구조 측면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속연수 역시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09년 직종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작으나, 서비스

종사자는 여성(61.6%)이 남성(38.4%)보다 23.2%p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노무종사자의 여성 비

중은 40.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직종은 사무종사자(42.7%), 단순노무종

사자(40.5%), 판매종사자(38.1%) 등이었다.

<표 4> 국내 직종별 성별 근로자분포
(단위 : %)

구분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관련기능종

사자

장치기계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91.8 64.9 57.3 38.4 61.9 86.6 83.5 59.5

여성 8.2 35.1 42.7 61.6 38.1 13.4 16.5 40.5

자료 : 고용노동부(2010.5.3), 200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39.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32.3%이나, 5~9인 규모

의 소규모사업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38.8%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국내 사업체규모별 성별 근로자분포
(단위 : %)

구분 전체 규모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67.7 61.2 67.1 68.9 71.5 68.9

여성 32.3 38.8 32.9 31.1 28.5 31.1

자료 : 고용노동부(2010.5.3), 200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39.

또한 성별 근속년수의 차이역시 비교해 보면, 2009년 국내 근로자 전체의 평균 근속년수는 6.2년

이며, 남성은 7.1년이었던 반면, 그에 비해 여성은 남성보다 2.7년 낮은 평균 4.4년의 근속기간에 그

치고 있다.

<표 6> 국내 근로자의 성별 근속년수
(단위 : 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근속년수 6.2 7.1 4.4

자료 : 고용노동부(2010.5.3), 200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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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처럼 여성의 열악한 고용구조 역시 여성의 근로소득 빈곤과 더 나아가서 총소득의 빈곤

이라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여성의 소득수준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고용

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0.5.3) 및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2010.7.5)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월급여

는 2001년 1,393천원에서 2009년 2,270천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성별 격차는 남성(100 기준) 대비 여

성의 임금비율이 2001년 65.1%에서 2009년 66.5%로 소폭 상승하여, 오히려 성별 임금격차는 최근

들어 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내 근로자의 성별 월급여 및 성별격차 추이

항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월급여액(천원) 1,393 1,533 1,651 1,750 1,888 2,014 2,127 2,259 2,270

남자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65.1 64.8 65.2 65.7 66.2 66.5 66.4 66.5 66.5

주: 1)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기준=100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 즉, 상여금 및 성과급은 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2010.7.5),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p.462 표를 재인용(원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01

~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 2009) 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6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상용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2,270천원이다. 이중 남성(2,546천원)은 여성(1,693천원)의 약 1.5배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국내 근로자의 성별 월급여 현황(2009. 6 기준)
(단위 : 천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월급여 2,270 2,546 1,693

2,546 

1,693 

7.1 

4.4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남성 여성

월급여액 근속년수

(천원) (년)

자료 : 고용노동부(2010.5.3), 200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40.

* 월급여는 정액급여 + 초과급여(상여금 등 특별급여는 제외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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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경우, 연령대별 월급여는 45~49세(2,696천원)가 가장 높으며, 월급여가 최소인 연령대(19세이

하)와 최고인 연령대(45~49세)간의 차이는 2.44배로 나타났다. 성별 월급여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성 의

경우 45~49세, 여성은 30~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연령대별 임금차이가 큰 반면(45~49세는

25~29세의 1.65배), 여성은 작은(30~34세는 25~29세의 1.18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별 연령대별 월급여 및 임금비율(2009. 6 기준)
(단위 : 천원, %)

연령 전체
성별
임금비율남성 여성

전 체 2,270 (129.2) 2,546 (137.4) 1,693 (102.9) ( 66.5)

19세 이하 1,106 ( 62.9) 1,094 ( 59.0) 1,111 ( 67.6) (101.6)

20~24 1,381 ( 78.6) 1,387 ( 74.8) 1,379 ( 83.9) ( 99.4)

25~29 1,757 (100.0) 1,853 (100.0) 1,644 (100.0) ( 88.7)

30~34 2,180 (124.1) 2,282 (123.2) 1,948 (118.4) ( 85.3)

35~39 2,512 (143.0) 2,716 (146.6) 1,921 (116.8) ( 70.7)

40~44 2,664 (151.6) 2,991 (161.4) 1,730 (105.2) ( 57.8)

45~49 2,696 (153.5) 3,047 (164.5) 1,669 (101.5) ( 54.8)

50~54 2,605 (148.3) 2,948 (159.1) 1,601 ( 97.4) ( 54.3)

55~59 2,378 (135.4) 2,634 (142.2) 1,509 ( 91.8) ( 57.3)

60세 이상 1,821 (103.7) 1,961 (105.9) 1,277 ( 77.7) ( 65.1)

주: ( )의 수치는 25~29세 의 월급여를 100으로 할 때의 월급여 수준임.

성별 임금비율는 남성의 월급여를 100으로 할 때 여성의 월급여 수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2010.5.3), 200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41.

여성의 월급여는 1,693천원으로 남성(2,546천원)의 66.5%수준이며,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차이는 30대 미

만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89%이상이나, 40대와 50대는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즉, 여

성의 임금수준은 20대에는 남성과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왕성한 근로 및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

30대 이후 노령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여성들이 활발히 근로

및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남성과의 소득격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들의 노후소득보장 역시 남성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국내여성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현황

국내여성의 성별소득격차 및 빈곤현황에 대한 논의는 소득불평등지수와 빈곤지수에 대한 측정결과를 성

별로 비교해봄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내여성의 소득불평등현황은 다음의 <표 2-10>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내가구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측정결과, 국내가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2003년 이래로 총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격차가 더욱더 크게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총소득과 근로소득 양 측면 모두에 있어서 소득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국내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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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여성의 소득불평등현황

항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총
소득

전체 0.3260 0.3222 0.3533 0.3573 0.3619 0.4040 0.4033 0.3985

남자 0.3116 0.3057 0.3387 0.3423 0.3464 0.3618 0.3600 0.3590

여자 0.3539 0.3592 0.3973 0.3923 0.3994 0.4687 0.4645 0.4653

근로
소득

전체 0.3303 0.3274 0.5488 0.5508 0.5529 0.5900 0.5959 0.5772

남자 0.3125 0.3066 0.5306 0.5318 0.5310 0.5381 0.5415 0.5256

여자 0.3506 0.3561 0.5902 0.5852 0.5999 0.6899 0.6973 0.6829

주: 1) 위의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 자료는 2001~2002년까지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소득포함) 자료를,

2003～2007년은 가계조사(소득포함) 자료, 2009년은 가계조사(소득포함-신분류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산출한 것임.

2) 성별분류는 가구주-성별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구 월평균 총소득(세전) 및 근로소득(세전)에 대한

불평등지수 측정결과를 제시함.

자료 : 통계청 - 도시가계조사(2001~2002), 통계청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 가구부문통계 - 가계

동향조사(2003～2009) 원자료.

또한 국내여성의 빈곤현황의 성별격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1>과 같다. 국내가구의 총소득 및 근

로소득에 대한 빈곤율 측정결과, 앞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추세와 마찬가지로 국내가구의 빈곤역시 지속적

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3년 이래로 총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빈곤화가 더욱더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총소득과 근로소득 양 측면 모두에 있어서

빈곤심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국내여성의 빈곤현황

항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총
소득

전체 12.086 12.228 17.164 17.799 18.067 22.935 23.361 23.584

남자 10.037 9.658 15.131 15.446 15.866 17.556 17.537 18.614

여자 11.506 12.860 19.238 18.233 18.264 25.118 25.514 25.568

근로
소득

전체 14.498 15.018 37.034 36.446 36.756 39.324 39.858 38.465

남자 11.843 11.667 36.282 36.156 35.842 36.162 36.276 34.904

여자 11.559 13.241 39.564 38.664 40.172 48.490 49.238 47.651

주: 1) 위의 빈곤지수 자료는 2001~2002년까지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소득포함) 자료를, 2003～2007년은

가계조사(소득포함) 자료, 2009년은 가계조사(소득포함-신분류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산출한

것임.

2) 성별분류는 가구주-성별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구 월평균 총소득(세전) 및 근로소득(세전)에 대한

빈곤지수 측정결과를 제시함.

자료 : 통계청 - 도시가계조사(2001~2002), 통계청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 가구부문통계 - 가계

동향조사(2003～2009)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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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2차 연도～4차 연도

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 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자료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에 대한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조사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 현재 4차년도 자료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4차 조사의 경우 총 5,935 가구와 11,909 가구원에 대한 가구형태, 소득수준 및 취업상태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제1차 조사에서 구축된 7,072 가구 및 14,463 가구원을 대상으로 패널자

료 구축을 목표로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의 2009년 제4차 조사의 가구 및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원 표본 기준)은 각각 83.92%와 82.34%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로 18세 이상 여성과 남성 개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는 근로가능인구는 15세 이상 59세 미만 연령층을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행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최소 연령기준을 18세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 및 남성 개인단위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여성의 고용, 소득수준 및 빈곤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현실적인 실태파악을 위함이다. 이는 가구단위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가구주 중심의 인적사항에 기초하여

성별을 분류하게 되므로, 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 파악과 빈곤율 차이를 논의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 가구원의 빈곤은 남성 가구원의 빈곤여부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을 개인

단위로 추정하면 여성 가구원의 빈곤을 성적 특성에 의한 빈곤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역시 있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 현황과 여성의 빈곤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여성가구주의 빈곤만을

논의하는 것은 남성가장이 가구의 생계부양자라는 전통적 공식이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적

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맞벌이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에서 실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여성 가구원인 경우 역시 다수인 것

을 감안할 때,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계층

에 대한 실태와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자료의 정보와 가구자료의 정보가 동시에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최종분석 자료는 각 연도의 개인 및 가구자료를 결합한 매칭자료(matching dat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된다. 첫째, 각 연도 가구-가구원 매칭 횡단면자료를 대상

으로 여성 전체 및 유형에 따른 고용여건,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소득격차 및 빈곤추이와 특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내 여성들의 고용, 소득수준 및 빈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 2～4차 연도의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여성의 근로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정책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09 -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Korean Welfare Panel Study)

User's Guide, p.13 참조.

** 구인회(2001) 참조.

*** 석재은(2004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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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전체 및 유형에 따른 고용여건,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소득격차 및 빈곤추이와 특성에 대

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4차 자료의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활동참여 상태,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주요 변수들, 개인 근로소득 변수, 그

리고 국민연금 가입상태, 미납유형 등 국민연금 관련 변수들 및 공적연금 가입관련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둘째, 2～4차 연도의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여성의 근로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활동참여 상태, 고용형태, 종사

상 지위 변수들과 개인 근로 변수,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상태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근로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 로짓분석(logit analysis)에 있어서의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참여여부 변수이며, 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에 있어서의 종속변수는 개인 근로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나머지 인구한적 변수들과 경제활동상태 주요 변수들,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상태 관련 변수가 설

명변수로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횡단면 자료를 대상으로 여성 전체 및 유형별로 고용

여건 현황,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현황, 소득격차 및 빈곤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

다. 둘째, 전체 패널자료에 대한 근로 및 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국내여성의 근로 및 소득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성별 및 가구특성별 고용여건,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소득격차 및 빈

곤추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소득 격차 및 빈곤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불평등지수로는

지니계수를, 그리고 빈곤지수로는 빈곤율을 각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으로, 이를 보는 하나의 방식은 Lorenz(1905)가

고안한 로렌츠곡선의 측면이며, 이를 통해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정렬한 인구의 비

율이 횡단축으로 나타나고, 인구의 %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비율이 종단축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다면 로렌츠곡선은 45도선이 되지만, 완전한 평등상태가 아니라면 하위

소득집단들이 더 낮은 비율의 소득을 보유하게 되어 이 경우 로렌츠 곡선은 일반적으로 사선 아래쪽에 있

게 되며, 그 기울기는 인구의 점점 더 부유한 부분으로 움직일수록 점증하게 된다. 지니계수는 절대적 평

등선인 45도선과 로렌츠 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 즉 사선 아래쪽의 삼각형 지역이 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된다.

   
  



        (1)

빈곤율은 라운트리(Rowntree, 1901)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빈곤지수로서, 다음과 같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또는 지출)을 가지는 사람(또는 가구)을 전체 인구(또는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

* 1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공적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있지 않고, 2차~4차 자료의 경우 공적연금 및 국민연

금 관련 변수의 동일기준 적용 및 비교가 가능하여, 본고에서는 분석대상 자료를 2차~4차 자료(2007년~2009년 조사자료)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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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은 빈곤율이며, 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또는 가구) 수이며, 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 수를, 는 개인(또는 가구) 소득(지출)을, 는 빈곤선을 의미한다.

    


(2)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소득불평등지수 및 빈곤지수 측정을 통해 여성의 빈곤수준 및 남성과의 빈

곤격차의 차이를 비교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패널 로짓분석(logit analysis) 및 회귀분석(ols analysis)을 통해 국내여성의 근로행위 및 소득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패널 회귀분석 시에는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태적 패널모형인 고정효과 패널모형과 랜

덤효과 패널모형에 대한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수행하여 적정 정태적 패널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Hsiao(2003)에 따르면 일반적인 정태적 패널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단,           )

본 모형에서 가정한 오차항은      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는 개별효과를 의미한다. 식(3)에서

가구의 개별효과가 고정효과(fixed effect)인지 또는 랜덤효과(random effect)인지에 따라 정태적 패널모형

은 고정효과 패널모형과 랜덤효과 패널모형으로 구분된다. 즉 고정효과 패널모형은 추정과정에서 설명변

수가 개별효과인 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모형이고 랜덤효과 패널모형은 이를 허용하지 않

는 모형이다. 설명변수와 개별효과인 와의 상관관계가 없을 때, 고정효과 추정량보다 랜덤효과 추정량이

더욱 효율적이다. 정태적 패널모형 분석의 주요 변수는 그 측정 방법상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

므로, 이들 변수에 대한 내생성의 문제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이 필요하다.

정태적 패널모형에서 하우스만 검정 통계치가 유의하지 않다면 내생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랜덤

효과 패널모형 추정량이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하우스만 검정 통계치가 유의하다면 설명변수와 개

별효과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랜덤효과 패널모형 대신 고정효과 패널모형 추정량을 사용해

야 한다. 본 분석의 정태적 패널모형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결과, Hausman 검정통계량이 모두 비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설명변수와 개별효과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랜

덤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872명, 여성이 6,952명이었

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여성의 비율이 32.25%로 남성의 25.6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무학 및 초등학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학력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남성은 기혼유

배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 이혼 및 별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활동참여 비중은 여성의 경우 45.22%인 반면, 남성은 67.63%이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

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사 및 양육(47.6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상지위 및 정규직의 비중 역

* Hausman 검정통계량 결과는 본고의 <표 5-9>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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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열악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9.4%에 이르고 있었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남성의 경우 개인 근로소득 및 가구 가처분소득이 각각 1,897.91만원과 3.569.73만

원이었던 반면, 여성은 각각 558.46만원과 3,267.35만원으로, 특히 근로소득에 있어서 현격한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즉, 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여성의 경우 남성의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입한 공적연금 유형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국민연금 가입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보

인 반면,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미납유형이 대부분 납부예외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

우 일반적으로 여성의 납부예외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납부예외자의 여성비중이

높다는 점은 결국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확대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008년)
(단위 : %, 만원)

항목 전체(N=12,824 ) 남성(N=5,872 ) 여성(N=6,952)

연령

18~24세 7.49 7.07 7.85

25~44세 34.10 37.33 31.37

45~64세 29.19 29.97 28.53

65세 이상 29.22 25.63 32.25

교육수준

무학 11.11 4.81 16.39

초등학교 20.32 16.09 23.89

중학교 11.18 11.55 10.88

고등학교 29.88 34.20 26.24

전문대 이상 27.51 33.35 22.60

혼인상태

기혼유배우 63.92 69.89 58.88

기혼무배우(사별, 이혼, 별거) 18.85 9.04 27.12

미혼 17.23 21.07 14.00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활동참여 55.48 67.63 45.22

실업 및 비경제활동 44.52 32.37 54.78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무능력 5.24 7.87 4.01

군복무 또는 학업 11.24 18.56 7.84

가사 및 양육 32.77 0.88 47.60

간병 0.97 0.94 0.98

구직활동포기 또는 근로의사 없음 47.81 68.00 38.42

기타 1.97 3.75 1.15

종사상지위

상용직 18.71 27.42 11.35

임시일용직,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16.14 16.45 15.89

고용주 및 자영업자 15.06 22.73 8.58

무급가족종사자 5.56 1.01 9.40

미취업자 44.54 32.39 54.78

고용형태
정규직 18.62 27.22 11.36

비정규직 81.38 72.78 88.64

연간 가구 가처분 소득 3,405.78 3.569.73 3,267.35

연간 개인 근로소득 1,170.72 1,897.91 558.46

공적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 92.62 92.80 92.24

직역연금 7.38 7.20 7.76

국민연금
가입종별

직장가입자 55.34 52.84 60.66

지역가입자 43.14 46.68 35.65

임의가입자 0.95 0.10 2.73

임의계속가입자 0.52 0.35 0.89

모름 0.05 0.03 0.07

국민연금
미납유형

납부예외자 90.11 88.71 93.68

보험료 미납자 9.89 11.29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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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및 고용여건의 차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격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

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여성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여성이 처한 근

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좀 더 면밀히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각 개인의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더

욱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여성계층인 임시․일용직과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분야, 그리고 자영업

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분야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체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 역시 문제지만,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여성계층에 있

어서 최소한의 노후수단인 국민연금의 가입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이들 여성들의 향후 노후소득보

장에 있어서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13>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성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여성 18.29 21.29 19.49

남성 44.92 45.54 48.96

성별 격차1) -26.63 -24.25 -29.47

상용직

여성 64.53 68.69 72.24

남성 76.11 76.67 80.73

성별 격차
1)

-11.58 -7.98 -8.49

임시․일용직,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여성 25.43 27.41 37.50

남성 51.14 49.64 63.01

성별 격차1) -25.71 -22.23 -25.51

고용주 및 자영업자

여성 24.86 23.52 24.83

남성 45.48 48.06 47.01

성별 격차
1)

-20.62 -24.54 -22.18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6.29 7.55 4.59

남성 27.69 37.31 40.68

성별 격차
1)

-21.4 -29.76 -36.09

미취업자

여성 0.00 0.00 0.00

남성 12.85 11.77 16.68

성별 격차1) -12.85 -11.77 -16.68

주: 1) 해당 수치는 각 유형별 남성 가입자비율 대비 여성 가입자 비율의 차이를 의미함.

다음으로, 각 개인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역시 상대적으

로 고용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의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

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여성들의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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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성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여성 18.29 21.29 19.49

남성 44.92 45.54 48.96

성별 격차
1)

-26.63 -24.25 -29.47

정규직

여성 60.96 62.58 70.25

남성 76.83 75.81 80.60

성별 격차
1)

-15.87 -13.23 -10.35

비정규직

여성 12.81 14.67 12.98

남성 34.38 33.46 37.14

성별 격차
1)

-21.57 -18.79 -24.16

주: 1) 해당 수치는 각 유형별 남성 가입자비율 대비 여성 가입자 비율의 차이를 의미함.

3. 성별 및 고용여건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

다음으로 여성의 성별 소득격차의 발생가능성과 그 격차의 심화추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여성이 처한 근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불평등의 격차와 추세에 대해서 비교해보았다.

먼저, 각 개인의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개인 근로소득의 성별 소득 격차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

로 여성의 소득불평등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소득격차 문제가 남성에 비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6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던 성별 소득불평등도 지수는 2007년~2008년에

걸쳐 점차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무급가족종사자나 미취업

여성들의 소득불평등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 여성들의 소득수준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최근 들어 성별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높은 근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기가 어려운 우

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도 있다. 즉, 그만큼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높은 근로

소득을 취득할 가능성이 적은 여성 내에서의 소득격차는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높은 근로소득 획득이 가능한 지위에 오를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그만큼 남성 내에서의 소득격차는 점차 커질 수 있다.



- 280 -

<표 15>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성별 소득불평등 격차(개인 근로소득)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여성 0.9231 0.8274 0.7770

남성 0.8204 0.7049 0.6152

성별 격차
1)

0.1027 0.1225 0.1618

상용직

여성 0.6793 0.3279 0.3300

남성 0.3000 0.3048 0.3024

성별 격차1) 0.3793 0.0231 0.0276

임시․일용직,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여성 0.8393 0.3946 0.3854

남성 0.6731 0.6575 0.3811

성별 격차
1)

0.1662 -0.2629 0.0043

고용주 및 자영업자

여성 0.8510 0.8521 0.6199

남성 0.9153 0.7685 0.5977

성별 격차
1)

-0.0643 0.0836 0.0222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0.9054 0.9263 0.9306

남성 0.9051 0.9370 0.8848

성별 격차1) 0.0003 -0.0107 0.0458

미취업자

여성 0.9964 0.9478 0.9272

남성 0.9997 0.9880 0.9144

성별 격차
1)

-0.0033 -0.0402 0.0128

주: 1) 해당 수치는 각 유형별 남성 근로소득 불평등지수(지니계수) 대비 여성 근로소득 불평등지수

(지니계수)의 차이를 의미함.

다음으로, 각 개인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성별 소득 격차를 비교한 결과, 역시 상대적으로 고용불안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여성들의 소득불평등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았으며 성별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여성들의 소득취약성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성별 소득불평등 격차(개인 근로소득)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여성 0.9231 0.8274 0.7770

남성 0.8204 0.7049 0.6152

성별 격차
1)

0.1027 0.1225 0.1618

정규직

여성 0.6162 0.3499 0.3332

남성 0.4264 0.4143 0.3045

성별 격차1) 0.1898 -0.0644 0.0287

비정규직

여성 0.9550 0.9862 0.8230

남성 0.9087 0.8134 0.7206

성별 격차
1)

0.0463 0.1728 0.1024

주: 1) 해당 수치는 각 유형별 남성 근로소득 불평등지수(지니계수) 대비 여성 근로소득 불평등지수

(지니계수)의 차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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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및 고용여건의 차이에 따른 빈곤격차

마지막으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여성이 처한 근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빈곤의 격차와 그 추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해보았다.

먼저, 각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빈곤수준과 성별 빈곤 격차를 비교해본 결

과, 여성 개인 근로소득 자체의 빈곤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서의 성별 소득격

차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용이하지 못하고 높은 근로소득을 취득할

가능성이 적은 여성이 처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기인된 결과라 여겨진다.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있어서

는 상대적으로 좀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임시․일용직,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여성들과 고용주

및 자영업자 여성들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빈곤격차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각 개인의 근로소득의 빈곤격차와 함께 각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전체의 빈곤격차 역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빈곤문제는 자신의 근로소

득뿐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속한 가구의 총 가처분소득에 대한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빈곤수준과 성별 빈곤

격차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의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 수치가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적으로 가구 총소득 측면에 있어서의 빈

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임시․일용직,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무급가족종사자나 미취업 여성들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고용불안과 불확실성에 노출된 여성일수록 빈곤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하고 있다.

<표 17> 종사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성별 빈곤 격차

2006년 2007년 2008년

개인
근로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개인
근로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개인
근로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전체

여성 0.176 26.895 0.212 26.598 0.072 26.136

남성 40.140 22.655 39.837 22.294 40.123 21.645

성별 격차1) -39.964 4.24 -39.837 4.304 -40.051 8.982

상용직

여성 11.122 13.039 9.198 11.155 7.731 8.619

남성 11.226 8.033 11.720 8.030 11.249 7.396

성별 격차
1)

-0.104 5.006 -2.522 3.125 -3.518 1.223

임시․일용직,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여성 21.040 21.503 23.756 19.086 22.011 17.935

남성 19.873 15.063 20.624 13.789 19.482 13.057

성별 격차
1)

1.167 6.44 3.132 5.297 2.529 4.878

고용주 및 자영업자

여성 31.589 28.785 30.488 25.087 32.047 26.846

남성 32.962 22.879 32.480 22.604 33.508 22.339

성별 격차1) -1.373 5.906 -1.992 2.483 -1.461 4.507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0.000 17.784 0.151 15.861 0.000 18.683

남성 0.000 9.231 0.000 14.925 0.000 25.424

성별 격차
1)

0.000 8.553 0.151 0.936 0.000 -6.741

미취업자

여성 0.071 29.771 0.052 30.357 0.000 29.018

남성 0.197 21.790 0.106 22.216 0.105 19.726

성별 격차
1)

-0.126 7.981 -0.054 8.141 -0.105 9.292

주: 1) 해당 수치는 각 유형별 남성 근로소득 빈곤율 대비 여성 근로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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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개인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성별 빈곤 격차를 비교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의 가구 가

처분소득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역시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여

성의 경우 빈곤에 처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성별 빈곤 격차

2006년 2007년 2008년

개인
근로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개인
근로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개인
근로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전체

여성 0.176 26.895 0.212 26.598 0.072 26.136

남성 40.140 22.655 39.837 22.294 40.123 21.645

성별 격차
1)

-39.964 4.24 -39.837 4.304 -40.051 8.982

정규직

여성 11.928 13.133 12.577 14.519 8.354 10.127

남성 12.265 8.436 13.064 8.436 11.827 7.572

성별 격차
1)

-0.337 4.697 -0.487 6.083 -3.473 2.555

비정규직

여성 0.198 27.416 0.246 27.520 0.081 26.290

남성 43.042 22.690 44.377 23.077 43.997 21.367

성별 격차1) -42.844 4.726 -44.131 4.443 -43.916 4.923

주: 1) 해당 수치는 각 유형별 남성 근로소득 빈곤율 대비 여성 근로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의미함.

5. 근로 및 소득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전체 분석대상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별에 따른 결

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2~4차 패널자료에 대한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

였다.

먼저,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로짓(Panel Logit) 분석결과, 남성일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

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과 노동시장의 진입이 용이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연령은 경제활동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역시 여성의 근로행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교육수준이나 가구

원수, 정규직 및 상용직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또한, 성별 추정결과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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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명
전 체 남성 여성

계수값 z 값 P>|z| 계수값 z 값 P>|z| 계수값 z 값 P>|z|

성별(남성=1) 1.9011 3.76*** 0.000

연령 -1.4986 -3.78*** 0.000 -2.0810 -2.93** 0.003 -1.4808 -1.86+ 0.063

연령의 자승값 18.7539 3.76
***

0.000 25.9469 2.92
**

0.003 18.1862 1.81
+

0.070

교육수준 -0.0411 -0.73 0.464 -0.0254 -0.26 0.794 -0.0896 -0.82 0.415

가구원수 -0.0803 -0.43 0.666 -0.0966 -0.33 0.742 -0.2540 -0.62 0.535

유배우자(유=1) 1.4117 2.59
*

0.010 2.5735 2.46
*

0.014 0.9664 0.92 0.359

정규직
(정규직=1)

26.8331 0.00 0.999 27.2517 0.00 0.999 30.2344 0.00 0.999

상용직
(상용직=1)

26.4807 0.00 0.999 27.1198 0.00 1.000 29.1449 0.00 0.99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1)

-1.8910 -2.64
**

0.008 -1.6098 -1.17 0.243 -2.6425 -1.99
*

0.047

국민연금 납부예외․미납자
(납부예외․미납자=1)

-2.5909 -3.82*** 0.000 -3.9191 -2.80** 0.005 -2.7518 -2.07* 0.038

상수항 -53.5988 -3.63*** 0.000 -72.7479 -2.83** 0.005 -48.8097 -1.63 0.103

Log likelihood -231.01 -128.92 -94.83

Wald chi
2

28.72
*

12.70 7.26

Prob > chi2 0.00 0.17 0.61

주: N = 39,579 ; + p<.10 * p<.05 ** p<.01 *** p<.001 임.

마지막으로, 개인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회귀(Panel OLS) 분석결과, 남성인 경우 그리고 배우

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

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소득 수준 역시 낮다는 것으로, 앞서 제시하였던 여성들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부합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근로소득에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근로소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

용직일 경우 근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인 경우 근로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의 여성비중이 남성보다 높으

므로, 이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뿐 아니라 근로소득 측면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열악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에 반해 가구원수, 정규직, 그리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

다.

또한, 성별 추정결과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로소득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연령 근로소득 결정에 좀 더 강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연령이 근로소득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

우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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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근로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명
전 체 남성 여성

계수값 z 값 P>|z| 계수값 z 값 P>|z| 계수값 z 값 P>|z|

성별(남성=1) 0.4606 5.41*** 0.000

연령 -0.2229 -4.09*** 0.000 -0.1826 -2.66** 0.008 -0.3613 -3.93*** 0.000

연령의 자승값 2.7978 4.14
***

0.000 2.3325 2.74
**

0.006 4.3786 3.83
***

0.000

교육수준 0.0420 3.64*** 0.000 0.0565 4.35*** 0.000 0.0083 0.38 0.707

가구원수 -0.0124 -0.38 0.705 -0.0423 -1.16 0.247 0.0412 0.66 0.512

유배우자(유=1) 0.3085 3.35
**

0.001 0.5434 5.13
***

0.000 -0.2121 -1.28 0.200

정규직
(정규직=1)

0.0855 0.93 0.351 0.1815 1.57 0.115 -0.0559 -0.43 0.670

상용직
(상용직=1)

0.1944 1.95+ 0.051 0.0286 0.22 0.823 0.1948 1.33 0.18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1)

-0.0265 -0.26 0.793 -0.0701 -0.54 0.590 0.0239 0.16 0.871

국민연금 납부예외․미납자
(납부예외․미납자=1)

-0.3117 -3.24** 0.001 -0.2387 -2.10* 0.036 -0.6125 -3.57*** 0.000

상수항 -2.2393 -1.11 0.266 0-.6642 -0.26 0.794 -5.9512 -1.72+ 0.086

Hausman 검정통계량 9.42 9.81 9.18

Prob>chi2 0.4925 0.3662 0.4208

Wald chi
2

168.26* 102.96* 57.08*

Prob > chi
2

0.0000 0.0000 0.0000

주: N = 23,043 ;
+

p<.10 * p<.05 ** p<.01 *** p<.001 임.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4차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근로유형,

경제 상태에 대한 파악과 함께, 노동시장 및 소득측면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발생과 여성의 빈곤현황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평균 근로소득이 여성의 경우 남성의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미납유형이 대부분 납부예외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전체

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여성계층에 있어서 최소한

의 노후수단인 국민연금의 가입비율이 낮게 나타나, 이들 여성들의 향후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 근로소득의 성별 소득 격차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소득격차 문제가 남성에 비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6

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던 성별 소득불평등도 지수는 2007년~2008년에 걸쳐 점차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무급가족종사자나 미취업 여성들의 소득불평등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이들 여성들의 소득수준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각 개인 근로환경

의 차이에 따른 빈곤수준과 성별 빈곤 격차를 비교해본 결과, 여성 개인 근로소득 자체의 빈곤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용이하지 못하고 높은 근로소득을 취득할

가능성이 적은 여성이 처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기인된 결과라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각 개인이 속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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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총 가처분소득에 대한 고용환경의 차이에 따른 빈곤수준과 성별 빈곤 격차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

으로 여성의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 수치가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적으로 가구 총소득 측면에 있어서의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진입이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자

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역시 여성의 근로행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회귀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

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소득 수준 역시 낮다는 것으로, 앞서 제시하였던 여성들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결과와 부합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연령이 근로소득 결정에 좀 더 강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연령이 근로소득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여성의 고용여건 및 소득수준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의 빈곤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

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와 근로소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불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노동을

제공해주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해주기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납부예외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나 미취업 여성들과 같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라 할 수 있

는 국민연금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여성 취약층에 대한 공적지원의 강화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지

원하기 위한 정책역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성의 근로유인 확대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적연금 지원을 제외한 다양한 지원정책들 역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전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에 따른 노동가능인구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출산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적 서비스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표적 예로 보육시설의 제공, 보육재정의 제공, 방과 후 프로그램,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이 있다. 일례로 스웨덴, 핀란드는 광범위한 공보육형태로 제공하는 국가들로써 GDP의 약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는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공적 보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

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육과 시장에 기초한 보육서비스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육시간에 대한 지원제도로, 출산휴가제도, 육아 휴직제도,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역

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아동양육 수당, 양육비 보

조, 출산수당, 세금감면 및 세금환급, 주거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연금크레딧, 보육바우처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비용지원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자녀수, 농어업인 자녀, 장애아동에 대한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등의 여성에 대한 제한

적이고 협소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이 그 책임을 함께 해야 하며, 출산률 제고를 위한 양육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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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서 다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고용 및 소득수준과 빈곤의 문제

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본고에서 논의하였던 인구학적 특성이나 고용환경,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상태

등의 요인뿐 아니라, 기타 공적 사회보험제도 및 현황에 대한 고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

다. 또한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나 근로소득에 미치는 근로환경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는 각 개인의 근로 산업분야 및 직종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

요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와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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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의 노동 속성 변화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Change in the Labor Properties of Poor and Disabilities

남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 그리고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와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서

로 다른 가구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구유형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경제활동상태에서 근로 및 고용형태는 가장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정형편과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

지패널 자료를 이용하며, 패널 구성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근로형태와 고용형태의 변화는

가구 유형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장애인가구

가 근로 및 고용형태에서 가장 열악하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열악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은 기업체에서 장애인의 의무비율 유지만이 아니라, 정부지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용형태와 근속기간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실제적인 장

애인의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 : 근로형태, 고용형태, 균등화 소득, 패널

Ⅰ. 서론

사람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속에서 가족이 아닌 외부와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를 맺

어 사회생활을 수행하며, 일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은 자신의 존재감 확인과 사회활동의 영역이며,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획득과 자립적인 존

재로서 살 수 있게 된다. 만일 하루 종일 노동을 제공하고서도 자신의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가구 구성원

의 생활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향후의 노동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노동력의 재생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더불어 가구에 대한 분석에서 소득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소득

은 각종 채권, 증권, 예금 등의 이자와 할인액 등 이자소득, 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의 배당소득,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임금․수당 등의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주된 소득원이다.

현재의 가정 경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할 수 있으나, 특히 주요

소득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미래의 가정 경제 상황을 좌우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절대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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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방법은 취업자로 규정되어 소득을 얻는 것이며, 취업자의 근로형

태는 임금근로 또는 자영근로에 종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에는 봉급생활자, 일당근로자, 성

과급 근로자, 수수료·팁·수고료 등을 받는 근로자, 견습공·도제 등이 포함되며, 자영근로에는 고용주, 자영

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

분류되며, 동일한 임금근로자 일지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 수준 등에서 많

은 차이가 있다.

가정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현재의 가구 소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근로형태와 고용형태는 미래

의 가정 경제 상황(소득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데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이러한

근로형태와 고용형태의 변화는 결국 미래 가정 경제 상태를 좌우하며,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근로 및 고

용형태를 가지면 미래의 가정 경제 상태는 보다 나아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및 고용 형태로

의 변화는 미래의 가정 경제 상태가 보다 열악해 질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 등의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소득 등의 재산에 따라 가구 내에 장애인의 존재 여부의 차이가 있다면, 장애와 재산

의 유무는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와 재산 정도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경제 상

황보다는 미래의 경제 상황의 개선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근로 및 고용형태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생활을 영위해야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인적자본이 부족한 장애인

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구 소득의 증진에 도

움이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소요는 이러한 문제를 심화 시키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저소득가구 및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와 변화 과정

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

은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 가족 구성원에서 장애인의 포함 유무에 따라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 가구로

분류하며, 이를 조합하여 4가지의 가구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들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 및 고용형태

의 변화와 가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근로 및 고용형태의 종류에 따라 주된 소득원인 근

로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며,

복지 패널 구성원은 2006년부터 2009년(2010년 발표)까지 4년 동안 자료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소득 혹은 장애인가구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Oxley 등(1999)과 김교성(2002)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소득은 가구소득의 중심이 되며, 특히 노동시장을 통한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곤의 진입과

탈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영숙(2005)은 빈곤 장애아동가구의 최저생계비

함수를 개발하여 자가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고, 박찬용 등(1998)은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가구는 생계비 지

출평균 및 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연구를 하였다. 남기성 등(2010)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형태의 변화를 연구하여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는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변

화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개요, 2장에서는 분석에서 사용할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기본속성과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가구 유형을 설명한다. 3장에서 주어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가구유형에 따라 노동 속성인 근로형태, 고용형태의 변화를 심층적 분석을 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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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다룬다.

Ⅱ. 분석 데이터 및 개요

한국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해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

시에 정책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실시할 목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조사하였다. 표

본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

락 추출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 각 3,500가구씩을 층

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였고, 층화 2중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

의 형태로 조사완료 가구수 기준으로 7,072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사용자 지침서(2010)에 의하면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먼저 3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원표본가

구와 원표본가구원 및 3차년도 탈락 가구 중 일부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고, 1차년도 원표본가구와 2, 3

차년도에 조사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은 <표

1>과 같다. 4차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

서 105가구이며, 가구원은 285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원 표본 가구와 원표본가구원을 합한 4차년도 표본가

구 및 가구원수는 1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7.77%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87.54%로서 1차년도 대비 87%이상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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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5,935 83.92% 11,909 82.34%

원표본 6,207 86.29% 12,661 85.54%

신 규 105 285

〈표 1〉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복지패널에서 1차, 2차, 3차, 4차의 데이터를 가구와 가구원 모두를 결합하

여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이 가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가구가 같을 경우의 가구원에 대해 가구 정보

는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분석에서 직접 사용한 대상 및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2006년도)에 장애등급을 가진 응답자를 장애인으로 규정

2) 2006년도에 만 15세 이상만을 분석대상으로 포함

3) 저소득 가구는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

분석에서 직접 사용된 응답자의 성별 및 학력별 구성비는 <표 2>와 같다. 유효비율에서 연도별 구성비

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향후 노동속성 변화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력과 성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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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속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4차년도(2009년)

인원수 비율
유효

비율
인원수 비율

유효

비율
인원수 비율

유효

비율
인원수 비율

유효

비율

성별

남성 7,039 46.0% 46.0% 6,328 41.3% 45.7% 5,780 37.8% 45.3% 5,434 35.5% 45.0%

여성 8,268 54.0% 54.0% 7,512 49.1% 54.3% 6,967 45.5% 54.7% 6,635 43.3% 55.0%

합계 15,307 100.0% 100.0% 13,840 90.4% 100.0% 12,747 83.3% 100.0% 12,069 78.8% 100.0%

정보없음 - - - 1,467 9.6% 　- 2,560 16.7% -　 3,238 21.2% 　-

전체 15,307 - - 15,307 100.0% 　- 15,307 100.0% 　- 15,307 100.0% 　-

학력별

고등학교이하 11,401 74.5% 74.5% 10,293 67.2% 74.4% 9,465 61.8% 74.3% 8,899 58.1% 73.7%

전문대학 1,116 7.3% 7.3% 1,016 6.6% 7.3% 1,040 6.8% 8.2% 999 6.5% 8.3%

대학교 2,513 16.4% 16.4% 2,283 14.9% 16.5% 2,000 13.1% 15.7% 1,929 12.6% 16.0%

대학원(석/박사) 277 1.8% 1.8% 247 1.6% 1.8% 242 1.6% 1.9% 241 1.6% 2.0%

합계 15,307 100.0% 100.0% 13,839 90.4% 100.0% 12,747 83.3% 100.0% 12,068 78.8% 100.0%

정보없음 0 0.0% - 1,468 9.6% - 2,560 16.7% - 3,239 21.2% -

　전체 15,307 100.0% 　- 15,307 100.0% 　- 15,307 100.0% 　- 15,307 100.0% -　

주 1) 정보없음 : 2차년도에서는 1차 이후 패널 탈락 + 3, 4차 신규 가구원, 3차년도에서는 1차, 2차 이후 패널

탈락 + 3, 4차 신규 가구원, 4차년도에서는 1차, 2차, 3차 이후 패널 탈락 가구원

2) 응답자 인원수가 <표 1>보다 많은 것은 정보의 손실을 없애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기위해 전체에 아동

및 장애인 등의 부가조사 대상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임

<표 2> 분석 대상의 성별, 학력별 구성비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유형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장애인의 경우 인원

수가 적지만 별도로 구분한 것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서 장애인으로 인해 노동속성에서 왜곡이 발생하

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구 분
가구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내 장애인이 없는 경우
비장애인 장애인

균등화 소득

저소득 가구
저소득․장애인가구원 저소득․장애인 저소득․비장애인가구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저소득․비장애인가구)

일반 가구
일반․장애인가구원 일반․장애인 일반․비장애인가구원

(일반․장애인가구) (일반․비장애인가구)

<표 3> 가구유형구분

본 연구의 시작은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가족들 중에서 장애인 포함 여부가 다른 노동 속성들과의

관련성이 있는가와 재산상으로는 저소득 가구이지만 노동 속성에서 일반가구와 차이가 있는가에서 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한 관련성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인과 관계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며,

노동속성은 현재의 경제 능력과 더불어 향후의 경제적 환경의 지속성과 향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1 :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 형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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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 가구 유형에 따라 고용형태는 차이가 있다.

3) 가설 3 : 가구 유형에 따라 고용형태의 종단적 변화에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은 대부분이 집단에 따른 인원 및 비율의 차이

즉, 명목자료의 집단간 독립성에 관한 검정이므로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Ⅲ. 노동 속성의 변화

1. 근로형태의 변화

가구 유형에 따라 1차 년도에서 4차 년도까지의 근로형태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임금근로자에서 고

용형태가 가장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의 경우는 1차에서 저소득․장애인가구원은 전체 근로형태

의 3.0%에 불과하며, 저소득․비장애인가구원은 3.9%, 일반․장애인가구는 21.6%, 일반․비장애인가구는

29.3%로서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가,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의 상용직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용직의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가구 유형별 차이의 폭은

적음을 볼 수 있다.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상용직의 비율이 6.8%p 높아지지만, 3차에서

4차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3.3%p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인된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장애인은 1.5%, 일반․장애인은 18.0%가 상용직이다. 일반․장애인은 저소득가구원이나, 저

소득․장애인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높으나, 저소득․장애인은 근로형태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일반․장애인의 경우 2차 이후 계속 크게 감소 추세에 있다.

임시직의 경우에도 상용직과 비슷하게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가,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

의 임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3차와 4차에서는 저소득․장애인가구와 저소

득․비장애인가구의 임시직 비율이 같아지며, 일반․비장애인가구가 일반․장애인가구보다 임시직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1차에서 2차의 변화에서 임시직의 비율이 전체 가구에서 4.7%p 낮아지나, 3차

에서 4차의 임시직의 변화에서는 3.6%p 높아져서 상용직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용직과

임시직이 상호 대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분석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 모두

에서 임시직 비율이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에는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의 법정 의무비율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 안정성이 가장 열악한 일용직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경우 장애인가구와 비장애

인가구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일반가구의 경우는 장애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용직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저소득․장애인의 경우는 임금근로

자 전체에서 낮은 비율로 형성되며, 이는 취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영업의 경우는 저소득․비장애, 저소득․장애, 일반․장애, 일반․비장애인가구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

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반․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형태에서 자영

업은 다른 근로형태의 대안으로 선택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장애인의 경우 3

차에서 4차의 변화에서 3.1%p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비경제활동에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자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위가 바뀌고 있다. 전체적인 실업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은

것은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비경제활동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인 추세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일반․장애인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용직과 비경제활동에서 비율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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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은 저소득․장애인가구, 저소득․비장애인가구, 일반․장애인가구, 일반․비장애인가구의 순

서이며, 3차 이후로 일반․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감소 및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장애인은 비

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자 비율 등에서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가구에서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돌봄 등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근로형태에 따라 가구유형과 차수에 대해  - test 결과는 일반․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수

준    및    수준에서 근로형태와 차수의 관련성이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어 근로형태의 비

율은 차수에 따라 관련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차수에 따라 각 근로형태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반․장애인은 근로형태와 차수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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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구유형별 상용직 비율 변화

저소득장애가구원

저소 득비장애가구원

일반장애가구원

일반비장애가구원

저소득장애인

일반장애인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차 2차 3차 4차

[그림 2] 가구유형별 임시직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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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구유형별 일용직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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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구유형별 자영업 비율 변화

저소득장애가구원

저소득비장애가구원

일반장애가구원
일반비장애가구원

저소득장애인

일반장애인

0.0%

1.0%

2.0%

3.0%

4.0%

5.0%

6.0%

7.0%

1 2 3 4

[그림 5] 가구유형별 실업자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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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구유형별 비경제활동자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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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Chi-

Square

Asymp.

Sig.

저소득․

장애인

가구원

상용직 37 3.0% 100 8.0% 82 6.6% 62 5.0%

75.892 0.000

임시직 86 6.9% 52 4.2% 63 5.0% 90 7.6%

일용직 98 7.8% 100 8.0% 118 9.4% 97 27.0%

자영업자 181 14.5% 179 14.3% 183 14.7% 179 33.2%

무급가족종사자 134 10.7% 117 9.4% 109 8.7% 98 2.7%

실업자 68 5.4% 64 5.1% 44 3.5% 34 17.1%

비경제 활동인구 625 50.0% 614 49.2% 627 50.2% 673 18.1%

전체 1,249 100% 1,249 100% 1,249 100% 1,248 7.2%

저소득․

비장애인

가구원

상용직 173 3.9% 390 8.8% 419 9.5% 335 7.2%

213.23

1
0.000

임시직 344 7.8% 219 5.0% 221 5.0% 318 11.3%

일용직 352 8.0% 354 8.0% 421 9.6% 348 12.1%

자영업자 769 17.4% 758 17.2% 785 17.8% 788 3.7%

무급가족종사자 388 8.8% 378 8.6% 342 7.8% 348 6.6%

실업자 255 5.8% 206 4.7% 180 4.1% 139 9.1%

비경제 활동인구 2,064 46.8% 2,028 45.9% 1,963 44.5% 2,051 7.8%

전체 4,413 100% 4,414 100% 4,408 100% 4,405 7.9%

일반․

장애인

가구원

상용직 150 21.6% 219 31.6% 216 31.2% 186 5.7%

55.847 0.000

임시직 98 14.1% 49 7.1% 45 6.5% 78 4.9%

일용직 34 4.9% 32 4.6% 43 6.2% 39 4.6%

자영업자 76 11.0% 73 10.5% 70 10.1% 70 4.8%

무급가족종사자 35 5.1% 37 5.3% 34 4.9% 40 6.3%

실업자 22 3.2% 18 2.6% 17 2.5% 16 14.3%

비경제 활동인구 269 38.8% 246 35.5% 249 36.0% 241 17.9%

전체 693 100% 693 100% 692 100% 689 10.2%

일반․

비장애인

가구원

상용직 1,348 29.3% 1,742 37.9% 1,752 38.2% 1,523 10.1%

334.47

0
0.000

임시직 599 13.0% 289 6.3% 316 6.9% 557 15.5%

일용직 189 4.1% 168 3.7% 244 5.3% 224 15.4%

자영업자 467 10.2% 437 9.5% 438 9.5% 463 13.9%

무급가족종사자 163 3.5% 166 3.6% 166 3.6% 162 7.9%

실업자 173 3.8% 127 2.8% 96 2.1% 99 7.9%

비경제 활동인구 1,574 34.2% 1,538 33.5% 1,421 30.9% 1,414 5.8%

전체 4,599 100% 4,597 100% 4,592 100% 4,587 3.5%

저소득․

장애인

상용직 12 1.5% 22 2.8% 26 3.3% 21 4.2%

41.644 0.014

임시직 30 3.8% 16 2.0% 18 2.3% 29 2.6%

일용직 31 4.0% 38 4.9% 50 6.4% 36 5.8%

자영업자 116 14.8% 115 14.7% 122 15.6% 121 2.7%

무급가족종사자 37 4.7% 42 5.4% 41 5.2% 33 3.2%

실업자 43 5.5% 44 5.6% 32 4.1% 16 2.3%

비경제 활동인구 510 65.1% 500 63.9% 488 62.4% 516 2.2%

전체 783 100% 783 100% 782 100% 781 2.0%

일반․

장애인

상용직 41 18.0% 53 23.2% 47 20.6% 39 3.5%

17.835 0.811

임시직 21 9.2% 9 3.9% 9 3.9% 15 2.6%

일용직 9 3.9% 10 4.4% 10 4.4% 11 53.9%

자영업자 26 11.4% 29 12.7% 28 12.3% 35 46.6%

무급가족종사자 9 3.9% 8 3.5% 8 3.5% 6 35.0%

실업자 5 2.2% 3 1.3% 6 2.6% 8 30.8%

비경제 활동인구 110 48.2% 109 47.8% 115 50.4% 109 66.1%

전체 228 100% 228 100% 228 100% 228 47.8%

주) 1. 근로형태에서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62명), 고용주(132명), 무급가족종사자(766명)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비율에서는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제외

<표 4> 가구유형별 근로형태별 비율 변화

차수(년도)별로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형태의 관련성에 대해  - test 결과는 모든 차수에서 유의수준

   수준에서 가구유형과 근로형태의 관련성이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어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형태

의 비율은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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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2차 3차 4차

Chi- Square 1992.687 1905.405 1932.584 1875.121

Asymp. Sig. 0.000 0.000 0.000 0.000

<표 5> 차수별 가구유형과 근로형태의 검정 결과

2. 고용형태의 변화

고용의 질적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고용형태에 대해 가구 유형에 따라 1차 년도에서 4차 년도까지의 변

화를 분석한 것은 <표 6>과 같다. 정규직의 비율에서 전체적으로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 가구가 높고,

장애인가구원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원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장애인의 정규직 비

율은 28.2%(4차년도)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일반․비장애인가구원

과 일반․장애인의 경우는 점차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장애인가구원은 3차․4

차의 변화에서 크게 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소득․비장애인가구원과 저소득․장애인가구원의

경우 1차에서 2차의 변화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3차에서는 급격이 비율이 감소하여 4

차까지 낮아지고 있다.

고용형태에 대한 가구유형과 차수에 대해  - test 결과는 저소득․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을 제외하고

는 모두 유의수준    및    수준에서 고용형태와 차수의 관련성이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어

고용형태의 비율은 차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근로형태와 차수의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수(년도)별로 가구유형에 따른 고용형태의 관련성에 대해  - test 결과

는 모든 차수에서 유의수준    수준에서 가구유형과 고용형태의 관련성이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

어 가구유형에 따라 고용형태의 비율은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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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구유형별 정규직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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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구유형별 비정규직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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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Chi-

Square

Asym

p.

Sig.

저소득․

장애인

가구원

정규직 33 14.2% 106 40.3% 83 28.8% 66 28.8%

41.248 0.000
비정규

직
199 85.8% 157 59.7% 205 71.2% 163 71.2%

전체　 232 100.0% 263 100.0% 288 100.0% 229 100.0%

저소득․

비장애인

가구원

정규직 164 18.8% 439 45.1% 438 38.6% 352 37.8%

151.895 0.000
비정규

직
708 81.2% 535 54.9% 696 61.4% 578 62.2%

전체　 872 100.0% 974 100.0% 1,134 100.0% 930 100.0%

일반․

장애인

가구원

정규직 140 51.9% 183 63.3% 192 63.0% 184 63.0%

10.948 0.012
비정규

직
130 48.1% 106 36.7% 113 37.0% 108 37.0%

전체　　 270 100.0% 289 100.0% 305 100.0% 292 100.0%

일반․

비장애인

가구원

정규직 1,302 61.9% 1,439 66.8% 1,549 66.2% 1,493 68.0%

20.284 0.000
비정규

직
803 38.1% 714 33.2% 791 33.8% 704 32.0%

전체　　 2,105 100.0% 2,153 100.0% 2,340 100.0% 2,197 100.0%

저소득․

장애인

정규직 12 16.4% 22 28.6% 30 30.0% 24 28.2%

4.742 0.192
비정규

직
61 83.6% 55 71.4% 70 70.0% 61 71.8%

전체　 73 100.0% 77 100.0% 100 100.0% 85 100.0%

일반․

장애인

정규직 37 55.2% 44 62.9% 44 65.7% 37 58.7%

1.775 0.620
비정규

직
30 44.8% 26 37.1% 23 34.3% 26 41.3%

전체　 67 100.0% 70 100.0% 67 100.0% 63 100.0%

<표 6> 가구유형별 고용형태의 변화

구분 1차 2차 3차 4차

Chi- Square 596.809 201.352 357.479 353.557

Asymp. Sig. 0.000 0.000 0.000 0.000

<표 7> 차수별 가구유형과 고용형태의 검정 결과

3. 시간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고용의 질적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고용형태에 대해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살려 개개인의 특성을 정리하

여 분석한 것은 <표 8>과 같다. 여기서는 장애인의 경우 인원수가 적어서 분리하지 않고, 가구로만 분류

하였다.

1차에 정규직에서 2차 정규직으로 유지확률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장애인가구는 59.0%,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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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비장애인가구는 74.6%, 일반․장애인가구는 75.9%, 일반․비장애인가구는 78.9%로 저소득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정규직 유지비율이 낮으며,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의 정규직 유지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차수에 따라서는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변화인 1차에 정규직에서 2차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장애인가구는 41.0%, 저소득․비장애인가구는 25.4%, 일반․장애인가구는 24.1%, 일반․비장애인

가구는 21.1%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전환비율이 높으며,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의 전

환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수에 따라서는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고용의 질이 향상된 변화인 1차에 비정규직에서 2차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장애인가구는 35.6%, 저소득․비장애인가구는 37.4%, 일반․장애인가구는 50.4%, 일반․비장애인

가구는 52.3%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전환비율이 높으며,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의 전

환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수에 따라서는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1차에 비정규직에서 2차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장애인가구는

64.4%, 저소득․비장애인가구는 62.6%, 일반․장애인가구는 49.6%, 일반․비장애인가구는 47.7%로 저소득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유지비율이 높으며,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의 유지비율이 낮게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차수에 따라서는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변화는 저소득가구와 장애인가구가 높고,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변화

는 일반가구와 비장애인가구가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의 변화와 가구유형의 관련성에 대해  - test 결과는 모든 차수의 변화에서 유의수준

   수준에서 고용형태의 변화와 가구유형의 관련성이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어 고용형태의 변화 비

율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단위 : %)

고용형태 변화 가구유형 1-2차 변화 2-3차 변화 3-4차 변화 1-4차 변화

정규직→정규직

저소득․장애 59.0 39.1 56.7 52.9

저소득․비장애 74.6 58.9 67.0 72.4

일반․장애 75.9 79.5 81.6 86.3

일반․비장애 78.9 81.5 85.5 87.9

정규직→비정규직

저소득․장애 41.0 60.9 43.3 47.1

저소득․비장애 25.4 41.1 33.0 27.6

일반․장애 24.1 20.5 18.4 13.7

일반․비장애 21.1 18.5 14.5 12.1

비정규직→정규직

저소득․장애 35.6 28.0 16.7 26.8

저소득․비장애 37.4 30.4 16.4 32.2

일반․장애 50.4 48.1 24.7 42.5

일반․비장애 52.3 49.7 32.1 46.6

비정규직→비정규직

저소득․장애 64.4 72.0 83.3 73.2

저소득․비장애 62.6 69.6 83.6 67.8

일반․장애 49.6 51.9 75.3 57.5

일반․비장애 47.7 50.3 67.9 53.4

Chi- Square 20.753 68.621 36.056 52.462

Asymp. Sig. 0.014 0.000 0.000 0.000

<표 8> 차수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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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006년)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2008년)

4차년도(2009년)

정규직 비정규직 정보없음

저소득

장애

정규직
45

(14.8%)

정규직
23

(59.0%)

정규직 9 (64.3%) 6 (75.0%) 2 (25.0%) 1

비정규직 5 (35.7%) 3 (60.0%) 2 (40.0%) -

정보없음 9 - - 9

비정규직
16

(41.0%)

정규직 7 (58.3%) 4 (66.7%) 2 (33.3%) 1

비정규직 5 (41.7%) 1 (25.0%) 3 (75.0%) 1

정보없음 4 - - 4

정보없음 6 정보없음 6 - - 6

비정규직
260

(85.2%)

정규직
72

(35.6%)

정규직 19 (32.8%) 11 (64.7%) 6 (35.3%) 2

비정규직 39 (67.2%) 3 (13.6%) 19 (86.4%) 17

정보없음 14 - - 14

비정규직
130

(64.4%)

정규직 23 (22.1%) 7 (43.8%) 9 (56.3%) 7

비정규직 81 (77.9%) 7 (15.2%) 39 (84.8%) 35

정보없음 26 - - 26

정보없음 58 정보없음 58 - - 58

저소득

비장애

정규직
164

(18.8%)

정규직
106

(74.6%)

정규직 73 (86.9%) 59 (86.8%) 9 (13.2%) 5

비정규직 11 (13.1%) 1 (11.1%) 8 (88.9%) 2　

정보없음 22 - - 22

비정규직
36

(25.4%)

정규직 16 (57.1%) 8 (57.1%) 6 (42.9%) 2

비정규직 12 (42.9%) 5 (55.6%) 4 (44.4%) 3　

정보없음 8 - - 8

정보없음 22 정보없음 22 - - 22

비정규직
708

(81.2%)

정규직
204

(37.4%)

정규직 82 (47.7%) 52 (70.3%) 22 (29.7%) 8

비정규직 90 (52.3%) 15 (25.9%) 43 (74.1%) 32　

정보없음 32 - - 32

비정규직
341

(62.6%)

정규직 71 (25.6%) 25 (47.2%) 28 (52.8%) 18

비정규직 206 (74.4%) 12 (10.0%) 108 (90.0%) 86　

정보없음 64 - - 64

정보없음 163 정보없음 163 - - 163

일반 장애

정규직
177

(52.5%)

정규직
120

(75.9%)

정규직 99 (86.8%) 88 (91.7%) 8 (8.3%) 3

비정규직 15 (13.2%) 9 (81.8%) 2 (18.2%) 4

정보없음 6 - - 6

비정규직
38

(24.1%)

정규직 24 (75.0%) 20 (90.9%) 2 (9.1%) 2

비정규직 8 (25.0%) 3 (37.5%) 5 (62.5%) -

정보없음 6 - - 6

정보없음 19 정보없음 19 - - 19

비정규직
160

(47.5%)

정규직
68

(50.4%)

정규직 40 (70.2%) 27 (73.0%) 10 (27.0%) 3

비정규직 17 (29.8%) 3 (20.0%) 12 (80.0%) 2

정보없음 11 - - 11

비정규직
67

(49.6%)

정규직 20 (34.5%) 8 (47.1%) 9 (52.9%) 3

비정규직 38 (65.5%) 4 (14.8%) 23 (85.2%) 11

정보없음 9 - - 9

정보없음 25 정보없음 25 - - 25

일반

비장애

정규직
1,302

(61.9%)

정규직
947

(78.9%)

정규직 803 (90.6%) 728 (93.8%) 48 (6.2%) 27

비정규직 83 (9.4%) 52 (75.4%) 17 (24.6%) 14

정보없음 61 - - 61

비정규직
254

(21.1%)

정규직 182 (77.8%) 148 (86.5%) 23 (13.5%) 11

비정규직 52 (22.2%) 26 (59.1%) 18 (40.9%) 8

정보없음 20 - - 20

정보없음 101 정보없음 101 - - 101

비정규직
803

(38.1%)

정규직
358

(52.3%)

정규직 219 (65.0%) 152 (78.4%) 42 (21.6%) 25

비정규직 118 (35.0%) 21 (24.1%) 66 (75.9%) 31

정보없음 21 - - 21

비정규직
327

(47.7%)

정규직 101 (33.7%) 46 (53.5%) 40 (46.5%) 15

비정규직 199 (66.3%) 26 (16.9%) 128 (83.1%) 45

정보없음 27 - - 27

정보없음 118 정보없음 118 - - 118

<표 9> 연도별 고용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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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로는 변화에서 중간과정을 볼 수 없기에 1차에서 4차까지의 전체 과정을 표로 표현한 것이 <표

9>이다. 여기서 패널 탈락, 조사 무응답, 비임금근로자로 전환 등과 같이 고용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정보없음’으로 분류하였고, 비율에서도 제외하였다.

1차 정규직이 4차까지 계속 정규직으로 유지된 비율은 저소득․장애인가구는 1차 정규직 23명에서 6명

으로 26.1%(단, 정보없음은 제외)이고, 저소득․비장애인가구는 1차 정규직 100명에서 59명으로 59.0%이

며, 일반․장애인가구는 137명에서 88명으로 64.2%, 일반․비장애인가구는 1,060명에서 728명으로 68.7%로

서 저소득가구와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저소득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1차에서 4차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유지된 비율은 저소득․장애인가구는 1차 비정규직 101명에서 39명

으로 38.6%(단, 정보없음은 제외)이고, 저소득․비장애인가구는 1차 정규직 305명에서 108명으로 35.4%이

며, 일반․장애인가구는 96명에서 23명으로 24.0%, 일반․비장애인가구는 521명에서 128명으로 24.6%로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차이는 없지만,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고용의 질 개선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균등화소득에 의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

구로 구분하고, 가구 내에 장애인의 유무에 따라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로 구분하며 이를 조합하여

전체 4개의 가구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분석 종류에 따라 장애인을 별개로 저소득․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으로 재분류하여 6개의 가구유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구유형에 따라 현재의 가구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구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근로형태와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심

층적 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유형에 따라 1차 년도에서 4차 년도까지의 근로형태의 변화의 검정 결과, 각각의 가구유형에

서 대체로 차수에 따라 근로형태의 비율은 차이가 있으며, 각 차수에서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형태의 비율

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근로형태에서 상용직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용직의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가구 유형별 차이의 폭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임시직은 상용직과 비슷하게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

가, 장애인가구에 비해 비장애인가구의 임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장애인과 저

소득․장애인 모두에서 임시직 비율이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일용직은 저소득층의 경우 장애인가구와 비

장애인가구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일반가구의 경우는 장애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용직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저소득․장애인의 경우는 임금근

로자 전체에서 낮은 비율로 형성되며, 이는 취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전체적인 실업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는데, 이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은 3차 이후로 일반․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감소 및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장애인은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상용직과 임

시직이 상호 대체 효과가 있으며, 저소득․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비율이 낮

게, 비경제활동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에서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돌봄

등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고용형태의 비율은 차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차수에서 모든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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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용형태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의 비율에서 전체적으로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 가구가 높고, 장애인가구원에 비해 비장애

인가구원의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일반․비장애인가구원과 일반․장애인의

경우는 점차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장애인가구원은 3차․4차의 변화에서 크게

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소득․비장애인가구원과 저소득․장애인가구원의 경우 1차에서 2차의

변화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3차에서는 급격이 비율이 감소하여 4차까지 낮아지고 있다.

셋째, 고용형태의 변화 비율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용의 질적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고용

형태에 대해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살려 개개인의 특성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변화는 저소득가구와 장애인가구가 높고,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변화는 일반가구와 비장애인가

구가 높은 현상을 보였다. 또한, 저소득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가구유형에 따라 노동 속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모형을 이용하지 않고도 패널 데이터의 본질을 파악하여 심층적인 분석한 것으로

패널의 유지기간이 짧아 장기간의 동태를 살펴보기는 어려워도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알 수 있

었다. 또한 다른 패널에서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과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노동 속성을 분석한 점에서도 의

의가 있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장애 유형, 기간 등과 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경우를 포함

시키지 못한 점과 지면 관계로 다양한 분석결과를 담기 어려웠고, 특정 가구 유형(특히, 장애인)에서 자료

의 수가 적어서 분석의 한계점이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단순히 장애인의 점유비율로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

속기간을 고려한 평가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지적인 장애인의 노동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 과제로는 장기간의 분석과 독립변인으로 다른 속성을 포함과 모형에 의한 분

석을 한다면 보다 좋은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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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 변화와 성별 차이 분석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 on the Change of Depression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정림(충남대학교)

본 연구는 우울증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

패널 2006년 및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2006년과 2009년 자료에서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이용하여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 우울장애가 증가한 집단, 우

울장애가 감소한 집단, 그리고 우울장애가 전혀 없었던 집단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우울증상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울장애 변화는 연령,

교육, 혼인상태, 흡연여부, 주관적 건강, 경제활동, 노동시장 변화, 소득구분가구,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

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비율 및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의 비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

항로짓 분석(multinominal logistic)에서도 성 변수를 비롯하여 혼인상태, 경제활동 및 가구소득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 만족도 등이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 및 우울장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사회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비롯하여 배우자와 사별 및 이혼자에

대한 특별 상담지원활동 강화, 사회적 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사회의 급속한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신질환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도 우울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슬프고 우울한 기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불면, 식욕 감

퇴, 피곤함, 성욕 감퇴, 의욕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정신장애 중의 하

나이다. 이러한 우울증 증가 현상은 현대인들이 각종 생활사건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요받는 각종 생활사건 및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빈

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치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우울장애는 인구의 약 5~10%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약 3~5% 정도는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우울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중 10~15%가 자살에 이르고 있듯이, 우울 질환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질병의 전체 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수준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평가



- 304 -

에 의하면, 우울장애는 1990년에 4위를 차지하였지만 2020년에 이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어 2위까지

격상될 것이라고 한다(공보금, 2003; 김영택 외, 2008).

지금까지 진행된 우울장애 연구는 주로 우리사회의 특정 구성원 및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울장애의 심각성 및 우울장애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예를 들면,

중풍이나 당뇨 등과 같이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우울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참여와

가족의 지지에 의한 매개효과 등을 검토한 연구(문수경 외, 2008; 장수미, 2007; 2008; 정영미, 2007), 신체

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우울장애에 대한 연구(이현주․강상경, 2009), 가족해체 및 일-가정생활 양립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우울장애에 대한 연구(신희석, 2002; 김유심, 2010; 엄태완, 2008; 이은

희․이주희, 2001),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 등이 느끼는 우울장애에 대한 연

구(경수경․장수미, 2010; 김도희․이은경, 2010; 임수진 외, 2009)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

면, 우리사회 구성원들 중에 장애인, 노인,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상대적으로 우울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가족해체를 경험하거나 또는 만성질환 등을 갖고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 질환이 더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혹은

가족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만성질환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자신감과 삶의 의욕

을 잃거나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울장애는 특정 집단에서 발생하고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보호지원 정책이 부족하며, 심지어 차별하는 경향까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남성 중심적 문화전통이나 생활양식, 사회환경 등이 아직

도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성은 출산과 생리, 갱년기에 따

른 신체적 변화가 심하며, 노동시장 진출 이후 결혼과 출산과정에서 자발적 혹은 강압적 노동시장 퇴출을

경험하며, 결혼과 함께 자녀출산과 자녀양육, 가사노동 전담 등 사회문화적 생활양식 등 여러 가지 스트레

스 원천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중첩된’ 지위 및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우울 장애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년 여성의 우울이 심

각하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진료 환자 47만명 중에 50대가 약 20%로 가장 많고, 50대 우울증

환자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우울 현상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즉 전체 조사자료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우울 현상이 어떻게 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의 우울장애가 심화되거나 혹은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여성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우울장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우울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성인 남녀의 우울 현상이 어떻게 변하였고, 그 변화과정

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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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2006년과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세부터 80세 이하의 성인남녀로 제한하였고,1)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한 CES-D 척도 11개 문항에 모두

응답한 10,225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우울장애는 2006년 11개 문항의 우울 척도 합과 2009년 11개 문항의

우울 척도 합을 이용하여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2006년 자료와 2009년 자료 모두에서 우울 척도의 평균이 “종종 있었거나” 혹은 “대

부분 그렇다”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른바 우울증이 의심되는 집단(환자)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2006년에 비해 2009년 우울 척도 점수가 증가한 사람들로 이른바 우울장애 증가집단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2006년에 비해 2009년 우울 척도 점수가 감소한 사람들도 우울 장애 감소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 및 2009년 우울 척도 점수에서 극히 드물거나 혹은 가끔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로 우울 장애가 없는 정상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2)

이상의 우울 증상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를 비롯하여 우울증상 변화에 따른 집단 간의 특성을 규명할

독립변수 등은 <표 1>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측정

구 분 (표 내용) 측정

종속변수 우울 장애
1 우울증 집단, 2 우울장애 증가집단, 3 우울장애 감소집단, 4 우울 장애 없는 정상집단

(2009년 11개 우울척도 문항 - 2006년 11개 우울척도 문항)

독립변수

성 1 남성, 2 여성

교육수준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 5 대학 이상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혼인상태 1 유배우자,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미혼

종교 1. 종교 없음, 2 종교 있음

흡연 여부 1 흡연, 2 비흡연

주관적 건강 1 아주 건강이 좋지 않음, 2 좋지 않음, 3 보통, 4 건강 좋음, 5 아주 건강 좋음

경제활동 1 비경제활동, 2 실업자, 3 자영자 가족종사자, 4 고용주, 5 임시일용직, 6 상용직

노동시장 변화 1 계속 근로, 2 노동시장 진입, 3 노동시장 퇴출, 4 계속 미취업

소득구분가구 1 저소득층가구, 2 일반가구

주거환경,

가족관계,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만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1) 분석대상을 20세부터 80세까지로 제한 이유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 그 과정에서 겪는 결혼과 자녀출산

등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였고, 80세 이상 고령노인을 제외한 것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우울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질문 내용에 대한 인지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 구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복지패널

우울 척도가 이미 선행자들에 의해 검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복지패널 질문지는 우울척도 20개 문항 중에

11개 문항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울’ 척도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11개 문항 모두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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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울증 관련 문헌검토

1. 우울의 개념과 우울증 발생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률과 유병률

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중에서 우울증은 이미 1990년에 4위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심장질환 다음으로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WHO, 2001). 이처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으로서 우울

증은 자가진단 등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치료를 병행할 경우 완쾌가 가

능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대중의 편견 때문에 실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 지료를 받거나 상담하

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즉 기존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의 약 30%와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의 1/2 이상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Bebbibgyon

et al., 2000; Henderson, Pollard, Jacobi & Merkel, 1992; 조현주 외, 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우울증

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음에 따라 타인에 대한 폭행이나 폭력, 자해 및 자살 등

극단적인 행위로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등 서구사회의 경우에는 이미 우울증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

고(Franco-Bronson, 1996; McDaniel & Musselman, 1995), 나아가 우울증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우

울척도가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3)

우울증상으로는 정서적 이상 징후를 비롯하여 사고(思考)의 이상 징후, 행동장애, 신체 증상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먼저 정서적 이상 징후란 “우울하다, 희망이 없다, 기운이 없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고의 이상 징후란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거나, 상실, 죄

책감, 자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며, 심하면 건강염려증, 신체망상, 허무망상, 피해망상, 죄

책망상 등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행동장애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의욕상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 흥미를 가졌던 활동이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며 에너지 저하로 하던 업무를 끝내지 못하며, 직장생활이나 기타 생업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신체적 이상증상으로는 수면장애가 나타나는데 대개 새벽에 일찍 깨고 밤중에 자주 깨며

어떤 문제에 대해 밤새도록 골똘히 생각하며, 식욕과 체중이 감소하나 일부에선 증가하기도 하며 월경불

순과 성욕감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상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설명을 비롯하여 유전적 측면,

그리고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설명이 있다. 먼저 생물학적 설명은 우리 몸속의 신경을 조절하는 여

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몇 가지의 성분(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도파민, 엔돌

핀 등)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유전적 설명은 우울증(주요

우울증)을 앓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

다.

반면 사회심리적 설명은 다른 접근에 비해 우울증 발생과정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뇌의 생물학적 상태에 장기간

지속되는 변화들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결국에는 이후에 외적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도 다시 재발하기

쉬운 생물학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부모의 상실, 배우자의 상실 및

3) 본 연구에서는 우울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질문지에 포함된 우울감 척도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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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 사업의 실패나 일자리 퇴출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로 발전하여 자기 자신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2. 우울증에 대한 기존 연구

우울증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죽음, 경제생활의 악화, 사회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불가능, 신체적 질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이 우울장애를 증가시키

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우울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중첩적으

로 발생할 경우 우울장애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역으로 이들 요인 중에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

우 다른 보다 강력한 긍정적 요인에 의해서 우울장애는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울장애를 극대화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장애가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바로 여러 가지 요인을

중첩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문화전통이나 생활양식, 사

회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출

산과 자녀양육, 생리와 갱년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 노동시장 진출 이후 결혼과 출산과정에서 ‘강요된’ 노

동시장 퇴출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우리사회의 여성 중에서 특히 중년 여

성에게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년 여성의 경우 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우울

증 진료 환자 47만명 중에 50대가 약 20%로 가장 많고, 50대 우울증 환자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김영택 외,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

우울장애를 증가시키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연령이다. 즉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감소나

질병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신체적 기능을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경우(또는 IADL로 측정한 경우) 모두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서경현, 김영숙, 2003; 성혜영,

조희선, 2006). 특히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우울장애 또한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에 비해 우울 유병률이 15~30% 정도 높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의 우울과 혈당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거나 혹은 신체활동이 저하될

경우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우울장애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뇨병은 최근 노인들

에게 매우 흔한 질병이며,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노인의 경우

자기관리에 실패할 경우 더욱 심각한 우울장애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당뇨병은 일반인

당뇨병 환자보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장수미, 2008).

가족해체와 같이 가족자원의 상실은 우울장애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외감은 중요한 가족적 자원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높여 그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원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가족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혹은 별거 등과 같은 가족해체는

가족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나 긍정적 자각을 감소시켜 우울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반면 가족적

지지는 사회심리적 적응이나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일생생활 당면 문제를 조절해 주는 긍정적인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우울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우울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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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고 한다(권중돈․김동배, 2005; 김영택 외, 2009).

가족지지와 함께 사회참여도 우울장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참여에 따른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는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감을 비롯하여 사회적 역할 수행 가능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한 사회참여가 우울을 예방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회참여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경우 우울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

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가족지지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문수경 외,

2008).

그밖에도 우울증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사람, 직업

이 없거나 혹은 농업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우울증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보건복지가

족부, 2009). 반면 우울증은 내과적 질환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병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상동맥의 위험이 높고, 심근경색 후 사망

위험이 높고, 편두통, 과민성 대장질환 등 각종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에 의한 사망이 높고, 치매, 측두염 간

질 등 신경과 질환 등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Franco-Bronson, 1996).

Ⅲ. 우울장애 및 우울증상 변화 요인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 10,225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에서 여성이 54.7%(5,595명)로 남성의 45.3%(4,630명)에 비해 9.4%p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 각 변수의 분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성별 연령별 분포에 의하면, 여성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인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은 30~5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응답자 중에서 60대 이상 비율이 40.3%로 남성의

35.7%에 비해 4.6%p 높았지만, 남성응답자 중에 30~50대 연령층은 여성응답자에 비해 6.7%p 높았다.

성별 교육수준 분포에 의하면, 여성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응답자 중에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이 40.2%로 남성의 21.2%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 남성이 22.9%로 남성의 12.5%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거주지역은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혼인상태에 의하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미혼상태가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

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응답자 중에서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미혼의 남성이 각각 77.2%와 13.9%로

여성의 65.4%와 9.4%에 비해 각각 11.8%p와 4.5%p 높았다. 반면 여성응답자 중에서 배우자와 사별한 여

성은 20.2%로 남성의 3.2%에 비해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응답자 중에는 고령층의

여성이 많고, 특히 남성과 달리 여성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기보다 자녀 혹은 혼자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의하면, 여성들의 27%는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즉 여성응답자 중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7%로 남성의 19%에 비해 8%p 높

았다. 반면 남성응답자 중에 건강이 좋은 남성은 60.4%로 여성의 49.4%에 비해 11%p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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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흡연과 음주의 경우 남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응답자 중에 흡연 남성은 77.4%로 여성의

6.1%에 비해 11배 이상 높았고, 남성응답자 중에 음주 남성이 73.8%로 여성의 40.8%에 비해 33%p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경제활동참여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 남성은 상용직에 근무하거나 혹은

고용주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즉 남성응답자 중에 상용직에 근

무하는 남성이 29.1%로 여성의 11.5%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고, 남성고용주 또한 3.6%로 여성고용주

0.7%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응답자 중에 비경제활동여성이 48.6%로 남성의 23.3%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여성비경제활동 비율은 2009년 우리나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0%인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범주 남성 여성 합 계 변수 범주 남성 여성 합계

연령대

20대 6.5 7.6 7.1 (727)

교육수준

초졸 이하 21.2 40.2 31.6 (3,232))

중졸 13.2 12.4 12.7 (1,302)30대 19.4 17.5 18.4 (1,879)
고졸 34.8 27.0 30.5 (3,121)40대 22.1 17.9 19.8 (2,024)
전문대 7.9 7.9 7.9 (812)50대 16.3 15.7 16.0 (1,632)
대학교이상 22.9 12.5 17.2 (1,758)60대 17.1 19.9 18.7 (1,907)
합계 100.0 100.0 100.070대이상 18.6 21.4 20.1 (2,056)

(4,630) (5,595) (10,225)합계 100.0 10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 77.2 65.4 70.7 (7,228)(4,630) (5,595) (10,225)
사별 3.2 20.2 12.5 (1,274)

거주지역

대도시 43.5 43.7 43.6 (4,460)
이혼 4.8 4.2 4.5 (458)시 33.2 31.7 32.4 (3,310)
별거 0.9 0.8 0.8 (85)군 19.3 20.8 20.1 (2,059)
미혼 13.9 9.4 11.5 (1,172)도농복합지역 4.0 3.8 3.9 (396)
합계 100.0 100.0 100.0합계 100.0 100.0 100.0

(4,628) (5,589) (10,217)(4,630) (5,595) (10,225)

경제활동

상용직 29.1 11.5 19.5 (1,995)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건강 16.0 11.7 13.7 (1,399)
임시일용직 16.4 16.8 16.6 (1,700)건강한편 44.4 37.7 40.8 (4,167)
고용주 3.6 0.7 2.0 (208)보통 20.6 23.6 22.2 (2,270)
자영자∙무급가

족종사자
24.0 20.2 21.9 (2,240)건강하지않음 16.6 24.4 20.9 (2,134)

실업자 3.6 2.1 2.7 (281)아주 건강 않좋음 2.4 2.6 2.5 (255)
비경제활동인구 23.3 48.6 37.2 (3,800)합계 100.0 100.0 100.0
합계 100.0 100.0 100.0(4,630) (5,595) (10,225)

(4,629) (5,595) (10,224)

흡연여부

흡연 77.4 6.1 38.4 (3,926)

음주여부

음주 73.8 40.8 55.7 (5,699)비흡연 22.6 93.9 61.6 (6,299)
비음주 26.2 59.2 44.3 (4,526)합계 100.0 100.0 100.0
합계 100.0 100.0 100.0

(4,630) (5,595) (10,225)
(4,630) (5,595) (10,225)

2. 응답자의 우울 장애 수준

2006년 한국복지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고, 복지패널자료

중에서 우울 장애를 측정하는 척도를 이용한 우리사회 우울 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우울 수준은 2006년 1.5270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7년 1.5275점으로 조금 상승하였지

만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9년 1.4535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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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간 우울척도 평균 점수

연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6 1.5270 .54816

1 4
2007 1.5275 .53447
2008 1.4637 .47948
2009 1.4535 .48063

이처럼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응답자의 우울 장애 수준은 지난 3년(2006~2009)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과 2009년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 장애 수준이 어떻게

변하였는데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전체 응답자 중에서 58%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해서 우울 장애가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29.4%는 2006년에 비해 2009년 조사 당시 우울

장애 수준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12.7%는 우울 장애 수준이 증가하였거나 혹은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3.4%는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해서 우울증의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3%는 우울 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인구의 약 5~10%에 이르며, 3~5% 정도는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우울장애를 갖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와 일치한다(김영택 외, 2009).

물론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거나

혹은 우울 장애가 증가하는 집단의 경우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응답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4.0%로서 남성의 2.6%에 비해 1.4%p 높았고,

우울장애가 증가한 여성응답자 또한 10.9%로 남성응답자의 7.4%에 비해 3.5%p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울 장애가 전혀 없었던 응답자의 경우 남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남성응답자 중에서

우울장애가 없는 사람이 63%로서 여성의 53.8%에 비해 9.2%p 높게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우울 장애 수준 분류

(단위 : 명, %)

구 분
여성 남성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우울증 의심 집단 226 4.0 119 2.6 345 3.4

우울장애 증가 집단 608 10.9 343 7.4 951 9.3

우울장애 감소 집단 1,751 31.3 1,252 27.0 3,003 29.4

우울장애 없는 집단 3,010 53.8 2,916 63.0 5,926 58.0

합 계 5,595 100.0 4,629 100.0 10,225 100.0

3.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장애 수준 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장애 수준

먼저 응답자의 연령별 우울장애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표 5>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 의

심 혹은 우울 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

면,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70대 남성 중에는 4.4%인데 비해 70대 이상 여성 중에는 5.9%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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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 높았고, 60대에서 여성은 2.5%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5.1%로서

남성의 1.7%에 비해 3배 높았다. 20대 남성에 비해 20대 여성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높은 것은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자녀양육 등과 같은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자신의 의지와 다른 생활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무기력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울장애가 증가한 응답자의 경우에도 나이가

많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60대 이상 여성 중에서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13~18%로 남성의

9~11%에 비해 4~7%p 높았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울 장애가 감소하였거나 혹은 우울 장애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젊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 20대 중에서 우울 장애가 없는 사람이 65%로 여성 20대의 55%에

비해 1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 장애가 감소한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20대에서도 우울 장애가 감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성

20대 5 (1 .7 ) 22 (7 .4 ) 77 (25 .8 ) 195 (65 .2 ) 299 (100 .0 )

χ 2=76 .233***
(d f= 15 )

30대 16 (1 .8 ) 45 (5 .0 ) 225 (25 .0 ) 614 (68 .2 ) 900 (100 .0 )

40대 24 (2 .3 ) 62 (6 .1 ) 252 (24 .6 ) 686 (67 .0 ) 1 ,0 24 (100 .0 )

50대 19 (2 .5 ) 52 (6 .9 ) 187 (24 .8 ) 496 (65 .8 ) 754 (100 .0 )

60대 17 (2 .1 ) 70 (8 .8 ) 244 (30 .8 ) 462 (58 .3 ) 793 (100 .0 )

70대  이 상 38 (4 .4 ) 92 (10 .7 ) 267 (31 .0 ) 463 (53 .8 ) 860 (100 .0 )

계 119 (2 .6 ) 343 (7 .4 ) 1 ,2 52 (27 .0 ) 2 ,916 (63 .0 ) 4 ,6 30 (100 .0 )

여 성

20대 22 (5 .1 ) 27 (6 .3 ) 142 (33 .2 ) 237 (55 .4 ) 428 (100 .0 )

χ 2=214 .119 ***
(d f= 15 )

30대 19 (1 .9 ) 67 (6 .8 ) 247 (25 .2 ) 646 (66 .0 ) 979 (100 .0 )

40대 30 (3 .0 ) 81 (8 .1 ) 293 (29 .3 ) 596 (59 .6 ) 1 ,0 00 (100 .0 )

50대 34 (3 .9 ) 71 (8 .1 ) 288 (32 .8 ) 485 (55 .2 ) 878 (100 .0 )

60대 51 (4 .6 ) 146 (13 .1 ) 367 (32 .9 ) 550 (49 .4 ) 1 ,1 14 (100 .0 )

70대  이 상 70 (5 .9 ) 216 (18 .1 ) 414 (34 .6 ) 496 (41 .5 ) 1 ,1 96 (100 .0 )

계 226 (4 .0 ) 608 (10 .9 ) 1 ,7 51 (31 .3 ) 3 ,010 (53 .8 ) 5 ,5 95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 03 (29 .4 ) 5 ,926 (58 .0 ) 10 ,225 (100 .0 ) χ 2=283 .633 ***
(d f= 15 )

 *** p< .001

다음으로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장애 수준 차이를 분석한 <표 6>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

녀 응답자 모두에서 우울증 의심, 우울 장애 증가 및 감소 비율이 높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하 여성응답자 중에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

이 5.5%로 초등학교 남학생 4.7%보다 0.8%p 높았고, 대학교 이상의 여성응답자 2.2%에 비해 3.3%p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증가한 집단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학력의 여성응답자가

15.3%로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남성응답자 10.4%에 비해 4.9%p 높았고, 초등학교 이하 여성응답자 4.4%

에 비해 10.9%p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장애가 감소한 응답자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남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울장애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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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남성응답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었던 사람이 71%로 대학교 이상

여성의 66%에 비해 5%p 높았고, 초등학교 이하 남성의 50%에 비하면 21%p 높고, 초등학교 이하 여성의

44%에 비하면 25%p가 높은 것이다.

<표 6> 응답자의 성별 및 교육수준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성

초 졸  이 하 46 (4 .7 ) 102 (10 .4 ) 339 (34 .6 ) 494 (50 .4 ) 981 (100 .0 )

χ 2=126 .950 **
*

(d f= 12 )

중 졸 13 (2 .1 ) 53 (8 .7 ) 178 (29 .2 ) 365 (59 .9 ) 609 (100 .0 )

고 졸 47 (2 .9 ) 106 (6 .6 ) 407 (25 .2 ) 1 ,0 52 (65 .3 ) 1 ,6 12 (100 .0 )

전 문 대 4 (1 .1 ) 19 (5 .2 ) 93 (25 .3 ) 252 (68 .5 ) 368 (100 .0 )

대 학 교  이 상 9 (0 .8 ) 63 (5 .9 ) 235 (22 .2 ) 753 (71 .0 ) 1 ,0 60 (100 .0 )

계 119 (2 .6 ) 343 (7 .4 ) 1 ,252 (27 .0 ) 2 ,9 16 (63 .0 ) 4 ,6 30 (100 .0 )

여 성

초 졸  이 하 123 (5 .5 ) 344 (15 .3 ) 785 (34 .9 ) 999 (44 .4 ) 2 ,2 51 (100 .0 )

χ 2=198 .977 **
*

(d f= 12 )

중 졸 22 (3 .2 ) 88 (12 .7 ) 203 (29 .3 ) 380 (54 .8 ) 693 (100 .0 )

고 졸 51 (3 .4 ) 117 (7 .8 ) 447 (29 .6 ) 894 (59 .2 ) 1 ,5 09 (100 .0 )

전 문 대 15 (3 .4 ) 28 (6 .3 ) 125 (28 .2 ) 276 (62 .2 ) 444 (100 .0 )

대 학 교  이 상 15 (2 .1 ) 31 (4 .4 ) 191 (27 .4 ) 461 (66 .0 ) 698 (100 .0 )

계 226 (4 .0 ) 608 (10 .9 ) 1 ,751 (31 .3 ) 3 ,0 10 (53 .8 ) 5 ,5 95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03 (29 .4 ) 5 ,9 26 (58 .0 ) 10 ,225 (100 .0 )
χ 2=318 .825 **

*
(d f= 12 )

 *** p< .001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및 혼인상태별 우울 장애 수준을 분석한 <표 7>에 의하면, 가족해체는 남녀

모두에게 우울증을 심화시켰지만 그 충격은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다소 차별적이었다. 즉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남성응답자 중에 지난 3년 동안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각각 6.2%와 9.0%로

여성응답자 6.1%와 8.9%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

람이 11.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울장애가 증가한 경우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혹은 이혼한 여성이 각

각 17.3%와 21.6%로서 배우자 사별 혹은 이혼 남성의 14.4%와 12.6%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 별거 상태에

있는 남성응답자 중에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26.8%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이

나 별거는 남녀 모두에게 우울증을 가져오거나, 우울장애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남녀 사이에 차이가 발견

되고 있다. 이혼과 사별의 경우 남녀 모두 비슷한 우울증상 분포를 보이지만, 별거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

성보다 2.4%p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우울장애의 심화 집단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혼과

사별에서 더 심화된 경향을 보이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별거 상태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었던 사람들 중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남성응답자가 64.8%

로 여성응답자의 58.4%보다 6.4%p 높았고, 이혼이나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응답자의 40% 수준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상태에 있는 남녀응답자 중에서도 우울장애가 없는 사람이 63%와

56%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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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답자의 성별 및 혼인상태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성

유 배 우 71 (2 .0 ) 235 (6 .6 ) 952 (26 .6 ) 2 ,316 (64 .8 ) 3 ,5 74 (100 .0 )

χ 2=125 .933 ***
(d f= 15 )

사 별 9 (6 .2 ) 21 (14 .4 ) 51 (34 .9 ) 65 (44 .5 ) 146 (100 .0 )
이 혼 20 (9 .0 ) 28 (12 .6 ) 62 (27 .9 ) 112 (50 .5 ) 222 (100 .0 )
별 거 2 (4 .9 ) 11 (26 .8 ) 12 (29 .3 ) 16 (39 .0 ) 41 (100 .0 )
미 혼 17 (2 .6 ) 47 (7 .3 ) 175 (27 .1 ) 406 (62 .9 ) 645 (100 .0 )
기 타 - 1 (100 .0 ) - - 1 (100 .0 )
계 119 (2 .6 ) 343 (7 .4 ) 1 ,2 52 (27 .0 ) 2 ,915 (63 .0 ) 4 ,6 29 (100 .0 )

여 성

유 배 우 107 (2 .9 ) 318 (8 .7 ) 1 ,0 96 (30 .0 ) 2 ,133 (58 .4 ) 3 ,6 54 (100 .0 )

χ 2=208 .398 ***
(d f= 15 )

사 별 69 (6 .1 ) 195 (17 .3 ) 400 (35 .5 ) 464 (41 .1 ) 1 ,1 28 (100 .0 )
이 혼 21 (8 .9 ) 51 (21 .6 ) 64 (27 .1 ) 100 (42 .4 ) 236 (100 .0 )
별 거 5 (11 .4 ) 5 (11 .4 ) 17 (38 .6 ) 17 (38 .6 ) 44 (100 .0 )
미 혼 23 (4 .4 ) 38 (7 .2 ) 172 (32 .6 ) 294 (55 .8 ) 527 (100 .0 )
기 타 1 (33 .3 ) 1 (33 .3 ) - 1 (33 .3 ) 3 (100 .0 )
계 226 (4 .0 ) 608 (10 .9 ) 1 ,7 49 (31 .3 ) 3 ,009 (53 .8 ) 5 ,5 92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 03 (29 .4 ) 5 ,926 (58 .0 ) 10 ,225 (100 .0 ) χ 2=366 .965 ***
(d f= 15 )

 ***  P< .001

<표 8>은 응답자의 성별 및 소득수준별 우울 장애 수준을 분석한 것인데, 저소득층가구에 속한 응답

자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 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많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가구 여성 응답자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6.6%로 남성 저소득층 5.5%에 비해

1.1%p 높았고, 일반가구 여성응답자의 2.6%에 비해 4%p 높았다. 또한 우울장애가 증가한 집단의 경우도

저소득층가구 여성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가구 여성응답자 중에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17.1%로 저소득층 남성의 13.6%보다 높았고, 일반가구 여성의 7.2%에 비해서 9.9%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었던 사람들 중에는 일반가구, 특히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일반가구 남성응답자 중에 우울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이 68.3%로 일반가구 여성응답자 60.2%에 비해

8.1%p 높았고, 저소득층가구 남성응답자의 49.7%에 비해서 약 20%p 높게 나타났다.

<표 8> 응답자의 성별 및 소득수준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성

일 반 가 구 46 (1 .4 ) 163 (4 .9 ) 838 (25 .4 ) 2 ,2 56 (68 .3 ) 3 ,3 03 (100 .0 )
χ 2=221 .028 ***

(d f= 3 )
저 소 득 층 가 구 73 (5 .5 ) 180 (13 .6 ) 414 (31 .2 ) 660 (49 .7 ) 1 ,3 27 (100 .0 )

계 119 (2 .6 ) 343 (7 .4 ) 1 ,252 (27 .0 ) 2 ,9 16 (63 .0 ) 4 ,6 30 (100 .0 )

여 성

일 반 가 구 91 (2 .6 ) 253 (7 .2 ) 1 ,063 (30 .1 ) 2 ,1 28 (60 .2 ) 3 ,5 35 (100 .0 )
χ 2=250 .321 ***

(d f= 3 )
저 소 득 층 가 구 135 (6 .6 ) 355 (17 .2 ) 688 (33 .4 ) 882 (42 .8 ) 2 ,0 60 (100 .0 )

계 226 (4 .0 ) 608 (10 .9 ) 1 ,751 (31 .3 ) 3 ,0 10 (53 .8 ) 5 ,5 95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03 (29 .4 ) 5 ,9 26 (58 .0 ) 10 ,225 (100 .0 ) χ 2=496 .933 ***
(d f= 3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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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노동시장 특성별 우울 장애 수준

응답자의 고용지위별 우울장애 수준 차이를 분석한 <표 9>에 의하면,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 의심이나 우울장애 증가 비율이 높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응답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

태에 있는 사람이 8.7%로 남성 실업자의 4.8%에 비해 3.9%p 높았고, 여성 상용직 종사자의 3.1%에 비해

5.6%p 높았다. 남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 장애가 증가한 집단의 경우에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남녀가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높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즉 남성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우

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은 각각 14.5%와 14%로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12.2%와 13.4%에 비해 다

소 높은 상태지만, 상용직 남녀의 3.6%와 4.2%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은 편이다.

반면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남성 상용직이나 남성 고용주 비율이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즉 상용직에 종사하는 남성응답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었던 사람이 75%로

여성 상용직 종사자 64%보다 11%p 높았고, 남녀 실업자 51%와 50%에 비해 25% 정도 높았다.

<표 9> 응답자의 성별 및 고용지위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성

상 용 직 15 (1 .1 ) 49 (3 .6 ) 273 (20 .2 ) 1 ,0 12 (75 .0 ) 1 ,3 49 (100 .0 )

χ 2=249 .139 ***
(d f= 15 )

임 시 일 용 직 15 (2 .0 ) 44 (5 .8 ) 246 (32 .4 ) 454 (59 .8 ) 759 (100 .0 )

고 용 주 3 (1 .8 ) 6 (3 .6 ) 44 (26 .3 ) 114 (68 .3 ) 167 (100 .0 )

자 영 자 무 급 가 족 종 사 자 22 (2 .0 ) 69 (6 .2 ) 324 (29 .2 ) 694 (62 .6 ) 1 ,1 09 (100 .0 )

실 업 자 8 (4 .8 ) 24 (14 .5 ) 48 (28 .9 ) 86 (51 .8 ) 166 (100 .0 )

비 경 제 활 동 인 구 56 (5 .2 ) 151 (14 .0 ) 317 (29 .4 ) 555 (51 .4 ) 1 ,0 79 (100 .0 )

소 계 119 (2 .6 ) 343 (7 .4 ) 1 ,2 52 (27 .0 ) 2 ,9 15 (63 .0 ) 4 ,6 29 (100 .0 )

여 성

상 용 직 20 (3 .1 ) 27 (4 .2 ) 185 (28 .6 ) 414 (64 .1 ) 646 (100 .0 )

χ 2=78 .230 ***
(d f= 15 )

임 시 일 용 직 36 (3 .8 ) 91 (9 .7 ) 308 (32 .7 ) 506 (53 .8 ) 941 (100 .0 )

고 용 주 1 (2 .4 ) 4 (9 .8 ) 13 (31 .7 ) 23 (56 .1 ) 41 (100 .0 )

자 영 자 무 급 가 족 종 사 자 35 (3 .1 ) 108 (9 .5 ) 395 (34 .9 ) 593 (52 .4 ) 1 ,1 31 (100 .0 )

실 업 자 8 (7 .0 ) 14 (12 .2 ) 36 (31 .3 ) 57 (49 .6 ) 115 (100 .0 )

비 경 제 활 동 인 구 126 (4 .6 ) 364 (13 .4 ) 814 (29 .9 ) 1 ,4 17 (52 .1 ) 2 ,7 21 (100 .0 )

소 계 226 (4 .0 ) 608 (10 .9 ) 1 ,7 51 (31 .3 ) 3 ,0 10 (53 .8 ) 5 ,5 95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 03 (29 .4 ) 5 ,9 26 (58 .0 ) 10 ,225 (100 .0 ) χ 2=338 .195 ***
(d f= 15 )

 ***  p< .001

응답자의 성별 및 노동시장 진출입에 따른 우울 장애 수준을 분석한 <표 10>에 의하면, 노동시장에

서 퇴출되었거나 혹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

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여성응답자 중에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4.1%로 남성의 3.8%보다 약간 높았고, 우울장애가 증가한 여성이 13.5%로 남성의 12.6%보다 약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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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혹은 진입한 사람에 비해 퇴출한 여성의 우울증 의심 혹은 우

울장애 증가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나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미취업 상태는 여성보다 남성의 우울증을 증가시킨 반면 노동시장에서

퇴출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보다 우울증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경우 여성의 우울증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노동시

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여성응답자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각각 3.3%와

8.5%로서 남성응답자의 1.6%와 4.8%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우울장애가 없는 경우는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사람이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남성응답자 중에서 우울장애가 없

는 사람이 68.1%로 여성의 56.6%에 비해 10%p 이상 높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여성응답자나 계속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남성응답자의 50% 수준에 비해 15%p 이상으로 높았다.

<표 10> 응답자의 성별 및 노동시장 진출입 상황에 따른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계 속 근 로 48 (1 .6 ) 145 (4 .8 ) 765 (25 .5 ) 2 ,044 (68 .1 ) 3 ,0 02 (100 .0 )

χ 2=199 .641 ***
(d f= 9 )

노 동 시 장 진 입 7 (1 .8 ) 23 (6 .0 ) 122 (31 .9 ) 230 (60 .2 ) 382 (100 .0 )

노 동 시 장 퇴 출 15 (3 .8 ) 49 (12 .6 ) 114 (29 .2 ) 212 (54 .4 ) 390 (100 .0 )

계 속 미 취 업 49 (5 .7 ) 126 (14 .7 ) 251 (29 .4 ) 429 (50 .2 ) 855 (100 .0 )

계 119 (2 .6 ) 343 (7 .4 ) 1 ,2 52 (27 .0 ) 2 ,915 (63 .0 ) 4 ,6 29 (100 .0 )

여 계 속 근 로 64 (3 .3 ) 167 (8 .5 ) 622 (31 .6 ) 1 ,113 (56 .6 ) 1 ,9 66 (100 .0 )

χ 2=51 .261***
(d f= 9 )

노 동 시 장 진 입 28 (3 .5 ) 63 (7 .9 ) 279 (35 .2 ) 423 (53 .3 ) 793 (100 .0 )

노 동 시 장 퇴 출 23 (4 .1 ) 76 (13 .5 ) 180 (32 .0 ) 283 (50 .4 ) 562 (100 .0 )

계 속 미 취 업 111 (4 .9 ) 302 (13 .3 ) 670 (29 .5 ) 1 ,190 (52 .4 ) 2 ,2 73 (100 .0 )

계 226 (4 .0 ) 608 (10 .9 ) 1 ,7 51 (31 .3 ) 3 ,009 (53 .8 ) 5 ,5 94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 03 (29 .4 ) 5 ,926 (58 .0 ) 10 ,225 (100 .0 ) χ 2=249 .313 ***
(d f= 9 )

 *** p< .001

3) 응답자의 건강 특성에 따른 장애 수준 분석

응답자의 성별 및 흡연 여부에 따른 우울 장애 수준을 분석한 <표 11>에 의하면, 남성응답자 집단의

경우 흡연 여부에 따른 우울 장애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응답자 집단에서는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즉 흡연 여성응답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9.7%로 비흡연 여성

3.7%에 비해 6%p가 높았고, 비흡연 남성의 2.1%에 비해 7.6%p가 높았다. 또한 흡연 여성응답자 중에서

우울 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21.4%로 비흡연 여성 10.2%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고, 비흡연 남성 7.2%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흡연 여성 중에서 정신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이 55.1%로 흡연 여성의

34.3%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났지만, 비흡연 남성의 63%에 비해 8%p 정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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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응답자의 성별 및 흡연 여부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흡 연 97 (2 .7 ) 26 8 (7 .5 ) 9 8 2 (2 7 .4 ) 2 ,2 3 8 (6 2 .4 ) 3 ,5 85 (1 00 .0 )

χ 2= 2 .7 29
(d f= 3 )

비 흡 연 22 (2 .1 ) 7 5 (7 .2 ) 2 7 0 (2 5 .8 ) 6 78 (6 4 .9 ) 1 ,0 45 (1 00 .0 )

계 119 (2 .6 ) 34 3 (7 .4 ) 1 ,25 2 (2 7 .0 ) 2 ,9 1 6 (6 3 .0 ) 46 3 0 (1 00 .0 )

여 흡 연 33 (9 .7 ) 7 3 (21 .4 ) 1 1 8 (3 4 .6 ) 1 17 (3 4 .3 ) 34 1 (1 00 .0 )

χ 2= 92 .6 08 ***
(d f= 3 )

비 흡 연 193 (3 .7 ) 53 5 (10 .2 ) 1 ,63 3 (3 1 .1 ) 2 ,8 9 3 (5 5 .1 ) 5 ,2 54 (1 00 .0 )

계 226 (4 .0 ) 60 8 (10 .9 ) 1 ,75 1 (3 1 .3 ) 3 ,0 1 0 (5 3 .8 ) 5 ,5 95 (1 00 .0 )

전 체 345 (3 .4 ) 95 1 (9 .3 ) 3 ,00 3 (2 9 .4 ) 5 ,9 2 6 (5 8 .0 ) 1 0 ,22 5 (1 00 .0 ) χ 2= 11 .1 52 *
(d f= 3 )

 *** p< .001

응답자의 성별 및 건강 만족도 수준에 따른 우울 장애 변화 차이를 분석한 <표 12>에 의하면, 건강

이 좋지 않은 응답자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 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

히 여성의 경우 더 많았다. 즉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 여성응답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17.7%로 남성의 16.8%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건강한 남성의 2.5%에 비하면 약

6배 정도 높은 편이다. 또한 우울장애가 증가한 경우에도 여성이 더 많았는데, 건강이 아주 좋지 않거나

혹은 좋지 않은 여성 중에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각각 33.8%와 20.2%로 남성의 30.9%와 15.6%에 비

해 높았고, 특히 건강이 아주 좋거나 혹은 좋은 편인 남성응답자의 3.4%와 4.4%에 비하면 약 10배 내지 5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울장애가 없는 집단의 경우 건강이 좋은 사람이, 특히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건강이

아주 좋거나 혹은 좋은 남성 중에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었던 사람은 각각 71.1%와 69.4%로 여성

응답자의 64.5%와 61.8%에 비해 높았고, 건강이 좋지 안은 여성의 38%와 33%에 비해 비슷하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12>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과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아 주 건 강 6 (0 .8 ) 24 (3 .4 ) 18 4 (24 .8 ) 5 2 8 (7 1 .1 ) 7 43 (1 0 0 .0 )

χ 2= 359 .13 5 **
*

(d f= 12 )

건 강 한 편 34 (1 .7 ) 91 (4 .4 ) 50 4 (24 .5 ) 1 ,42 9 (6 9 .4 ) 2 ,0 5 8 (1 0 0 .0 )
보 통 22 (2 .3 ) 73 (7 .7 ) 29 7 (31 .2 ) 5 6 0 (5 8 .8 ) 9 52 (1 0 0 .0 )

건 강 하 지 않 은 편 45 (5 .9 ) 1 20 (1 5 .6 ) 23 7 (30 .9 ) 3 6 5 (4 7 .6 ) 7 67 (1 0 0 .0 )
건 강 이 아 주 안 좋 음 12 (1 0 .9 ) 34 (3 0 .9 ) 3 0 (27 .3 ) 3 4 (3 0 .9 ) 1 10 (1 0 0 .0 )

계 119 (2 .6 ) 3 43 (7 .4 ) 1 ,2 52 (27 .0 ) 2 ,91 6 (6 3 .0 ) 4 ,6 3 0 (1 0 0 .0 )
여 아 주 건 강 12 (1 .8 ) 28 (4 .3 ) 19 3 (29 .4 ) 4 2 3 (6 4 .5 ) 6 56 (1 0 0 .0 )

χ 2= 470 .42 6 **
*

(d f= 12 )

건 강 한 편 48 (2 .3 ) 1 22 (5 .8 ) 63 6 (30 .2 ) 1 ,30 3 (6 1 .8 ) 2 ,1 0 9 (1 0 0 .0 )
보 통 42 (3 .2 ) 1 33 (1 0 .1 ) 43 0 (32 .6 ) 7 1 3 (5 4 .1 ) 1 ,3 1 8 (1 0 0 .0 )

건 강 하 지 않 은 편 110 (8 .0 ) 2 76 (2 0 .2 ) 46 2 (33 .8 ) 5 1 9 (3 8 .0 ) 1 ,3 6 7 (1 0 0 .0 )
건 강 이 아 주 안 좋 음 14 (9 .7 ) 49 (3 3 .8 ) 3 0 (20 .7 ) 5 2 (3 5 .9 ) 1 45 (1 0 0 .0 )

계 226 (4 .0 ) 6 08 (1 0 .9 ) 1 ,7 51 (31 .3 ) 1 ,75 1 (3 1 .3 ) 5 ,5 9 5 (1 0 0 .0 )

전 체 345 (3 .4 ) 9 51 (9 .3 ) 3 ,0 03 (29 .4 ) 5 ,92 6 (5 8 .0 ) 10 ,2 25 (1 0 0 .0 )
χ 2= 863 .58 0 **

*
(d f= 12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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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의 주거 및 사회적 관계에 따른 장애 수준 분석

응답자의 성별 및 주거환경 만족도 수준에 따른 우울 장애 수준을 분석한 <표 13>에 의하면, 주거환

경이 열악한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 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주거환경에 매우 불만족하거나 혹은 만족하고 있는 여성응답자 중에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16.4%와 5.4%로 주거환경에 매우 불만족하거나 혹은 불만족하고 있는 남성의

8.3%와 5.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주거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남성의 0.8%에 비하면 각각 20배 및

6배 이상 높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여성 중에 우울 장애가 증가한 사람

이 19.1%(불만족하는 사람은 16%)로 주거환경에 매우 불만족하는 남성의 14.9%에 비해 4.2%p 높았지만,

주거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남성의 4.2%에 비하면 약 5배 정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주거환경에 매우 만족하거나 혹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남성 중에 우울장애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69.9%와 67.7%로서 여성의 62.7%와 58.8%에 비해 높았고, 특히 주거환경을 매우 불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의 38.2%에 비하면 30%p 이상 높았다.

<표 13> 응답자의 성별 및 주거환경 만족수준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매 우 불 만 족 10 (8 .3 ) 18 (14 .9 ) 39 (32 .2 ) 54 (44 .6 ) 121 (100 .0 )

χ 2=128 .576 ***
(d f= 12 )

대 체 로 만 족 29 (5 .2 ) 73 (13 .0 ) 158 (28 .2 ) 300 (53 .6 ) 560 (100 .0 )

그 저 그 렇 다 37 (2 .6 ) 128 (8 .9 ) 417 (28 .9 ) 860 (59 .6 ) 1 ,4 42 (100 .0 )

대 체 로 만 족 41 (1 .8 ) 113 (5 .0 ) 573 (25 .5 ) 1 ,521 (67 .7 ) 2 ,2 48 (100 .0 )

매 우 만 족 2 (0 .8 ) 11 (4 .2 ) 65 (25 .1 ) 181 (69 .9 ) 259 (100 .0 )

계 119 (2 .6 ) 343 (7 .4 ) 1 ,2 52 (27 .0 ) 2 ,916 (63 .0 ) 4 ,6 30 (100 .0 )

여 매 우 불 만 족 25 (16 .4 ) 29 (19 .1 ) 40 (26 .3 ) 58 (38 .2 ) 152 (100 .0 )

χ 2=180 .449 ***
(d f= 12 )

대 체 로 만 족 38 (5 .4 ) 112 (16 .0 ) 228 (32 .5 ) 323 (46 .1 ) 701 (100 .0 )

그 저 그 렇 다 80 (4 .7 ) 225 (13 .1 ) 573 (33 .5 ) 835 (48 .7 ) 1 ,7 13 (100 .0 )

대 체 로 만 족 78 (2 .9 ) 218 (8 .1 ) 818 (30 .2 ) 1 ,593 (58 .8 ) 2 ,7 07 (100 .0 )

매 우 만 족 5 (1 .6 ) 24 (7 .5 ) 90 (28 .2 ) 200 (62 .7 ) 319 (100 .0 )

계 226 (4 .0 ) 608 (10 .9 ) 1 ,7 49 (31 .3 ) 3 ,009 (53 .8 ) 5 ,5 92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 03 (29 .4 ) 5 ,926 (58 .0 ) 10 ,225 (100 .0 ) χ 2=948 .448 ***
(d f= 12 )

 *** p< .001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따른 장애 수준을 분석한 <표 14>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 낮은 응답자일수록 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이 많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를 매우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응답자 중에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21.3%로 남성응답자의 11.4%에 비해 약 10%P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를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 남성과 여성응답자의 2.2%나 2.9%에 비해 7배 이상으로

많았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를 매우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응답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우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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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증가한 사람이 36%로서 사회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남성응답자의 30%에 비해 6%P 높았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한 남성응답자의 3.4%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었던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회적 관계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남성응답자 중에 우울장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69%로 역시 사회적 관계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여성응답자의 63%에 비해 6%p 높았고, 특히 사회

적 관계를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여성응답자의 24.7%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 응답자의 성별 및 사회적 만족수준별 우울 장애 수준 분석

(단위 : 명, %)

우울증의심집단 우울증가집단 우울감소집단 우울안정집단 합계 Chi-square
남 매 우 불 만 족 8 (11 .4 ) 21 (30 .0 ) 15 (21 .4 ) 26 (37 .1 ) 70 (100 .0 )

χ 2=295 .288***
(d f= 12 )

대 체 로 만 족 20 (6 .9 ) 62 (21 .4 ) 84 (29 .0 ) 124 (42 .8 ) 290 (100 .0 )

그 저 그 렇 다 45 (3 .6 ) 132 (10 .4 ) 374 (29 .5 ) 715 (56 .5 ) 1 ,2 66 (100 .0 )

대 체 로 만 족 36 (1 .4 ) 113 (4 .4 ) 667 (26 .1 ) 1 ,7 41 (68 .1 ) 2 ,5 57 (100 .0 )

매 우 만 족 10 (2 .2 ) 15 (3 .4 ) 112 (25 .2 ) 308 (69 .2 ) 445 (100 .0 )

계 119 (2 .6 ) 343 (7 .4 ) 1 ,252 (27 .1 ) 2 ,9 14 (63 .0 ) 4 ,6 28 (100 .0 )

여 매 우 불 만 족 19 (21 .3 ) 32 (36 .0 ) 16 (18 .0 ) 22 (24 .7 ) 89 (100 .0 )

χ 2=330 .032***
(d f= 12 )

대 체 로 만 족 35 (10 .1 ) 70 (20 .2 ) 112 (32 .3 ) 130 (37 .5 ) 347 (100 .0 )

그 저 그 렇 다 68 (4 .4 ) 228 (14 .8 ) 532 (34 .5 ) 715 (46 .3 ) 1 ,5 43 (100 .0 )

대 체 로 만 족 90 (2 .9 ) 254 (8 .1 ) 945 (30 .2 ) 1 ,8 36 (58 .8 ) 3 ,1 25 (100 .0 )

매 우 만 족 14 (2 .9 ) 23 (4 .7 ) 146 (29 .8 ) 307 (62 .7 ) 490 (100 .0 )

계 226 (4 .0 ) 607 (10 .9 ) 1 ,751 (31 .3 ) 3 ,0 10 (53 .8 ) 5 ,5 94 (100 .0 )

전 체 345 (3 .4 ) 951 (9 .3 ) 3 ,003 (29 .4 ) 5 ,9 26 (58 .0 ) 10 ,225 (100 .0 ) χ 2=601 .908***
(d f= 12 )

 ***  p< .001

3. 우울증의심 및 우울 장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우울 장애가

증가한 사람, 우울 장애가 감소한 사람, 그리고 우울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 등이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노동시장, 건강, 주거 및 사회적 관계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난 3년 동안 우울장애가 없었던 집단을 기준점

으로 삼아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 우울장애가 감소한 사람의 경우 어떤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항로짓 분석(multinominal logistic)을 시도하였다. <표 15>는 우울장애가

감소한 집단을 제외한 2개 집단의 다항로짓 분석결과이다.

먼저 다항로짓 분석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변수를 이용한 분석 모델1에 의하면, 모델은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고 전체 설명력은 약 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집단과 우울장애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모델1에 건강 및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만족 변수를 투입한 모델2에 의하면 전체 설명력은 모델1에 비해 2배 증가한 20%로 나타났고, 추가

투입한 변수 모두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집단과 우울장애가 증가한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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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우울증 의심집단과 우울장애 증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배 높고, 30대에 비해 20대가 1.9배 높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이 3.1배 높으며, 유배우자에 비해 미혼집단을 제외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 또는 별거한 사람들 모두가 1.5배에서 3.7배까지 높았고, 상용직에 있는 사람에 비해 실업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 2배 정도 높고,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가 1.7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교차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연령 변수를 제외하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1에 건강 및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 변수를 투입한 분석에서도 교육수준과 경제

활동, 가구소득 등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진 반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를 비롯하여 건강, 주거환경 및

사회적 관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처할 가능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4배 높고, 건강이 좋은 사람에 비해 좋지 않은 사람이

4.1배 높으며,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1.5배,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에 비

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6배,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3배, 사회적 관계에 만족

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한 사람이 1.8배 높았다.

다음으로 지난 3년 동안 누가 우울장애가 증가한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한 결과 모델1에 의하면, 성별

변수를 비롯하여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소득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여성이 우울장애가

증가할 가능성이 1.3배 높았고,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 졸업자가

1.8배와 1.6배 높고, 유배우자에 비해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사람이 1.5배에서 3배

정도 높았으며,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비경제활동 상태 혹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1.6배에서 2배

정도 높고,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 속한 사람이 1.4배 높았다. 이상의 결과 또한 앞에서 분석한 결

과와 비교할 때 비슷하였다.

그리고 모델1에 건강 및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 변수를 투입한 분석에 의하면, 교육수준의

효과만이 약화되었을 뿐 나머지 변수의 영향력은 비슷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건강 및 주거환경, 사회적 관

계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지난 3년 동안 우우장애가 증가할 가능성은 건강이 좋은 사람에 비해

좋지 않은 사람이 4.1배 높고,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1.5배, 가족관계에 만

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4.4배,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2.8배,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한 사람이 1.8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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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 우울장애 변화에 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N＝10,225)

  변인 우울증 의심 집단 우울장애 증가 집단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3.963*** -5.414*** -2.664*** -3.995***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경제활동

노동시장

지위변화

소득가구구분

여성

남성

2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30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

대학교이상

사별

이혼

별거

미혼

유배우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자영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임시일용직

상용직

노동시장퇴출

노동시장진입

계속근로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0.324*

-

0.656*

0.251

0.253

0.140

0.299

-

1.132***

0.548

0.813**

0.382

-

0.415*

1.255***

1.328**

0.531*

-

0.123

-

0.388

0.739*

-0.148

0.315

0.136

-

.634**

-.234*

-

-0.961***

-

1.382

-

1.927

1.285

1.288

1.150

1.348

-

3.103

1.729

2.255

1.465

-

1.515

3.509

3.772

1.700

-

1.131

-

1.474

2.094

0.862

1.371

1.146

-

2.521

.0451

-

0.383

-

0.690***

-

0.996**

0.118

0.036

-0.039

0.079

-

0.439

0.083

0.509

0.184

-

0.354*

0.751***

0.949*

0.212

-

0.064

-

-0.156

0.237

-0.205

0.180

-0.165

-

0.211

-0.078

-

-0.506***

-

1.993

-

2.707

1.126

1.037

0.961

1.082

-

1.551

1.087

1.663

1.202

-

1.424

2.120

2.583

1.236

-

1.067

-

0.855

1.268

0.814

1.197

0.848

-

1.234

1.081

-

0.603

-

0.244**

-

0.075

0.080

-0.090

0.127

0.231

-

0.568***

0.462**

0.198

0.026

-

0.377**

0.865***

1.100**

0.294

-

0.123

-

0.783***

1.093***

0.278

0.370

0.485**

-

.576**

-.012

-

-0.748***

-

1.276

-

1.077

1.084

0.914

1.135

1.260

-

1.765

1.587

1.218

1.026

-

1.458

2.375

3.003

1.342

-

1.131

-

2.187

2.984

1.320

1.448

1.624

-

2.543

0.876

-

0.473

-

0.448***

-

0.411

-0.070

-0.320

-0.059

0.001

-

-0.066

0.051

-0.072

-0.098

-

0.329**

0.441**

0.784*

0.028

-

0.054

-

0.409*

0.712**

0.184

0.259

0.193

-

0.015

-0.135

-

-0.332***

-

1.566

-

1.509

0.932

0.726

0.943

1.001

-

0.936

1.053

0.930

0.906

-

1.389

1.554

2.190

1.029

-

1.056

-

1.505

2.039

1.202

1.296

1.213

-

0.989

0.997

-

0.717

-

흡연여부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친분

만족도

주관적건강

흡연

비흡연

불만족

그저그렇다

만족

불만족

그저그렇다

만족

불만족

그저그렇다

만족

불만족

그저그렇다

만족

건강안좋음

보통

건강좋음

0.366*

-

0.444**

0.216

-

1.801***

0.633***

-

1.096***

0.365

-

0.596**

0.148

-

1.417***

0.396*

-

1.442

-

1.560

1.241

-

6.055

1.883

-

2.993

1.440

-

1.815

1.160

-

4.126

1.486

-

0.164

-

0.384***

0.270**

-

1.485***

0.759***

-

1.025***

0.391**

-

0.581***

0.327***

-

1.404***

0.534***

-

1.178

-

1.468

1.310

-

4.417

2.137

-

2.787

1.479

-

1.788

1.387

-

4.070

1.705

-

-2 Log Likelihood 모델1 755.25**** 모델2 1,638***

Cox and Snell R Square .099 .204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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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우울

증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장애가 증가한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항로짓 분석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증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았고, 우울장애가 증가할 가능성 또한 1.5배 정도 높았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참여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결혼과 자녀출산,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전담 등으로 일-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경려단절을 겪을 개연성이 높고, 우리사회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약으로

여성의 경제적인 물적기반은 허약할 수밖에 없고, 의존적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등은 여성에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는 여성에게 우울증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여성도 남성과 함께 경제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되고, 결혼과 자녀출산 등 여성의

생애주기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정의 양성평등성

정착과 기업의 일-가정양립문화 정립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 및 실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사회 여성의 우울증 예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 모두에게서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우울장애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편이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은 연령이 높고,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박재규․이정림, 2010). 물론 별거 상태에 있는 남성도 우울증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상담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배우자 혹은 가족원과의

사별이나 혹은 배우자와 이혼 등을 겪은 여성(남성 포함)이 발생하면 그 정보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혹은 노인복지회관(시군별 1개소 지정 운영을 위한 사전 조직정비가 우선 추진되어야 함) 상담실에 제공

하여 조기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건강은 우울증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나이가 많은 응답자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고 또한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장애 증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 사별에 의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 혼자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여성

고령층 노인 대상 육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건강 제고를

위해서는 방문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혹은 우울장애 증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에 불만족하거나 또는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놓이거나 혹은 우울장애가 증가할 가능성이 각각 4~6배 혹은 1.8배 높았다. 이처럼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우울증이나 우울장애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가족 및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약화되는 것은 사회적 변화의 흐름 중의 하나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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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원의 강한 연대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원간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사회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잇는데, 그 시작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교육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이나 학교생활 참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사회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반영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울증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국민적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울증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울증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완쾌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상담이나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울증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에서 쉽게 상담 받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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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요인1)

Effects of Family and Household's Economic Factors on Depression

성준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가족요인과 가구경제요인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4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족만족 변수인 ‘가족수입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

족관계 만족도’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구의 총

생활비’,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개념을 근거로 구분한 가구의 ‘경제지위 변수’, ‘나이’ 등이 시간경과에

따라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제적인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가족지원을 통해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빈곤가구를 비롯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조건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Ⅰ. 연구의 필요성

가족요인과 가구 경제요인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이 겪는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은 우울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며(Kendler, Myers, and

Halberstadt, 2010), 우울증의 발병은 성격유형에 따라서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

면, 일부 성격유형은 환경적인 영향으로 발병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endler and Myers, 2010). 이

러한 연구들은 의료모델에 바탕으로 두고 생물학적인 개인의 취약성에서 우울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

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자료들에서는 가족과 관련한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우울과 상당히 관

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링크와 도렌벤드(Link and

Dohrenwend, 1989)가 제기한 사회원인론(social caution)과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정신과 질환의 높은 발병률과 상관이 있으며, 정신질환에

노출된 사람들중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놓은 사람들은 심각한 장애로 이환되기 쉽고 예후도 좋지 않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Larant et al, 2003). 이를 적용하면 가족이나 가구내의 취약한 경제적

인 조건과 가족환경, 그리고 구조적인 불평등적 가족환경요인과 가구경제요인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가구소득(강상경․권태

연, 2008 ; 김광혁․김예성, 2008 ; 성준모, 2010 ; Beard et al, 2008 ; Tracy, 2008), 가구 경제지위 조건(박현식,

2008; 이현주․강상경․이준영, 2008). 가구 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박현식, 2008 ; 엄태완, 2008 ; 성준모,

2010).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나이, 교육수준, 가족형태(이현주․강상경․이준영, 2008 ; 성준모, 2010 ;

Ansseue et al, 2008 ; Miech and Shanahan, 2000 ; Koster et al, 2006 ; Tracy, 2008 ; Vishal and Dinesh, 2008)

1)본 발표자료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중인 과
제(NRF-2010-332-B00286)의 1차 분석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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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요인들과 가구의 경제적인 조건들은 가구

원의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복지적 접

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서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첫째, 우울과 관련한 기존 연

구들에 비해 연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됨으로써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국

가구를 모집단으로 확률표집한 것으로 횡단적 자료가 가지는 분석결과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연구결과를 통한

가구지원과 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간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회귀분

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우울의 변화를 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울과 관련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고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족 및 가구경제요인만으로 독립변수를 한정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보다 밀도있게 연구결과

를 해석하고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매우 포괄적으로 심리사회적인 독

립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연구결과중 가족이나 가구경제요인과 관련한 변수에 대한 해석을 가족이나 가구의 전체

틀안에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성준모(2010)가 소득수준별로 가구 경제요인을 고려하여 우울의 영

향요인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소득변수보다 주관적 수입 만족도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원이 인지하는 가족 관련 만족도 변수들을 보강하였고 실제 소득변수는 축소하

함으로써, 가족 및 가구경제요인이라는 큰 틀에서 보다 타당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경제요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4차년도까지의 4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가구원의 우울정도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가족요인과 가구경제요인의 영향력 정도를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울의 증가를 억제하고

우울증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가족지원정책 수립에 근거로서 연구결과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논의(장 제목)

1. 우울과 가족 및 가구경제 요인

도렌벤드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사회원인론(social caution)을

제기한 이래, 많은 연구들은 우울증의 발병과 지속원인으로 사회경제적인 상태가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 사회원인론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인 환경으로 가족과 가구내의 미시적 사회경제 환경이 가구

원의 우울증상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이튼(Eaton, 2001)이 우울증의

발생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가설(causation interpretation)과 정신장애의 지속과 만성화에 대한 사회경

제적인 측면의 기여에 대해 설명한 가설(chronicity interpretation)과도 같은 맥락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 연구에서 발병과 재발, 만성화 등 우울증의 개인적 역사를 불평등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는 우울증 발병위험을 높이게 되며, 사회경제적 어려움

이 계속되면 우울증의 지속 또는 만성화의 위험은 발병의 위험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개인의 수입과 수입에

대한 지역적인 불평등한 분배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정도와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우울

증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요소를 줄이는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Wang, Schmitz and Dew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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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가족내의 사회경제적인 요소간의 관계를 가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제요인 뿐만 아니라, 가족내의

가구원이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주관적인 해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터너(Turner, 1995)는 자기 개념(self-concept)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원인으로 수입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난관이 스트레스를 통해 개인의 인지적인 부정적 변화를 유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링크와 도렌벤드(1989)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있

어,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언급하면서 개인의 인

지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명하였다. 수입과 우울의 관계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설명

되지만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상태를 기반으로 우울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율이 적은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수입이 높은 사람은 이로 인한 경제적인 스

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울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과 지위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물리

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할 가능성이 크고 심리사회적인 상태도 보다 안정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Zimmerman, Christakis and Vandar, 2004). 또한, 높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교육수

준이 높으며, 이들은 우울증의 치료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우울의 관리와 치료에 관한 본인의 선

택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낮은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사람들보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도 볼 수 있다(Zimmerman and Katon, 2005).

이와 같이 우울증과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객관

적인 사회경제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만족도 같은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도 우울

과 매우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이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설득력을 얻게 된다면, 저소득

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대상자의 주관적인 욕구에 근거한 개별화된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주관적인 만족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이러한 가설들에 대한 충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진 샘플을 가지고 종단적인 연구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투입한 인구사

회적적 변수, 가구특성 변수, 가구 경제지위 변수, 가족 만족도 변수, 가구소득 및 지출 변수 등의 요인들

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중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우울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요인들이 있다. 성별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이 보다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ckett et al, 2007 ; Johnson and Flake, 2007 ;

Raffaelli et al, 200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 있

다. 사회경제적인 상태에 따른 남녀의 만성적 우울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이

나 원래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자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건

강, 사회적인 역할 등이 우울증의 만성화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Melchior et al, 2010).

연령에 따른 한국인의 우울은 청년기에 다소 높고 30대 후반에 가장 낮으며 중년기에 점차 증가하다가 노

년기에 크게 심해지는 비대칭형 U자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영, 2009). 한국복지패널자료

를 활용한 성준모(2010)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원의 연령증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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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나이와 교육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와 교육수준은 우울의 영향요인이며, 교육수준

으로 인한 우울의 차이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iech and Shanahan, 2000).

우울과의 관계에서 종교가 통제변수로 사용된 연구는 매우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성준모(2010)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 모두 종교가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가구특성으로 투입된 가구원의 수와 가구 구성형태는 가구원의 심리사회적인 지지와 관련되어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 구성형태중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우울증의 발병위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nsseue et al, 2008). 청소년의 경우도 가구 구성형태와 부모의 결혼상태 등

이 우울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하․김춘경, 2006). 이혼은 남녀 모두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전신현, 2007). 성준모(2010)의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의 변화

와 가구 구성형태는 우울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은 가구의 경제지위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집단 또는 저소득층에 집중하여 우울의 영향요인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가구의

경제지위를 구분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예는 많지 않다. 가구의 빈곤은 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광혁․김예성, 2008),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집단의 우울수준이 높은 점(박현식, 2008)

은 가구의 경제지위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준모(2010)가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 가구를 나누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 가구는 직접적인 소득 및 지

출 변수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만이 관련 변수들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 지위 차이를 고려하여 우울에

대한 영향 또는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소득변화

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저소득층의 소득변화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소득 및 지출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가족 만족도 변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수

입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고령자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 가족만족도중 부부관계 만족도와 자녀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중재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헌․성혜영, 2009). 전해숙과 강상경(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는 가족원의

우울증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지각하는 일반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의 정도를 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Wildman, 2003). 가구원이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감

(financial strain)은 우울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Zimmerman and Katon, 2005), 종단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준모(2010)의 연구에서도 가족수입 만족도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모두에서 우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거환경은 가구원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기여하는 요인으로서 주거형태와 안정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발생이 적으며(Harris et al, 2003),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는 안정적인 주

거환경을 가진 가구보다 가구원이 느끼는 우울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lman et al, 2003).

다섯째, 가구의 직접적인 경제 관련 변수들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의 수입정도가 낮을수록 우울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Beard et al, 2008),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

구의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Steptoe et al, 2007). 짐머만과 케톤(Zimmerman and Katon, 2005)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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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수입이 2배 많아지면, 우울증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아동, 노인, 여성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우울관련 연구에서도 낮은 소득수준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상경․권태연, 2008 ;

김연희․김선숙, 2008 ; 변외진․김춘경, 2006).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성준모(2010)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및 지출변수들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1차소

득, 경상소득, 총 생활비, 사교육비 및 보육비 등의 실제 소득변수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및 모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차년도~4차년

도까지 4년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데이터이다. 조

사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하여,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

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최종 조사가구와 가구원 수는, 1차조사가 7,072가구 14,463명, 2차조

사가 6,511가구 13,083명, 3차조사가 6,128가구 12,191명, 그리고 4차조사가 6,207가구 12,661명이다. 본 연

구의 분석에서는 주요 변수인 우울 척도에 무응답한 케이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 분석 가

구원 수는, 각각 1차년도(2006년) 13,262명, 2차년도(2007년) 11,978명, 3차년도(2008년) 11,671명, 그리고 4

차년도(2009년) 11,951명이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본 데이터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11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과 관련한 문항에 조사대상자가 응답하도록 구성된 리커트식 척도이다.

긍정문항인 ‘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없이 생활하였다’ 등의 2개 문항은 역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범위는 1점(극히 드물다)~4점(대부분 그랬다)까지로, 분석시 이를 0점~3점까지로 변환한 후 합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합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우울하다고 볼 수 있으며, 11문항의 전체 합점수가 16보다

높으면 우울증 진단을 의심할 수도 있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Cronbach's alpha 값으로 알아 본

결과, 각 연도별로 .877, .864, .856, .859 등으로 나타나 응답 신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로 우울과 관련된 변수인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등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투입하였다. 둘째, 우울과 관련한 가구특성 변수로 가구

원 수와 가구원의 구성형태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셋째, 가구의 경제지위와 관련한 변수로 상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한 균등화소득 60% 이하와 초과가구를 나누어 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절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를 나누어 변수로 투입하였다. 넷째, 우울과 관련한

가족관련 만족도로 가족수입 만족도, 가족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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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형 태 변 수 명 정 의

통제 변수

dummy 성별 남자 1, 여자 0

연속 나이 단위(세)

서열 교육수준

미취학(무학)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이하 =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
전문대학 졸업 이하 = 5
대학교 졸업 이하 = 6
대학원(석사) 이상 = 7
대학원(박사) 이상 = 8

dummy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 1
기타 = 0(사별, 이혼, 별거, 비해당)

dummy 종교 있음 = 1, 없음 = 0

가구특성 변수
연속 가구원 수 단위(명)

dummy 가구원 구성형태
부모자녀 가구 = 1
기타 = 0(단독,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가구 경제지위 변수
dummy 상대빈곤 가구 구분

(균등화소득의 60%)
균등화 소득의 60% 이하 = 1
균등화 소득의 60% 초과 = 0

dummy
절대빈곤 가구 구분
(기초보장수급 여부)

수급 가구 = 1
비수급 가구 = 0

가족 만족 변수

서열 가족 수입 만족도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

서열 가족 주거환경 만족도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

서열 가족관계 만족도 1점(매우 불만족) ~ 5점(매우 만족)

가구 소득 및 지출 변수

연속 경상소득
a

단위(연, 만원)

연속 가처분소득
b

단위(연, 만원)

연속 총생활비 합계
c

단위(연, 만원)

연속 세금지출 합계d 단위(연, 만원)

우 울 서열 CES-D 11 0점(극히 드물다) ~ 3점(대부분 그랬다)

a. 총 소득(경상소득); 1차소득에 1년동안의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된 연간 합계

액이다.

b. 가처분소득; 위의 경상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세금(소득세)을 제외한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다.

c. 총 생활비; 1년동안 동거가구원과 비동거가구원이 현금생활비와 지원받은 현물의 현금환산액을 합산한 액수이다. 생활비에는 식료품비(자가소비 포함), 주거비(월세 제외),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조(따로 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교육비송금, 생활비보조),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

금 등이 포함된다.

d.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직접세액의 1년 합계액이다.

섯째, 가구의 소득 및 지출과 관련한 특성으로,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총 생활비 합계, 총 세금 지출 합

계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정리하면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변수 정의

3.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이다. 이를 위해 STATA 1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2006~2009년까지의 4개년도 자료이

다. 연도별 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 1~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개체병합(case merge)하여 이를 다시 가구원

개인 부여번호에 따라 세로연속형태의 패널자료(long type panel data)로 변환하였다. 이 데이터는 고정패

널을 반복해서 조사한 자료로 균형 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그룹변수를 가구원으로 정하였고, 시간변수는 연도별로 4개의 시간변수를 생성하여 1차년도부터 4차년도

까지 값을 입력한 변수를 사용하여 패널자료로 변환하였다. 패널자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우울척도 등

주요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개인 표준가중치(종단면분

석)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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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Chi-Square 검증과 F검증(One-Way ANOVA, Two-Way

ANOVA), t검증을 통하여 변수들의 하위범주간 통계적 차이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시간에 따

른 독립변수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법이 적용되는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패널 회귀분석은 GLS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확률효과 모형

(random effects model)은 X1it와 u i(고정오차)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될 때 적용이 가능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ui가 다른 변수들의 회계계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그룹(본 연구에서는 가구원)간 기울기는 같

고 절편은 각자 다르다고 가정하며, 분석시에는 그룹마다 더미변수를 만들어 이의 회귀 추정치를 구한다

(Baum, 2006 ; StataCorp, 2007 ; 민인식․최필선, 2009).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패널 회귀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Y it = βo+β1X1it+β2X2it+β3X3it+β4X4it+β5X5it+β6X6it+β7X7it+β8X8it+β9X9it+β10X10it

+β11X11it+β12X12it+β13X13it+β14X14it+β15X15it+β16X16it+u i+eit

Yit= 우울(종속변수)

βo= 절편, β1~β16= 기울기

X1= 성별, X2= 나이, X3= 교육수준, X4= 혼인상태, X5= 종교, X6= 가구원 수, X7= 가구원 구성형태, X8= 상대빈곤 가구구

분, X9= 절대빈곤 가구구분, X10= 가족수입만족도, X11= 가족 주거환경 만족도, X12= 가족관계 만족도, X13= 경상 소득,

X14= 가처분 소득, X15= 연간 총 생활비 합계, X16= 연간 세금지출 합계

i(panel variable) = 개인 가구원 ID, t(time variable) = 연도(1차=2006년 ~ 4차=2009년)

u i = 고정오차(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차항), eit = 변동오차(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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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독립변수의 통계 분석

독립변수로 투입한 인구학적 변수와 가구특성 변수, 가구 경제지위 변수, 가족 만족도 변수, 가구 소득

및 지출변수 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

의 하위범주들간 분포의 차이와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테스트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변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시점별로 성별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

지 여자가 각각 53.06%, 53.07%, 51.06%, 53.01%로 남자보다 다소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1차년도

평균이 49.259세(표준편차 15.936)로 가장 높았고 이후에 계속 평균나이가 낮아져, 4차년도에는 평균나이가

45.525세(표준편차 15.8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연도별로 각각 34.20%,

33.70%, 32.90%, 33.00%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시

간흐름에 따라 70.90%, 70.20%, 69.10%, 66.70%로 줄어든 반면, 이혼은 3.10%, 3.30%. 3.5%, 3.60%로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다소 많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연도

별로 각각 52.10%, 54.10%, 53.50%, 50.10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변수인 가구원 수와 가구구성 형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는 1차년에서 4차년

도까지 각각 3.25명(표준편차 1.220), 3.27명(표준편차 1.232), 3.25명(1.237), 3.33명(1.215)으로 증감을 반복하

였다. 가구형태는 전체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독가

구,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는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는 8.80%, 9.10%, 9.50% 등으로 조사대상이

늘었으며 4차년도에는 8.10%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지위는 균등화소득 60%를 기준으로 상대빈곤 가구와 비빈곤가구를 나누었으며, 절대빈곤 가

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상대빈곤 가구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점차 줄었고(1차년도 22.90%, 2차년도 22.00%, 3차년도 20.90%, 4차년도 18.60%), 절대빈곤 가구는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는 늘었고 4차년도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차년도 4.20%, 2차년도 5.10%, 3

차년도 5.70%, 4차년도 5.10%).

가족원이 인식한 가족관련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수입만족도는 1차년도(평균

2.72, 표준편차 0.916)에서 4차년도(평균 2.81, 표준편차 0.923)까지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는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는 점차 커졌으나 4차년도에는 다시 줄

어든 양상을 보였다.

가구 소득 및 지출관련하여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총 생활비 합계, 세금지출 합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 소득과 지출변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 소득이라

고 할 수 있는 경상 소득은 1차년도(평균 3,497.47만원, 표준편차 2,641.30)부터 4차년도(평균 4,692.62만원

3,723.73)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1차년도 이후에는 가구별 소득 편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 세금을 뺀 가처분 소득 또한 1차년도(평균 3,137.60만원, 표준편차 3,436.44)부터 4차년도(평균 4,285.82

만원 3,380.97)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동안의 가구 총 생활비도 1차년도(평균 2,815.65만

원, 표준편차 1,747.69)부터 4차년도(평균 3,955.97만원 2,370.61)까지 증가하였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그리

고 직접세액의 일년 합계인 세금지출은 1차년도(평균 320.46만원 표준편차 473.48)부터 3차년도(평균

413.00만원 표준편차 703.65)까지 늘다가 4차년도(평균 406.79만원 표준편차 554.37)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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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 체 Chi-Square,
F test

성별
남 6,149(46.04) 5,548(46.03) 5,424(46.05) 5,787(48.04) 22,908(46.09)

15.062**
여 7,113(53.06) 6,430(53.07) 6,247(53.05) 6,165(51.06) 25,955(53.01)

나이

20세 미만 0(00.00) 3(00.02) 50(00.40) 49(00.40) 102(00.20)

-

21~29세 1,200(09.00) 1,244(10.40) 1,567(13.40) 2,081(17.40) 6,092(12.50)

30~39세 3,213(24.20) 2,834(23.70) 2,817(24.10) 2,701(22.60) 11,565(23.70)

40~49세 3,133(23.60) 2,712(22.60) 2,466(21.10) 2,741(22.09) 11,052(22.60)

50~59세 2,067(15.60) 1,830(15.30) 1,690(14.50) 1,972(16.05) 7,559(15.50)

60~69세 1,786(13.50) 1,638(13.70) 1,607(13.80) 1,288(10.80) 6,319(12.90)

70~79세 1,374(10.40) 1,271(10.60) 1,137(09.70) 865(07.20) 4,647(09.50)

80세 이상 489(03.70) 446(03.70) 337(02.90) 253(02.10) 1,525(03.01)

평균나이(세,표준편차) 49.259(15.936) 49.099(16.259) 47.617(16.517) 45.525(15.813) 47.914(16.195)

교육
수준

무학 771(05.80) 709(05.90) 695(06.00) 513(04.30) 2,688(05.50)

269.899***

초등학교 1,884(14.20) 1,748(14.60) 1,700(14.60) 1,445(12.10) 6,777(13.90)

중학교 1,392(10.50) 1,242(10.40) 1,204(10.30) 1,159(09.07) 4,997(10.20)

고등학교 4,532(34.20) 4,035(33.70) 3,838(32.90) 3,944(33.00) 16,349(33.50)

전문대학 1,207(09.10) 1,084(09.01) 1,250(10.70) 1,450(12.01) 4,991(10.20)

대학교 3,090(23.30) 2,813(23.50) 2,631(22.50) 3,021(25.30) 11,555(23.70)

대학원 이상 386(02.90) 345(02.80) 349(02.90) 419(03.05) 1,499(03.01)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9,401(70.90) 8,409(70.20) 8,060(69.10) 7,963(66.70) 33,833(69.30)

-

사별 1,133(08.50) 1,048(08.07) 1,050(09.00) 854(07.01) 4,085(08.04)

이혼 416(03.10) 398(03.30) 404(03.50) 429(03.60) 1,647(03.40)

별거 121(00.90) 94(00.80) 95(00.80) 81(00.70) 391(00.80)

미혼 2,187(16.50) 2,019(16.90) 2,006(17.20) 2,603(21.80) 8,815(18.00)

기타 4(00.03) 10(00.10) 5200.40) 17(00.14) 83(00.17)

종교
있음 6,887(52.10) 6,459(54.10) 6,213(53.50) 5,979(50.10) 25,538(52.40)

45.178***
없음 6,329(47.90) 5,490(45.90) 5,408(46.50) 5,966(49.90) 23,193(47.60)

가구원 수(명,표준편차) 3.25(1.220) 3.27(1.232) 3.25(1.237) 3.33(1.215) 3.28(1.226) 9.707***

가구
형태

부모자녀 가구 12,101(91.20) 10,886(90.90) 10,564(90.50) 11,925(91.90) 44,535(91.10)
15.382**기타(단독, 부자, 모자

소년소녀 가구)
1,161(08.80) 1,092(09.10) 1,107(09.50) 968(08.10) 4,328(08.90)

상대
빈곤

균등화소득 60%이하 3,033(22.90) 2,630(22.00) 2,444(20.90) 2,220(18.60) 10,327(21.10)
76.023***

균등화소득 60%초과 10,229(77.10) 9,348(78.00) 9,227(79.10) 9,731(81.40) 38,535(78.90)

절대
빈곤

기초보장수급 가구 562(04.20) 611(05.10) 664(05.70) 614(05.10) 2,451(05.00)
28.520***

비수급 가구 12,700(95.80) 11,367(94.90) 11,007(94.30) 11,337(94.90) 46,411(95.00)

가족수입
만족도(평균,표준편차)

2.72(0.916) 2.73(0.996) 2.76(0.998) 2.81(0.923) 2.75(0.958) 24.279***

주거환경
만족도(평균,표준편차)

3.35(0.849) 3.42(0.953) 3.52(0.901) 3.46(0.861) 3.43(0.893) 72.338***

가족관계
만족도(평균,표준편차)

3.87(0.741) 3.95(0.807) 3.95(0.769) 3.92(0.729) 3.92(0.762) 30.125***

경상소득(평균,표준편차) 3,497.47(2,641.30) 3,922.87(3,602.36) 4,319.37(3,795.63) 4,692.62(3,723.73) 4,090.39(3,479.97) 278.386***

가처분 소득(평균,표준편차) 3,137.60(3,436.44) 3,565.40(3,286.91) 3,906.33(3,397.10) 4,285.82(3,380.97) 3,403.14(2,349.73) 263.241***

총 생활비 합계(평균,표준편차) 2,815.65(1,747.69) 3,161.85(2,032.67) 3,752.15(2,960.11) 3,955.97(2,370.61) 3,403.14(2,349.73) 649.655***

세금지출 합계 (평균,표준편차) 320.46(473.48) 357.53(561.66) 413.00(703.65) 406.79(554.37) 372.77(577.12) 72.150***

*p<.05 **p<.01 ***p<.001

났다.

<표 2> 독립변수의 통계 분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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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에 따른 우울의 차이 분석

연도별로 우울정도를 우울 합점수 차이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우울 절단점인 16점을 기준으로 우울군

과 비우울군의 빈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범주형 독립변수의 하위범주에 따라서 우울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내용은 <표 3>에 자세히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카이스퀘어

분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우울정도는 1차년도(합평균 5.114 표준편차 5.564)부터 4차년도(합평균 4.294 표준편차 4.881)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며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우울증

진단을 의심할 수 있는 우울군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각각 5.3%, 4.8%, 3.4%, 3.0%로 유의미한 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시점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매우 유의미한 정도로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우울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30대의 우울정도가 가장 낮고 70세 이상 노인군의 우울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10대의 우울정도는 20대와 30대로 갈수록 줄다가 30대에 우울정도가 가장

낮았고, 40대부터 이후로는 우울정도가 계속 증가하였고 80세 이상 군은 현격하게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

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우울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시점에서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군의 우울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

인상태별로 우울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사별, 이혼, 별거, 미혼)보다 우울정도가 모든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

무에 따라 우울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대부분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2차년도

에서만 종교가 있는 경우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형태별 우울정도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단독가구,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보다 매

우 유의미한 정도로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지위별 우울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저소득층의 우울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빈곤 개념을 적용한 균등화소득

60% 기준보다, 절대빈곤 개념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매우 커서 비수급

가구의 가구원보다 수급가구의 가구원이 2배이상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선그

래프로 나타내면〔그림 1〕에서〔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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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년도a 2차년도b 3차년도c 4차년도d 전 체 Chi-Square,
F test

우울
정도

우울 합 점수
(평균, 표준편차) 5.144(5.564) 5.022(5.445) 4.546(4.974) 4.294(4.881) 4.763(5.247)

71.813***

a≠c
b≠c
c≠d

a≠d
b≠d

우울
여부
(명,%)

우울군 704(5.3) 578(4.8) 392(3.4) 356(3.0) 2.030(4.2)
117.621***

비우울군 12,558(94.7) 11,400(95.2) 11,261(96.6) 11,595(97.0) 46814(95.8)

성별

남
e

4.542(5.163) 4.292(5.012) 3.994(4.634) 3.715(4.557) 4.145(4.866) 114.878***

여
f

5.682(5.813) 5.607(5.712) 5.008(5.182) 4.639(4.993) 5.259(5.474_

t-test -12.448*** -13.404*** -11.033*** -11.176*** -24.222***
a≠c
b≠c
c≠d

a≠d
b≠d

나이

20세 미만
e

- 4.333(4.041) 4.270(4.879) 4.886(4.857) 4.595(4.799) 81.398***

21~29세
f

4.164(4.948) 4.143(4.835) 3.735(4.321) 4.095(4.808) 4.027(4.725) a≠c
b≠c
c≠d
e≠l
f≠j
f≠l
g≠i

g≠k
h≠i
h=k
i≠k
j≠k
k≠l

a≠d
b≠d
e≠k
f≠i

f≠k
g≠h
g≠j
g≠l
h≠j
h≠l
i≠j
j≠l

30~39세
g

4.140(4.711) 3.969(4.625) 3.677(4.369) 3.430(4.156) 3.819(4.490)

40~49세
h

4.510(4.975) 4.506(4.967) 4.147(4.646) 4.016(4.748) 4.307(4.851)

50~59세
i

5.054(5.461) 5.129(5.662) 4.552(4.948) 4.232(4.739) 4.746(5.233)

60~69세
j

5.981(6.000) 5.701(5.793) 5.328(5.428) 4.999(5.247) 5.549(5.671)

70~79세
k

7.777(6.619) 7.374(6.492) 6.771(5.729) 5.945(5.667) 7.132(6.259)

80세 이상
l

9.108(6.857) 7.730(6.138) 7.659(5.938) 7.096(5.806) 8.092(6.340)

F test 136.040*** 81.496*** 84.254*** 59.613*** 350.704***

교육
수준

무학
e

9.877(7.111) 9.142(6.590) 8.459(6.062) 7.211(5.570) 8.881(6.528) 152.072***

초등학교
f

7.519(6.442) 7.067(6.054) 6.197(5.436) 5.963(5.576) 6.758(5.960) a≠c
b≠c
c≠d
e≠g
e≠i

e≠k
f≠h
f≠j

g≠h
g≠j
h≠i

h≠k
i≠k

a≠d
b≠d
e≠f
e≠h
e≠j
f≠g
f≠i

f≠k
g≠i

g≠k
h≠j
i≠j

중학교
g

5.584(5.392) 5.637(5.609) 5.153(5.155) 4.710(5.032) 5.300(5.324)

고등학교
h

4.945(5.356) 4.747(5.302) 4.335(4.873) 4.280(4.880) 4.593(5.128)

전문대학
i

4.233(4.694) 4.236(4.698) 3.721(4.227) 3.812(4.396) 3.984(4.502)

대학교
j

3.468(4.183) 3.474(4.302) 3.173(3.953) 3.115(3.982) 3.311(4.113)

대학원 이상
k

2.982(3.796) 3.090(4.187) 3.137(3.835) 3.128(4.247) 3.084(4.023)

F test 228.682*** 147.678*** 123.057*** 110.311*** 678.528***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e

4.705(5.174) 4.548(5.091) 4.112(4.614) 3.774(4.453) 4.309(5.824) 145.131***

기타
(사별,이혼,별거,미혼)

f 6.231(6.234) 6.040(6.045) 5.473(5.536) 5.016(5.354) 5.689(5.824) a≠c
b≠c
c≠d

a≠d
b≠d

t-test -15.206*** -13.986*** -14.115*** -14.225*** -28.127***

종교

있음
e

5.247(5.505) 5.177(5.530) 4.557(5.011) 4.171(4.865) 4.813(5.270) 40.038***

없음
f

5.057(5.602) 4.793(5.325) 4.503(4.889) 4.197(4.749) 4.648(5.176) a≠c
b≠c
c≠d

a≠d
b≠d

t-test 1.775 3.806*** 0.457 -0.091 3.348**

가구
형태

부모자녀 가구
e

4.882(5.313) 4.707(5.208) 4.277(4.721) 4.008(4.637) 4.482(5.003) 209.544***

기타(단독, 부자,
모자, 소년소녀 가구)

f 7.997(6.998) 7.910(6.702) 7.000(6.323) 6.534(6.196) 7.423(6.617) a≠c
b≠c
c≠d

a≠d
b≠d

t-test -19.505*** -19.320*** -18.071*** -17.189*** -37.092***

상대
빈곤

균등화소득 60%이하
e

8.351(6.865) 8.095(6.611) 7.311(6.105) 6.770(6.076) 7.730(6.501) 649.889***

균등화소득 60%초과
f

4.214(4.704) 4.170(4.750) 3.819(4.339) 3.689(4.350) 3.977(4.549) a≠c
b≠c
c≠d

a≠d
b≠d

t-test 37.888*** 33.620*** 32.177*** 29.019*** 67.191***

절대
빈곤

기초보장수급 가구
e

11.761(7.380) 10.211(7.227) 8.995(6.846) 8.524((6.682) 9.848(7.138) 396.763***

a≠c
b≠c
c≠d

a≠d
b≠d

비수급 가구
f

4.869(5.275) 4.725(5.188) 4.268(4.691) 3.979(4.598) 4.477(4.974)

t-test 30.312*** 24.351*** 24.403*** 23.431*** 50.577***

*p<.05 **p<.01 ***p<.001

<표 3> 우울정도와 독립변수별 우울 차이 분석

단위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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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성별에 따른 우울의 변화

〔그림 2〕연령대에 따른 우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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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가구원 수에 따른 우울의 변화

〔그림 4〕결혼 상태에 따른 우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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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가구 구성형태에 따른 우울의 변화

〔그림 6〕종교 유무에 따른 우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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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우울의 변화

〔그림 8〕절대빈곤 기준에 따른 우울의 변화



- 339 -

3. 우울 증감의 결정요인; 패널 회귀분석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립변수의 변화 정도가 우울의 변화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표 4>와 같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한 변수군중 가족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족

수입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컸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족수입만족이 한 단위

늘면 우울의 정도는 해당 시간경과에 따라 0.787만큼 유의미한 수준에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 만

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우울의 정도가 각각 0.411과

0.715만큼 의미있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출변수들중에서는 가구 생활비가 우울에 유

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구의 연 생활비가 1만원 증가하면 우울의 정

도가 0.0098줄어든다는 것이다.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소득변수인 경상 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우울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시간에 따른 실제 소득의 증가보다는 가

구원이 지각하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가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의 인지적인 평가와 우울의 상호관계를 의미있게 해석하는 인지모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구의 경제지위 조건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경과에 따라 상대빈곤군인 균등화소득 60% 이상인 일반가구가 균등화소득 60% 이하의 빈곤가구

가 되면 가구원이 느끼는 우울정도는 0.226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비수급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가 되면 가구원이 느끼는 우울정도는 0.674만큼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

반된 결과는 빈곤 경계선에 있는 가구가 빈곤가구로 진입하게 되면 상대빈곤 가구와 절대빈곤 가구의 가

구원이 우울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인지적․감정적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구

특성변수들은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 변수들중에서는 나이가 우울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경과에 따라 나이가 1살 증가하면 우울의 정도가 0.149만큼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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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Group variable (i): 가구원 id
R-sq: within = 0.0511

between = 0.1936
overall = 0.1415

corr(u_i, Xb) = -0.2354

Number of obs = 50285
Number of groups = 15341

Obs per group: min = 1
avg = 3.3
max = 4

F(16,34929) = 117.63
Prob > F = 0.0000

Coef. S.E t P [95% Conf. Interval]

통제 변수

성별(남=1, 여=0) .013 .455 .03 .977 -.880 .905

나이 .149 .027 5.44 *** .000 .095 .203

교육수준 .044 .115 .39 .697 -.180 .270

혼인상태(배우자유=1,기타=0) .000809 .055 .01 .988 -.107 .108

종교(유=1, 무=0) .111 .066 .18 .859 -.118 .143

가구특성 변수
가구원 수 .021 .057 .37 .708 -.091 .134

가구원 구성형태
(부모자녀가구=1, 기타=0)

.333 .183 1.87 .061 -.015 .702

가구 경제지위 변수

균등화소득 60%
(이하=1, 초과=0)

.226 .079 2.84 ** .005 .070 .382

기초생활보장수급
(수급=1, 비수급=0)

-.674 .217 -3.10 ** .002 -1.000 -.247

가족 만족 변수

가족수입 만족도 -.787 .031 -24.89 *** .000 -.848 -.725

주거환경 만족도 -.411 .031 -13.03 *** .000 -.472 -.349

가족관계 만족도 -.715 .035 -20.33 *** .000 -.784 -.646

가구소득 및
지출 변수

경상 소득 .006 .005 1.38 .167 .002 .016

가처분 소득 -.006 .005 -1.38 .169 -.016 .002

총 생활비 합계 -.000098 .000022 -4.44 *** .000 -.000 -.000

세금지출 합계 -.006 .005 -1.34 .181 -.016 003

_cons 3.393 1.631 2.08 .038 .196 6.590

sigma_u 4.278

sigma_e 4.119

rho .519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 = 0 : F(15340, 34928) = 2.29 Prob > F = 0.0000

*p<.05 **p<.01 ***p<.001

<표 4> 우울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패널 회귀분석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경제요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에 따른 우울정도의 변화를 살핀 결과, 우울정도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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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우울증 진단 의심군 또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각각 5.3%, 4.8%, 3.4%, 3.0%로 감소세를 보였

다.

둘째, 범주형 변수의 하위범주에 따라 시간을 고려한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남자보다 여

자가 매우 유의미한 정도로 우울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30대의 우울

정도가 가장 낮고 70세 이상 노인군의 우울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우울정도는 20대와

30대로 갈수록 줄다가 30대에 우울정도가 가장 낮았고, 40대부터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80세 이상

군은 우울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우울정도가 가장 낮았다.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정도가 모든 시점에서 유의미하

게 낮게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가구형태별로는 단독가구,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의 가구가 부모-자녀가구보다 우울정도가 매우 높았다. 모든 시점에서 저소득

층의 우울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절대빈곤 개념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매우 커서 수급가구의 가구원이 2배이상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시간 경과에 따라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

족수입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컸다. 가구소득 및 지출변수중에서는 가구 생활비의 증

가가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지위 조건의 변화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 기준에서 일반가구가 빈곤가구가 되면 가구원이 느끼는 우울정도

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 기준에서 비수급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

구가 되면 가구원이 느끼는 우울정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들중에서는 나이

의 증가가 우울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함의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변수보다 만족도 변수의 증가가 우울의 감소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더 크게 만든 것은 어떤

이유일까? 짐머만과 케톤(2005)의 연구에서는 수입외의 다른 경제관련 변수들을 투입하면 소득변수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압박감이 우울과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소득변수의 증감이 우울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편

적인 해석보다는, 가구원의 주관적인 만족 증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득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가구 경제관련 변수에 따른 우울의 발생

과 지속에 대한 메커니즘이 분명하게 이론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구의 소득증감이 바로 우울정도의 변

화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소득의 증감이 가구원의 경제와 관련된 주관적인 인지상태에 영향을 주어 결과

적으로 정서적인 우울상태의 정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울에 대한 인지이론의 설명에 무

게를 싣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소득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소득지원보다는 가구의 특성에 맞

는, 개별화되어 가구원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소득지원이나 보존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빈곤가구에서 비빈곤가구로, 비빈곤가구에서 빈곤가구로 가구의 빈곤지위가 변화되면, 왜 우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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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방향이 빈곤선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결과 시간에 따른 가구의 빈곤지위 변화는 우울의 변화

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대빈곤 기준에서 일반가구가 빈곤가구가 되면 우울정

도가 증가하는 반면, 절대빈곤 기준에서는 비수급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가 되면 우울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균등화소득 60% 기준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나뉘는 절대빈곤 기준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가구의 경제지위로서 가구원에게 낙인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주어 우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지

만, 경제적․사회적 지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

다. 수급권자가 되면 우울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빈곤선에 걸쳐있는 잠재 절대빈곤층의 우울정도가 상대적

으로 크다는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도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확대되거나 유연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 건강 불평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사회보장제도로서 이러한 현

상을 막는데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Zimmerman and Katon, 2005).

셋째, 나이의 증가에 따른 우울의 증가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정책수립이 필요성과 나이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년기 이후부

터 우울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년기 이후에는 증가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라지는 것을 고

려하면, 중년기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적 지위에 놓일 위험이 있는 가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요

인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단순한 소

득지원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역할부여를 통해 이들이 사회연대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기가치를 느끼면서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구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적 상태가 우울의 발생과 지속의 원인이 되고 가구원의 우

울증가는 사회적 비용증가와 생산성 감소 등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큰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

하는 개별화된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가구원이 실제 인식하는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유연한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를 대표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원의 우울변

화에 기여하는 가구내 사회경제적 요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가구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내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국한하고 있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둘째, 종단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우울

메커니즘을 본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동기부터 지속되는 우울증과 성인기에 일과

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은 성격과 예후가 매우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대상의 우울은 발생시

점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시적인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수만을 고려하여 우울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거시적인 수준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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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The Mediation Effect of the Family Conflicts Coping Strategy for the Aged Depression)

이난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천재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원

들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고, 또 주요 스트레스원들이 가족갈등대처방식을 매개로하여 노인의 우울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3,890명으로 남자 1,559명, 여

자 2,331명이었다. 분석 변수로는 주요 스트레스원인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적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건강

상태, 가족갈등대처방식 등이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단독가구, 미취업자, 75세 이상, 종교와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적 생활수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최종적으로 가족갈등대처방식은 주요 독립변수들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

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Ⅰ. 서 론

통계청(2009)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8%로서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7.2%)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 불과 26년이라는 짧은 시간 뒤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

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급

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8). 노인 자살

의 주요 요인으로 예측되는 우울은(Algil, 2010; 이선혜, 2009; 김미령, 2010; 김효창, 2006; 한삼성 외, 2009;

황미구, 2008; 김영주, 2009; 박봉길, 2006) 정서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서(Patricia,

2010) 노인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역기능 초래하는 등 노인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

용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Juddy et al., 1994).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의 발병률은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가 노인의 경우 30~50% 정도이며, 배

우자 사별, 건강 악화 등과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60% 이상(이선혜, 2009)이 보고되고 있

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우울증 발병률은 우리 사회가 과거 몇 십 년 동안 겪어온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

치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많은 노인들은 우리사회의 변화가 자신들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며, 성장지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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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kman, 1999). 또한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감소,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 축소되는 인간관계, 가족 내 지위 변화 등도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서 제시된다.

특히 가족은 노인과 일생을 함께 해 온 일차 지지집단으로서 노인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갈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시도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향신문, 2008). 노인이 된 이후에도 배우자, 부모와 같은

비공식적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가족관계가 노인의 삶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족 내 물리적․정서적 밀착도가 높은 문화

권에 속하는 국가로서(김태현, 1999)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는 노인의 우울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의 성

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가족 지지, 가족 갈등 등이 노

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유정헌, 2009; 최미례, 2003; 윤현숙, 2007).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노인을 성인자녀의 물리적․정서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피부양자로서 접근

하는(박봉길, 2005; 박영준, 2008) 측면이 강하였고, 가족의 일구성원으로서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갈등대처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갈등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우울로 전

이되는 과정에서 가족갈등대처방식이 매개변인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검정해 보고자 한다. 이

에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갈등대처방식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고, 둘째,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를 추출하고 셋째, 추출된 독립변수가 실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갈등대처방식이 매개변인으

로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검정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의 우울

우울증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노인 정신질환으로서(전해숙, 2009; Park, 2010) 낮은 삶

의 질, 사회적 의존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Samm, 2010). 또한 노인 우울증은 자살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배진희, 2009; Patricia, 2010; 신민섭, 1991; 박봉길, 2006; 김형수, 2002), 자살한 노인의 50~87%가 자살 당

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오병훈, 2006).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면, 무력감, 운동량 감소, 기억력 상실 등의 증상은 일반적인 노

인성 질환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발견해 내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이수애, 2002). 노인 우울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주위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

우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의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Lebowwitz et al., 1997). Patricia(2010)가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공건강문제가 노인의 우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서구 국가보다 아시아 국가에서 노인 우울증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Cho et al.)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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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주요 스트레스원과 우울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노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 결과 간의 관계를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을 통하여 살펴본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매개 및 조절 요소’, ‘스트

레스 결과’의 3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모델로서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검

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스트레스 원인이 ‘결과’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김영주,

2009).

노인이 지각하는 주된 스트레스 원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건강악화, 공식적․비공식적

관계의 축소, 은퇴로 인한 경제력 상실, 친밀한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손상되는 자

아존중감 등이 있다. 2009년 한국복지패널과 고령자 통계(2008)에서도 노인의 스트레스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복지패널(2009)에 따르면 건강문제가 노인의 가장 큰 갈등초래원인이라고 조사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실업, 가족관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8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건강 문제(43.6%), 경제적 어려

움(38.4%), 소일거리 없음(5.3%), 외로움․소외감(3.7%) 등이 노인의 주된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스트레

스원이 다른 스트레스원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갈등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인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예측되는 건강상태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이 지각하는 건

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고(박봉길 외, 2002; 윤현숙 외, 2009) 결정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형수, 2002). 만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환은 노인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김미혜, 2000; 유수현, 2002; 최영순, 2005),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한 노인의 경우 사

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송기철, 2002).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로서 신체적 건강

상태에 따라 우울 수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경우 정서적 문

제를 신체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인우울증에서 신체적 증상은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된다(정인

과 외, 1997).

경제적 스트레스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더 우울하

고(조준배, 2009; Park, 2010),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현, 2009). 특히 김영주(2009)는 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우울 수준

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상태가 매개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킨

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은퇴나 배우자의 사망, 건강상태, 타인에 대한 의존의 강화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주요 스트레스원이다(김현미, 2007; 김현순, 2007; 박경민, 2008). 사회적 역할이나 특정

지위의 상실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박탈시켜

자아 존중감을 훼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훼손된 노인은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김현

미, 2007), 이로 인하여 무력감과 절망감을 경험하며(황윤영, 2007), 자살사고가 증가(황미구, 2008)하는 등

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만족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서(강주령, 1991; 김형수, 2002; 김수연, 1987) Patricia(2010)는 가족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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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윤현숙, 구본미, 2009)

- 우울

- 건강상태

- 사회적 지지

- 교육정도

- 배우자 유무

- 가구소득

- 건강상태

-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수준 높아짐.

-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수준 높아짐.

- 노인과 자녀의 사회적 지지교환은 노인의 건

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고 성별에 따른 차이 존재함.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인근 외, 2009)

- 우울

- 사회적 관계망

- 건강증진행위

- 배우자 유무

- 주택소유

- 노동유무

- 학력수준

- 장애유무

- 자녀의 경제적 지원

- 자녀접촉

- 기능적 특성(자녀의 경제적지원)은 여성노인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침.

- 구조적 특성(자녀접촉, 사회참여)는 여성노인

의 우울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관계망이 증가할수록 우울 감소한.

- 사회참여만이 부문매개효과를 나타냄.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김현순, 김병석, 2007)

- 우울

-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교육정도

- 동거가족 유무

- 종교

- 배우자유무

- 경제상태

- 건강상태

- 만성질환

- 우울은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

-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관계 보임.

-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냄.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황미구, 김은주, 2008)

- 자살

- 우울

- 자아존중감

- 삶의 질

- 신체적 병력수

- 주관적 건강

- 삶의 만족

- 삶의 질

- 삶의 질이 낮을수록 우울과 자살사고 증가함.

-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과 자살사고 증가

함.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김영주, 2009)

- 우울

- 사회적 지지

- 주관적 건강상태

- 일상생활 활동능력

- 주관적 경제상태

- 사회적 지지

-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완화함.

- 가족의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경제상태가 노

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함.

Prevalenc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miner depressive disorder

in an elderly Korean

population

(J. H. Park et al, 2010)

- major depressive

- miner depressive

- 교육 유무

- 낮은 수입

- 우울증 가족력

- 신체 질환

-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

나 수입이 낮은 경우, 우울증과 관련된 가족

력이 있을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감을

보고함.

노년기 우울궤적의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전해숙, 강상경, 2009)

- 건강

- 심리사회적 자원

- 교육수준

- 수급여부

- 혼인상태

- 흡연량

- 음주량

- 장애

- 만성질환

- 자존감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노인의 우울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함.

-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행동의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비장애 노인, 만성질환이 없

는 노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 긍정적 가

족관계를 가진 노인 및 사회적 관계적 가진

노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증을 나

타냄.

노인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 우울 - 교육수준 - 배우자와의 성격차이가 커서 괴로울수록 우울

이 노인 우울의 원인이 되며, 우울한 노인일수록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결속력이 낮다고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외로움을 느끼며, 가족 간

의사소통 단절과 불화로 이어진다는 보고(박봉길, 2006)도 있다.

<표 1> 노인의 우울에 대한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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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가족요인에 관한

연구

(정은미, 2004)

- 배우자 관계

- 자녀및손자녀관계

- 친척관계

- 주거환경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유무

- 생활수준

- 건강상태

- 수급여부

- 종요유무

- 사회활동 참여 유무

이 높게 나타남.

- 배우자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클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남.

- 대화단절, 이혼, 성생활, 배우자의 경제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녀와의 대화단절, 학대, 갈등,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클수록 우울성향 높음.

노인자살 예측모형 개발 및

예방대책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 자살

- 우울

- 생에 사건

- 사회적 지지

- 성별

- 교육수준

- 수입

- 동거인 유무

-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남.

- 생애 사건으로 인한 고통 경험이 클수록 우울

증이 심함.

-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 낮음.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재효과

(유정현, 2009)

- 우울

- 경제상태

- 신체적건강

- 인지적 건강

- 부부관계만족도

- 자녀관계만족도

- 성별

- 연령

- 경제상태

- 심리적 건강

- 인지적 건강

- 배우자관계

-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유의하게 우울수준

이 높음.

-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 및 자녀관계 만족도

는 건강 및 경제 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됨.

노인의 상실, 학대경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배진희, 2009)

- 자살

- 우울

- 학대

- 상실

- 학대

- 상실

- 우울은 자살사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노인의 상실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

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노인의 학대피해 정도는 자살사고에 직접 영

향을 미치며,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침.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노인과

재미한국노인을 대상으로

(김태현, 1999)

- 우울

- 효의식

- 가족결속도

- 노인복지프로그램

- 가족결속도

- 생활수준

- 가족결속도와 효의식은 한국노인 및 재미한국

노인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관으로 조사됨.

- 한국노인의 우울수준이 재미한국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재미노인들이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조건을 보이기 때문

으로 판단됨.

- 한국노인은 생활수준이 보통이상이고, 건강상

태가 좋으며,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가족결속도가 높음.

3. 노인의 우울과 가족갈등대처방식

(1) 가족갈등의 원인과 유형

갈등이란 둘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말한다(Susan, 2003). 갈등은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

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며,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Berry, 2008)이다. 비록 갈등이라는 것이 파괴적

이고 혼동적인 것(Rosenstock & Kutner, 1967), 피해야 할 것(Straus, 1979)으로 생각되지만, 갈등과 그 갈

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인간의 성장과 적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점차 인식되어가고 있다(Berry,

2008).

Garbarino(1980)는 인간의 상호관계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균형을 잃었을

때 갈등이 발생된다고 본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나, 온정과 이해(warmth and

understanding), 공격과 폭력(aggression and violence) 등의 방법이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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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은 물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족갈등은 가족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욕구 또는 의견 차이에 의

해 표출되며, 이러한 불일치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 다양한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

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은희, 2004). 가족갈등의 유형에는 세대 간의 갈등, 부모-자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등 그 형태가 다양하고(오성춘, 1994),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구성원의 실업, 자녀교육, 가족

구성원의 건강, 가족구성원의 알코올, 가정 내 폭력,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가족구성원의 가출, 주거관련

문제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에 있어서 갈등은 갈등 그 자체보다는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논의되는데 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가족구성

원들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의 질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Garbarino, 1980).

(2) 가족갈등대처방식과 우울 간의 관계

가족갈등대처방식은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

는 등의 행위(손은록, 2004)로 이해할 수 있고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최규련(1994)은

갈등대처방식을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였고, Lazarus(1978)는 문제 중

심, 감정중심(Elman & Gilbert, 1984)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Pearlin(1978)은 긍정적인 비교, 선택적

인 무시, 갈등의 감소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Straus(1979)는 추론, 폭언, 폭행으로 구분하고 있

다. 송말희(1990)는 합리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도움 요청, 적극적 행동으로, 장춘미(2001)는 상대방

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해결유형과 갈등감정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부정적인 해결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족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성별, 직업, 종교, 갈등정도, 교육수준, 소득(송말

희, 1990; 정민자, 1992; 손은록, 2004) 등이 있지만 이러한 변수의 영향 정도가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가족갈등과 노인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관계가 열악한 노인일수록 사고 위험률이

높고(Patricia, 2010)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장순환, 20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숙(2009)은

우울증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이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

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른 우울증상의 감소 속도는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 역시 감소 속도가 느려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어, 가족개입을 통해서 노인의 우울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갈등대처방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노인이 제외된, 성인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갈등에 초점(최규련, 1995; 손은록, 2004; 정은희, 2004; 장문선, 2002)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핵가

족 중심의 우리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을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건강상태, 경제적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라는 스트레스원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갈등대처방식이 매개변수

로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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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제4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6,207가구, 12,661가구원이 조사되었으

며, 이들 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3,890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주요독립변수가 가족갈등대처방식을 매개로하

여 노인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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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표 2> 주요 변수의 구성

구분 항 목 측 정

종속변수 노인의 우울 CES-D 11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1=극히 드물다, 4=대부분 그랬다)

독립변수

가족관계 만족도 5점 척도로 측정(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경제적 생활수준 5점 척도로 측정(1=매우가난, 5=매우 부유)

자아존중감
Rosenberg Self Esteem Scales의 총 10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

(1=대체로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

건강상태 5점 척도로 측정(1=건강이 아주 안좋다, 5=아주 건강하다)

매개변수 가족갈등대처방식 5점 척도로 측정(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통제변수

성별 남=1, 여=0

연령 나이

교육정도 수학년수

결혼유무 유=1, 무=0

가구형태 단독=1, 비단독=0

가구원수 1~5명 이상

임금자영업자 유=1, 무=0

비경제활동인구(근로능력 있음) 유=1, 무=0

비경제활동인구(근로능력 없음) 유=1, 무=0

1) 우울

우울에 관한 척도는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을 활용하였다.

CES-D11은 지난 1주일간의 우울정도를 ‘극히 드물다(1점), 가끔 있었다(2점), 종종 있었다(3점), 대부분 그

랬다(4점)’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1개 문항은 ‘식욕이 없음,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불만 없이 생활,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 없이 생활’문항은 역코딩하였다.

2) 가족갈등대처방식

가족갈등대처방식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에서 사용한 가족갈등 문항 중에서 우리나

라 가족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

의 순이다. 5개 문항은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가족원간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가족원간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가족원들이 가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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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이며 부정적인 질문은 역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갈등대처방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3) 가족관계 만족도

노인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수준을 나타내는 1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매우 만족 5점, 대체로 만족

4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

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경제적 생활수준

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질문은 ‘매우 가난하다(1점)부터 매우 부유하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3개 문항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하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하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5년 후(2013년 이후) 귀하의 경제

적 생활 상태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 Esteem Scales의 총 10개 문항을 활용하였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부

터 항상 그렇다(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문항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

졌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

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

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의 질문은 역코딩 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건강 상태

노인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수준을 나타내는 1문항을 활용하였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

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아주 건강하다(5점), 건강한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점),

건강이 아주 안 좋다(1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갈등

대처방식과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독립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독립변수인 건강상태, 경제적 생활수준, 가족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 분석 모형은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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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후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더 적게 나타나거나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부분매개효과1)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한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노인이 1,559명(40.08%), 여자 노인이 2,331명(59.92%)으로 여자 노인

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09년 현재 70~74세의 노인 수가 31.18%로 가장 많았

으며, 평균 연령은 73.76세였다. 가구원수는 1인 또는 2인 가구가 76.17%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무학

32.01%, 초등학교 40.57%, 중학교 11.90%, 고등학교 10.0%로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1/3

이상이었다. 가구형태는 단독가구(25.09%)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비단독가구(74.91%)가 3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유형별로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이 28.24%,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8.04%, 미취업자가

63.72%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구 분 사례수(명) 비율(%)

계 3,890 100.00

성별 　 　 종교 유무 　 　

남 1,559 40.08 있음 2,205 56.68

여 2,331 59.92 없음 1,685 43.32

연령 　 　 가구 형태 　 　

65-69세 1,157 29.74 단독 가구 976 25.09

70-74세 1,213 31.18 비단독가구(한부모,소년소녀가장,기타) 2,914 74.91

75-79세 814 20.93

80세 이상 706 18.15 근로 유형 　 　

임금근로자 300 7.96

가구원수 　 　 자영업, 고용주 764 20.28

1명 976 25.09 무급가족종사자 303 8.04

2명 1,987 51.08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2,283 60.59

3-4명 660 16.97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118 3.13

5명 이상 267 6.86

결혼상태 　 　

교육수준 　 　 배우자 있음 2,325 59.81

무학 1,245 32.01 배우자 없음 1,562 40.19

초등학교 1,578 40.57

중학교 463 11.90

고등학교 389 10.00

전문대 이상 215 5.53

주: 무응답 제외

1)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 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

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부분 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

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김현순․김병석, 2007).



- 356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정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수준 및 가족갈등해결방식의 차이 검정을 위하여 성

별, 종교, 가구형태, 배우자 유무, 자아존중감은 T-test를 사용하고, 교육수준, 가구원수, 근로유형, 건강상

태, 경제적 생활수준은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Tukey HSD로 사후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울 수준의 차이 검정에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유의하게(p<.001)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고

이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나이에 따른 차이검정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74세 이하 노인보

다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아질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

게 측정되었다. 종교가 없고, 단독가구이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유형에

따른 우울수준은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미취업상태의 노인이 더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노인

의 우울이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김재엽(1998)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

록, 가난할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갈등대처방식의 차이 검정에서는 여자 노인 및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가족갈등대처방

식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가족 수에서는 동거 가족 수가 3~4명인 노인보다 1~2명인 노인이 가족

갈등대처방식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가족갈등대

처방식을 더 좋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족갈등이 가족구성원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근로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집단 간 차이는 존재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유할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좋을수록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갈등대처방식이 긍

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 및 종교유무에 따른 가족갈등대처방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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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특성 구분
사례수

(명)

우울 수준

평균(표준편차)
T/F

성 별
남 1,471 1.497 (.494) -10.454 ***

여 2,218 1.674 (.518)

연 령

65-69세 1,120 1.535 (.488) a 16.439
***

70-74세 1,167 1.583 (.522) a

75-79세 779 1.675 (.529) b 　

80세 이상 623 1.675 (.517) b

교육수준

무학 1,160 1.703 (.524) d 32.261 ***

초등 중퇴 및 졸업 1,511 1.612 (.505) cd

중등 중퇴 및 졸업 447 1.538 (.513) bc

고등 중퇴 및 졸업 366 1.473 (.503) b

전문대 중퇴 및 졸업 205 1.348 (.411) a

종 교
있음 2,104 1.587 (.510) -2.203

*

없음 1,585 1.625 (.523)

가구원수

1명 962 1.765 (.559) b 43.166 ***

2명 1,884 1.544 (.491) a

3-4명 608 1.569 (.497) a

5명 이상 235 1.508 (.428) a

가구형태
단독 가구 962 1.765 (.559) 10.753

***

비단독 가구1) 2,727 1.546 (.4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195 1.519 (.481) -11.975 ***

배우자 없음
2)

1,491 1.727 (.540)

근로유형

임금근로자 298 1.493 (.466) a 35.657
***

자영업자, 고용주 758 1.482 (.446) a

무급가족종사자 302 1.520 (.392) a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2,251 1.655 (.538) b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80 2.017 (.632) c

가족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57 2.354 (.647) e 110.260
***

대체로 불만족 184 2.010 (.540) d

그저 그렇다 926 1.729 (.530) c

대체로 만족 2,232 1.527 (.472) b

매우 만족 288 1.379 (.384) a

경제적

생활수준

매우 가난 327 2.002 (.614) d 146.893 ***

가난 1556 1.691 (.512) c

보통 1758 1.459 (.440) b

부유 47 1.308 (.329) a

자아존중감
낮음 1,719 1.803 (.547) 23.160

***

높음 1,969 1.429 (.415)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좋다 230 2.016 (.584) d 153.422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605 1.748 (.526) c

보통이다 1,081 1.488 (.434) b

건강한 편이다 706 1.351 (.395) a

아주 건강하다 67 1.252 (.311) a

주: 1) 비단독가구: 한 부모, 소년소녀 가장, 기타 2) 배우자 없음: 이혼, 사별, 별거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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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갈등대처방식의 차이

특성 구분
사례수

(명)

가족갈등대처방식

평균(표준편차)
T/F

성 별
남 1,538 4.355 (.542) -3.150

***

여 2,279 4.410 (.500)

연 령

65-69세 1,135 4.364 (.533) a 1.864

70-74세 1,192 4.401 (.513) a

75-79세 800 4.378 (.528) a

80세 이상 690 4.417 (.484) a

교육수준

무학 1,218 4.386 (.495) a 2.430
*

초등 중퇴 및 졸업 1,552 4.378 (.520) a

중등 중퇴 및 졸업 451 4.372 (.537) a

고등 중퇴 및 졸업 383 4.396 (.569) a

전문대 중퇴 및 졸업 213 4.492 (.471) b

종 교
있음 2,164 4.396 (.518) 1.126

없음 1,653 4.377 (.517)

가구원수

1명 904 4.478 (.436) b

2명 2,891 4.381 (.525) a 12.653
***

3-4명 659 4.304 (.563) a

5명 이상 267 4.342 (.556) a

가구형태
단독 가구 904 4.478 (.436) 6.694

***

비단독 가구
1)

2,913 4.360 (.53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24 4.369 (.527) -2.749 ***

배우자 없음
2)

1,490 4.416 (.501)

근로유형

임금근로자 295 4.295 (.555) a 2.902
*

자영업자, 고용주 763 4.396 (.509) a

무급가족종사자 303 4.404 (.462) a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2,219 4.402 (.520) a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116 4.393 (.485) a

가족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34 3.724 (.797) a 128.967
***

대체로 불만족 166 3.961 (.699) b

그저 그렇다 901 4.203 (.539) c

대체로 만족 2,235 4.477 (.437) d

매우 만족 288 4.682 (.379) e

경제적

생활수준

매우 가난 295 4.154 (.581) a 46.915 ***

가난 1546 4.335 (.536) b

보통 1793 4.479 (.464) bc

부유 49 4.502 (.449) c

자아존중감
낮음 1,664 4.292 (.526) -11.223

***

높음 1,953 4.482 (.483)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좋다 303 4.301 (.506) a 7.207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643 4.364 (.518) ab

보통이다 1,091 4.397 (.500) ab

건강한 편이다 712 4.451 (.537) bc

아주 건강하다 68 4.538 (.538) c

주: 1) 비단독가구: 한 부모, 소년소녀 가장, 기타 2) 배우자 없음: 이혼, 사별, 별거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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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수들의 연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가족갈등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경제적 생활수준,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 수준과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경제적 생활 수준,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

계분석에서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의성 검정결과 모두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6>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적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건강 수준 가족갈등대처방식 우울 수준

가족관계 만족도 1.000

경제적 생활수준 .334
***

1.000

자아존중감 .305
***

.381
***

1.000

건강 수준 .128 *** .202 *** .267 *** 1.000

가족갈등대처방식 .349
***

.200
***

.222
***

.084
***

1.000

우울 수준 -.317
***

-.325
***

-.452
***

-.330
***

-.195
***

1.000

*** p<.001 ** p<.01 * p<.05



- 360 -

4.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갈등대처방식이 매개변수로서 어떠

한 작용을 하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는 단계로서, 분석결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가족갈등대처방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β=.364, p<.000).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검정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β=-.279, p<.000). 3단계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갈등대처방식을 모두 투입한 후 분석하였고, 두

변수 모두 노인의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으므로(β=-.217, p<.000) 가족갈등대처방식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검정되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16.5%로 나타났다.

<표 7>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성별 .031 .029 .093 .088
***

.092 .088
***

나이 .003 .031 .002 .019 .002 .023

교육수준 .006 .054
**

-.010 -.088
***

-.009 -.082
***

가구원수 -.019 -.042 -.022 -.050 * -.025 -.056 **

가구형태(단독/비단독) .135 .114
***

.046 .039 .061 .051

배우자유무 .003 .003 -.009 -.009 -.010 -.009

임금․자영업자 -.041 -.037 .003 .003 -.006 -.005

비경제활동(근로능력○) -.008 -.007 .100 .095 ** .097 .093 **

비경제활동(근로능력Ⅹ) .052 .015 .434 .123
***

.434 .125
***

독립변수 가족관계 만족도 .258 .364
***

-.190 -.279
***

-.153 -.217
***

매개변수 가족갈등대처방식 -.133 -.134
***

F 61.756*** 71.389*** 64.688***

R
2

.146 .163 .16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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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생활수준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경제적 생활수준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갈등대처방식이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분석과정은 <표 7>의 과정과 동일한 단계로 진행

되었다. 1단계 분석결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 노인이 가족갈등대처방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

며(β=.221, p<.000). 2단계에서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β

=-.279, p<.000). 3단계에서는 경제적 생활수준과 가족갈등대처방식을 모두 투입한 후 분석하였고, 두 변수

모두 노인의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

향력이 2단계 보다 3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β=-.236, p<.000). 따라서 가족갈등대처

방식은 경제적 생활수준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경제적 생활수준이며 모델

의 설명력은 17.5%이다.

<표 8> 경제적 생활수준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종속변수)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성별 .057 .054 ** .081 .077 *** .087 .084 ***

나이 .003 .034 .002 .023 .002 .028

교육수준 .005 .047 * -.007 -.062 ** -.006 -.057 **

가구원수 -.022 -.049
*

-.018 -.040
*

-.021 -.049
*

가구형태(단독/비단독) .149 .124
***

.037 .032 .048 .041

배우자유무 .039 .037 -.029 -.027 -.023 -.022

임금․자영업자 -.028 -.024 -.018 -.016 -.021 -.018

비경제활동(근로능력○) -.004 -.004 .084 .080 ** .082 .079 **

비경제활동(근로능력Ⅹ) .014 .005 .439 .124
***

.437 .125
***

독립변수 경제적 생활수준 .173 .221
***

-.216 -.279
***

-.183 -.236
***

매개변수 가족갈등대처방식 -.162 -.163
***

F 25.382
***

70.249
***

69.444
***

R
2

.065 .160 .17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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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아존중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정 또한 <표 7>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가족갈등대처방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β=.250, p<.000).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β=-.407, p<.000).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매개변수인 가족갈등대처방식이 모두 노인의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 보다 3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β=-.376, p<.000). 따라서 가족갈등대처방식은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 9> 자아존중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성별 .049 .046 * .091 .086 *** .095 .092 ***

나이 .004 .048
**

.000 -.001 .000 .004

교육수준 .004 .038 -.004 -.033 -.003 -.029

가구원수 -.013 -.030 -.028 -.062 ** -.029 -.066 **

가구형태(단독/비단독) .135 .113
***

.051 .043 .054 .045

배우자유무 .025 .024 -.006 -.006 -.003 -.003

임금․자영업자 -.051 -.045 .019 .017 .014 .012

비경제활동(근로능력○) .001 .001 .069 .065
*

.067 .064
*

비경제활동(근로능력Ⅹ) .120 .034 .274 .077
***

.287 .082
***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291 .250
***

-.475 -.407
***

-.436 -.376
***

매개변수 가족갈등대처방식 -.126 -.127 ***

F 28.690
***

113.659
***

105.995
***

R2 .074 .236 .24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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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상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검정도 <표 7>의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분석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가족갈등대처방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β=.093, p<.000). 2단계에서는 건강상

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β=-.285, p<.000). 3단계에서는 건강상태

변수와 가족갈등대처방식 변수를 모두 투입한 후 분석하였고, 두 변수 모두 노인의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β=-.265, p<.000). 즉 가족갈등대처방식은 건강상태가 노인의 우울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노인의 우울 수

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건강상태이며 모델의 설명력은 19.0%이다.

<표 10> 건강상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정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성별 .070 .067
**

.063 .059
**

.077 .074
***

나이 .004 .051
**

-.001 -.017 -.001 -.006

교육수준 .008 .072
***

-.007 -.064
***

-.006 -.054
**

가구원수 -.017 -.038 -.016 -.036 -.020 -.044
*

가구형태(단독/비단독) .129 .107 *** .066 .056 * .068 .058 *

배우자유무 .055 .052 -.065 -.062 * -.051 -.049 *

임금․자영업자 -.030 -.027 -.028 -.025 -.028 -.025

비경제활동(근로능력○) -.013 -.012 .068 .065
*

.066 .064
*

비경제활동(근로능력Ⅹ) .044 .015 .323 .091
***

.331 .095
***

독립변수 건강상태 .052 .093
***

-.160 -.285
***

-.147 -.265
***

매개변수 가족갈등대처방식 -.188 -.189 ***

F 9.929*** 71.758*** 76.800***

R
2

.026 .163 .190

*p<.05 **p<.01 ***p<.001



- 364 -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갈등대처방식이 매개

변수로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정하여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노인의 56.5%가 임상학적으로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16점 이상의 우울 수준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공건강문제가 노인

우울이 될 것이라는 Patricia(2010)의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우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없이 정신보건센터나 상담기관 및 정신과 등에서 개별 사업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자살 예방 종합 대책(2006)’,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2008)’ 등 자

살예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인의 우울에 접근하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부재한 채 현황이나 실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살과 우울의 관련성이 높다 하더라도 우울을 자살대책의 일환으로 접근

하는 것은 노인 우울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더불어 자살과 우울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자살 및 우울예방 대책의 정책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되 노인 우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주요 스트레스원인 건강상태, 경제적 생활수준,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두 노인

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의 우울증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스트레스원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트레스원이 다른 스트레스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가령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상태가 호전된 노인은 신체기능의 향상으로 근로능력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근로를 통한 경제수준의 향상과 자아존중감의 향상까지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트레스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각각의 스트레스원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상태 증

진을 위해서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건강교

육․방문상담 등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비용부담과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의료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빈곤한 노인

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는 빈곤한 노인과 근로기회가 상실된 노인이 우울 수준이 더 높았던 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에 대한 구체적

이고 정확한 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앞서 논의한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

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이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

어 언론 및 방송매체의 활용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그려진 노인의 모습은 생활고에 시

달리거나 비생산적․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며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만으로 향상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회와 대중의 인식 변화도 함께 도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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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족갈등대처방식은 주요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을 모두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

갈등대처방식이 노인의 스트레스를 원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갈등대처방

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스트레스원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울 수준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 내 갈등을 '집안일‘로 규정하

고,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갈등대처방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척․친구 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 뿐만이 아니라 가족상

담 전문가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이 지역사회 내 공식적 원조체계의 발굴과 활성화 방안에도 적극적

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분석된 가족갈등대처방식

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한 각 변수의 양만을 측정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갈등 수준에 따른 차이를 설명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갈등대처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의 개발과 함께 노인의 가족관계와 가족갈등대처방식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이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존재여부가 중

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 이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가족갈등대처방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갈등’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갈등상대가 있을 때 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Susan, 200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갈등대처방식과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수와 가족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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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의 빈곤요인분석1)

The Analysis for a poverty foactor of the low income disabled people

손창균2), 신재동3)

Ⅰ. 서론

빈곤(poverty)과 장애(disability)는 인구사회의 보편적 극복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서 날로 부각되어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소득보조 중심의 지원정책으로부터 재활지원이나 고용지원과 같은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

합의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의 국가적 산업화를 인한 국가의 경제적인 부가 증가하였지만 각종 산업재해, 교통

사고로 비롯한 사고 및 환경오염을 인한 호흡기 장애로 인한 장애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부가 증가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정책

연구나 장애인 편의 증진 및 문화 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 실태 조

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수의 월평균 소득은 최근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

해 절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월평균 15만 5

천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변용찬 외, 2008).

보건복지 가족부의 2005년 및 2008년 등록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보면 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137,226명으로 3년간 등록 장애인수가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5.8%의 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특히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로 부터 전체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노인인구의 장애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원인은 전체적으로 후천적 발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질병의 이환과 사고 등

이 장애발생의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장애인구의 사회적 특성으로 결혼 상태에서는 유배우가 51.2%

로 높았고, 미혼율도 39.2%로 높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로

2005년 32.8%에 비해 3.0%p 증가한 수준이며, 실업률은 8.3%로 2005년에 비해 2.35%p 감소한 것으

1) 본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슈&포커스” 자료를 재편집하여,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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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연금 도입 등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들에 대한 연구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확

대함으로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생산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수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의 개인적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역동성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4개년도 (2005~2008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종단 자료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장애인, 특히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빈곤요인들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원인 변수들을 근거로 저소득층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문헌연구

장애와 빈곤에 관한 연구들은 서구 각국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계량적가 미

국의 경우 장애와 빈곤에 관한 연구가 매우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다. 특히 SIPP와 CPS 자료 및

센서스자료를 기초로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McNeil(2001)은 1996년도 SIPP 자료를 이용하

여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Burhasuer 등(2005)은 1981도 부터 2003년

까지의 CPS 자료를 기초로 장애와 비장인의 근로가능 인구의 소득에 관한 연구로 부터 비장애 저

소득층에 비해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Mckernan 과

Ratcliffe(2002b)는 1990년대 CPS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와 빈곤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한 상관을

가짐을 밝혔다. 수많은 연구들이 장애인들의 빈곤역동성과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에 관해 연구를

수행되어 왔다. Mckernan 과 Ratcliffe(2002a, 2002b)은 PSID자료와 SIPP 등의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빈곤의 진입과 탈출의 예측인자로서 취업상태의 변화가 2차적인 결정요인

이 됨을 보였다. 개인의 고용상태를 결정하는 매우 주요한 인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SIPP를 이용

한 연구로 부터 장애가 빈곤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밝혔다(Ribart and Hamrick,

2003). Iceland(2003)는 SIPP의 4년간 자료(1996~1999)를 이용하여 대다수의 빈곤층들이 빈곤의 함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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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를 이용하여 장애별로 빈곤지속기간을 추정한 결과 장애를 가진 15세 이상 69세 미만의 개인들

중에서 8.6%가 빈곤하며, 이 값은 비장애인의 경우 2.5%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아직은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여건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관련 연구로서는 어수봉(1996), 이선우(1997, 2001), 유동

철(2000)등 이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자애와 고용상태 등 장애인의 취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선우(1997, 2001)와 유동철(2000)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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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연구는 노동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장애인 노동의 공급구조를 분석하는 이상

으로 연구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어수봉(1996)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구인구직자 DB를 이용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자료가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가구특성과 같은 배경변인들의 정

보가 부족하고 취업 이후 정보가 부족하여 고용안정성과 같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질적인 측면을 분

석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황수경 등(2004)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확률

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 결정 모형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취업기회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장애인그룹으로 한정하며, 동일한 장애인 그룹에서 소득의 양태가

개인의 장애유형이나 그외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경제활동 상태등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으로 지속

적으로 머무르는지, 또는 4년간의 관찰기간 동안 역동적으로 빈곤의 탈출과 진입을 어떠한 양태로

변화하는지와 이들의 역동성이 어떠한 변인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일반소득계층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가구의 다양한 양태를 비교분석하는데 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며,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을 포괄하고 있어 장애특성별 욕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자료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

S」(이하 KOWEPS)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OWEPS는 2006년 1차 웨이브를 시작(n=7,072

가구)으로 2009년 4차 웨이브(n=6,207 가구)까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복지수요 및 욕구 등에

관한 다양한 문항을 설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한국복지패널 원가구및 가구원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차수 가 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웨이브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웨이브 6,511 92.06 13,083 90.46

3차 웨이브 6,128 86.65 12,191 84.29

4차 웨이브 5,935 83.92 11,909 82.34

1차웨이브~ 4차웨이브 까지의 표본가구는 1차웨이브 패널가구 중 약 83.9%인 5,935가구를 유지하

였고, 4차웨이브에서 신규 진입가구를 포함하면, 87.8%인 6,207가구이며, 가구원 조사표 대상자를 기

준으로 보면 1차웨이브 14,463명 중 82.3%인 11,909명이 응답하였고, 4차웨이브 진입가구원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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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661명으로 87.5%로 나타났다.

<표 2> 한국복지패널 가구및 가구원 유지율(4차웨이브 진입 신규가구및 가구원 포함)

(단위: 가구, 명, %)

구  분 가 구 가구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6,102 86.29 11,976 82.80
신  규 105 1.48 285 4.47

계 6,207 87.77 12,661 87.54

2. 기술통계분석

1) 장애인및 장애인 가구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전체 패널 가구및 가구원중 장애인을 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1차웨이브

부터 4차웨이브까지 각 웨이브별로 표본가구의 장애인수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각웨이브별 장애인 수

(단위 : 명)

웨이브 1차웨이브 2차웨이브 3차웨이브 4차웨이브
구분 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표본수(n) 1,265 472 793 1,347 573 810 1,358 577 781 1,369 594 775

KOWESP의 1차웨이브에서 4차위이브까지(조사기준년도: 2005~2008년) 전체 장애인 수는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의 증가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장애인 중 비등록장애인의 경우 약 1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의 연령대를 10세 단위로 분석한 결과 30, 40대 장애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50대의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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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차 웨이브~4차 웨이브간 장애종류 및 장애인 연령대

장애인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고졸이

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4차 웨이브로부터 가구를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장애인

들의 학력을 분석해보면 장애인 저소득가구의 학력이 일반 가구의 학력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이하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차 웨이브~4차 웨이브간 장애인의 소득 구분별 학력

장애인 가구의 수급형태를 파악해보면, 1차 웨이브(2005년)의 일반수급가구는 14.04%에서 4차 웨이

브(2008년)에서는 14.07%로 약 0.03%p 증가하였고, 조건부 수급이나 일부수급 가구의 경우도 미세하

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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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차 웨이브~4차 웨이브간 장애인 가구의 수급 형태

이와 더불어 각 웨이브별 장애인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일반

수급률이 약 30.1%(4개년도 평균)에 달하며, 조건부 수급률은 1.6%, 일부수급은 7.8%를 나타내며, 일

반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이 1.8%, 조건부 수급이 0.27%, 일부수급이 1.9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차 웨이브~4차 웨이브 간 장애인의 가구 구분(경상소득 기준)

(2005 ) (2 006 ) (2007 ) (2 008 )

장애인 가구의 소득에 따라 일반 및 저소득가구로 분류해보면, 1차 웨이브 기준 일반 장애인 가구

의 비율이 54.2%였다가 4차 웨이브 현재 57.2%로 약 3%p의 장애인 가구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는 반대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1차 웨이브에서 46%에서 4차 웨이브에서는 42.8%로

약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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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 장애인의 동적 특성

한편 1~4차 웨이브 간 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이들의 4

개년도간 동적 양태를 살펴보면 1차 웨이브(2005년)부터 4차 웨이브(2008)년 까지 지속적으로 일반 가구

에속한 장애인은 38.03%이며, 1차년도 저소득 가구에 속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4차년도 까지 저소득가

구의 장애인으로 남는 경우는 29.56%로 나타났다.

각 웨이브별로 장애인의 동태를 살펴보면 1차 웨이브에서 일반가구에 속한 장애인이 2차 웨이브에서 저

소득장애인으로 분류된 비율은 9.30%이며, 일반가구에 속한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는 44.59%로 1차 웨이

브에서 일반 가구에속한 장애인이 2차 웨이브에서 일반가구의 장애인으로 남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웨이브에서 일반가구 장애인 → 2차 웨이브 일반 가구 장애인 → 3차 웨이브

에서 저소득 가구 장애인으로 분류된 비율은 3.09%였으며, 1차 웨이브 일반가구 장애인 → 2차 웨이브 일

반가구 장애인 → 3차 웨이브 일반가구 장애인 → 4차 웨이브에 저소득 가구 장애인 으로 분류된 비율은

4.28%로서, 일반 가구 장애인으로 분류된 가구가 중간에 저소득 가구 장애인으로 떨어질 확률은 상대적으

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차 웨이브에서 저소득 가구 장애인 → 2차 웨이브 일반가구 장애인으로 분류된 비율이 8.94%인

반면, 저소득 가구 장애인으로 분류된 비율은 37.65%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차 웨이브에

서 저소득 가구 장애인 → 2차 웨이브 일반가구 장애인→ 3차 웨이브 저소득가구 장애인으로 나타난 비율

은 2.6%로, 3차 웨이브에서 일반가구 장애인으로 분류된 비율인 5.93%보다 낮으며, 1차 ~ 4차 웨이브까지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변화에 따라 저소득 및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이들의 동적 양태를 살펴본 결과 1차웨

이브 일반 가구 장애인이 4차웨이브 저소득 가구 장애인으로 떨어질 확률은 10.13%이며, 1차웨이브 저소

득 가구 장애인이 4차웨이브 일반가구 장애인으로 진입할 확률은 11.9%로 나타났다.

〔그림 5〕1차 웨이브~4차 웨이브 간 장애인 가구의 소득 구분별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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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1차웨이브 일반 가구 장애인이 4차웨이브 까지 일반 가구 장애인으로 남아 있을 확률

은 44.03%, 1차웨이브 저소득 장애인이 4차웨이브 까지 저소득 장애인으로 남아있을 확률은 33.94%

이며, 나머지 22.03%는 1차웨이브 대비 4차웨이브의 소득 변화에 따라 일반에서 저소득 또는 저소

득에서 일반 가구 장애인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근로가능여부를 살펴보면 1차웨이브 근로가능자가 74.23%로 나타난 반면 4차웨

이브 현재 89.9%로 높아졌으며, 반대로 근로무능력자의 비율은 22.05%에서 10.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근로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4차 웨이브 간 장애인 가구에 대해 1~4차 웨이브 까지 지속적으로 일반가구였던 장애인의 근로

가능여부와 종사상 지위를 분석해보면, 근로가능자의 비율이 일반 가구 장애인이 63.41%로 저소득

장애인의 33.42%에 비해 약 2배 정노 높게 나타난 반면, 근로미약 또는 근로무능력자의 비율은 저

소득장애인이 각각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태에 따라 가구의 빈곤이 결정

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지속_일반 및 저소득 장애인 가구원의 근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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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가구의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를 분석해보면 1~4차 웨이브 까지 지속적

으로 일반 가구 장애인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16.53%인 반면 저소득 장애인은 0.18%로 나타

났고,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일반가구 장애인이 12.4%, 저소득장애인이 8.4%로 나타나 임금 근

로자의 비율(상용+임시+일용)이 일반가구 장애인이 월등히 높게 나타고 있으며, 비경활자의 비율도

일반가구 장애인이 50.1%, 저소득장애인이 76.9%로 저소득 장애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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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지속_일반 및 저소득 장애인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장 규모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를 1~4차웨이브 까지 지속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인

경우와 일반가구 장애인을 비교해 보면 일반가구 장애인의 경우 중견 및 대기업, 공무원 종사자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종사가자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4차웨이브까지 1회 이상 저소득가구로 떨어진 장애인(그룹1) 과 지속적으로 일반가구 장애인 간

(그룹2)의 경상소득을 비교해보면 그룹1의 평균소득은 4,932만원인 반면, 그룹2는 1,418만원으로 두 집단간

의 평균 소득의 차이는 약 3.5배정도로 나타났다(p<0.001).

3. 저소득장애인의 빈곤요인 분석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그중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원인 분석을 위해 장애인의 고용형

태, 소득, 학력 등 사회 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종

단면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기호를 정의하기로 한다.

개의 관측개체들에 대해   ⋯ 라 하자. 모든 개체들이 매 시점마다 완전하게 관측되었

다고 가정하면, 시점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로 표현하고, 만일 각 시점마다 다른 수의 개

체가 관측된 불균형 자료의 경우에는   ⋯로 표현된다. 또한 관측치의 총 수를 
  



로 표

현하자. 개체 에 대해 반복적으로 관측 또는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차원의 벡터로 정

의하자. 또한 시점 에서 개체 에 대해 개의 공변량 또는 설명변수를  하고, ×벡터로 나타내

자. 그러면 전체  개체들에 대해서는  ×차원의 공변량 행렬  을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된 기호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선형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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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절편 항이며, 는 각각 회귀계수 벡터,  는 확률 오차항, 는

개체들의 변동, 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개인을 나타내는 열벡터,  는 각각의 개인에 대해 개인

별, 시간별로 변동하는 열벡터이다.

만일   값이 1 또는 0의 값을 갖는 이분형 종속변수(binary dependent variable)라면,  는   =1일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1일 확률  와  =0일 확률   의 오즈인     를 정의

하여 로지스틱 분석 모형을 정의할 수 있다(Allison, 2002).

log  

          

그러면   =1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화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비단 장애라는 하나의 변인이 한 개인 또는 가구가 빈곤화되는 주원인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의 근

로능력이나 고용형태 등 경제활동의 불안정으로 인한 2차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통상적으로 한

가구 또는 한 개인의 빈곤원인은 본인 또는 가구주의 근로능력 유무와 고용형태등의 개인 또는 가구의 소

득원의 안정상태등에 의해 좌우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또는 장애 가구의 빈곤원인을 로지스

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4> 분석 변수 정의

변수명 정의
STAT0  모형1,2의 종속변수(1=저소득(1~4차까지), 0=일반(1~4차까지))
STAT1  모형5,6,7,8의 종속변수 (1=1회, 2=2회, 3=3회, 4=4회 저소득 으로 떨어진 회수, 0=일반가구)
STAT2  모형3.4의 종속변수(1회 이상 저소득=1 , 그외 =0)
X_CIN  가구소득(경상소득)
X_g3  성별(1:남자, 2:여자)
X_age  연령
X_g6  교육수준(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전문대학교, 7:대학교, 8:대학원(석사), 

9:대학원(박사))

X_g8
 장애종류(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정신지체, 7:발달장애, 8:정신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간질장애, 
16:비등록 장애인)

X_g9  장애등급(1:1급, 2:2급, 3:3급, 4:4급, 5:5급, 6:6급, 7:비등록 장애인)
X_g9_1  만성질환(1:3개월 미만, 2: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X_eco1_1  가구원번호(1=가구주, 그외=0)
X_eco2_1  근로능력정도(1:근로가능, 2:단순근로가능, 3:단순근로미약자=0 4:근로능력이 없음=1)
X_eco2  근로능력정도(1:근로가능, 2:단순근로가능, 3:단순근로미약자, 4:근로능력이 없음)
X_eco4  경제활동 참여상태(1:상용,2:임시, 3:일용, 4:공공근로지활,5:고용주, 6:자영자, 7:무급, 8:실업자 9:비경활) 
ECO  경제활동 참여상태(1:취업자, 2: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X_eco8  업종
X_eco10  사업장규모(1:30인미만, 2:30~100인, 3:100~1000인, 4:공공기관)
X_1  주택유형
X_2  주거위치
X_3  점유형태
X_5  주거면적
time  time=1,2,3,4(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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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1~4차웨이브까지 지속적으로 일반가구의 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 인 경우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stat=0, 1) 로 놓고 4개 년도간 일반가구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의 특성을 결정지을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적합시켰다.

<모형1>의 분석결과 가구소득, 교육수준, 장애등급, 종사업종, 경활상태, 주택유형, 점유형태가 유

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으로 빠질 확

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일수록 저소득장애인이며, 종사상 업종이 1차산업(농림어업 및

제조업)에 종사할수록 저소득장애인일 확률이 높았다. 경활상태의 경우 상용,임시일용직 보다는 무

급, 실업, 비경활자일 경우 저소득장애인일 확률이 높았다. 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일반 및 아파트 보다는 공동주택 및 임대등에 거주할수록 저소득장애인일 확률이 높았으며, 점유형

태에서는 자가보다는 임대 또는 월세일 경우 저소득 장애인일 확률이 높았다.

<모형2>에서는 주택관련 변수를 제거하고, 재분석한 결과로서 가구소득, 교육수준, 장애등급, 종사업

종, 경활상태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어, 모형1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이 모형2에서도 적절한 변

수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모형3>과 <모형4>는 1~4차웨이브 동안 1회이상 저소득 장애인으로 나타난 경우

(stat2=1)과 그렇지 않은 경우(stat2=0)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장애인중 저소

득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상태 및 주거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3>에서는 소득변수와 주택점유형태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4>에서

는 단지 소득변수만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서는 인구학적 변수나, 경제활동 및 종사사장 지위 등 경활관련

변수들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저소득 경험과 장애인들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

변동이 소득과는 무관하며 대다수위 저소득 장애인들이 그러한 변동을 경험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

다고 볼수 있다.

<모형 5>와 <모형6>은 1~4차 웨이브까지 1회 이상 저소득 가구로 떨어진 회수를 종속변수로 처리

하여 가구및 가구원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여 포아송 모형을 적합시켰다. 즉, 저소득

장애인으로 빠지는 회수를 종속변수로 처리함으로 회수의 증가가 다른 경제적, 사회적 변인들이 얼

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층 진입회수에 설명력이 있는 변수들로

는 가구소득, 경활상태,장애등급, 주택점유형태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1등급

증가할때마다 1회 경험할 확률이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활상태의 경우 무급가족 종

사자, 실업 또는 비경활상태로 변화할수록 저소득 경험회수는 증가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등급

과 경활상태가 저소득 진입회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의 경우 모형5에서 유의앴던 변수중 소득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형을 적절히 설명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형태가 일정 정도 저소득 장애인의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값을 (0,1,2,3,4)로 구분하여 4차웨이브에서 저소

득 장애인으로의 진입에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았다. 4차 저소득장애인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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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소득, 경활상태, 주택점유형태 등이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모형7). 즉 소득이

1단위 감소할때 저소득진입회수가 1단위 증가할 확률이 약 1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

유형태가 자가→전월세로 변화함에 따라 저소득으로 1단위 떨어질 확률이 38%로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더불어 주택점유형태가 저소득 진입회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8)은 주거관련 변수를 제거한 후 재분석한 모형으로 소득, 근로능력정도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1단위 떨어질때 저소득층으로 1단위 떨어질 확률은 3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활상태와 더불어 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요인은 장애인의 학력, 경제활동 상태와 근로능력 및 등인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정책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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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로지스틱모형1

변수 모형1 모형2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Z Estimate Standard Error Z
Intercept  0.7942 0.9142 0.87 1.3073 1.0718 1.22

x_cin  -0.0003 0 -9.17*** -0.0005 0.0001 -9.71***
x_g3  1.0057 0.4113 2.45* 0.9973 0.4359 2.29*
x_age  0.0578 0.0735 0.79 0.0523 0.089 0.59
x_g6  -0.5621 0.0973 -5.77*** -0.5309 0.1019 -5.21***
x_g8  0.0355 0.0369 0.96 0.039 0.0374 1.04
x_g9  -0.2147 0.0736 -2.92** -0.2564 0.0823 -3.12**

x_g9_1  0.0221 0.0151 1.46 0.0438 0.0237 1.85
x_eco8  0.0008 0.0003 2.82** 0.0014 0.0004 3.4***

x_eco1_1  0.3436 0.2772 1.24 0.3804 0.3384 1.12
x_eco2_1  0.0442 0.0825 0.54 0.196 0.1112 1.76
x_eco4  0.0634 0.0249 2.55* 0.0677 0.0343 1.97*

x_eco10  -0.0009 0.002 -0.47 -0.0012 0.003 -0.41
x_1  -0.005 0.0015 -3.36***
x_2  -0.0363 0.0364 -1
x_3  0.143 0.0705 2.03*
x_5  -0.0025 0.0016 -1.55
time 1 -0.1445 0.0557 -2.59** -0.2869 0.0891 -3.22**
time 2 -0.0422 0.0382 -1.1 -0.1365 0.0604 -2.26*
time 3 -0.0012 0.0311 -0.04 -0.0301 0.0537 -0.56
time 4 0 0 . 0 0 .

<표 6> 로지스틱 모형2

Analysis Of GEE Parameter Estimates

변수 모형3 모형4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Z Estimate Standard Error Z
Intercept  3.5692 1.6815 2.12* 3.0871 1.4225 2.17*

x_cin  -0.0011 0.0002 -6.05*** -0.0011 0.0002 -6.31***
x_g3  0.3702 0.4744 0.78 0.3836 0.4672 0.82
x_age  0.0481 0.1487 0.32 0.0261 0.1447 0.18
x_g6  -0.0142 0.1444 -0.1 -0.0218 0.1426 -0.15
x_g8  0.0121 0.054 0.22 0.0196 0.0542 0.36
x_g9  -0.0985 0.0978 -1.01 -0.0775 0.0982 -0.79

x_g9_1  0.0486 0.1005 0.48 0.052 0.0963 0.54
x_eco8  -0.0021 0.0019 -1.07 -0.0019 0.0019 -0.99
x_eco1  0.2742 0.4391 0.62 0.3307 0.4364 0.76
x_eco2  -0.2511 0.6016 -0.42 -0.3194 0.5574 -0.57
x_eco4  0.0497 0.0835 0.6 0.0412 0.0828 0.5

x_eco10  0.0174 0.0123 1.41 0.0159 0.012 1.32
x_1  -0.0732 0.0693 -1.06
x_2  -0.251 0.1206 -2.08*
x_3  0.2081 0.2289 0.91
x_5  0.0006 0.0059 0.11
time 1 -0.8914 0.222 -4.02*** -0.9509 0.2124 -4.48***
time 2 -0.5991 0.1851 -3.24** -0.6707 0.1769 -3.79****
time 3 -0.1837 0.1627 -1.13 -0.1847 0.1615 -1.14
time 4 0 0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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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포아송모형

Analysis Of GEE Parameter Estimates

변수 모형5 모형6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Z Estimate Standard Error Z
Intercept  1.7816 0.4794 3.72*** 1.8935 0.4046 4.68***

x_cin  -0.0006 0 -13.37*** -0.0007 0 -13.85***
x_g3  0.1247 0.1161 1.07 0.138 0.1086 1.27
x_age  -0.0206 0.0376 -0.55 -0.0388 0.0366 -1.06
x_g6  -0.0578 0.0394 -1.47 -0.0628 0.0375 -1.67
x_g8  0.0053 0.0122 0.44 0.0069 0.0115 0.6
x_g9  -0.0563 0.0272 -2.07* -0.0455 0.0263 -1.73

x_g9_1  0.0056 0.0249 0.23 0.003 0.0256 0.12
x_eco8  0.0005 0.0004 1.45 0.0006 0.0004 1.54
x_eco1  0.0908 0.1175 0.77 0.1308 0.1158 1.13
x_eco2  0.0591 0.0366 1.62 0.066 0.0367 1.8
x_eco4  0.0477 0.0233 2.04* 0.0424 0.0229 1.85

x_eco10  -0.0021 0.0025 -0.87 -0.003 0.0026 -1.16
x_1  -0.0334 0.0205 -1.63
x_2  -0.0472 0.0445 -1.06
x_3  0.1283 0.0536 2.39*
x_5  0.0007 0.0013 0.5
time 1 -0.2974 0.0655 -4.54*** -0.33 0.0671 -4.92***
time 2 -0.1909 0.0575 -3.32*** -0.2134 0.0618 -3.45***
time 3 -0.1261 0.0581 -2.17* -0.123 0.0636 -1.94
time 4 0 0 . 0 0 .

<표 7> 다항로짓모형

Analysis Of GEE Parameter Estimates

변수 모형7 모형8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Z Estimate Standard Error Z
Intercept1  0.8403 1.4556 0.58 0.8759 1.2321 0.71
Intercept2 1.7074 1.4533 1.17 1.7306 1.2335 1.4
Intercept3 2.3776 1.4489 1.64 2.3853 1.2382 1.93
Intercept4 3.9362 1.4496 2.72** 3.9142 1.2434 3.15**

x_cin  -0.0013 0.0002 -7.77*** -0.0013 0.0002 -8***
x_g3  0.3886 0.3747 1.04 0.413 0.3699 1.12
x_age  -0.0351 0.1136 -0.31 -0.0749 0.1107 -0.68
x_g6  -0.0881 0.1068 -0.83 -0.0999 0.1051 -0.95
x_g8  0.0072 0.04 0.18 0.0146 0.0388 0.38
x_g9  -0.1359 0.0738 -1.84 -0.1013 0.0723 -1.4

x_g9_1  0.0013 0.0736 0.02 0.004 0.0726 0.05
x_eco8  0.0009 0.0012 0.77 0.0008 0.0012 0.71
x_eco1  0.474 0.3564 1.33 0.5518 0.355 1.55
x_eco2  0.2508 0.1349 1.86 0.2759 0.1274 2.17*
x_eco4  0.1356 0.0648 2.09* 0.1164 0.063 1.85

x_eco10  -0.0057 0.006 -0.95 -0.0073 0.0062 -1.18
x_1  -0.096 0.0577 -1.66
x_2  -0.1643 0.156 -1.05
x_3  0.3248 0.1618 2.01*
x_5  0.0013 0.0044 0.3
time 1 -0.8754 0.1863 -4.7*** -0.9361 0.1856 -5.04***
time 2 -0.5324 0.1556 -3.42*** -0.5821 0.1599 -3.64***
time 3 -0.1976 0.1408 -1.4 -0.1948 0.1479 -1.32
time 4 0 0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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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일정정도의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9년 장애인 연금제

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나, 데이터를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장애인 가구의 소득 상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장애인 가구의 경제활동에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 등으로 경제 활동 참여비율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장벽

이 높으며, 분석을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전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층 장애인 가구의 빈곤 탈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한번 저소득층에 빠진 가구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한 사회적 배려, 특히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자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애인 고용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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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

Comparing self-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non-disabled people

이선우(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장애인의 자영업 종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 교육정도 및 거주지역 등을

통제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대한 프로빗 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부적 영

향을 미쳤던 교육정도는 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차이가 있다. 장애인만을 대상

으로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

역 및 장애종류(정신적 장애 vs 내부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

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사실을 반영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시와 군 지역이 서울에 비해 자영

업 종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농업 분야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아

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자영업이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에게 중요한 고용 유형의 대안이지만

현 상태로는 자영업이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

영업 종사 가능성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 1 장 서론

자영업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근로유형이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사회 내에서 차별을 받아서 일자리

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기도 하다. 장

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계층이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금고용보다 자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

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연한 근무시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

게 임금고용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이 장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은 임금노동에 비해 당사자가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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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다. 자영업에 실패할 경우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건강을

잃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영업은 영세자영업일 가능성이 높아서 자영

업을 통한 수입이 상당히 낮아 임금노동의 대안으로 추구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자영업에 더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가? 또한 어떤 요

인들이 임금근로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요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자영업 vs 임금노동)을 비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의 자영업 종사율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의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위

한 고용정책, 그 중에서도 자영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자영업

자영업은 선진산업국가 및 저개발국가에서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주목을 받아(OECD, 2000)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소금융은 신용이 낮은 계층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은 소수민족,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주류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실업자들

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로서 관심을 받아 왔다(Blanchflower, 2000). 또한 인적 자본을

높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기회로서 활용하여 자영업에서 탈출한 후 임금 고용에서 급여를 높이

거나 고용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해 왔다(Bruce and Schuetz, 2004). 그렇지만

Buttner (1992)와 Kaufman (1999)은 자영업이 업무 스트레스가 더 많고 일이 힘들고, 오랜 시간

일하고, 감정적 에너지와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위험부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Pagán, 2009 재인용).

자영업 종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선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

종사율은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영업 종사율이 낮아지고, 실업률

이 낮아지면 자영업 종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영업 종사율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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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hflower, 2000). 또한 조세제도와 관련된 과세와 세금 회피의 기회도 영향을 미치는데, 세금

회피기회가 많으면 자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세는 세금 회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자

영업 비율을 높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Torrini, 2005).

사회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도 자영업 종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Blanchflower, 2000; Kim and Cho, 2009). 또한 OECD 국가의 자영업을 비교

한 Blanchflower (2000)는 자영업 종사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며, Kim and

Cho (2009)도 한국의 자영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면서 연령이 자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결혼상태도 자영업 종사율과 관련이 깊어서 미혼에 비해 기혼, 이혼·사별

의 자영업 종사율이 높다고 하였다.

교육 정도도 자영업 종사율과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언급되는데, 두 변수 간의 관계 유형은 차

이를 보인다. Blanchflower (2000)는 비선형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자영업 종사율은 교육 수

준이 아주 낮거나 또는 아주 높은 경우에 높으며, 중간 정도의 교육 수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Kim and Cho (2009)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종사율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2. 장애인과 자영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영업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애인이 비장

애인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Pagán (2009)은 유럽 13개국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Clowling and Taylor (2001)는 영국의 경우 일의 유형이나 양을 제한하는 질병을 갖고 있으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Boylan and Burchardt (2002)도 장애인이 비장

애인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미국에서도 Callanhan,

Schumpert, and Mast (2002)는 뇌성마비협회의 취업 회원들 중에서 약 13%가 일반고용 대신 자

영업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일반 모집단의 자영업 종사율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자영업 종사 장애인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낮은 지위의 직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영업 종사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수입은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남성 장애인의 경우, 연령, 근무시간, 교육 및 직업을 통제해도 평

균 수입은 여전히 낮았다(Boylan and Burchardt,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장애인들이 임금근로 장애인들보다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Pagán, 2009)는 것을 감안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에게 자영업은 장애인

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유형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McFarlane,

1998; Doyle, 2002).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자영업 종사율은 차이를 보이는데, 근골격 장애인이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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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남성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순환계 및 소화계 장애가,

여성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정신적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감각 손상이

있는 남성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았다(Boylan and Burchardt, 2002). Baldwin and

Johnson (1995)은 정신적 장애 및 신체적 장애는 고용주의 차별이 더 심각하여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종류가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정신지체는 지체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이선우, 1997),

내부장애는 신체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았다(이선우, 2001).

Pagán (2009)에 따르면 장애유형 뿐 아니라 장애정도도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자영업을 손상이 근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선우(1997)는 장애인의 생활불편정도가 심할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Boylan and Burchardt (2002)에 따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직업 관련 자

격증이 있을수록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과 관련

해서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자영업 참여율이 높았다. 이선우(1997)도 연

령이 많을수록 장애인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를 활용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장애인 사례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351명

(4.6%), 비장애인은 7,332명(95.4%)이 포함되었다.

2.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용 형태이며, 임금노동과 자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에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포함한다. 이는 임금 외에 자영업 종사자에게 보상하는 다른 형태가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개인의 비용을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이다(Blanchflower, 2000). 또한 OECD의 노동력 정의에서도 무급가족노동자가

이윤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며,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영업으

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Pagá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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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 형태는 이항변수로서, 이항변수의 분석에 적합한 프로빗 분석을 사용하여 고용 형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3. 독립변수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전체 집단의 고용 유형(임금노동 vs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독립변수로는 기

존 연구의 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거주지역,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기 위한 장애유무를 포함시켰다.

결혼상태는 미혼, 유배우, 사별·이혼·별거의 세 범주로 구성된 변수이며, 거주지역은 서울, 광역

시, 시, 그리고 군의 네 범주로 구성된 변수이다. 또한 연령과 교육정도는 연속변수이며, 교육정

도는 교육연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제 4 장 분석 결과

1. 자영업과 임금고용의 비교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종사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25.3%, 여성은 26.1%로 거의 차이가 없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오히려 여성의 자영업 종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의 자영업 종사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 성별 고용 유형 비교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임금고용
3415 2299 5714

74.7% 74.0% 74.4%

자영업
1160 809 1969

25.4% 26.0% 25.6%

전체
4575 3108 7683

100.0% 100.0% 100.0%


=.442, p=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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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별 자영업 종사율을 비교해 보면, 15~25세는 5.5%에 불과하였으나 25~35세는 7.9%,

35-45세는 19.0%, 45-55세는 33.8%, 55-65세는 45.8%, 그리고 65세 이상은 68.5%로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자영업 종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령대 별 고용 유형 비교

연령대
전체

15-25 25-35 35-45 45-55 55-65 65세이상

임금고용
411 1680 1784 1236 443 161 5715

94.5% 92.1% 80.1% 66.2% 54.2% 31.5% 74.4%

자영업
24 144 444 632 374 350 1968

5.5% 7.9% 19.9% 33.8% 45.8% 68.5% 25.6%

전체
435 1824 2228 1868 817 511 76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164.2, p<0.0005

다음으로 교육 정도에 따라 자영업 종사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53.2%로 가장 높았

으며, 중학교 졸업 41.6%, 고등학교 졸업 25.1%, 그리고 전문대 졸업 14.0%, 대졸 이상 14.7%로

학력이 낮을수록 자영업 종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교육 정도별 고용 유형 비교

교육정도
전체

초등졸업 중등졸업 고등졸업 전문대졸업 대졸이상

임금고용
448 415 2069 998 1784 5714

46.8% 58.4% 74.9% 86.0% 85.4% 74.4%

자영업
509 296 695 162 307 1969

53.2% 41.6% 25.1% 14.0% 14.7% 25.6%

전체
957 711 2764 1160 2091 76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91.4, p<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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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에 따른 자영업 종사율을 비교해 보면,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48.4%로 가장 높았으며,

유배우 30.9%, 미혼은 8.4%로 가장 낮았다.

[표 4] 결혼상태 별 고용 유형 비교

성별
전체

유배우 이혼별거사별 미혼

임금고용
3743 401 1568 5712

69.1% 68.2% 93.8% 74.4%

자영업
1677 187 104 1968

30.9% 31.8% 6.2% 25.6%

전체
5420 588 1672 7680

100.0% 100.0% 100.0% 100.0%


=461.0, p<0.0005

지역에 따라서도 자영업 종사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과 광역시는 각각 18.2%

와 19.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시 지역은 26.6%%, 그리고 군 지역은 54.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자영업 비율을 보였다.

[표 5] 지역 별 고용 유형 비교

지역구분
전체

서울 광역시 시 군

임금고용
1369 1478 2540 327 5714

81.8% 80.7% 73.4% 45.7% 74.4%

자영업
305 354 921 388 1968

18.2% 19.3% 26.6% 54.3% 25.6%

전체
1674 1832 3461 715 7682

100.0% 100.0% 100.0% 100.0% 100.0%


=359.9, p<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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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은 자영업이 42.2%로 비장애인의 24.8%

에 비해 17.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영업 종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 비교

장애유무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임금고용
5511 203 5714

75.2% 58.0% 74.4%

자영업
1822 148 1969

24.8% 42.2% 25.6%

전체
7333 351 7683

100.0% 100.0% 100.0%


=52.774, p<0.0005

2. 고용 유형에 대한 프로빗 분석

다음으로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고용 유형(임금노동 vs 자영업)에 대

한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와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은 자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

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결혼상태도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유배우자는 미혼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도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쳐서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에

서도 시와 군지역은 서울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군 지역 거주자는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7] 고용 유형에 대한 프로빗 분석

변수 계수 표준오차 z P>|z|

남성 -.043 .045 -0.95 0.342

연령 .035 .002 15.85 0.000

유배우1) .344 .079 4.36 0.000

이혼별거사별
1)

.029 .104 0.28 0.782

교육정도 -.028 .007 -4.23 0.000

광역시
2)

-.001 .065 -0.01 0.993

시2) .208 .058 3.59 0.000

군
2)

.633 .065 9.71 0.000

장애유무 .073 .084 0.87 0.383

상수 -2.276 .162 -14.01 0.000

Wald chi2 = 1016.9, p<0.0005; Log pseudolikelihood = -3348.1 ; Pseudo R2 = 0.169

주: 1) 미혼이 기준범주; 2) 서울이 기준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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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장애유무는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평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시·군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비

장애인과의 자영업 비율 차이를 상당히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별도로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비장애인의 경우 통합

프로빗 분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독립변수의 계수값이 약간씩 변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독립변수는 변하지 않았으며, 유의도도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설명력을 보여주는 유사

 =0.161로 통합 프로빗 분석의  =0.169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8]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대한 프로빗 분석

변수 계수 표준오차 z P>|z|

남성 -.018 .046 -0.39 0.694

연령 .034 .002 15.00 0.000

유배우1) .339 .080 4.19 0.000

이혼별거사별
1)

.047 .106 0.44 0.657

교육정도 -.033 .007 -4.67 0.000

광역시
2)

.001 .066 0.01 0.990

시2) .190 .059 3.21 0.001

군
2)

.588 .067 8.72 0.000

상수 -2.176 .167 -13.04 0.000

Wald chi2 = 917.9, p<0.0005; Log pseudolikelihood = -3114.5 ; Pseudo R2 = 0.161

주: 1) 미혼이 기준범주; 2) 서울이 기준범주.

반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빗 분석의 결과는 비장애인 대상의 프로빗 분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성별 차이가 없었던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비장애인과는 달리 교육정도는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오히려 교육정도의 계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연령과 결혼상태, 그리고 지역은 장애인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빗 분석의 설명력은  =0.286으로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9] 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대한 프로빗 분석

변수 계수 표준오차 z P>|z|

남성 -.644 .210 -3.07 0.002

연령 .048 .010 5.07 0.000

유배우
1)

1.198 .352 3.40 0.001

이혼별거사별1) .372 .463 0.80 0.422

교육정도 .028 .025 1.14 0.255

광역시2) -.009 .290 -0.03 0.975

시
2)

.650 .251 2.59 0.009

군2) 1.482 .270 5.49 0.000

상수 -4.124 .687 -6.00 0.000

Wald chi2 = 109.5, p<0.0005; Log pseudolikelihood = -220.1 ; Pseudo R2 = 0.286

주: 1) 미혼이 기준범주; 2) 서울이 기준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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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과 자영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프로빗 분석에서 차이를 보였던 독립변수는

성별과 교육정도였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비장애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종사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24.6%로 여성의 24.6%에 비해 0.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 여성과 남성의 경우 남성의 자영업 종사율은 37.6%로 여성의 53.6%에 비해 16.0%

포인트 낮았다. 비장애인의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종사율 차이에 비해 장애인의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종사율 차이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은 비장애인의 경우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별 고용 유형 비교

장애유무 고용유형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비장애인

임금고용
3257 2255 5512

75.4% 74.9% 75.2%

자영업
1064 757 1821

24.6% 25.1% 24.8%

장애인

임금고용
159 45 204

62.4% 46.4% 58.0%

자영업
96 52 148

37.6% 53.6% 42.0%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자영업 종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여

성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장애인의 자영업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37.6%의 자영업 중에서 36.5%가 자영업·고용주였으며, 무급가족종사

자의 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여성은 53.6%의 자영업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25.8%가 무

급가족종사자이다.

[표 11] 장애인의 성별 자영업 비교

고용유형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자영업·고용주
93 27 120

36.5% 27.8% 34.1%

무급가족종사자
3 25 28

1.2% 25.8% 8.0%

다음으로 교육 정도 별 고용 유형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비장애인은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자영업 종사율이 52.3%, 중학교 졸업 41.4%, 고등학교 졸업 24.9%,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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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및 대졸 이상이 각각 14.1%와 14.2%로 교육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은 자영업 종사율이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59.2%, 중학교 졸업

43.6%, 고등학교 졸업 30.2%, 그리고 전문대 졸업 10.5%로 전문대 졸업까지는 교육 정도가 높아

질수록 자영업이 줄어들고 있으나 대졸 이상에서 39.0%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비장

애인의 경우 자영업 종사율은 교육 정도와 일종의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비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정도별 고용 유형 비교

교육정도
전체

초등졸업 중등졸업 고등졸업 전문대졸업 대졸이상

비

장

애

인

임금고용
400 383 1988 981 1759 5511

47.7% 58.6% 75.1% 85.9% 85.8% 75.2%

자영업
438 271 660 161 291 1821

52.3% 41.4% 24.9% 14.1% 14.2% 24.8%

장

애

인

임금고용
49 31 81 17 25 203

40.8% 56.4% 69.8% 89.5% 61.0% 57.8%

자영업
71 24 35 2 16 148

59.2% 43.6% 30.2% 10.5% 39.0% 42.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경우 성별과 교육정도는 비장애인의 경우와 다르게 고용 유형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를 포함하고, 교육정도의 경우 비선형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교육정도의 제곱 변수를 포함시켜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남성은 여성보다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낮았으며, 연령과 결혼상태의 영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새로 포함시킨 교육정도 제곱의 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의 부호는 양으로 나타났다. 장애종류의 경우 내부장애를 기준범주로 할 때 p=0.10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던 범주는 정신적 장애로, 내부장애에 비해 정신적 장애의 자영업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의 계수는 음(-)으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약할수록 자영업 종사 가능

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1)

따라서 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면,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

과와 다른 결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성별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 모집단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높거나 장애인 집단에서는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

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종류에서는 정신적 장애가 내부장애에 비해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1) 장애정도 대신 근로능력정도를 포함시킬 경우 근로능력정도의 계수는 p=0.0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능력정도가 떨어질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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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대한 프로빗 분석

변수 계수 표준오차 z P>|z|

남성 -.853 .227 -3.76 0.000

연령 .045 .010 4.47 0.000

유배우1) 1.354 .405 3.34 0.001

이혼별거사별
1)

.390 .533 0.73 0.464

교육정도 -.019 .067 -0.28 0.781

교육정도제곱 .002 .003 0.49 0.621

광역시2) .030 .298 0.10 0.920

시
2)

.819 .262 3.13 0.002

군2) 1.537 .285 5.39 0.000

지체장애
3)

-.537 .466 -1.15 0.250

뇌병변장애3) -.742 .549 -1.35 0.176

시각청각언어
3)

-.331 .506 -0.65 0.513

정신적장애3) -1.296 .698 -1.86 0.063

장애등급
3)

-.112 .070 -1.60 0.110

상수 -2.763 .687 -3.10 0.002

Wald chi2 = 97.9, p<0.0005; Log pseudolikelihood = -192.4 ; Pseudo R2 = 0.315

주: 1) 미혼이 기준범주; 2) 서울이 기준범주; 3) 내부장애가 기준범주.

한편 고용 유형에 따른 연 평균 개인 수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임금고용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비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따른 연 평균 개인수입 비교

고용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통계값

임금고용 5503 2719.0697 2266.70108 30.55523 t=-1.055

자영업 1473 2836.9634 4125.61835 107.48276 p=.292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 임금고용 종사자의 수입은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에 비해 연간 7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경

우 비장애인과 달리 자영업은 임금고용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표 15] 장애인의 고용 유형에 따른 연 평균 개인수입 비교

고용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통계값

임금고용 203 2107.7708 1661.96415 116.59538 t=3.864

자영업 120 1372.1671 1642.62577 149.75068 p<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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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영업 종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교육정도 및 거주지

역 등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그 차이는 상당히 줄

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면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장애인은 성별과 교육

정도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장애인의 경우 성별이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남성보다 여성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던 교육정도는 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자영업 종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및 장애종류(정신적 장애 vs 내부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성별은 기존 연구들과 상당히 다른 결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 종사 가능성이 높았다. 이

는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지역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시와 군 지역이 서울에 비해 자영업 종사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농업 분야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

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자영업이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에게 중요한 고용 유형의 대안이기는 하

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이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들이

자영업 종사 가능성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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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정(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 1장 서론

외환위기 이후 빈곤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현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결

과적으로 빈곤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

은 주로 소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소비 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빈곤층의 소득변화, 빈

곤계층과 비빈곤계층 간의 소득격차, 빈곤층의 낮은 소득의 원인, 그리고 빈곤선으로 적절한 소득 기준 등

소득이 분석의 초점이 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빈곤계층의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소득에 대한 연구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상

태이다. 빈곤계층은 소비할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득의 대부분이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집중될 것

이라는, 혹은 그래야 ‘빈곤’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일반화된 선입견이 빈곤계층의 소비생활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동기를 약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최근 이러한 견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빈곤계층이 하나의 소비유형에 속

하는 동질적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고, 혹은 생활필수품이 의식주와 같이 단순하게 분

류할 수 없으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 필수품의 목록도 다양화되어 왔고 그 결

과 다양한 소비유형이 빈곤계층 내부에서 분화되었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빈곤계층은 단순한 생필품 중심의 단일한 소비지출 유형이 아니라, 빈곤층 내부에 다양한 소비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소정(2007)과 반정호․김경휘(2008)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소정은 소득 하위 40%계층,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패턴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군집분

석을 통해 6개의 소비패턴을 제시하였고, 빈곤층도 ‘식료품지출형’과 ‘주거지출형’과 같은 필수품목 위주의

소비패턴뿐만 아니라 ‘교육지출형’, ‘의료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여가지출형’ 등 다양한 소비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그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들을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의 직업, 가구원 수 등 다양한 가구 특성들로 설명하였다.

반정호․김경휘의 연구도 빈곤계층의 소비경향을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소비패턴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이소정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지만, 근

로빈곤계층이 일반계층(비빈곤층)과 유사하게 몇 개의 소비패턴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한 가정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보다 면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소비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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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소비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의 증가로 소비측면의 연구들이 등

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관련 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며, 빈곤층의

소비실태와 특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빈곤층의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빈곤층의 소비성향이 전

통적인 필수품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필수품과

필수적인 사회적 행위들이 빈곤층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몇가지 유형의

필수품을 중심으로 분화된 소비유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빈곤계층에 대한

개념이 다소 협소하거나,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에 따라 빈곤층의 소비패턴의 유형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설명하기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반정호․김경휘

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비근로빈곤층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일반적

으로 전체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소정의 연구는 빈곤층을 소득 하위

40%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빈곤층이라기 보다는 저소득계층이라는 개념적 범주에 가깝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이 일반계층과 비슷한 소비패턴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저소득층에 비하여 물질적 제약요소가 더

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패턴 유형과는 다소 논의의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빈곤층의 소비패턴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곤 기준을 일반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소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된 빈

곤계층은 소비지출에 있어서 물질적 자원의 제약이 엄격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자원의 제약

이 엄격하게 나타나는 소득 측면에서의 빈곤계층이 소비적 차원에서 상이한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만일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러한 유형을

대표하는 소비재는 물질적 제약조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의 우리사회

의 사회적 필수품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이다. 물질적 제약요건이 엄밀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생존

과 관련성이 약한 특정 재화를 집중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재화가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필수품으로 규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계층의 소득패턴에 미치는 영향요

인들이 빈곤가구의 가구주의 직업유형, 그리고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등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거

주 지역, 가구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 등 가구 내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연구의 분석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이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관한 기존 연구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

아가 2007년과 2008년 2개년도의 소비패턴을 분석함으로서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2007년과 2008년 두 개 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이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물론 특정 시기의 경제적 충격이 그해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차를 두

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

기 위해서는 자료가 종단적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

하여 시계열분석을 통해 엄밀한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한

계로 인하여 본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가설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종단적인 추세분석은 추후의 과제

로 남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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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의 검토

1. 빈곤계층의 정의

본 연구에서 빈곤층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수준이하에 속하는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절대빈곤

개념은 빈곤층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빈곤계층의 소비경향을 풍부하게 논의하기에 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상대적 빈곤개념은 사회정책이 발달한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혹은 시기별로 타 연구와 비교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상대적 빈곤 기준을 무엇으

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회정책이 발전한 EU국가들에서 통상 중위소

득 60% 또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선으로 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개념 중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빈곤 기준을 중

위소득의 60%로 설정한 것은 이 수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빈곤개념이면서 동시에 다

양한 소비패턴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개념적 범주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중 소득 하위 40%

를 기준으로 한 이소정의 연구보다는 더 엄격하게 빈곤층을 제한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근로

빈곤층 만을 대상으로 한 반정호의 연구에서 한계로 노정한 비근로빈곤층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함으로서

본격적인 빈곤계층의 소비경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연구들을

비교한다면 저소득층, 근로빈곤층, 빈곤계층 일반의 소비성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채택한 빈곤개념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빈곤계층의 규모는 1,685가구로서 전체가구의

26.7%로 추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1,633가구로서 빈곤율이 26.3%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

년 빈곤계층의 월평균 소득(경상소득)은 약 83만원으로 나타났고, 2008년은 약 90만원으로 금융위기에 따

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다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빈곤계층 규모의 측면에서 그리고 소득의 측

면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한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빈곤계층의 내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소비유형에 따라 규모가 변화하고 또 부채

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집단이 통계수치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 영향이 미약하였다는 평가는 과도하게 단순한 진단일 가능성도 있다.

2.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들

가계의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계층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

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목적에서 축적되어 왔다. 특히 상품판매와 관련된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계층별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빈곤계층 등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성향 연구들은 더욱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비 경향에 대한 연구들은 1992년 정영숙의 대구․경북지역 가계의 소비패턴 연구

을 시작으로 1993년 손상희, 1997년의 주인숙ㆍ양세정의 연구, 1998년의 배미경의 연구, 1999년의 정건화

ㆍ남기곤, 황은애․이승신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2006년 반정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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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소정의 연구, 그리고 2008년 강정희의 논문 등이 주목할 만하다.

정영숙(1992)의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가계소비지출패턴을 규명한 초기의 연구로서 소비지

출의 특성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주거지배적 소비유형(12%), 온건 균형적 소비유형(40%), 개인 교통 지

배적 소비유형(11%), 건강 및 가내필수재 강조 소비유형(25%), 사회적 강조 소비유형(12%)으로 분류하였으

며, 온건 균형적 소비유형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인숙ㆍ양세정(1997)의 연구는 1990년 도시가계연보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전국 근로자가구의 소비지

출의 특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소비패턴이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로짓모델을 통해 각각의 소비유형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소득, 가

구원수, 가구주나이,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주거상태, 도시화정도, 주부취업여부 등의 독립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ㆍ교양ㆍ오락비’우위적 유형은 전체가구의 43.7%를 차지

하였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나이가 40대이고 대도시 거주하는 경

우에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필품’우위적 유형은 전체가구의 25%를 차지하였

으며,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및 보건의료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소비지출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가구주가 젊은 가구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타소비지출’우위적 유형은 전체

가구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소득이 높고, 가구원수가 적을 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소비패턴이 전체 가구의 약 90%를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가구들

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두 유형의 소비패턴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들이 포함되는 소수

유형이었다. 이중 ‘주거비’우위적 유형은 전체가구의 7.1%가 이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

통통신비’ 우위적 유형은 전체가구의 3.1%로서 가장 작은 규모의 소비패턴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이 집단

은 평균가계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반가구의 소비유형이 빈곤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지 혹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정호

(2006)의 연구는 흥미로운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반정호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7차자료(2004년 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미만(경상소득)을 기

준으로 하였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인숙ㆍ양세정의 연구와 동일하게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근

로빈곤계층의 소비성향도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5개 집단으로 의미 있게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결과 일반가구와 약간 차이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소비패턴유형은 5개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소비’ 강조형, ‘교육비 소비’ 강조형, ‘차량통신비

소비’ 강조형, ‘필수재 소비’ 강조형, ‘온건균형소비’ 강조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의 분석결과 근로빈곤가

구의 경우 건강 및 필수재 강조유형(45.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통신비강조

유형이 19.4%, 교육비강조유형이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건균형소비 유형과 사회적 소비 유형은 각

각 12.6%와 3.5%로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포함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빈곤하지 않은 일반계층과 비교하

면, 일반가구에서는 교육비 강조유형이 35.1%로 가장 많은 가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차량통신

비 강조유형이 33.3%, 온건균형소비유형이 16.7%순으로 나타났다. 빈곤계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던 건강 및 필수재 강조유형이 비빈곤계층에서는 9.6%에 불과하였고, 사회적 소비 강조형은 5.4 %수준

으로 비슷하게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근로빈곤가구의 절반가량은 건강 및 필수재 소비를

강조하는 반면에 비빈곤가구는 교육비와 차량통신비가 강조되는 등 일반가구와 근로빈곤가구는 상이한 소

비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빈곤가구가 동일한 소비유형이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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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소비 강조형과 차량통신비 강조형 등 가구특성에 따라 상이한 소비패턴이 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연구이다.

한편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유형과 소비패턴유형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이소

정(200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소정은 빈곤계층이 다양한 소비패턴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계층과 소비성향이 동질화되는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소비실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이소정의 연구는 빈곤계층의 소비실태와 소비패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

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05년도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빈곤의 개념은 소득 10분위 중 4분

위 이하 즉, 소득 하위 40%가구로 설정하였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보다 광범위하게 잡

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비지출 비목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등 10개로 설정하였으며,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계산하여 군집화 변수로 투입한 결과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6개의 군집에

대해 이전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식료품지출형, 의료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여

가지출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한편 저소득계층의 소비는 대형할인매장 등 소비공간의 동질화와 신

용카드 사용 등 후기 산업자본주의 구조적 양상들이 저소득계층과 일반계층을 소비 측면에서 동질화시킨

반면 소득의 측면에서는 양극화 시키는 모순적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독립변수로는 사회적 특성과 가구특

성 그리고 가구주 특성으로 구분된 7개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사회적 특성은 지역변수로서 서울과 비서울

이라는 더미 변수이며, 가구특성은 가구원수, 주거형태(월세, 비월세), 가구유형(일반가구, 노인가구, 모자가

구)의 3가지 변수이다. 가구주 특성은 가구주의 연령, 가주주의 교육수준, 직업의 3가지로 구성되었다. 이

러한 변수들이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는데,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빈곤계층의 소비패턴

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가구유형과 가구특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가구주 연령

이 낮은 경우(평균 40대)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여가지출형 소비패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식료

품지출형, 의료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소비패턴의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50대)에 해당할 확률이 높았

다.

젊은 세대의 소비패턴가운데 특히 학령기 아동의 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경우 교육지출형 소비패

턴을 보일 확률이 높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 거주형태가 월세인 경우 주거지출형 소비패턴을, 타

소비패턴과 같은 가구 내적으로 특수한 욕구가 없는 경우 여가지출형 소비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해석되었다. 가구유형의 측면에서는 모자가구의 경우 교육지출형 소비패턴을 보일 확률이 높고, 자녀

양육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양식을 보였다. 고령세대의 소비패턴은 사회적관계지출형, 의료지출

형, 식료품지출형이 주류적인 양상인데 그 중에서 구체적인 유형이 구분되는 결정적인 변수는 교육변수와

가구유형변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와 가구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사회적

관계 지출형 소비패턴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의료지출형 소비패턴의 경우 노인단독 가구일 때 이 소

비패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맥락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빈곤계층의 소비실태를 연구한 다수의 논문들이 존재한다. 1998년 정

건화ㆍ남기곤의 연구와 2000년 소연경의 연구는 IMF 경제위기가 빈곤계층의 소비경향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건화ㆍ남기곤의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시 고통이 빈곤층에게 보다 강하

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득 및 소비 상의 불평등이 가속화되었으며, 집합적 소비재 중 미래의 소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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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패턴유형 소비패턴유형에 미치는 요인들 연구자

교육․교양․오락비우위유형, 생필품우위

유형, 기타소비지출우위 유형,

주거비우위유형, 교통통신비우위 유형

가구소득, 가구원수, 가구주나이,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주거상태, 도시화정도, 주부취업여부 등 8가지

주인숙․

양세정

사회적 소비형, 교육비 소비형, 차량통신

소비형, 필수재 소비형, 온건균형소비형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요보호자녀, 건강상태,

주거형태, 근로형태, 거주지역 등 9가지
반정호․김경휘

교육지출형, 주거지출형, 식료품지출형,

의료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여가지출형

주거형태, 가구유형, 가구규모,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등 7가지
이소정

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개인연금과 같은 품목의 지출 불평등 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연경의 연구에서는 사회의 경기변동에 따라 모든 계층에서 소비지출액수가 감소하였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의 폭이 크게 나타났고, 그 결과 저소득층의 가계복지수준의 감소가 더 크

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한편 1998년 배미경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 함수 분석”에 의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15개 지출항목 중 문화 및 레저, 교제비, 공공교통,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을 제외한 11개 항목에서 구성비

의 차이를 보였고, 가계의 특성이 소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의 형태도 달라 두 집단의 소비결정함수가

주거비를 제외한 14항목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미경의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등 주

요한 변수들은 앞에서 소개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다. 지출변수는 식료품, 외식비, 주거비, 관리 광열수도

비, 피복비, 의료비, 용모유지비, 교육 및 육아, 문화 및 레저 교제비,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비, 가구집

기 및 가사용품, 경조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소비결정 변수로 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변수로서

연령, 가족원수, 교육, 직업, 취업자 수, 주거보유상태 등 6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3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일반가구이든 빈곤가구이든 소비 패턴이 6개 혹은 5개 집단으로 분

류되는 경향이 많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사

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소비유형인데, 변량이 5개집단 혹은

6개 집단으로 분류되므로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

반가구의 소비유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주인숙․양세경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8개로 설정되었는데

그중 가구소득, 가구원수, 가구주나이, 도시화여부, 주거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으나, 주부

의 취업상태, 가구주의 직업은 통계적은 유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정호․김경휘의 연구에서는

소비패턴 결정요인을 이항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와 요보호자녀의 유무, 주거형태, 거주지역등이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주의 학력과 건강상태, 근로형태 등은 특정한 유형에 한해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소정의 연구에서

는 가구규모,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의 직업, 가구유형, 거주유형, 서울지역여부 등 7개의 모

든 독립변수가 가구의 소비패턴의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표 1> 소비패턴유형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소비패턴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독립변수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진다. 첫째 경제적 변수로서 가구의 소득,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근로형태, 그리고 주부의 취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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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러한 변수이다. 둘째는 사회적 변수로서 도시화 정도, 거주 지역 등이 해당된다. 셋째는 가구특성

변수로서 가구원 수, 주거형태, 가주유형 등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이 이에 해당된다.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네가지 유형의 독립변수들이 대체적으로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분석대상과 소비유형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영향력이 유의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이 일반계층인 주인숙․양세정의 연구

에서는 소득과 직업 등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검증되었지만,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반

정호․김경휘의 연구에서는 근로형태 등 경제적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소정의

연구에서는 소득변수를 평가하지 않았지만 경제변수인 가구주의 직업이 특정 유형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분석대상이 하위 40% 저소득 계층이어서 엄밀한 빈곤계층이라고 보기에 어

렵다.

본 연구에서 기본 가정은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구의 소득과 가구주의 직업,

경제활동특성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구특성과 가구주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빈곤가구가 특정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집중된다면 경제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해야만 하는, 즉 가구의 특성상 필수품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가격

과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비탄력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빈곤가구의 소비욕구는

그 가구의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과 상관없이 그 가구의 특성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빈

곤계층이 상이한 소비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로 인한 기호도의 차이가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가 필수품목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이가 소비패턴 유형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

제3장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주요한 변수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KOWEPS)」의 3차 조사와 4차 조사 데이터이다. 3차 조사는 2008년에 수행되었고, 4차

조사는 2009년에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각각 전년도인 2007년과 2008년의

실태이다. 소비유형의 변화를 추적하기위해서는 4개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1

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는 소비품목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

여 소비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품목이 세분화된 3차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차 조사부터는 생활비지출에 관련하여 14개의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KOWEPS에서 사용한 소비지출 14개 항목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식료품

비가 가정식비와 외식비로 세분화되었고, 교육비와 주거비 또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월세와 주거관리비

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분화된 비목을 하나로 통합하면 10개의 지출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총 소비지출은 이 10개 항목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10개의 소비항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

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소비유형은 10개의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액이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로 하여 분

석하였다.

소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변수군, 사회적 변수군, 가구특성, 가구주 특성으로 설



- 408 -

지출 비목 구체적 정의

식료품

가정

식비

가정에서는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음주비용, 제사비용 및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것, 자기가 운영하는 또는 고용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포함

외식비
직장의 중식비(무료 중식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금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비용 등

주거비

월세 계약월세,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 자가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

주거

관리비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광열수도비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우, 도시가스, LPG 등)

가구가사용품비
가구, 가정용기기 및 가사용품, 가사서비스 비용(가사도우미, 청소비 등), 기저귀 값 ,

보육료(베이비시터, 놀이방)포함(단 유치원은 제외)

피복신발비 외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 및 수선비, 세탁비

보건의료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관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교육비
공교육비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사교육비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

교양오락비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구입비(TV, 오디오,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싯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어학 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등

교통통신비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료, 인터넷 이용료, TV수신료 등

기타소비지출

담배,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십일조 등)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등

총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비, 교양오락,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명 변수 설명 척도

경제적특성

가구소득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연속변수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상용 및 고용주(기준변수) 임시 및 일용직=1, 자활 및 공공근로=2,

자영업자=3, 무급가족종사자 및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포함)=4
명목변수

가구주의 직종
기능직(기준변수) 사무 및 전문직=1 판매 서비스직=2,

농어업종사자=3, 단순노무직=4
명목변수

가구

특성

규모 가구원수 연속변수

가구유형 일반가구(기준변수), 단독가구=1, 한부모가구=2, 소년소녀가구=3 명목변수

주거유형 비월세(자가, 전세, 기타 : 기준변수) 월세(보증부월세, 월세)=1, 명목변수

가구주

특성

연령 연령 연속변수

가구주 교육수준 교육연수로 환산 연속변수

사회적특성 지역적 특성 비서울(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도시: 기준 변수) 서울=1 명목변수

정되었는데, 이 중 경제적 변수군은 가구소득,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형태, 가구주의 직업(직종) 3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사회적 변수는 지역적 특성이 투입되었으며, 가구특성은 가구원수, 가구유형, 주거형태의

세가지 변수이다. 가구주의 특성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주의 교육수준 두 변수이다. 복지패널 원자료에

수집된 변수의 변량을 다항 로짓 회귀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소비지출비목의 구체적 정의

<표 3>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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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및 분석 모델

본 연구는 가계소비지출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몇 개의 요인으로 분류

되는지를 확인 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인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묶여졌고, 이를 토대로 소비패턴별로 군집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수행

하였다. 군집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KOWEPS의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비목 10개인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

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비,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액의 총 소비지출액에 대한

구성비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짓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

(reference)을 설정하여 승산을 설명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건을 동일하게 식료품지

출형을 준거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다항 로짓 회귀분석모형은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과 경제변수를 제외한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분석모형의 회귀계수의 영향력과 통계적 유의도를 통해, 본 연구의 기

본적 가정 중의 하나인 ‘ 빈곤계층의 소비유형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과 가구특성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는 명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모형 1 : ln (


) =  +   +   +   +   +   +  

(=가구규모, =가구유형,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 =학력, =지역)

분석모형 2 : ln (


) =  +   +   +   +   +   +  

+   +   +  

(  = 가구소득,  =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형태,  = 가구주의 직종)

모형1은 다항 로짓 회귀분석에서 경제적 변수를 뺀 나머지 사회적 변수와 가구주 특성과 가구 특성 변

수들을 투입한 모형이다. 모형2는 모형1에 투입된 변수에 경제적 변수인 가구소득과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가주주의 직업 변수를 추가하여 투입함으로서 기존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다항 로짓 회귀모형은 이항 로짓 모형과 달리 종속변수가 이분변수가 아니라 3가지 이상이므로(예, A,

B, C, D) 승산을 정의할 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특정 사건과 대비시키게 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인 소비패턴은 군집분석의 결과 6개 유형으로 나타나므로 5개의 승산식이 나타나게 된다. 대비의 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료품지출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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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일반가구 빈곤가구 전체 일반가구 빈곤가구 전체

가구수(가구)
4,629

(73.31)

1,685

(26.69)

6,314

(100.00)

4,574

(73.69)

1,633

(26.31)

6,207

(100.00)

경상소득(만원) 405.484 83.294 319.487
420.673

(3.75)

90.816

(9.03)

333.868

(4.50)

소비지출 278.252 101.717 231.133
286.947

(3.12)

109.452

(7.60)

240.237

(3.94)

식료품 69.141 31.782 59.169
70.611

(2.13)

33.630

(5.82)

60.879

(2.89)

주거비 10.989 6.223 9.717
11.028

(0.36)

6.891

(10.73)

9.939

(2.29)

교육비 30.082 7.061 23.938
30.002

-(0.27)

7.123

(0.88)

23.981

(0.18)

광열수도비 12.934 8.991 11.881
12.835

-(0.77)

9.005

(0.16)

11.827

-(0.46)

가구가사용품비 9.258 2.825 7.541
9.949

(7.47)

3.270

(15.74)

8.192

(8.63)

피복신발비 10.087 2.511 8.065
10.721

(6.28)

2.751

(9.55)

8.623

(6.93)

보건의료비 13.761 8.797 12.436
14.657

(6.51)

9.547

(8.52)

13.312

(7.04)

교양오락비 11.702 1.915 9.090
12.132

(3.68)

2.547

(33.00)

9.610

(5.73)

교통통신비 48.809 12.660 39.160
50.131

(2.71)

13.783

(8.87)

40.565

(3.59)

기타소비지출 61.503 18.954 50.144
64.880

(5.49)

20.907

(10.30)

53.308

(6.31)

주 : 가구수의 ( )는 전체조사가구대비 일반가구와 비곤가구의 비율임.

가구수를 제외한 2008년 ( )은 2007년 대비 증감율

제4장 분석결과

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적 설명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3차(2007년)와 4차(2008년) 가구용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7년과 2008년 조

사 대상가구는 2007년 6,314가구에서 2008년 6,207가구로 2008년 전년대비 조사 대상가구는 1.7%감소하였

다.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률은 2007년과 2008년 대체적으로 유사했다. 2008년 일반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3.75%증가하였고, 빈곤가구는 2008년 전년대비 9.03%증가하였다. 소비지출의 경

우 일반가구는 전년대비 3.12%증가에 그쳤지만, 빈곤가구는 전년대비 7.60%증가로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일반가구의 지출 비목별은 가구가사용품(7.47%)> 보건의료(6.51%)> 피복신발

비(6.28%)> 기타소비지출(5.49)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빈곤가구는 교양오락비(33.0%)> 가구가사용

품(15.74%)> 주거비(10.73%)> 기타소비지출(10.30%)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빈곤가구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소비지출이 소득을 상회하였다. 빈곤

가구의 소비지출은 소득상승을 상회하여 부채가 증가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표 4> 분석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 : 2007~2008년

(단위 : 가구,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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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전체

가구수

(%)

191

(11.3)

470

(27.9)

221

(13.1)

421

(25.0)

182

(10.8)

199

(11.8)

1,684

(100.0)

소비지출
183.830

(100.0)

60.815

(100.0)

124.656

(100.0)

106.260

(100.0)

101.703

(100.0)

84.866

(100.0)

101.719

(100.0)

식료품
50.168

(27.3)

28.662

(47.1)

30.408

(24.4)

33.406

(31.4)

26.289

(25.8)

24.804

(29.2)

31.782

(31.2)

주거비
8.488

(4.6)

1.936

(3.2)

3.663

(2.9)

4.808

(4.5)

3.541

(3.5)

22.669

(26.7)

6.223

(6.1)

교육비
46.980

(25.6)

0.652

(1.1)

2.795

(2.2)

3.046

(2.9)

1.120

(1.1)

2.454

(2.9)

7.061

(6.9)

광열수도
11.293

(6.1)

7.594

(12.5)

9.208

(7.4)

9.842

(9.3)

9.400

(9.2)

7.722

(9.1)

8.991

(8.8)

가구가사용품
4.537

(2.5)

1.373

(2.3)

2.123

(1.7)

4.685

(4.4)

1.987

(2.0)

2.238

(2.6)

2.825

(2.8)

피복신발비
5.173

(2.8)

1.538

(2.5)

2.700

(2.2)

2.809

(2.6)

2.055

(2.0)

1.840

(2.2)

2.511

(2.5)

보건의료비
6.093

(3.3)

3.878

(6.4)

6.248

(5.0)

6.822

(6.4)

37.28

(36.7)

3.967

(4.7)

8.797

(8.7)

교양오락비
3.565

(1.9)

1.100

(1.8)

1.859

(1.5)

2.639

(2.5)

1.356

(1.3)

1.308

(1.5)

1.915

(1.9)

교통통신비
23.637

(12.9)

5.561

(9.1)

13.191

(10.6)

19.424

(18.3)

8.339

(8.2)

7.979

(9.4)

12.660

(12.5)

기타소비지출
23.895

(13.0)

8.520

(14.0)

52.459

(42.1)

18.781

(17.7)

10.401

(10.2)

9.884

(11.7)

18.954

(18.6)

2. 소비패턴유형 분석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지출비목의 구성비를 이용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결과 소비패턴유형은 2007년과

2008년 6개의 군집으로 분석되었으며, <표 5>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군집유형별 소비지출 및 구성비 : 2007

(단위 : 만원, %)

2007년 첫 번째 군집유형은 식료품비를 제외하면, 교육비 지출이 25.6%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다른

소비패턴유형에 비하여 교육비가 12.7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교통통신비의 비

중도 높게 나타났고,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의 비중도 평균이상의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유

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군집유형은 전

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이 47.1%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광열수도비 지출비중의 경우도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출액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

소비지출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낮기 때문에 지출액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

이다. 이 유형의 경우 광열수도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의 소비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군집유형은 전체 소비지출 중 42.1%를 기타소비지출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기타소비지출은 담배,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비용 및 관혼상제비 등 사회적관계 활동을 위

한 지출이 다른 소비패턴유형에 비하여 3.2배 높다. 이 유형은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한 다른 소비지출의 경

우 전체 평균에 비하여 적게 소비하고 있었다. 네 번째 군집유형은 교통통신비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의

1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양오락비의 지출이 높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다섯 번째 군집 유형은 전체 소비지출 중 36.7%를 보건의료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다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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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전체

가구수

(%)

166

(10.2)

498

(30.5)

269

(16.5)

244

(14.9)

205

(12.6)

251

(15.4)

1,633

(100.0)

소비지출
201.367

(100.0)

64.767

(100.0)

130.930

(100.0)

131.627

(100.0)

111.481

(100.0)

90.494

(100.0)

109.452

(100.0)

식료품
54.858

(27.2)

29.920

(46.2)

34.697

(26.5)

38.652

(29.4)

27.376

(24.60

25.921

(28.6)

33.63

(30.7)

주거비
7.255

(3.6)

2.144

(3.3)

4.158

(3.2)

5.592

(4.2)

3.706

(3.0)

22.842

(25.2)

6.891

(6.3)

교육비
50.426

(25.0)

0.765

(1.2)

3.483

(2.7)

4.054

(3.1)

2.119

(1.0)

1.816

(2.0)

7.123

(6.5)

광열수도
11.750

(5.8)

8.055

(12.4)

9.483

(7.2)

10.255

(7.8)

8.670

(7.0)

7.606

(8.4)

9.005

(8.2)

가구가사용품
4.479

(2.2)

2.020

(3.1)

3.546

(2.7)

5.208

(4.0)

2.882

(2.0)

3.079

(3.4)

3.27

(3.0)

피복신발비
6.085

(3.0)

1.583

(2.4)

3.110

(2.4)

3.772

(2.9)

2.197

(2.0)

1.918

(2.1)

2.751

(2.5)

보건의료비
5.287

(2.6)

4.290

(6.6)

6.566

(5.0)

6.641

(5.0)

39.034

(35.0)

4.739

(5.2)

9.547

(8.7)

교양오락비
3.725

(1.8)

1.258

(1.9)

3.151

(2.4)

4.983

(3.8)

2.102

(1.9)

1.670

(1.8)

2.547

(2.3)

교통통신비
24.922

(12.4)

5.858

(9.0)

14.446

(11.0)

30.189

(22.9)

10.040

(9.0)

8.482

(9.4)

13.783

(12.6)

기타소비지출
32.581

(16.2)

8.874

(13.7)

48.289

(36.9)

22.281

(16.9)

13.356

(12.0)

12.422

(13.7)

20.907

(19.1)

주 : 1군집유형은 ‘교육비지출형’, 2군집유형은 ‘식료품지출형’, 3군집은 ‘사회적관계지출형’, 4군집은 ‘교통통신비지출형’, 5군집

은 ‘의료비지출형’’, 6군집은 ‘주거비 지출형’‘

패턴유형에 비하여 보건의료비가 8.8배 높은 수준이다. 이 유형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 비목에

있어서 전체 빈곤층 평균에 비해 낮은 지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유형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여섯 번째 군집 유형은 전체 소비지출 중 주거비가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비의 비중은

다른 소비패턴유형에 비하여 7.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광열수도비의 지출도 높았으

나, 전체 소비지출액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각 군집유형에 따라 다양한 소비지출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군집유형별 가구특성의 고유한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군집유형이 소비지출의 구성비 비중을 반영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소비패턴 유형의 명칭을 부여하면, 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던 첫 번째 유형은 ‘교육비지출형’,

식료품지출이 가장 높았던 두 번째 유형은 ‘식료품지출형’, 사회적 활동에 관계있는 항목인 기타소비지출

이 가장 높았던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관계지출형’,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네 번째 유형은

‘교통통신비지출형’, 보건의료비 항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다섯 번째 유형을 ‘의료비지출형’, 그리고 주

거비의 지출이 가장 높았던 여섯 번째 유형은 ‘주거비지출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08년에도 소비패턴유형별 명칭을 부여하였다.

<표 6> 군집유형별 소비지출 및 구성비 : 2008

(단위 : 만원, %)

2008년의 소비패턴유형도 2007년과 마찬가지로 6개 군집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비지출 비목별 소비 양상

도 2007년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군집유형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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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Ⅴ Ⅵ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식료품 0.86 0.882 1.71 1.69 0.76 0.85 1.02 0.96 0.81 0.78 0.94 0.93

주거비 0.57 0.46 0.38 0.42 0.35 0.40 0.55 0.55 0.41 0.42 7.13 7.15

교육비 12.57 11.56 0.15 0.17 0.33 0.40 0.44 0.47 0.16 0.28 0.44 0.30

광열수도 0.65 0.67 1.52 1.68 0.80 0.86 1.04 0.93 1.04 0.93 1.02 1.02

가구가사용품 0.95 0.70 0.86 1.05 0.62 0.89 2.00 1.41 0.72 0.84 1.03 1.16

피복신발비 1.22 1.28 1.07 0.99 0.89 0.96 1.13 1.20 0.82 0.77 0.89 0.84

보건의료비 0.28 0.23 0.57 0.63 0.44 0.46 0.57 0.46 7.11 7.13 0.40 0.48

교양오락비 1.12 0.78 1.03 0.82 0.82 1.06 1.53 1.91 0.72 0.80 0.85 0.78

교통통신비 1.16 1.01 0.77 0.70 0.91 0.88 1.82 2.26 0.68 0.70 0.80 0.73

기타소비지출 0.68 0.87 0.74 0.72 3.16 2.54 0.97 0.92 0.52 0.61 0.60 0.72

주 : 1) 의 경우 2007년 Ⅰ군집의 식료품비/ 동해 다른 소비패턴유형의 식료품비의 평균 구성비에 의해 계산됨.

2) 의 경우 2008년 Ⅰ군집의 식료품비/ 동해 다른 소비패턴유형의 식료품비의 평균 구성비에 의해 계산됨.

이 25.9%였으며, 2007년과 유사하게 교통통신비의 비중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소비지출액에 있어서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 군집유형은 전체 소비지출 중 46.2%가 식료품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광열수도비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다른 소비패턴유형에 비

해 이 유형의 소비지출액은 가장 낮았다. 세 번째 유형은 전체 소비지출 중 기타소비지출, 즉 사회적관계

지출이 36.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통통신비의 비중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네 번째

군집유형은 전체소비지출 중 22.9%가 교통통신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상대적으로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양오락비의 지출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군집 유형은 보건의료비의 비

중이 전체 소비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비의 지출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의료비

지출 비중은 다른 유형의 7.1배나 높은 수준이다. 여섯 번째 군집유형은 전체 소비지출 중 25.2%가 주거

비로 지출하고, 광열수도비의 비중도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체 소비지출수준도

대체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각 군집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2007년의 군집특성

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7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군집유형별 명칭을 부여하였다.

각 군집별 소비지출 유형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하여 각 유형별 지출구성비의 타 군집 지출구성비 평균

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2007년과 2008년의 각 소비패턴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소비패턴유형별 부여한 명칭에 준해서 살펴보면 Ⅳ유형인 교통․통신비지출형을 제

외하고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모든 유형의 소비지출 비중에 대한 상대적 수준이 감소하였다. 즉 2007년

은 유형별 소비성향이 집중되어 나타난 반면, 2008년의 경우 그 경향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2008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계층의 소비성향을 위축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 > 군집유형별 소비지출구성비의 타 군집 지출구성비 평균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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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출형 식료품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가구수(%)
191

(11.3)

166

(10.2)

470

(27.9)

498

(30.5)

221

(13.1)

269

(16.5)

가구소득

(증감율)
122.830

138.879

(13.1)
64.347

69.308

(7.7)
85.892

99.807

(16.2)

소비지출

(증감율)
183.830

201.367

(9.5)
60.815

64.767

(6.5)
124.656

130.930

(5.0)

가계수지(만원) -61.000 -62.488 3.532 4.541 -38.764 -31.123

교통통신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가구수(%)
421

(25.0)

244

(14.9)

182

(10.8)

205

(12.6)

199

(11.8)

251

(15.4)

가구소득(만원) 92.129
108.569

(17.8)
77.877

86.413

(11.0)
72.128

78.109

(8.3)

소비지출(만원) 106.260
131.627

(23.9)
101.703

111.481

(9.6)
84.866

90.494

(6.6)

가계수지(만원) -14.131 -23.058 -23.826 -25.068 -12.738 -12.385

3. 소비패턴 유형별 가구 특성

소비패턴이 특정 생활조건하에서 생활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소비활동과 관심의 총체(Usitalo, 1980; 손상

희, 1993 재인용)라는 측면에서 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분포의 변화는 대상 계층의 소비패턴의 내부적인

경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007년 빈곤층의 소비패턴유형 중 식료품지출형이 27.9%, 교통통신비지출형이 25.0%로 절반이상을 차지

하였으며, 사회적관계지출형, 교육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등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0%대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2008년의 소비패턴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식료품지출형

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통신비지출형이 14.9%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지출형도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관계지출형, 주거비지출형, 의료비지출형은 상대적

으로 증가하였다. 대체로 전통적인 필수품목인 식료품, 의료, 주거유형의 소비패턴은 증가한 반면 교육, 교

통통신비지출형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08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계층의 소비성향을 위축시켰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표 8> 소비패턴 유형별 가수소득 및 소비지출

(단위 : 가구, %, 만원)

유형별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유형은 교육비지출형으로 2007년 약 123만원에서 2008년 139만원으로

13.1%증가하였으며,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유형은 식료품지출형으로 2007년 약 64만원에서 2008년 69만

원으로 7.7%증가하였다. 2008년 소비지출 규모에 있어서도 교육비지출형이 2007년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데, 2008년 교육비지출은 2007년에 비하여 9.5% 증가했고, 식료품지출형은 2008년 2007년에 비하여 6.5%

증가하였다. 2008년 전년대비 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교통통신비지출형 17.8%의 증가율을 보

였으며, 지출의 증가율에 있어서도 23.9%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관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

의 경우도 소득의 증가율이 지출의 증가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액수에서 소득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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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액이 많은 적자현상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빈곤계층의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소비도

그만큼 증가하였거나, 더 많이 증가하였고, 적자에 따른 부채의 증가현상이 동반되었다. 최소한의 소비경

향을 보이는 식료품지출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소비지출형에서 만성적인 적자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형에서 적자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지출형, 그리고 의료비지출형에서

가계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소비패턴의 유형은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가구의 욕구를 반영하는 경향은 빈곤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는 빈곤층의 소비패턴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소비패턴

유형에 따라 가구의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구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교육비지출형으로 교육지출형의 경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유형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에 있어서도 교육지출형의 가구 연령이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령기

자녀를 가진 가구의 가주 연령이 일반적으로 40~50대임을 감안하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

석된다. 반면 가주의 연령이 높은 연령은 의료비지출형으로 이 유형의 경우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고연령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의료비의 지출이 높

은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학력이 전문대졸 및 대졸이상이 전체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교육지

출형이 가장 높았다. 반면 식료품비지출형과 의료비지출형의 가구주 학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의 특성으로 볼 때 식료품비지출형과 의료비지출형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생

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가구유형에 있어서 일반가구는 교육지출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소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한부모

가구에 있어서도 교육지출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라는 특성으로 일반가

구와 한부모가구의 교육비지출형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단독가구는 주거비지출형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불안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형태인 자가와 전세를 포함하면 사회적관계지출형의 비

중이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주거비지출형은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형태의 주거에 거주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유형이다. 주거비지출형은 가구 소득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이며, 가구원수도 가장

작았고, 무급 및 실업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종으로 단순노무직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거 불안정 계층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거비지출형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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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출형 식료품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가구규모(명) 3.6 3.7 1.7 1.7 2.1 2.1

가구

주

연령

(%)

평균 48.4 49.4 68.8 68.9 61.6 59.2

29세 이하 1.56 1.78 0.64 0.00 1.80 2.58

30~39세 16.67 15.98 2.35 2.41 7.66 9.23

40~49세 48.96 45.56 5.54 7.85 10.36 12.18

50~59세 17.19 17.75 8.32 8.05 15.32 23.62

60~69세 8.33 8.88 26.65 26.56 34.68 25.83

70세 이상 7.29 10.06 56.50 55.13 30.18 26.57

교육

수준

(%)

중졸이하 38.22 38.92 82.77 82.26 66.06 64.31

고졸이하 41.36 37.13 12.55 11.29 26.24 24.16

전문대 및

대졸이하
18.32 20.36 4.47 5.85 6.79 11.15

대학원 이상 2.09 3.59 0.21 0.60 0.90 0.37

가구

유형

(%)

일반가구 80.73 87.35 45.96 39.36 65.16 64.31

단독가구 1.56 0.60 50.43 58.03 32.58 34.20

한부모가구 10.42 7.83 1.91 1.61 1.81 1.49

소년소녀가구 7.29 4.22 1.70 1.00 0.45 0.00

주거

점유

형태

(%)

자가 41.36 39.88 48.83 47.79 56.31 51.67

전세 16.75 20.24 18.12 20.08 19.37 20.45

월세 30.89 26.79 9.81 9.24 14.41 15.99

기타 10.99 13.10 23.24 22.89 9.91 11.90

서울

지역

(%)

비서울 87.96 81.44 84.89 87.12 80.09 84.01

서울 12.04 18.56 15.11 12.88 19.91 15.99

경제

활동

참여

형태

(%)

상용및고용주 11.98 15.57 3.20 1.81 5.43 5.95

임시및일용직 24.48 25.75 11.09 10.06 16.29 17.10

자활및공공근로 4.69 2.40 1.07 1.21 0.45 1.49

자영업 25.00 10.78 18.12 19.11 21.27 18.59

무급및실직 33.85 45.51 66.52 67.81 56.56 56.88

직종

(%)

사무및전문가 13.18 23.40 2.50 2.47 4.04 2.54

판매서비스 31.78 21.28 15.63 10.49 12.12 16.10

농업종사자 6.20 7.45 38.13 50.62 35.35 28.81

기능직 23.26 18.09 6.88 7.41 11.11 17.80

단순노무직 25.58 29.79 36.88 29.01 37.37 34.75

총 부채(만원) 3,101.313 3336.259 877.117 576.129 1,610.888 2,062.116

전세포함부채(만원) 2,818.725 3054.496 817.903 510.380 1,502.187 1,858.419

순 부채(만원) 2,323.800 2446.799 506.870 370.369 915.915 1,177.894

<표 9> 소비패턴유형(교육, 식료품,사회적관계지출)별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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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비신형 의료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가구규모(명) 2.4 2.5 1.9 1.8 1.7 1.6

가구

주

연령

(%)

평균 58.5 54.1 70.3 67.5 61.1 58.7

29세 이하 1.18 7.79 0.55 1.95 3.52 3.98

30~39세 12.32 9.43 2.20 2.44 8.54 9.96

40~49세 18.48 23.77 2.75 5.85 15.08 14.34

50~59세 12.80 18.03 5.49 10.24 12.06 19.92

60~69세 28.91 22.95 28.02 27.32 24.12 21.12

70세 이상 26.30 18.03 60.99 52.20 36.68 30.68

교육

수준

(%)

중졸이하 60.81 48.16 83.52 77.07 63.82 62.30

고졸이하 25.42 35.10 10.99 12.68 26.63 28.57

전문대 및
대졸이하

12.59 15.51 5.49 9.76 9.05 8.73

대학원 이상 1.19 1.22 0.00 0.49 0.50 0.40

가구

유형

(%)

일반가구 67.46 71.31 67.21 54.63 34.34 31.87

단독가구 28.27 22.95 31.15 44.39 57.58 61.35

한부모가구 3.33 4.51 0.55 0.98 5.05 5.58

소년소녀가구 0.95 1.23 1.09 0.00 3.03 1.20

주거

점유

형태

(%)

자가 45.24 46.72 58.79 51.94 11.17 14.34

전세 18.33 18.44 14.84 12.62 2.54 1.59

월세 21.43 21.31 6.59 13.11 81.73 80.08

기타 15.00 13.52 19.78 22.33 4.57 3.98

서울

지역

(%)

비서울 87.17 90.57 85.79 84.88 72.22 75.30

서울 12.83 9.43 14.21 15.12 27.78 24.70

경제

활동

참여

형태

(%)

상용및고용주 8.79 10.61 1.10 3.88 3.06 4.37

임시및일용직 17.81 20.00 6.59 6.80 18.37 15.48

자활및공공근로 0.95 1.22 0.00 0.49 2.04 1.59

자영업 19.95 19.18 20.88 15.53 9.69 10.71

무급및실직 52.49 48.98 71.43 73.30 66.84 67.86

직종

(%)

사무및전문가 6.34 8.94 3.77 9.26 1.49 7.41

판매서비스 20.49 11.38 15.09 12.96 31.34 24.69

농업종사자 25.85 22.76 56.60 48.15 7.46 17.28

기능직 17.56 25.20 3.77 7.41 11.94 13.58

단순노무직 29.76 31.71 20.75 22.22 47.76 37.04

총 부채(만원) 1,312.853 1,384.366 1,211.173 2,096.431 1418.900 1,628.135

전세포함부채(만원) 1,156.262 1,205.581 1,018.794 1,536.793 1247.315 1,441.511

순 부채(만원) 864.923 960.651 795.524 907.177 953.338 902.815

<표 10> 소비패턴유형(교통통신, 의료, 주거형)별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계속)

(단위 : 명,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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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형태의 경우 무급 및 실업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의

료비지출형이며, 이 유형은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주가 가

장 높은 유형은 교육비지출형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출형의 경우 상용 및 고용주, 임시 및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참여, 자영업자 비율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여가지출형도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형태의 측면에서는 교육비지출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지출형의 경우는 임

시직 및 일용직과 상용 및 고용주의 비율이 교육비지출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의 직종에 있어서는 사무 및 전문 직종에 교육비지출형이 가장 높은 수준 이였으며, 판매서비스

직은 주거비지출형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았다. 농업종사자는 2007년에는 의료비지출형이 가장 높았던 반

면, 2008년에는 식료품지출형이 전년대비 12.5%p 증가하여 가장 높았다. 기능직은 2007년의 경우 교육비

지출형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08년에는 교통통신비지출형이 가장 높았다. 부채는 총부채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부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순부채로 분석한 결과 총부채와 전세포함부채, 순부채 모두 교육지출형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구 부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식료품지출형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곤층의 소비패턴유형은 가구 내 특성에 따른 욕구의 특징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이러한 양상은 2007년과 2008년에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계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유형별 가구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초적 필수품 중심의

소비지출유형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 필수품 성격을 지니는 소비지출유형은 가구규모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주었다.

4. 소비패턴결정요인분석

소비패턴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6개의 소비패턴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앞의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항 로짓 회귀식은 두 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모형

1은 경제적 변수를 제외한 변수들이 투입되어 사회적 요인과 가구특성 및 가구주의 특성이 소비패턴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한다. 모형 2는 소득, 경제활동 참가 유형 등 경제적 변수가 투입되어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평가하게 된다. 다음의 <표 11>은 2007년의 다항 로짓 회귀분석 결과이

며, <표 12>는 2008년의 분석결과이다. 2007년과 2008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므로

2007년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008년의 통계적 의미는 2007년과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투입한 분석모형1과 여기에 경제적 변수를 더한 분석모형

2 모두 분석모형으로서의 통계적 유의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모형1에 비해 분석모형2는 독

립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모형

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값이 .434에서 .447로 증가하였다. 분석모형1에서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대부분의

소비패턴 유형에서 식료품지출유형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11>을 중심으로 변수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주 특성이 소비지출패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학력)의 통계적 영향력은

의미 있게 나타나진 않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모든 소비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소비유형은 식료품지출 유형에 비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지출형의 경우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가주주의 연령이 높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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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구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규모와 거주형태 그리고 가구유형 등 모든 변수가 특정의

소비유형을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는 교육비지출형

과 교통통신비지출형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지출형과 교통통신비지출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교육비

지출형과 교통통신비지출형 그리고 주거비지출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거주형태는 비월세(자가, 전세, 기타)보다 월세인 경우에 식료품비지출형에 비하여 교육지출형과 교통

통신지출형, 주거지출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의 경우 서울과 비서울로 구분하였는데, 일부 소비유형이 식료품지출형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출형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거지출형에 대해

서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즉 서울이외의 지역인 비서울에 비하여 서울에 거주할수록 식료품비

지출에 비해 주거지출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출형은 그 반대이다.

가구유형 또한 대부분의 소비패턴유형을 결정짓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단독가구일 때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주거지출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단독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일 때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사회적지출형, 의료지출형, 교육지출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일 때 식료품비지출형에 비하여 사회적지출형

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모형1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가구주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형태, 가구유형은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유형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특성은 일부 소

비유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가구주의 학력은 소비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 변수로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형태, 가구주의 직업유형, 가구의 소득을 추가로 투입한 분석모형2

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가구주의 직업유형은 소비패턴을 결정하는데 통계적

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구소득만이 일부 유형의 소비패턴을 결정하는데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지출형보다는 사회적관계지출형과 의료비지출형이 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유형들은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지출형보다는 교육비지출형, 교통통신비지출형 그리고 주거지출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는 없다.

2007년과 2008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지출유형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사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가구소득이 소비패턴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에 사회

적지출형과 의료비지출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던 가구소득변수가 2008년에는 식료품비지출유형을 비

롯한 모든 소비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식료

품지출형에 비하여 사회적관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교육비지출형, 교통통신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의 영향이 빈

곤계층의 소비지출의 선택지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추정이 정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종단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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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출형 의료지출형 교육지출형 교통통신지출형 주거지출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연령
-0.039***

(0.961)

-0.032**

(0.968)

0.017*

(1.017)

0.015

(1.016)

-0.077***

(0.925)

-0.069***

(0.934)

-0.039

(0.962)

-0.031**

(0.970)

-0.024***

(0.976)

-0.019

(0.981)

학력
-0.006

(0.994)

-0.051

(0.950)

-0.012

(0.989)

-0.001

(0.999)

0.039

(1.039)

0.035

(1.036)

0.031

(1.032)

0.032

(1.032)

0.014

(1.014)

0.048

(1.049)

가구규모
0.026

(1.026)

-0.131

(0.877)

-0.033

(0.967)

-0.143

(0.867)

0.711***

(2.036)

0.686***

(1.985)

0.350***

(1.419)

0.369*

(1.447)

0.192

(1.212)

0.398

(1.489)

거주형태:월세

(비월세)

0.253

(1.287)

0.939***

(2.556)

-0.420

(0.657)

0.282

(1.326)

1.236***

(3.443)

1.409***

(4.091)

0.757***

(2.131)

0.901**

(2.462)

3.350***

(28.500)

3.253***

(25.881)

서울

(비서울)

0.192

(1.212)

0.266

(1.304)

-0.160

(0.853)

-0.124

(0.883)

-0.612*

(0.542)

-0.469

(0.626)

-0.195

(0.823)

-0.052

(0.949)

0.554**

(1.740)

1.094**

(2.986)

가구

유형

(일

반

가구)

　

단독가구
-0.782***

(0.458)

-0.637*

(0.529)

-0.808***

(0.446)

-0.840*

(0.432)

-2.176***

(0.114)

-1.862*

(0.155)

-0.251

(0.778)

-0.181

(0.834)

0.748**

(2.113)

0.642

(1.901)

한부모가구
-1.564**

(0.209)

-1.750*

(0.174)

-1.585

(0.205)

-19.592

(0.000)

-0.113

(0.893)

-0.695

(0.499)

-0.678

(0.508)

-1.398**

(0.247)

-0.229

(0.796)

-1.258

(0.284)

소년소녀
-1.790

(0.167)

-19.543

(0.000)

-1.287

(0.276)

-20.008

(0.000)

2.156***

(8.635)

1.417

(4.123)

-0.317

(0.728)

-0.500

(0.606)

1.039

(2.827)

1.071

(2.919)

경제

활동

참여

(상

용및

고용

주)

　

임시직
-0.262

(0.770)

0.552

(1.737)

0.525

(1.691)

-0.210

(0.811)

-18.639

(0.000)

자활

공공근로

-0.233

(0.792)

0.084

(1.088)

0.272

(1.313)

-0.146

(0.864)

-0.141

(0.869)

자영업
-1.976

(0.139)

0.562

(1.754)

1.080

(2.945)

-0.477

(0.620)

-0.221

(0.801)

무급 및

실업

-0.055

(0.946)

0.378

(1.460)

0.671

(1.957)

-0.238

(0.789)

-0.303

(0.739)

직종

(기

능직)

　

사무

전문가

0.234

(1.263)

0.379

(1.461)

0.283

(1.328)

-0.341

(0.711)

-1.568

(0.208)

판매서비스
-0.208

(0.812)

0.212

(1.236)

0.205

(1.227)

-0.054

(0.948)

0.360

(1.433)

농업종사
0.353

(1.424)

0.501

(1.651)

-0.992

(0.371)

0.061

(1.062)

0.312

(1.366)

단순노무
0.019

(1.019)

0.065

(1.067)

-0.330

(0.719)

-0.243

(0.784)

-0.024

(0.976)

가구소득
0.013***

(1.013)

0.009*

(1.009)

0.004

(1.004)

0.005

(1.005)

0.000

(1.000)

2Log Likelihood
4225.014*

**

3072.385*

**
Nagelkerke R2 0.434 0.447

*p≤0.05, **p≤0.01, ***p≤0.001

주) 기준변수 : 식료품지출, 칼럼의 수치는 회귀계수 B와 ( )안은 표준화된 β값

<표 11> 2007년의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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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교육비지출형 교통통신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연령
-0.044***

(0.957)

-0.039***

(0.961)

0.004

(1.004)

0.028

(1.028)

-0.071***

(0.931)

-0.044**

(0.957)

-0.059***

(0.943)

-0.041***

(0.960)

-0.040***

(0.961)

-0.026

(0.974)

학력
0.048***

(1.049)

0.062**

(1.064)

0.034**

(1.035)

0.032

(1.032)

-0.009

(0.991)

-0.005

(0.995)

0.044**

(1.045)

0.055*

(1.057)

0.049**

(1.050)

0.030

(1.031)

가구규모
-0.016

(0.984)

-0.418**

(0.658)

-0.311

(0.733)

-0.642**

(0.526)

0.684***

(1.983)

0.406*

(1.501)

0.096

(1.101)

-0.206

(0.814)

-0.326*

(0.722)

-0.574*

(0.563)

거주형태:월세

(비월세)

0.057

(1.059)

-0.136

(0.873)

0.124

(1.132)

-0.151

(0.860)

0.678***

(1.970)

0.611*

(1.843)

0.123

(1.131)

0.398

(1.488)

1.940***

(6.961)

1.555***

(4.734)

서울

(비서울)

-0.061

(0.941)

-0.274

(0.760)

-0.090

(0.914)

0.381

(1.464)

0.223

(1.250)

0.190

(1.209)

-0.454

(0.635)

-0.422

(0.655)

0.891***

(2.438)

0.811*

(2.250)

가구

유형

(일

반

가구)

　

단독

가구

-0.460*

(0.632)

-0.285

(0.752)

-0.919***

(0.399)

-0.919*

(0.399)

-3.646***

(0.026)

-2.310*

(0.099)

-0.837***

(0.433)

-0.892*

(0.410)

-0.030

(0.970)

-0.043

(0.958)

한부모

가구

-1.540**

(0.214)

-1.659

(0.190)

-0.620

(0.538)

-0.651

(0.521)

-0.272

(0.762)

-0.198

(0.820)

-0.678

(0.508)

-0.806

(0.447)

-0.032

(0.968)

-0.094

(0.910)

소년

소녀

-1.804

(0.165)

-18.227

(0.000)

-20.844

(0.000)

-18.925

(0.000)

1.355**

(3.877)

1.180

(3.255)

0.171

(1.186)

0.498

(1.645)

0.608

(1.836)

-17.885

(0.000)

경제

활동

참여

(상

용및

고용

주)

　

임시직
0.692

(1.997)

-0.678

(0.507)

0.926

(2.524)

-18.729

(0.000)

-17.547

(0.000)

자활

공공

근로

-0.447

(0.640)

-0.740

(0.477)

-0.109

(0.897)

-0.254

(0.776)

-0.452

(0.636)

자영업
-0.892

(0.410)

-0.384

(0.681)

0.529

(1.697)

-0.352

(0.704)

-0.754

(0.471)

무급 및

실업

-0.206

(0.814)

-0.656

(0.519)

-0.458

(0.632)

-0.299

(0.742)

-0.380

(0.684)

직종

(기

능직)

　

사무

전문가

-0.334

(0.716)

0.899

(2.458)

1.691*

(5.426)

0.486

(1.626)

0.000

(1.000)

판매서

비스

-0.129

(0.879)

-0.270

(0.763)

0.485

(1.625)

-0.399

(0.671)

-0.146

(0.864)

농업

종사

-0.238

(0.788)

-0.031

(0.970)

-0.323

(0.724)

-0.426

(0.653)

-0.660

(0.517)

단순

노무

0.269

(1.308)

-0.095

(0.910)

0.348

(1.417)

-0.243

(0.784)

-0.053

(0.949)

가구소득
0.015***

(1.015)

0.015***

(1.015)

0.013***

(1.013)

0.012***

(1.012)

0.010*

(1.010)

2Log Likelihood
5631.25**

*

2846.872*

**
Nagelkerke R2 0.382 0.429

*p≤0.05, **p≤0.01, ***p≤0.001

주) 기준변수 : 식료품지출, 칼럼의 수치는 회귀계수 B와 ( )안은 표준화된 β값

<표 12> 2008년의 다항 로짓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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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빈곤계층이 일반계층과 다소 상이하지

만 몇 개의 특징적인 소비패턴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이고, 둘째는 이러한 소비패턴이 유형화되는 원인

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내부의 욕구 차이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특정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따

라 급속하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부가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위

소득의 60%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빈곤계층으로 규정하고 이 계층의 소비실태를 2007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패턴의 유형화는 군집분석으로 통해 이루어졌는데, 2007년의 빈곤계층과 2008년의 빈곤계층은 공통

적으로 6개의 소비패턴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통적인 필수품목인 식료품지출형, 주거비지출형, 의료비지

출형 등과 더불어, 교통통신비지출형, 교육비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등 사회적 필수품 중심의 소비패턴

이 빈곤계층의 소비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패턴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제적 요소보다는 가구특성의 영향력이 더 지배적일 것이

라는 가정은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2007년의 경우 확연하게 나타났으나, 2008년의 경

우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2008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불

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득변수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구의 특성에

의한 가구소비욕구 보다 가구의 소비자원(소득)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2008년의 경우 6개 소비지출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식료품지출형에 비교하여 요약하면, 사회적관계지

출형은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가구규모는 작은 것으로, 그리고 단독

가구와 한부모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에서 높을 확률을 보여주었다. 의료지출형은 가구규모는 작고, 일반가

구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교육지출형은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가구규모가 크

며, 주거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월세이고, 단독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교통통

신비지출형 또한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은 낮은 경향을 보였고, 학력은 높고, 단독가구에 비

해 일반가구단독가구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출형은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가구원수가 적고, 주거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월세, 서울 이외의 지역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이 다섯가지 소비패턴유형은 모두 식료품지출형에 비해 가구소득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소득의 영향력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론은 여전히 가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유형을 분류하는 군집분석기법

이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기법이 아니고, 2007년과 2008년의 두 개년도의 비교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빈곤계층의 소비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겨둘 수밖에 없지만, 복지패널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이러한 연구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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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for psycho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김선숙 (충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대상아동의 심리정서발달에 대해 사회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밖

사회자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자본의 효과가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로의 전환은 생태적 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공격성, 비행, 우울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Moffitt, 1993; Bongers et

al., 2004; Broidy et al., 2003). 그러나 이러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 시점에 있는 아동의 발달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의 청소년기 진입시기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

다.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생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 사회복지관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교육 및

사회체육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특성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개입의 연계를 지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켜

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탈학교 청소년의 증가,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는 날

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시기의 사회적 개입은 오히려 아동기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

다.

초기 청소년기에 발현된 공격성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이후 청소년기 동안 증가하여 성

인기의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Coie & Dodge, 1998). 뿐만아니라 청소년기의 심리사회

적 요인을 성인기의 사회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예측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인 발

달에 대해 후기아동기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양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

제로 아동의 우울이나 공격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개발된 아동기의 프

로그램이 청소년기 비행율 감소나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Goldstein & Glick, 1994,

노언경, 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입의 최적의 시기를 찾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전국단위의 자료인 복지패널 1차년도에 조사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들의 자료

와 이들을 3년 후 추적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심리사회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을 살펴보고, 각 변수들간에 아동의 발달단계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

소년기 초기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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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1.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1)

아동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발달론적 관점을 따르는 것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측

면에서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포괄적인 지식의 틀을 제공한다(Bee & Boyd, 2004; 권중돈, 김동배, 2005; 이

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특히 영아기 이후 제 2의 급성장기를 경험하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는 급진적

인 발달과정을 거치며, 환경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Bee & Boyd, 2004; Vasta, Haith & Miller,

1999).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은 영아기 시기에 애착형성을 기반으로, 유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이 활발해지

게되고, 학령기에 들어서면 인간관계 내에서의 상대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

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갖게 된다(Davis, 2004; 김선숙, 2008).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2차성징이 급격히 나타

나게되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단절로 인해 급격한 심리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제2의 반항기라 불리기도 한다(권중돈, 김동배, 2005). 이러한 변화

를 Brooks-Gunn(1995)은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빈곤가구의 아동은 주양육자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족 내의 사회자본 불충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

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을 측

정하는 척도 중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가 현재까지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

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는 우울불안, 위축,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이다(윤혜

미, 박병금, 2005; 김선숙, 2008, 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2. 사회자본

앞서 인간발달에 있어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최근에는 아동 및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김선숙, 2008; 김연희․김선숙, 2008; 이경은․주소희, 2008). Coleman은 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Coleman, 1988). 사회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Social Networks)에 있다(Coleman, 1988, Field, 2003; Halpern, 2005). 사회자

본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자 Lour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나, 이후 Bourdieu와 Coleman, 그리고 Putnam

에 의해 정교화되었다. Bourdieu에 의하면, 사회자본이란 한 개인이 특정 집단, 특히 가족, 계급, 부족, 학

교 등 공통의 명칭을 적용하는 신뢰할만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자원의 총합이다(부

1) 사회적 통념상 아동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초등학교까지 이며, 중학교부터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대학생은 청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인정, 최해경, 2004).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인식을 따라 초등학교시기까지를 아동, 중학교부터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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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디외, 1986, 유석춘 외 역, 2003). 한편, 미국의 학자 Coleman(1998)은 사회구조적으로 구성되고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촉진시키는 기제로 사회자본을 설명하였다.

Coleman은 가족 내 사회자본을 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나 그밖의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그 요인을 설

명하고 있다. 또한 그의 가족 내 사회자본은 실제로 가족 내 어른의 존재와 관련이 있으므로 한부모 가구

와 같은 가족구조의 결함을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적 결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국내외 다양한 실증연구

들에서도 Coleman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족구조와 가족 내 상호작용, 가족원간의 관계 등을 통해 가족 내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다(김연희, 김선숙, 2008; Parcel & Dufur, 2001; Teachman, Paasch & Carver,

1996). 또한 가족 밖의 사회자본도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Coleman(1998)은 사회적 관계성

단절의 측면에서 아동의 전학횟수로 이를 측정하거나, 지역사회기관 활동참여,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종

교활동 등으로 측정하였다(Coleman & Hoffer, 1987).

제3장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발달론적 관점에서 가족 내 혹은 가족 밖의 사회자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발달단계별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6년과 2009년, 2회

에 걸쳐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9) 아동부가조사를 통해 축적된 총 612명의 아동과

부모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version 15.0)와 Amos(7.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신뢰도 검사, paried t-test,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

위와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1차적으로 아동기의 심리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한

다. 다음으로 동일한 대상들이 청소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청소년 초기에 경험하고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

적 특성이나 가족 내 혹은 가족 밖의 사회자본의 영향이 심리사회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두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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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변수의 측정

영역 주요변수 측정지표

1) 아동발달 심리사회발달
K-CBCL의 문제행동척도

(우울불안, 위축,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

2)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소득 경상소득(천원)

부모의 교육정도 부 또는 모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선택

3) 가족 내

사회자본

가족구조 양부모 가족 = 2, 한부모 = 1, 조부모 및 기타 = 0

가족관계 만족도(부, 모)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5점척도)
부모의 자기효능감 10문항(4점 척도)
부모-자녀관계(아동학대) 15문항(5점 척도)

4) 가족 밖

사회자본

전학유무 예 = 1, 아니오 = 0

사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별 참여유무의 합

학교생활만족도 7문항(4점 척도)

5) 통제변수
아동성별 남자=1, 여자=0
아동연령 아동의 연령
부모연령 부모의 연령

1) 아동의 심리사회발달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은 K-CBCL을 활용하여, 복지패널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측정한 우울불안, 위축, 주

의집중, 비행, 공격성을 사용하였다.

2) 사회경제적 특성

아동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구의 소득과 부모의 교육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부 또는 모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 사회자본

① 가족 내 사회자본

가족 내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구조, 부모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

자녀관계를 사용하였다. 가족구조는 양부모, 한부모, 조손가족을 포함한 기타 가족형태로 구분하여 사용하

였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부와 모를 각각 측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10개

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2006년의 경우

cronbach's =.731, 2009년의 경우 .73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학대척도를 통해 측

정하였다. 통상 부모-자녀관계는 아동학대 외에도 부모감독, 의사소통정도를 통해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



428

변수 집단 빈도(명) 백분율(%)

가구소득(만원) 최소(.000)) 최소(7,000) 평균(5474.359) SD(2908.672)

아동성별
남자 311 50.8

여자 301 49.2

가족구조(양부모여부)

양부모 462 75.5

한부모 101 16.5

활용한 복지패널자료는 2006년도 조사에는 아동학대만 측정하였고, 2009년 조사에서 비로소 부모감독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만을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척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2006년의 경우는

Cronbach  .719이며, 2009년에는 Cronbach .6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가족 밖 사회자본

가족 밖의 사회자본은 아동의 최근 1년간 전학유무, 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의 참여횟수, 그리고 학교생

활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횟수는 각 서비스 별 참여유무의 합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경험유무를 측정한 서비스는 개인상담, 학습지도, 생활지원 자원봉사자 방문, 심리・언

어・음악・놀이치료 등, 캠프 등 수련활동, 체험활동, 또래집단 프로그램이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

이 즐겁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수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의 항목을 4점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의 문항간 신뢰도는 2006년의

경우 Cronbach =.612, 2009년의 경우 Cronbach =.600이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아동의 나이, 부모의 나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1, 여성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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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및 기타 48 8.0

아동연령

10세 21 3.7

11세 188 33.2

12세 189 33.3

13세 166 29.3

14세 3 .5

부모연령대

부

30세 이상 -

40세 미만
30 4.9

40세 이상 -

50세 미만
354 57.8

50세 이상 90 14.8

모

30세 이상 -

40세 미만
106 17.3

40세 이상 -

50세 미만
351 57.4

50세 이상 37 6.0

부모교육수준

무학 1 .2

중졸이하 64 1.4

고졸 301 53.5

전문대졸 이상 197 35.0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대상가구의 가구소득은 평균

연 5,4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남자가 50.8%, 여자가 49.2%이었다. 아동의 연

령은 11세 - 13세의 경우가 전체의 96%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조사대상이었음

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연령대는 부, 모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고, 부의 경우는 30대인 경우가

4.9%에 지나지 않았으며, 모의 경우는 30대가 103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5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전체의 3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아동 총 612명 중 75.5%는 양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부 또는 모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가 16.5%, 조손 및 기타 친인척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분석대상아동의 1/4이 양부모 가족이 아닌 가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다중회귀분석결과

사회자본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투입하는 독립변수군에 따라 사회경제모형(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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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사회자본 모형(가족구조, 부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자기효능감) 그리고 가족

밖 사회자본 모형(전학경험,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기의 모형에서는 아동기의 심리사회발달정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아동기와 구분되는 청소년기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가족 내 또는 가족 밖의 사회자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1) 사회경제 모형

사회경제 모형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모두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성별이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차이에 따라

심리사회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의 심리사회

발달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의 심리사회발달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

기에도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기개입을 강조하는 많은 실증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김선숙, 2008; 한미현, 유안진, 1995; 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2) 가족 내 사회자본 모형

가족 내 사회자본 모형에서는 아동기(.105) 모형에서 자녀학대로 인한 영향이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

는 1차년도 심리사회발달정도를 통제한 청소년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

2)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후기아동기의 심리사회발달과 청소년기의 심리사회발달의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사회발

달지표인 우울불안, 위축,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에 대하여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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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엄명용, 2001; 민수홍, 1998; 김헌수, 1998). 학대의 경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성이 아동기에 비해 덜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도 학대로 인한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발달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가

족 내 사회자본 모형 비교에서 특이한 점은 모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이다. 아동기 모형의 경

우는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청소년기에는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가 높을수록 오히려 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이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의 유형이나 모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와 함께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

가족 내 사회자본 모형에서도 사회경제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기의 심리사회발달이 청소년기 심리사

회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 밖 사회자본 모형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 내 사회자본, 가족 밖 사회자본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투입한 가족밖 사회자본 모

형을 통해 아동기에 아동학대정도가 심할수록 심리사회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

년기에도 아동학대의 영향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영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있어서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기의 심리사회발달에

는 가족구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기에는 양부모 가정일수록 심리사

회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감독하는 성인이 부재할

경우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leman, 198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가족 밖 사회자본과 관련하여서는 전학경험 유무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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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기에는 전학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전학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심리사회발달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은 전학 등을 경험함으로써 관계의 단절을 경

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경험이 아동기 보다는 청소년기에 보다 유의미하게 심리사회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oleman, 1998). 이같은 결과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

등학생들의 조기유학이 청소년기에 건강한 심리사회발달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학교 내

에서 이러한 조기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모두 심리사회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 밖 사회자본을 측정한 Coleman(1998)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일수록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속

변수인 심리사회발달과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가족 밖의 사회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이해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생각

해 볼 때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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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심리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아동기

에서 청소년기로 발달단계상의 전환을 경험하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기 모형에서는 아동학대 정도가 심학수록, 학교만족도가 낮을

수록, 그리고 전학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아동의 심리정서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

년기 모형에서는 아동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부모 가구의 청소년일수

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전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아동의 심리정서발달에 부정적이

다. 또한 청소년기 모형의 경우 아동기의 심리사회발달정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일관성있게 아동

기의 발달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

를 통해 조기개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동기뿐 아니라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꾸준히 개입이 필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 참여정도에 따라 아동기의 심

리사회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인과관계의 순서가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보이지 못하는 아

동일수록 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빈번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가족 내 혹은 가족 밖의 사회자본이 심리사회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모형과 청소년기 모형의 회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자본과 관련된 각 변수들이 아동기와 청소년

기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회귀계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른지 등을 검증함으로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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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봉주1) ․ 조미라2)

Ⅰ. 서론

최근 들어 방과후 방치는 중요한 아동복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방과후에 보호자 없

이 방치되어 있는 ‘나홀로 아동’이 유괴, 납치, 성폭행, 살인 등의 비극적인 범죄의 피해

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과후

방치의 문제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방과후에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연령에 있는 아동

에게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아동보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아동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로 파악

된다. 방과후에 책임있는 성인의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학습, 정서, 사

회성 등의 영역에서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태수, 2005).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과후에 성인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전국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평일 방과후에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하고만 있는 아동의 규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만 6-8

세 아동의 경우는 전체 그 연령대 아동의 약 8%로 추산되고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인 9-11세의 경우는 약 23%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

단,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경우

에도 약 55만명의 아동들이 평일 방과후에 ‘나홀로 아동’으로 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과후 방치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내일신문

2010.7.27; 서울신문 2010.7.14; 아시아경제 2010.7.11) 방과후 방치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

위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분야에서 방과후 방치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대응 방안으로 방과후 지원서비스 운영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왔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실제로 방과후 지원 사업의 중요한 축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4년 이전에는 244개소에 불과하던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최근에는 그 10배 수준이 3,000여개소로 확대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09). 하지만,

이러한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방치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은 아직도 전체

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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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세 아동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이처럼 방과후 방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과후 방치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몇몇 연

구도 ‘나홀로 아동’에 대한 규모 추정과 그러한 아동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3). 특히 방과후 방치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실증적인 연

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나홀로 아동’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안을 보다 체계

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실제로 방과후 방치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

교 등의 주요한 정책 대응 방안들은 단순한 보호와 돌봄 기능을 통한 사회적 보호를 제

공하는 차원을 넘어, 학습, 정서, 사회성 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

부, 2008). 방과후서비스가 협의의 아동보호 차원을 넘어 보다 광의의 아동발달 증진까지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방과후 방치라는 위험요인이 그러한 아동발달 영역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와 4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기간(4-6학년) 동안의 방과후 방치 경험이 중학교 기간(중학교 1-3학

년)의 학업성취도, 정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

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

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방치 경험은 아동의 학업성취도, 정서역량, 비행행동 영역에서의 아동발

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Ⅱ. 문헌연구

1) 방과후 방치의 개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방과후 방치는 명확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최근 언론을 통

해서는 ‘나홀로 아동’이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 방과후에 성인 보호자 없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아동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관련 기

관에서는 ‘평일 방과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있는 아동’을 ‘나홀로 아동’이

라 정의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 초부터 방과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아동을

‘Latchkey Children’이라 부르며 언론 및 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Riley and

3)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2009), 지역아동정보센터(200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등이 그러한 연구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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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burg, 2004) 미국에서의 'Latchkey Children'에 대한 개념 역시 우리의 ‘나홀로 아

동’에 대한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성인보호자 없이 홀로 혹은 형제자매와 지내는

아동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Latchkey Children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을 관련연구를 통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에 일정시간 이상을 혼자 또는 성인이 아닌 형제자매와

지낸다고 답한 아동을 부모와 함께 지내거나 고용된 돌봄자(sitter) 혹은 방과후 지원 서

비스를 받는 아동과 구분하여 ‘Latchkey Children’이라 정의하거나(Long and Long,

1983; Vandell and Corasaniti, 1988), 아동이 방과후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 파악

하여 혼자 혹은 성인이 아닌 형제자매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경우를 ‘Self-Care’ 또

는 ‘방과후 방치 경험(Latchkey Experiences)’이라 개념화하기도 한다.(Casper and

Smith, 2002; 2004)

방과후 방치의 개념정립을 돕기 위해 '아동방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임은 아동학

대의 하위영역으로 학문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방임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

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라 보고 있다.(문영희 ,2009; 홍미․김효진,

200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임과 방치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방치는 방과후에 일정

시간을 성인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를 말하는 물리적 개념인데 비해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관심과 양육,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내용적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방과후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1980년대 초부터 아동의 방과후 방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미국을 중심으로 방과후

방치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방과후에 방치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학교성적, 또래집단과의 어울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

제, 흡연 등의 비행경험 등을 비교하여 방과후 방치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Long and Long, 1983; Mott, Crowe and Flay, 1999; Mulhal, Stone and Sone,

1996; Rodman, Pratto and Nelson, 1985; Steinberg, 1986) 두 번째는 방과후 방치를 포

함한 아동의 다양한 방과후 돌봄 유형들(after school arrangements)을 비교한 연구들이

다. 가장 주요하게는 방과후 방치된 아동에 대한 방과후 지원서비스의 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Pettit, Dodge, and Bates, 1997; Vandell, and Shumow,1999) 다른 방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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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방과후 돌봄 상태를 방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속한 아

동들의 발달정도를 비교하였다.(Coley, Morris and Hernandez, 2004; Posner and

Vandell, 1994 ; Vandell and Corasaniti, 1988) 세 번째는 방치를 포함한 방과후 돌봄 유

형과 부모와 가구 특성 등 배경의 상호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로 어떠한 환경에서 아동이

방치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

진 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방치를 선택하는지 분석하여 아동방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Rodman and Pratto, 1987; Cain and Hofferth, 1989; Casper and Smith,2002;

2004)

이중 아동의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방과후 방치는 위험행동을 증가시키고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주고자 하였다. Latchkey Children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초창기 연구인 Long and

Long(1983)의 연구를 비롯하여 몇몇의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ong and

Long(1983)과 Posner and Vandell(1999)은 방과후 방치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성적이 낮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우

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Steinberg는(1996)는 방치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집단에 민감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쉽

다고 밝혔다. Mott 등(1999)의 연구와 이외의 몇몇 연구들도 방치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

해 흡연, 음주, 마약 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보고하였다.(Mott, Crowe and Flay, 1999;

Mulhal, Stone and Sone, 1996)

하지만 Long and Long(1983)은 동일한 연구에서 방과후 방치는 성인보호자 없이 아

동이 스스로 일상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됨에 따라 아동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주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일부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

으며, Casper and Smith(2004)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는 십대후반의 아동들이 방

치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방과후 방치는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정서적 문제, 비행 등을 야기시키는 등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다소 복잡한 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게 방과후 방치를 경험

하더라도 아동의 방과후 활동과 아동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Vandell and Corasaniti(1988)는 공적 방과후 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어머니가 돌보거

나 혼자지낸 방치아동보다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낮고 정서상의 문제를 보이기 쉽다고

밝혀 방과후 지원서비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Posner and Vandell(1994)는 Vandell and Corasaniti(1988)의 연구가 중산층

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영향을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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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

체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유형을 공적 방과후 프로그램(formal

after-school programs), 어머니의 돌봄(mother care), 비공식적인 기타성인의 돌봄

(informal adult supervisio), 방치(self-care)의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한 아동들

의 시간활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적 방과후 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부시간이 긴 반면 TV시청, 성인의 지도감독 없이 지내는 시간이 짧으며,

이러한 시간활용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정서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공적 방과후 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방치 아동은 물

론, 비공식적인 돌봄을 받는 아동이나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정서상의 문제가 낮다는 것을 드러내 공적인 방과후 지원서비스 미

치는 영향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방치아동에 대한 방과후 활동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 가정 내에 부모님 등의 성인보호자가 없더라도 이웃의 도움이 있거나 방과

후 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방치의 위험이 줄어들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방과후 활동의 영향은 활동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서 또는 아

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아동발달의 주요영역과 일반적 결정요인

본 연구는 아동의 방과후방치가 이후의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아동발달의 주요한 영역인 학업성

취도, 아동의 정서적 역량의 문제와 음주, 흡연 등의 비행행동이다. 아동의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가구소득은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다.(Dunca, Brooks-Gunn and

Kelbanov, 1994; 방하남․김기현, 2002; 김광혁, 2008 ;임세희, 2010에서 재인용) 이에 대

해 강상진 등(2008)과 이은우(2006)의 연구는 가구소득자체보다는 사교육비 등 교육과

관련된 지출액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교육참여나 지도감독, 한

부모가구 여부와 같은 가구형태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를 결정한다는 결과들이 있으나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할 경우 영향력이 상당하게 줄

어든다고 보고되기도 한다.(Ginter and Pollak, 2004; 임세희, 2010에서 재인용)

Achenbach(1991)는 아동의 정서적 역량의 문제를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구분하였다.(정문자․김문정, 2004에서 재인

용) 내면화 문제는 우울/불안, 위축, 주의집중 부족 등의 과잉통제된 행동(overcontrolled

behavior)을 말하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비행과 같은 과소통제된 행동(undercontrolled

behavior)을 일컫는다.(정문자․김문정, 2004) 이와 같은 정서적 역량의 문제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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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 내면화 문제의 경우 여아가 높고 외현화 문제는 남아

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및 양육행동, 가구형태 역시 아

동의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임세

희, 2010)

아동비행의 결정요인으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요인 외에도

가구소득, 부모의 지도감독 등 부모 및 가구의 특성이 보호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이상균, 2009)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부모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

게 쏟아 부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어 비행, 범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김광

혁, 2009)

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상으로 연1회

실시되는 종단자료로서, 전국대상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통계청 가계조사가 농어가를

제외하였고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농어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국대표성을 띤 패널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표본추출시 중위소득 60%미만의 저소득층을 표본의 50%로 할당하여 국내 패

널조사 가운데 저소득연구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발달

의 문제가 상당부분 저소득가정에서 발생됨을 고려할 때(Dunca, Brooks-Gunn and

Kelbanov, 1994; 방하남․김기현, 2002; 김광혁, 2008 이상 임세희, 2010에서 재인용; 박

현선․이상균, 2009) 한국복지패널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자료, 가구원자료와 부가자료로 구성된다. 부가자료는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의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년도에 하나의 주제가 조사되는데

아동부가조사는 2006년도 1차년도에 처음 실시된 데 이어 2009년도 4차년도에 2회째 조

사되었다. 따라서 1차와 4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를 결합해 사용하면 2006년도 당시 초등

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동들이 2009년도 중학생인 청소년시기에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2006년도에 방치를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2009년도에

어떠한 발달상의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06년도와 2009년도 아동

부가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가구자료를 함께 결합하여 가구특성을 파악

할 것이다. 2006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응답한 아동은 759명이며 2009년도 아동부가조사에

는 612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2006년도와 2009년도에 모두 응답한 아동은 557명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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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방과후 방치 관련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2명의 아동을 제외하여 최종 545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변수구성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주제는 아동의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으로 <표 1>은 본 연구의 변수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는 2006년도의 아

동이 경험한 방과후 방치여부이며, 종속변수는 주요한 아동발달 영역인 학업성취도, 정

서적 역량 문제(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비행행동을 사용하였다. 이때 종속변

수는 영향요인인 방과후 방치와 시차를 두어 2009년의 자료로 측정하였다. 또한 아동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인인 아동개인, 부모 및 가구특성, 방과후활동 등을

2006년의 자료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방치여부는 이분변수로 설정하였는데 ‘평소 방과후 집에 돌아가면 있는 사

람‘을 묻는 질문에 아무도 없거나 형제자매(18세 이하의 형제자매)만 있다고 답한 아동

중 3시간이상 성인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응답한 경우를 방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방

치로 보았다. 이는 2009년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평일 방과후 3시간 이

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있는 아동’을 ‘나홀로 아동’이라 개념화한 중앙아동전문기관

의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종속변수 중 학업성취도는 전과목평균에 대해 자기응답식 5점척도(1=아주못함 ∼ 5=

아주잘함)로 응답한 것을 재코딩하여(0=아주못함 ∼ 4=아주잘함) 사용하였으며, 정서역

량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K-CBCL4) 중

우울/불안, 위축, 주의집중부족의 24문항, 3점척도(1=전혀아니다 ∼ 3=자주그렇다)를 재

코딩하고(0=전혀아니다 ∼ 2=자주그렇다)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외현화 문제 역시

K-CBCL 중 공격성과 비행에 해당하는 32문항, 3점척도를 내재화문제와 동일하게 재코

딩 이후 합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비행행동은 지난 1년간 음주나 흡연 또는 폭

행이나 절도, 가출 등의 중비행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이분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 중 아동의 개인특성으로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을 설정하였으며, 부모의 특성

은 부모의 근로형태와 학력을 통제하였다. 근로형태는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와 전일제

가 아닌 경우로, 부모학력은 대졸미만과 대졸이상의 이분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때의 부

모는 가구주를 아동의 주양육자로 보고 가구주의 학력과 근로형태를 측정하였으며 조부

모가 가구주일 때는 가구주인 조부모의 자녀를 측정하였다. 가구의 특성은 가구형태와

가구소득을 포함시켰다. 가구특성은 양부모가구와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기타가구로 구

4)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2010)



- 443 -

구분 변수 변수설명 조사년도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전과목 성적, 5점척도

2009년도
내재화문제 24문항, 3점척도

외현화문제 32문항, 3점척도

비행경험 음주,흡연,중비행의 경험있음/없음

독립변수 방과후 방치
방치(방과후 3시간이상 성인보호자 없이 지냄)

/비방치

2006년도
통제 및

매개변수

아동의

특성

성별 남,여

학년 초등4/5/6학년

부모 및

가구

특성

부모의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아님

부모의 교육수준 대졸미만/대졸이상

가구 형태 양부모 /한부모,조손가구 등

가구 소득1
1) 비저소득가구(중위균등화소득의 60%이상)

/저소득가구(중위균등화소득 60%미만)

가구 소득2 월평균 가처분소득(만원)

방과후

활동

방과후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2) 이용/이용안함

월평균 사교육비 해당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총액(만원)

분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아동부가조사의 아동에게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묻는 문항

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5) 가구소득은 두 가지 변수가 사용되었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중위균등화소득 60%를 기준으로 미만인 가구를 저소득가구, 이상인 가구

를 비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저소득가구와 비저소득가

구 아동을 각각 분석한 모델에는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가구소득으로 포함시켰다.

아동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방과후 지원서비스 이용경험과 월평균 사교육

비를 활용하였다. 방과후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은 2006년도 아동부가조사에서 사회복지

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의 학습지도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의 응답으로

사용하였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조사의 해당 아동에 대한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

출의 총액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방과후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비영리기관의 서비스 경험을 측정한 것이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원 및 과외지도

와 같은 민간교육시설 뿐 아니라 비영리기관 이용에 드는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하였음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변수구성

주 1) 중위균등화소득=(경상소득-공공부조소득)/√가구원수

2) 방과후 지원서비스: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의 ‘사회복지관,공부방,지역아동센터,방과후교실 등의 학습지도 경험여부’로 측정

5) 이 문항은 ‘부 또는 모가 직장관계로 아동과 별거하고 있으나 한달에 한두번 혹은 1년에 몇 번 집에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아

버지, 어머니인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면 함께 사는 것’으로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동과 거주를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는 부모역할을 하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측정이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따로

사는 경우와 행방불명이나 가출로 인해 장기간 연락이 없는 경우는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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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기서는 <표 2>의 기술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방과후 방

치아동과 비방치아동의 비중을 보면 545명의 응답아동 중 방치아동은 62명, 비방치 아동은 482명으로 방

치아동이 전체의 11.19%, 비방치아동이 88.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치아동과 비방치아동의 특성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방치아동과 비방치아동간에 아동의 특성, 부모 및 가구특성에서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

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방과후 활동의 경우 방과후 지원서비스 이용경험과 사교육비지출 모두 방치

아동과 비방치아동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치아동 중 방과후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14.84%로 비방치아동의 25.57%보다 상당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도 방치아동은 15.67만원으로 비방치아동의 20.81만원과 비

교하여 약5만원이 낮게 나타나 방치아동은 비방치아동보다 다소 소극적인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추

측이 가능하다.

<표 2>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비방치 방치 전체
Chi-sq

/t
N

/mean

%

/s.d

N

/mean

%

/s.d

N

/mean

%

/s.d

전체 482 88.81 62 11.19 545 100.0 -

아동의

특성

성별

남 254 52.58 32 50.55 285 52.35

0.072여 229 47.42 31 49.45 260 47.65

Total 482 100.00 62 100.00 545 100.00

학년

4학년 167 34.61 26 41.45 193 35.40

1.124
5학년 160 33.23 18 28.44 178 32.68

6학년 155 32.13 19 30.10 174 31.90

전체 482 100.00 62 100.00 545 100.00

부모

및

가구

특성

부모의

근로형태

전일제아님 191 39.69 23 37.38 215 39.42

1.558
전일제 285 59.09 37 59.58 322 59.14

모름무응답 6 1.23 2 3.04 8 1.43

전체 482 100.00 62 100.00 545 100.00

부모학력

대졸이상 182 37.65 19 30.51 201 36.83

1.265
대졸미만 277 57.37 39 63.04 316 58.02

모름무응답 24 4.97 4 6.45 28 5.14

전체 482 100.00 62 100.00 545 100.00

가구형태

양부모가구 412 85.34 50 80.66 462 84.81

0.922한부모조손가구 71 14.66 12 19.34 83 15.19

전체 482 100.00 62 100.00 545 100.00

가구소득1

일반가구 384 79.53 50 79.91 433 79.57

0.001저소득가구 99 20.47 13 20.09 112 20.43

전체 482 100.00 62 100.00 545 100.00

가구소득2
월평균

가처분소득(만원)
3139.92 6513.88 3102.94 1718.29 3135.69 6156.23 0.045

방과후

활동

방과후

지원서비스

이용

이용안함 359 74.43 53 85.16 412 75.66

3.619*이용 123 25.57 9 14.84 133 24.34

Total 482 100.00 62 100.00 545 100.00

월평균사교육비 (만원) 20.81 18.78 15.67 14.89 20.22 18.44 2.480**

주 1)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 가중치 적용

2)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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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가구 비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

비방치 방치 전체
Chi-sq

/t
비방치 방치 전체

Chi-sq

/t
비방치 방치 전체

Chi-sq

/t

학업성취도
2.18

(0.95)

1.75

(1.00)

2.13

(0.96)
3.365***

2.26

(0.93)

1.77

(1.06)

2.21

(0.95)
3.438***

1.87

(0.97)

1.63

(0.71)

1.85

(0.95)
0.813

내재화문제
11.15

(9.68)

14.74

(11.22)

11.56

(9.93)
-2.413**

11.02

(9.42)

13.08

(10.18)

11.26

(9.52)
-1.444

11.65

(10.70)

21.31

(13.15)

12.73

(11.36)
-2.934***

외현화문제
5.04

(5.83)

5.99

(5.45)

5.15

(5.79)
-1.228

5.03

(5.82)

5.05

(4.65)

5.03

(5.69)
-0.021

5.07

(5.88)

9.77

(6.87)

5.60

(6.15)
-2.609**

비행

경험

없음
327

(67.82)

42

(68.01)

369

(67.84)

0.0003

257

(67.13)

35

(70.30)

292

(67.49)

0.169

70

(70.51)

7

(58.90)

77

(69.20)

0.771있음
155

(32.18)

20

(31.99)

175

(32.16)

126

(32.87)

15

(29.70)

141

(32.51)

29

(29.49)

5

(41.10)

34

(30.80)

Total
482

(100.00)

62

(100.00)

544

(100.00)

383

(100.00)

50

(100.00)

433

(100.00)

99

(100.00)

13

(100.00)

111

(100.00)

아래의 <표 3>은 소득수준별로 방치아동과 비방치아동의 아동발달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 학업성취도와 내재화 문제의 두 영역에서

방치아동과 비방치아동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방과

후 방치아동의 학업성취도는 1.74점으로 비방치아동의 2.18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재화

문제 역시 방치아동이 14.74점으로 비방치아동의 11.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

구소득으로 구분해보면 비저소득가구 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 간 방치아동과 비방치아

동의 발달상 차이가 보이는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비저소득가구의 아동만을 대상으

로 할 경우 방치아동과 비방치아동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 영역은 학업성취도이며,

저소득가구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정서적 역량 영역인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

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요약하면 방과후에 방치된 아동과 비방치된 아동간

비행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업성취도와 내

재화 문제에서 차이가 있고, 소득구분을 했을 경우에는 비저소득가구 아동은 학업성취도

에서, 저소득가구아동은 정서적 역량 문제에서 방치아동과 비방치아동 간의 차이가 유의

미하게 드러난다.

<표 3> 소득수준별 아동발달

(단위 :점/명)

주 1)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 가중치 적용

2) 학업성취도,내재화문제,외현화문제=평균(s.d) / 비행경험=경험한 아동수(%)

3) * p<0.1; ** p<0.05; *** p<0.001

2)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곳에서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원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표 4>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특성, 부모 및 가구특성,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통제한 후에 방과후 방치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아동발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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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학업성취도, 정서적 역량(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그리고 비행행동이 각 회

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 설정됐다.

우선 학업성취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초등학교 4-6학

년 기간의 방과후 방치 경험은 중학교 시절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학력, 방과후 지원서비스 이용, 월평균 사교육비가 아동의 학

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일수록, 방과후 지원서

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월평균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에서 부모학력을 통제한 후에는 가구형태와 가구소득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에는 부모학력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다른 연구결과와

도 합치하는 부분이다.

<표 4>에서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계수이므로, 분석결과를 통하여 방과후 방치

경험은 학업성취도를 약 0.15 표준편차만큼 낮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대졸미만인 경우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줘, 방과후 방치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

적으로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방과후 방치는 아동의 정서적 역량 중에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

으로 나타났다. <표 4>의 내재화 문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방과후 방치 경험은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영향의

크기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부모교육수준의 영향의

크기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표 4>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방과후 방치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비행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학력을 포함하여 가구형태나 가구소득도 아동의 외현화 문제

나 비행행동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를 살펴보기 위하여 방과후 방치와 저소득 가구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포함하였

다.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학업성취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비행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 방치의 영향은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변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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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업성취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비행여부

B Sig. B Sig. B Sig. Exp(B) Sig.

독립

변수

방치여부

방치 -0.147*** 0.001 0.084* 0.086 0.008 0.871 0.762 0.433

비방치

아동

특성

성별

여성 -0.004 0.931 -0.003 0.954 -0.021 0.647 0.479*** 0.000

남성

학년

4학년

5학년 -0.117** 0.014 0.037 0.464 0.027 0.598 1.156 0.537

6학년 -0.058 0.220 0.014 0.774 -0.035 0.494 0.780 0.302

부모

및

가구

특성

부모의 근로형태

전일제 -0.019 -0.659 0.017 0.707 0.061 0.188 1.166 0.464

전일제아님

부모학력

대졸미만 -0.144** 0.002 0.086* 0.080 0.073 0.142 1.088 0.707

대졸이상

가구형태

한부모조손 -0.024 0.580 0.027 0.571 0.019 0.688 1.324 0.386

양부모가구

가구소득

저소득가구 -0.061 0.200 0.018 0.723 0.013 0.806 0.664 0.171

비저소득가구

방과

후

활동

방과후지원서비스이용

이용 0.123** 0.004 0.002 0.964 0.006 0.902 0.936 0.779

미이용

월평균사교육비 0.183*** 0.000 0.089* 0.085 0.063 0.229 0.986** 0.025

상호

작용
방치×저소득가구 0.016 0.723 0.046 0.359 0.051 0.318 1.370 0.719

R Sq. / -2LL 0.147 0.022 0.015 616.574

F / Chi Sq. 7.793 1.040 0.700 24.942

N 510 511 505 513

<표 4>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체 아동)

주 1)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 가중치 적용

2) B=표준화 회귀계수

3)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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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표 6>은 방과후 방치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집단을 비저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우선 비

저소득가구 아동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표 5>를 살펴보면, 분석결과가 전체

아동 대상 분석결과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비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에서도 방과

후 방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내재화 문제의 위험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방과후 방치를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

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중학교 기간 동안에 학업성취도는 낮고, 내재화 문제는 높은

것을 보여준다. 전체 아동들의 분석결과와 같이 방과후 방치는 외현화 문제와 비행행동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학업성취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비행여부

B Sig. B Sig. B Sig. Exp(B) Sig.

독립

변수

방치여부

방치 -0.144** 0.002 0.093* 0.063 0.012 0.812 0.768 0.446

비방치

아동

특성

성별

여성 0.000 0.996 -0.026 0.601 -0.029 0.572 0.535** 0.005

남성

학년

4학년

5학년 -0.130** 0.013 0.049 0.382 0.056 0.328 1.227 0.426

6학년 -0.081 0.114 0.008 0.884 -0.037 0.505 0.731 0.241

부모

및

가구

특성

부모의 근로형태

전일제 -0.026 0.579 -0.013 0.799 0.017 0.744 1.171 0.501

전일제아님

부모학력

대졸미만 -0.114** 0.027 0.078 0.161 0.063 0.266 0.978 0.927

대졸이상

가구형태

한부모조손 0.000 0.993 0.059 0.246 0.028 0.590 1.076 0.865

양부모가구

LN가처분소득 0.115** 0.035 0.062 0.290 0.019 0.751 0.892 0.695

방과

후

활동

방과후지원서비스이용

이용 0.142** 0.002 0.018 0.711 0.004 0.942 0.863 0.579

미이용

월평균 사교육비 0.148** 0.007 0.070 0.228 0.056 0.340 0.985** 0.039

R Sq. / -2LL 0.156 0.022 0.012 508.997

F / Chi Sq. 7.563 0.925 0.488 19.570

N 419 419 414 421

<표 5>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비저소득가구 아동)

주 1)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 가중치 적용

2) B=표준화 회귀계수

3)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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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저소득가구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방과후 방치가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업성취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비행행동 어디에도 저소득가

구 아동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변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현화 문제에서는 비저소득

가구와는 다르게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에는 주양육자가 전일제로 일하고 있을 때 외

현화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전일제로 일하고 있음에

도 저소득가구로 분류될 정도로 가구소득이 낮다면, 보수수준이 상당히 낮고 열악한 작

업환경의 직종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한 요인은 주양육자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

동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구 분
학업성취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비행여부

B Sig. B Sig. B Sig. Exp(B) Sig.

독립

변수

방치여부

방치 -0.099 0.399 0.175 0.135 0.133 0.248 1.196 0.833

비방치

아동

특성

성별

여성 -0.097 0.430 0.089 0.467 0.039 0.749 0.287** 0.024

남성

학년

4학년

5학년 -0.020 0.883 0.004 0.974 -.0.115 0.387 0.596 0.431

6학년 0.063 0.641 -0.018 0.891 -0.080 0.546 0.871 0.834

부모

및

가구

특성

부모의 근로형태

전일제 -0.044 0.712 0.130 0.280 0.274** 0.022 1.207 0.735

전일제아님

부모학력

대졸미만 -0.187 0.131 0.194 0.117 0.114 0.348 1.618 0.551

대졸이상

가구형태

한부모조손 -0.028 0.820 -0.031 0.799 -0.012 0.920 1.510 0.474

양부모가구

LN가처분소득 0.159 0.194 -0.078 0.520 -0.078 0.515 0.612 0.364

방과

후

활동

방과후지원서비스이용

이용 0.052 0.670 0.023 0.849 0.096 0.418 1.402 0.557

미이용

월평균사교육비 0.053 0.674 0.065 0.605 0.015 0.903 0.991 0.759

R Sq. / -2LL 0.089 0.086 0.115 87.569

F / Chi Sq. 0.682 0.661 0.921 10.172

N 81 82 82 81

<표 6>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가구)

주 1)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 가중치 적용

2) B=표준화 회귀계수

3) * p<0.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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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함의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시도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영향요인인 방과후 방치와 3년 후의 결과요

인인 아동발달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여 영향변수와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적절

히 파악하였다.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방과후 방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

와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상대적인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방과후 방치가 학업성취도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가구보다는 비

저소득가구에서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비행행

동에서는 방과후 방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과후 방치가 어

린 시기에 성인의 보호와 지도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습부족의 문제로 연결되고 우울이

나 사회성 부분에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적어도 초

등학교 고학년기간에서 중학교 기간 동안의 방과후 방치와 아동발달의 결과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나 비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의 증가

와 연결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지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방치의 영향은 오히려 비저소득가구

아동에게서만 나타났다. 빈곤가구의 아동의 경우는 방과후 방치가 학업성취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비행행동 등의 아동발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방과후 방치가 보다 심각한 위험요인일 것

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른 자료나 연구방법을 이용한 보다 체계

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는

연구방법론적인 측면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수준에 관

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사용한 한국복지패

널 아동부가조사 자료에서 저소득가구 아동의 샘플수가 상당히 적은 것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저소득가구 아동의 샘플 수는

112명에 불과해 비저소득가구 아동의 샘플(N=433)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샘플 수가 적

다 보니 저소득가구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표준오차의 크기가 커져 거의 일관

적으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찾을 수 없었을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저소득

가구 아동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 내면화 문제, 외

현화 문제, 비행행동에서 비저소득가구 아동과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의 발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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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9). 실제로 저소득

가구 아동 대부분이 그러한 발달결과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의 발달을 보이고 있다

면 저소득가구 아동들 간에는 발단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을 수 있다. 즉, 발달

수준에서 편차(variation)가 거의 없어 방과후 방치의 추가적인 영향을 찾아보기 힘들 수

도 있다.

비록 저소득가구 아동에게서는 방과후 방치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아동의 발

달에 방과후 방치가 일정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업성취도와 내재화 문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때 학습지도 부분과

우울이나 위축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방과후 방치에 대한 대응방식이 단순한 보호와 돌봄 차원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학습지도, 사회성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연구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우선,

방과후 방치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보다 풍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한국복

지패널 데이터의 아동부가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져 방과후 방치의 영향을 3년이라는 시

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영향변수와 결

과변수 간의 시차를 두고 살펴 본 것은 본 연구의 장점이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세 번째는 본 연구의 결

과는 어디까지나 방과후 방치와 아동발달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만으로 해석돼야 한

다는 점이다. 관찰자료를 이용한 연구이기에 인과관계로 확대 해석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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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The effects of the use of child-related welfare services on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children: 

Comparison betwe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weight analysis

정선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아동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발달 중 심리사회적 발

달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측정되는 선택편의를 줄이고자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중회

귀분석 결과와 달리,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는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선택편의 제거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집단과 미

이용집단 간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의 차이가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경향점수 가중치를 통해 두 집단이 동

질한 집단이 되도록 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선택편의 제거 수준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내면화

문제에서는 크지 않았으나 외현화 문제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내면화 문제의 지속성 및 외현

화 문제의 선택편의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가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제한점은 추후 연구에 반영될 것이다.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빈곤이 아동의 신체적 사회정

서적 인지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Burnett and Farkas, 2009; Eamon, 2001; McLeod and Shanahan, 1993).

빈곤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기관에

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과 같은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그 외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정봉사 서비스, 직업훈

련, 취업상담, 약물상담, 가정폭력상담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이 외에도 보육료 감면, 무료 급식, 학비 지원, 방과후 지도 등의 복지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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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다는 관점(Conger et al., 1992; McLoyd, 1990)에서 볼 때, 현금 및 현물 지원이나 무료

로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는 가구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보충하거나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구의 수입 증대와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중에서 대상 가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편이다.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로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

으로 한 조사(조권중 외, 2005)와 어린이재단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모선영 홍백

의 이자영 최은성, 2008; 허남순 외, 2005) 등이 있지만, 대상이 지역적으로 혹은 연령적

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조사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아동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지경, 2004; 정선욱, 2005), 취학아동 양육자의 사회기술훈련 행동치료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 의향을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현숙 민소영, 2005) 등은 가구의 경제

형편, 어머니의 취업,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 자녀의 수

등이 실제 서비스 이용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저소득 가구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소득 가구 아동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험 연구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의 타당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

은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관련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산출하였지만,

공변인의 등분산성(homogeneous variance) 가정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의 영향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문제가 클

수록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편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중회

귀분석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을 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선택편의에 의한 결과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최근 여러 연구에서 경향점수 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유치원 유급이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경향점수 방법을

통해 알아본 Hong과 Yu(2008)의 연구는 유급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

해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자신감이 낮고 학업에 흥미를 덜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는 달리 유치원 유급은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정책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고교 평준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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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거나 악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경

향점수를 적용하였을 때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보고하고 있다(민경석, 2008). 한편, 자활직업훈련이 실제로 임금을 올리는데 효

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경향점수를 적용하여 자활직업훈련 참가자와 근로빈곤층 근

로자를 배합한 안서연(2008)의 연구는 자활직업훈련 참가자의 임금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빈곤층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점수를 적용하여 복

지서비스 이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경향점수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

과가 기존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아동관련 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

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 중에는 Andersen의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한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Andersen의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고찰하기에 앞서 이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주

의 모델은 의료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1968년

초기의 모델이 발표된 이후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변형 모델이 Andersen

과 동료들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이 중 Andersen과 Newman(1973)의 모델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Goldsmith, 2002). Andersen과 Newman의 모델은 개인의 의료 서비스 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 촉진/저해요인(enabling

factor), 욕구요인(needs factor) 으로 보고 있다.

선행요인은 질병이전에 존재했던 개인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1)

교육, 직업, 민족성, 사회 관계망,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와 같은 사회적 구조, 2) 건강 관

리에 대해 개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태도, 가치, 지식과 같은 건강 신념, 3) 연령과 성

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포함된다. 촉진/저해요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 유통 공급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

한 지식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수입, 의료 보험 유무, 주로 이용하는

의료 자원,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등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인;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대기 시간과 같은 지역사회 변인; 유전적 요인이나 심리적 특성과 같은 그

외의 변인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 요인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신체 기능과 관련

된 문제를 의미한다.

Cheng(2006)은 미국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요인으로 아동의 이전 의료 서비스 이용, 어머니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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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학력, 아동의 연령과 성별, 민족성을, 촉진/저해요인으로 대도시 거주 기간, 가구 수

입, 의료 보험 여부, 공공부조 수급 여부를, 욕구요인으로 지각된 아동의 건강 정도를 이

용하였다. 그 결과, 선행요인, 촉진/저해요인, 욕구요인이 모두 유의하게 아동의 의료 서

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이전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을수록, 어머니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

이 백인일수록, 어머니가 대학 졸업자일수록, 대도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수입이 빈곤선

의 100% 이상일수록, 의료 보험이 있을수록, 공공부조를 받지 않을수록, 어머니가 지각

한 아동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아동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기술훈련 행동치료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박현숙 민소영, 2005)

에서는 선행요인으로 주양육자의 성별, 연령, 학력과 아동의 성별과 학년을, 촉진/저해요

인으로 수급권자 여부, 정신 사회재활 서비스 인지도를, 욕구요인으로 심리사회적 발달

문제 여부, ADHD 여부, 품행장애 여부, 우울장애 여부,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선행요인보다는 촉진/저해요인과 욕구요인이 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기술훈련과 행동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을 설명하는 모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수급하지 않거나, 아동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경향점수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모델의 각 요인에 해당되는 변인을 활용하였다.

2.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구의 빈곤이 아동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예: 구인회 외, 2009; Burnett and Farkas, 2009). 예를 들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초등학생을 조사한 이혜영(2005)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은 성취동기·의욕·자

아개념이 낮게 나타났으며 타지역 학생들에 피해 집단따돌림이나 폭력피해 혹은 가해를

경험한 확률이 높았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보여주는 이러한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설

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 모델(economic stress

model)을 들고자 한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버

지가 일관적이지 않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는 Elder(1974)의 관찰을 시작으로 하

여, 많은 연구자들이 경제적 스트레스 모델을 바탕으로 빈곤이 가족구성원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가족관계(예: Conger et al., 1992; Heflin and Iceland, 2009; McLoyd, 1990)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 모델에서 볼 때, 현금 및 현물 지원이나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가구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보충하거나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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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함으로써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와 가구구성원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료 보육서비스와 각종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해 빈곤층 여성 가구

주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미국 위스컨신 주 밀워키의 복지 프로그램인 New

Hope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Duncan, Huston, and Weisner, 2007)에 의하면, 근로 빈곤

층 가구의 수입을 보충하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각종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었으며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Lee와

Mackey-Bilaver(2007)는 Food Stamp 와 WIC(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공급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인 아동의 건강상태와 영

양상태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 학대 및 방임 확률도 줄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였다.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 학대 및 방임간의 정적인 관계(예: Whipple and

Webster-Stratton, 1991)를 고려할 때, Food Stamp와 WIC이 음식 불안정(food

insecurity)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아동 학대 및 방임 확률도 낮아진 것

이라 볼 수 있다(Lee and Mackey-Bilaver, 2007).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하며

빈곤의 악영향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Jessor,

1992), 국내 빈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정은희, 2002)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내적 통제감과 대인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에 대한 흥미 수준을 높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익중 외(2005)는 비행 행동의 경

우 부모의 지도 감독이 높은 집단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아동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지도 감독이 낮은 집단에서의 복지서비스의 이

용이 아동의 비행행동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하여 복지서비스의 완충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

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50%를 넘는다는 연구결과(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2005)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아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협하는 위험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감소와 사회적 지

지의 증가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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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부가조사는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수집되었으며, 1차년도 아동용 부가조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4차년도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최종조사결과 확인시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아동용 부

가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4차년도 가구의 소득이 저소득(중위소득의 60%)에 속하는 아동

으로 총 171명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경향점수(propensity score: PS)방법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방법은 관찰연

구나 무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연구의 경우 인과관계 추론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경향점수 방법은 주로 1) 처치(treatment)를 받을 확률의

차이가 집단 간에 있거나, 2) 비실험 연구나 무선화되어 있지 않은 실험연구에서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거나, 3) 다면적인 공변인(multidimensional covariates)을 한 차원의 점수,

즉 경향점수로 줄이고자 할 때 사용된다.

경향점수가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민경석(2008, p.4～5)이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처치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의 차이

를 통해 처치효과를 알아보며 처치효과인 τ는 다음의 식(1)로 표현할 수 있다.

τ = E(Yi1) - E(Yi0) (1)

식(1)에서 E는 기댓값을 나타내며, Yi1과 Yi0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i번째 관찰값을

각각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개별 i대상에 대하여 Yi1와 Yi0 중 하나만이 관찰이 되기 때

문에 실제 처치효과는 식(2)로 계산된다.

τ|Ti = E(Yi1| Ti = 1) - E(Yi0 | Ti = 0) (2)

식(2)에서 Ti가 1일 경우 처치를 의미하며, Ti가 0일 경우 통제를 의미한다. 무선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1)가 (2)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지만, 무선화가 불가능한 관찰연구에

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동일한 모집단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

찰연구에서는 처치할당에 영향을 주는 공변인 Xi를 통제한 후 처치효과를 식(3)으로 추

정한다.

τ|XiTi = E(Yi1| Xi, Ti = 1) - E(Yi0 | Xi, Ti = 0) (3)

처치할당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변인이 통제된다고 가정한다면 식(1)과 (3)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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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Rosenbaum과 Rubin(1983)은 공변인을 통제한 후 연구대상을

실험집단 혹은 통제집단에 할당될 확률을 나타내는 경햠점수가 p(Xi)=P(Ti = 1| Xi) = E

(Ti | Xi) 일 때 { (Yi1, Yi0 ⊥ Ti) | Xi } 이면 { (Yi1, Yi0 ⊥ Ti) | p (Xi) }임을 증명하

였다. 즉 식 (1)의 처치효과는 경향점수를 통제한 식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τ= E(Yi1| p (Xi), Ti = 1) - E(Yi0 | p (Xi), Ti = 0) (4)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예: 배합(matching)이나 하위분

류(subclassification)/ 계층화(stratification)) 중에서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경향점수 가중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참여자에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갖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처치를 받을 확률을

설명하는 공변인(X1, X2,…Xp)으로 경향점수를 구하는 방식과 이를 이용해 가중치를 구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경향점수 구하기: In(PS/(1-PS)) = β0 + β1X1 + β2X2 + … + βpXp

• 처치를 받은 대상의 경향점수 가중치: wi = 1/PSi

• 처치를 받지 않은 대상의 경향점수 가중치: wi = 1/ (1-PSi)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고 적용된 결과를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

여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개념틀로, 경

향점수를 산출하고 적용하는 과정과 순서를 보여준다.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틀

첫째, 경향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할 확률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4년에 걸

친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행태의 패턴을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였

다. 둘째, 로짓 회귀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행태를 보여주는 경향점수를 산출하였

다. 경향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로짓 모델에 어떠한 설명변인이 들어가느냐에 따

라 경향점수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Guo and Fraser, 2010), 학자들은 가장 적합한 모

델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rano와

Imbens(200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모든 설명변인을 한꺼번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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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설명변인 각각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짓 모델로 분

석한 후 일정한 차단점(cut-off points, 예: 2, 3, 4)에 이르지 못하는 t 혹은 z 점수를 보

이는 설명변인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본 모델에서는 z점수가 2가 넘지 않는 설명변인을

제거함으로써 경향점수 산출에 사용될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다.

셋째, 최종 로짓 모델이 선정되면 경향점수에 역수를 취하여 가중치를 구했다. 복지서

비스 이용행태별로 다른 특성(예: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였던 집단들이 가중치를 적용

한 후 동질한 집단으로 조정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중치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았다. 각각의 설명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복지서비스 이용행태를 독립변

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이용행태별로 설명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경향점수를 통해 산출된 가중치를 표집 가중치(sampling weight)로

이용하여서 아동 심리사회적 발달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최종 로짓 모델에 사용된 변인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3. 연구변인

1) 4차년도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1991)를 번안하여 제작한 K-CBCL(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8) 문

항을 사용하였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내면화 문

제에는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이 해당되며, 외현화 문제에는 비행과 공격성이 해

당된다.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4차년도에 추가된 ‘의심이 많다’ 문항

제외)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며 Cronbach α는 0.87이다. 주의집중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1문항으

로 ‘집중력이 없고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α는 0.82 이다. 위축 9문항을 통해 측정되

었으며 문항의 예로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가 있고 Cronbach α는 0.79이다. 비행을 측정하는 문항은 12문항으로 ‘나쁜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나쁜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Cronbach

α는 0.62이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19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예로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가 있고 Cronbach α는 0.84이다. 각 문항

은 ‘0(전혀 아니다)’에서 ‘2(자주 그렇다)’까지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각 영역

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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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서비스 이용

한국복지패널에서 정의하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간의 복

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경우는 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을 포함해 열 가지 항목에서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수집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서비스로 (1) 아동상담, (2) 방과후 지도, (3) 예체능 교실, (4) 문화활동 이용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결과(예: 류지현, 2007;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를 고려하

여, 일정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서비스만을 이용 서비스로 간주하였던 정익중 외(2005)

의 연구에서와 같이 각 서비스 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합산하였다.

3) 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아동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가구주 특성 변인 4개, 가구특성 변인 11개, 아동특성 변인 9개 총 24개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가구주 특성과 가구 특성의 경우 1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변인을 재구성하였으나, 아동 특성의 경우 1차년도에만 수집

되었으므로 아동 특성은 1차년도의 자료만 이용되었다. Hirano와 Imbens(2001)가 제안한

방법대로, 24개 변인 각각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4개의 로짓 모델로 실시한 결과, 이 중 6개의 변인만 최종 모델에 선정되었다. 다

음에서는 최종 모델에 사용된 변인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가구주 특성

가구주 특성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취업지위, 가구주 성별 등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최종 모델에 사용된 변인은 가구주의 취업지위이다. 4년에 걸친 가

구주의 취업지위는 ‘계속 취업’, ‘취업한 적 없음’, ‘미취업 후 취업’, ‘취업 후 미취업’으로

나뉘었으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계속 취업’이 준거집단으로 사용되었다.

(2) 가구 특성

가구 특성 변인으로는 가구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지위, 가구원의 수, 건강

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17세 이하 아동의 수, 아동 중 남아의 비율, 가족간 갈등, 사회

복지관련이용시설 편리성, 교통시설 편리성, 거주지역특성(서울, 대도시, 시, 군) 등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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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는데 그 중 최종 모델에 사용된 변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거주지역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우는 수급여부에 따라 ‘1(예)’와 ‘0(아니오)’로 코딩하였으며,

4년에 걸친 수급의 변화과정을 크게 ‘수급하지 않음’, ‘계속 수급’, ‘미수급 후 수급’으로

나누었다. 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다가 이후에 수급하지 않은 집단도 있었으

나 빈도수가 낮아 ‘수급하지 않음’ 집단에 포함시켰다. 거주지역 특성은 크게 ‘서울’, ‘광

역시’, ‘시’, ‘군과 도농복합군’로 나누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이 준거집단으로 사용

되었다.

(3) 1차년도 아동 특성

아동특성 변인으로는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

격, 또래애착, 아동학대 경험 등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최

종 모델에 선정된 변인은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비행이다. 4차년도와 같은 문

항이 사용되었으며,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비행의 Cronbach α는 각각 0.82,

0.76, 0.53이다. 1차년도 우울 및 불안과 주의집중은 z 점수가 2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4

차년도 내면화 문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모델에 투입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위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의 절차를 따라, 1)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행태를 범주화하

고, 2)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이용하여 경향점수를 산출하고, 3) 산출된 경향

점수가 이용행태 집단 간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4) 경향점수 가중치를 이용

한 분석결과와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행태의 범주화

1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아동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사용한 아동관

련 복지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동상담 방과후 지도 예체능교

실 문화활동을 이용한 가구의 수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이

‘대체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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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년도별 이용한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중복응답)
단위(명)

1차년도

전체(만족)

2차년도

전체(만족)

3차년도

전체(만족)

4차년도

전체(만족)

아동상담 2 (2) 2 (1) 0 (0) 8 (5)

방과후 지도 20 (16) 20 (16) 22 (18) 28 (23)

예체능교실 12 (10) 9 (7) 10 (6) 14 (12)

문화활동 13 (12) 9 (9) 15 (13) 16 (16)

4년에 걸친 복지서비스 이용의 추이를 보고자 하였으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시

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추이보다는 복지서비스 이용의 누적적

효과를 보기로 하였다. <표 2>는 4년에 걸쳐 이용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아

동관련 복지서비스 종류의 총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한 복지서비스가 4년에 걸쳐 한

가지도 없는 경우가 99명으로 57.9%에 해당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4년 동안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음’ 집단과 ‘4년 동안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

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한 적 있음’ 집단으로 이분화하였다.

<표 2> 4년에 걸쳐 이용한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종류의 총합

단위(명 (%))

복지서비스 종류의 총합 해당 아동의 수

0 가지 99 (57.9)

1 가지 32 (18.7)

2 가지 14 (8.2)

3 가지 12 (7.0)

4 가지 5 (2.9)

5 가지 이상 9 (5.2)

합계 171 (100.0)

2. 복지서비스 이용행태 범주를 설명하는 변인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한 집단을 설명하는 변인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가 1차년도나 2차년도에 취업하지 않았으나 3차년도 이후에 취업

한 집단일수록 가구주가 계속 취업한 상태에 있는 집단에 비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

률(OR)이 4.78(p<.05)배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우, 수급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계속 수급하는 집단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odds)은 14.66(p<.001)배, 3차년도 이후

에 수급하는 집단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odds)은 24.62(p<.001)배 높았다. 거주지

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도

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할 확률(odds)이 4.69(p<.0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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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수준이 1점 증가할수록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odds)

이 5%(p<.10) 증가하였으나 주의집중 수준이 1점 증가할수록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

(odds)은 6%(p<.10) 감소하였다. 1차년도 비행 수준이 1점 증가할수록 복지서비스를 이

용할 확률(odds)은 43%(p<.05) 증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심리사회적 발달에 문제를 겪

는 아동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선택편의

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만족도가 높은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유무를 설명하는 변인

OR z 95%신뢰구간

가구주 취업지위

가구주 취업 안함 1.66 0.72 ( 0.42 , 6.52 )

가구주 취업 후 미취업 0.85 -0.29 ( 0.28 , 2.60 )

가구주 미취업 후 취업 4.78 2.18* ( 1.17 , 19.55 )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생활보장 계속 수급 14.66 4.51*** ( 4.56 , 47.14 )

기초생활보장 3차년도 이후 수급 24.62 4.55*** ( 6.20 , 97.78 )

거주지역

광역시 4.69 2.20* ( 1.18 , 18.65 )

시 2.29 1.19 ( 0.58 , 9.00 )

군과 도농복합군 0.95 -0.06 ( 0.21 , 4.37 )

1차년도 사회심리적 발달

우울 및 불안 1.05 0.69 ( 0.91 , 1.22 )

주의집중 0.94 -0.80 ( 0.81 , 1.09 )

비행 1.43 2.34* ( 1.06 , 1.92 )

LR chi2(11) = 82.78***

Log likelihood = -74.9986

Pseudo R-square = 0.36

*** p<.001; * p<.01

준거집단: 가구주 계속 취업,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지 않음, 서울 거주

3. 경향점수 가중치의 적용

위의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산출된 경향점수를 적용하였을 때, 복지서비스 이용집단

과 미이용집단 간에 불균형(imbalance)을 보이던 각각의 설명변인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

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4>와 <표 5>에 소개되어 있다. <표 3>에 투입되었던 설명변

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종

속변인의 범주가 여러 개일 경우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연속 변인일 경우에는 단

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인 <표 4>의 모델은 가구주

취업유무에 따라(LR chi-sqiare(3)=23.53, p<.001),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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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2) =59.33, p<.001), 거주 지역에 따라(LR chi-square(3)=10.54, p<.10) 복지서

비스 이용집단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수준에 따라(F(1, 169)= 5.59, p<.10), 주의집중 수준에 따라(F(1, 169)=3.75, p<.10), 비행

수준에 따라(F(1, 169)=6.21, p<.05) 복지서비스 이용집단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 이용의 집단 간 차이: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

설명변인: 종속변인으로 이용됨 z 혹은 t 모델 유의도

가구주 취업 안함 4.25*** LR chi-sqiare(3) = 23.53***

가구주 취업 후 미취업 0.82

가구주 미취업 후 취업 2.49*

기초생활보장 계속 수급 6.33*** LR chi-square(2) = 59.33***

기초생활보장 3차년도 이후 수급 4.45***

광역시 2.76*** LR chi-square(3) = 10.54+

시 1.06

군과 도농복합군 0.78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2.36* F( 1, 169) = 5.59+

1차년도 주의집중 1.94+ F( 1, 169) = 3.75+

1차년도 비행 2.49* F( 1, 169) = 6.21*

*** p<.001; ** p<.01 * p<.01; + p<.10

준거집단: 가구주 계속 취업,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지 않음, 서울 거주

<표 5>는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후 각각의 설명변인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중치가 적용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한 설명변인이 없으며,

각 모델도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집단과 미이용집단 간에 존재하던 가구주 취업상태, 기초

생활보장 수급상태, 거주 지역, 1차년도 심리사회적 발달의 불균형은 해소되고 두 집단

은 동질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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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 이용의 집단 간 차이: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후

설명변인: 종속변인으로 이용됨 z 혹은 t 모델 유의도

가구주 취업 안함 0.31 F( 3, 490) = 0.04

가구주 취업 후 미취업 0.02

가구주 미취업 후 취업 0.07

기초생활보장 계속 수급 0.27 F( 2, 496) = 0.04

기초생활보장 3차년도 이후 수급 0.02

광역시 0.98 F( 3, 496) = 0.56

시 1.25

군과 도농복합군 0.84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0.04 F( 1, 498) = 0.00

1차년도 주의집중 0.03 F( 1, 498) = 0.00

1차년도 비행 0.31 F( 1, 498) = 0.10

준거집단: 가구주 계속 취업,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지 않음, 서울 거주

4.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세 가지 접근 방법에는 1)경향

점수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2) 통제변인 없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 3)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해당된다. 경향점수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는, 복지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설명변인을 이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의 균형을 최대한 맞춘 후에 복지서비스 이용을 처치로 한 가상의 실험연

구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인 없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자기선택(self-selection)

을 통해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이라는 처치의 효과를 보여주며, 통제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자기선택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집단

간 차이를 설명변인을 이용하여 통제한 후의 처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면화 문제의 경우, 통제변인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

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의 차이만을 보았을 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의 내면화

문제가 3.17(0<.1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

을 때, 집단 간의 차이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

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

지 않는 집단 간에 더 이상 내면화 문제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 통

제변인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집단 간의 차이를 보았을 때 복지서비스를 이

용하는 집단의 외현화 문제가 1.98(p<.05)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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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외현화 문제는

1.78(p<.10)점 더 높았다. 그러나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복지서비스를 이용

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다중회귀분석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다중회귀분석

통제변인

미적용

통제변인

적용

통제변인

미적용

통제변인

적용

coeff.(lin. std.err) coeff.(std.err) coeff.(std.err) coeff.(lin. std.err) coeff.(std.err) coeff.(std.err)

복지서비스 이용 -

복지서비스 이용 안 함
2.24 (2.47) 3.17 (1.61)+ 3.04 (1.88) 1.41 (1.24) 1.98 (0.84)* 1.78 (1.04)+

* p<.05; + p<.10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아동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심

리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복지서비스 이용은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서비

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아동은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

측하였으며 선택편의에서 오는 오류를 줄이고자 경향점수 가중치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향점수 가중치방법을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하였을 때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 간에는 내

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복지서비스 이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

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수준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두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정책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서비스 이용 후에 ‘대체로 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아동상담 방과후 지도 예체

능교실 문화활동 이용여부를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는 아동이 이용

한 서비스가 질적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사

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의 효과를 결정짓는 빈도나 강도에 대한 정보는 복지패널에 수집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가 1회에 몇 시간에 걸쳐,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

나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4년에 걸쳐 복지서비스를 한 번도 이

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아동이 전체 저소득 가구 아동의 약 58%를 차지한다는 본 연



- 469 -

구의 결과는 아동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시사

한다. 즉,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도 일회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러한 빈도와 강도로는 복지서비스 이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서비스 재원과 인력확충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폭넓게 제공

되고 서비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나 바우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복지서비스

이용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택편의가 제거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

는 집단 간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통제변인을 적

용하지 않은 다중회귀분석은 선택편의를 전혀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 수준은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제변인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 즉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크기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유의하

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을 최대한 동질하

게 조정하기 위해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두 집단 간 외현화 문제 수준의 차

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복지서비스 이용집단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비이용

집단에 비해 더 이상 높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은 이러

한 선택편의에 의한 왜곡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와 같이 연구대상을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인위적으로 할당할 수 없는 상황에 활용도가 높은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모델에 투입하는 변인에 따라 가중치 크

기의 변화가 크므로 변인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z 점수의 값을 2로 정한 뒤 최종 모델에 투입될 변인을 설정하였으나, z 점수의 값을 1,

1.5, 2.5 등 다양하게 하여 투입되는 변인에 따라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가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내면화 문제의 경우는 통계적 선택편의 제거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었

지만 외현화 문제의 경우는 유의도 수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차원

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면화 문제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Bongers,

Koot, van der Ende, and Verhulst, 2003) 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된 양상

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선택편의 제거 수준과 상관없이 내면화 문제는 복지서비스라는

외부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외현화 문제가 선택편의에 더 민감한 것은 1차년도 비행수준과 복지서비스 이용 간의

상관에 기인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1차년도 비행 수준이

높은 아동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았고,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 4차년도 외현화 문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택편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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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였을 때는 복지서비스 이용여

부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수수께끼적인 발견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선택편의를 무시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의 효과를 분

석하면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선

택편의를 최대한 제거하면 서비스이용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심리적 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

이 복지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라 전체 저소득 가구 아동을 이분화 한 본 연구의 분

석방법으로 인해 이용한 복지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용서비스 종류의 총합을 더 세분화하여 총합 상위 집단과

미이용집단을 비교한다면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여부와 같은 구

조적인 특성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심리사회

적 발달에 미치는 과정적 혹은 관계적인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예: 조은숙 서

지민, 2010) 등이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기초연

구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의 제한점을 반영하여 좀 더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 471 -

참고문헌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

61(1). 57-79.

김지경. 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 42(8). 66-76.

류지현. 2007.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

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모선영 홍백의 이자영 최은성. 2008. 빈곤아동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어린이재단 서

비스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 서울: 어린이재단.

민경석. 2008. “자아 존중감에 대한 경향점수를 이용한 평준화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 21(3). 1-21.

박현숙 민소영. 2005. “취학아동 양육자의 사회기술훈련, 행동치료,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

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21. 5-34.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2005. 2005년도 역학사업보고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 . 서울: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안서연. 2008. “자활직업훈련 사업의 임금 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 37. 171-197.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8.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혜영. 2005.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복지 실태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정책세미나: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대책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61-86.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15(1). 71-98.

정선욱 2005. “학령전기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가구의 육아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복지연구 . 28. 5-33.

정은희. 2002.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학교 대학원.

정익중 김혜란 홍순혜 박은미 허남순 오정수.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 57(3). 105-131.

조권중 김선자 변미리 신경희 이창화 박은철 박민정 한영희. 2005. 서울 복지 수요 조사 . 서울: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조은숙 서지민. 2010.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 19(1). 57-66.

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빈곤 아동의 삶의 질 . 서울: 학지사.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to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ology

Anderson, R., and Newman, J.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51. 95-124.

Bongers, I.L., Koot, H.M., van der Ende, J, and Verhulst, F.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179-192.



- 472 -

Burnett, K., and Farkas, G. 2009.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effects on children's mathematics

achievement: Estimates from random and fixed effects model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6.

297-318.

Cheng, T. 2006. "Children's access to four medical services: Impact of welfare policies, social structural

factors, and family resour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595-609.

Conger, R. D., Conger, K. J., Elder, Jr. G. H., Lorenz, F. O., Simons, R. L., and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Duncan, G. J., Huston, A. C., and Weisner, T. S. 2007. Higher ground: New Hope for the working poor

and their children.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Social Work. 46. 256-266.

Elder, G.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ldsmith, L. 2002. "A critical history of Andersen's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

reflection of how we study access to health care". Abstract for Academy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Health Policy Meeting. 19. 6.

Guo, S., and Fraser, M. C. 2010. Propensity score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CA: SAGE

Publications, Inc.

Heflin, C. M., and Iceland, J. 2009. "Poverty, meterial hardship, and depression". Social Science

Quarterly. 90(5). 1051-1071.

Hirano, K., and Imbens, G. W. 2001. "Estimation of causal effects using propensity score weighting: An

application to data on right heart catheterizaiton". Health Services and Outcomes Research

Methodology. 2. 259-278.

Hong, G., and Yu, B. 2008. "Effects of kindergarten retention on children'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 application of propensity score method to multivariate, multilevel data".

Developmental Psychology. 44(2). 407-421.

Jessor, R. (1992). “Ric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In D. E. Rogers and E. Ginzberg (eds.), Adolescence at risk: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Boulder, CO: Westview Press. 13-34.

Lee, B. J., and Mackey-Bilaver, L. 2007. "Effects of WIC and Food Stamp Program participation on

child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 501-517.

McLeod, J. D., and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Rosenbaum, P., and Rubin, D.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41-55.

Whipple, E. E., and Webster-Stratton, C. 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 Negelect. 15. 279-291.



- 473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변화 연구

- 1차년도와 4차년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허 균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조사되어진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변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지패널자료 중 4년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아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차년도와 4차년도

의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1차와 4차 모두 응답한

대상자 중 유효한 응답한 557명(남:284명, 여273명)이었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비행 모두 1차년도의 결

과가 4차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자아존중감은 비행행동

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차년도 비행은 4차년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 장 서 론

청소년 시기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에 대해 학습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정교화되고 그 존중감이 발달하게 된다. 자

아존중감은 환경, 성별, 학업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로우며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서도 지도되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환

경적 요인이나 성별, 학교생활, 매일 접하는 폭력적인 영상물 경험, 다른 또래와의 관계, 사회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범죄 등에서부터 청소년들은 갈등을 겪는다. 청소년들의 갈등은 문제행동이나 비행행동

을 통해 나타나고, 이러한 행동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청소

년 비행은 과거보다 더 집단화되고 연령도 낮아지며 중범죄가 증가한다(김경식․이현철, 2007)는 것에

서도 알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

를 통해 비행의 원인 요인을 찾거나 자아존중감이나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하지

만 많은 연구들이 동일 시점에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다 보니 같은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

를 보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해 정적인 관계가 있거나 부적인 관

계 혹은 관계가 없다는 혼란스런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의 원인은 횡단적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연구들이 수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종단적 성격의 패널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종단적 관점의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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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아동조사의 전국규모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변화와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행 예방을 탐색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여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

으로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상(self-image), 자기수용(self-acception),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

아효능감(self-efficiency) 등이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자아개념 등으로 대체로 연구에서 구분

하여 사용한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Rosenberg(1985)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

련된 것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고, Maslow(1970)는 다른 사람이 갖는 태도와 관

련된 외적 자아존중감과 자신이 갖는 내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대표적인 변인으로 성

별, 학업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Coopersmith, 1967). 최근에는 비행이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Caldwell et

al., 2006; 조아미, 2008; 김경식․이현철, 2007; 정익중, 2006)이 나타나고 있다.

2. 자아존중감과 비행

비행이란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일탈행동을 말한다. 흡연이나 음주 같은 행동을 성인이 할 경

우 잘못된 행동이나 일탈행동이라고 하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하게 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보다

심각한 비행 행동도 청소년은 비행이지만 성인의 경우 범죄라는 말을 사용한다. 비행은 비행

(delinquency), 잘못된 행동(misbehavior behavior),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등의 용어로 사

용되며, Sanders(1981)는 재산비행과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재산비행은 중한 범죄로 절도, 폭행, 강

도 등에 해당되고, 지위비행은 가출, 음주, 흡연 등을 말한다.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과 사회학습이론(Akers, 1998), 자아강화이론

(Kaplan, 1980) 등이 있다(김경식․이현철, 2007; 정익중, 2006). 먼저, 사회유대이론은 비행이 개인이

사회와 갖는 유대의 중요 요소 4가지 즉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

(belief)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은 비행이 다른 사회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비행 원인과 자주 노출될수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모방에 의한 비행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와 신념이지만

주변의 여러 환경이나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Maslow(1970)의 외적 자아존중감이나 Rosenberg(1985)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도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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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아강화이론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통해 자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비행이나 일탈 행동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보다 더 큰 중비행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부적관계가 있다는 연구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

킨다는 연구결과들(Parker & Benson, 2004; 류소연․박요섭, 2007; 김경식․이현철, 2007, 김은경․유가

효, 2002; 이은주, 2000)이다.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비행 행동을 하

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비행이 정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이다. 인과적 관계로는 비행을 통해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거나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Caldwell et al., 2006; Kaplan, 1980; 정익중, 2006)이다. 자

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비행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Kaplan의 자아강화이론의 논리처럼 자아존

중감이 낮은 학생은 자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비행 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는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비행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이경님, 2000; 유영남, 1987; Wells & Rankin,

1983)도 있다.

최근에는 횡단적 분석에서 벗어나 종단적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조아미(2008)는 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까지 4년간 자료로부터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김경식․이현철(2007)은 청소

년 비행 영향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동료경험 관점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년

주기로 이뤄지는 한국복지패널 아동조사에서 관찰되어진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인과 관계에 초점을 두

었다.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를 위한 기본 가설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한국복지패널 아동조사의 종단자료인 1차년도

와 4차년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차년도의 자아존중

감이 해당연도의 비행, 4차년도의 비행, 그리고 4차년도의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자료가 있을 경우 자귀회귀교차지연모형이나 잠재성장모형 등의 다양한

변화와 성장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개 연도의 자료만 수집된 관계로 구조방정식

모형 형태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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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제안되어진 연구모형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 가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1. 1차년도 자아존중감은 4차년도 비행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1차년도 자아존중감은 4차년도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1차년도 비행 행동은 4차년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1차년도 자아존중감은 4차년도 비행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1차년도 비행 행동은 4차년도 비행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4차년도 자아존중감은 4차년도 비행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차년도 및 4차년도 부가조사인

“아동조사”자료이다. 1차년도 조사는 2006년의 응답자는 당시 초4, 5, 6학년을 대상 759명이 응답하였

고, 2009년 4차년도 조사시 중학교 1,2,3학년인 612명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와 4차 모두 응

답한 대상자 중 유효한 응답을 한 557명(남: 284명, 여: 27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4. 변수의 설정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

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제안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Rosenberg의 척도를 바탕으로 1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측정 문항은 긍정적 자아개념

(self-worth)에 관한 8문항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4점 리커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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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

다(4) 중 하나에 응답하였고, 부정적 자아개념의 5문항은 코딩과정에서 역코드화 할 경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개의 문항은 구조방정식의 지표변수(indicator)로 활용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적용하

였다. Bandalos & Finney(2001)에 따르면 문항묶음은 추정오차를 감소시키고 자료의 연속성과 정상성

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항묶음 결과 자아존중감의 잠재변인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

정적 자아존중감의 두 개의 지표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두 개의 지표 변수에는 8문항과 5문항의 평

균값을 활용하였다.

2) 비행

Achenbach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개발하였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이 척도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능력을 표준화된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

이 평가 척도는 아동의 우울과 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복

지패널에서는 Archenbach의 척도를 바탕으로 오경자 등(1997)이 국내에 표준화 시킨 K-CBCL의 문항

을 추출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CBCL 문항 중 비행척도(Delinquent Behavior Scale)를

활용하였으며 나쁜친구와 어울리기, 거짓말하기, 가출 등의 비행행동을 평가하는 총 12개 문항으로 측

정되었다.

응답은 3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정도가 심하다. 12개의 비행 관

련 문항들은 구조방정식의 지표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문항묶음을 적용하였다. 12개의 문항은 각각 4문

항씩 세 개의 지표 변수로 나타내었다.

5. 분석 방법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과의 인과관계 및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도구는

AMOS 17.0을 활용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와 4차년도 “아동조사”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

년 1차 조사 때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9년까지 유효하게 응답을 한 학생은 557

명이었다. 이중 남학생은 284명(51.0%)며, 여학생은 273명(49.0%)이고, 2006년도 기준 학년 분포는 4학

년이 191명으로 전체 34.3%, 5학년은 179명으로 32.1% 그리고 6학년이 186명으로 34.4%이다.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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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분류
성별 학년(2006년도 기준)

합계
남 여 4 5 6 무응답

빈도(명) 284 273 191 179 186 1 557

퍼센트(%) 51.0 49.0 34.3 32.1 33.4 .2 100

<표 1> 표본 특성

2. 상관분석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다.

SE1_1 SE1_2 SE4_1 SE4_2 CR1_1 CR1_2 CR1_3 CR4_1 CR4_2 CR4_3

SE1_1

SE1_2 .351**

SE4_1 .347** .329**

SE4_2 .268** .326** .610**

CR1_1 -.175** -.156** -.133** -.127**

CR1_2 -.192** -.118** -.075 -.009 .356**

CR1_3 -.166** -.127** -.062 -.054 .272** .239**

CR4_1 -.101* -.135** -.202** -.208** .224** .185** .092*

CR4_2 -.130** -.098* -.193** -.167** .211** .290** .088* .454**

CR4_3 -.045 -.153** -.153** -.225** .111** .114** .044 .373** .407**

M 2.91 3.05 2.90 3.04 1.17 1.12 1.06 1.11 1.040715 1.03

SD .49535 .58737 .52382 .56768 .24221 .16785 .15208 .22882 .17647 .10068

* p<.05, ** p<.01

<표 2> 상관관계 분석표

3. 연구 모형 및 경쟁 모형 비교 결과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 모형과 함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은

복지패널에서는 아동조사를 4년 주기로 실시함으로써 긴 시간의 영향으로 두 잠재변인간의 상호 영향

력이 약화될 수 있는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앞에서 나타난 [그림 1]이 연구모형이라면, [그림 2]는 경

쟁모형을 나타낸다.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상호간의 관계를 배제하고 이전의 자아존중감이 4년차

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의 비행이 이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해당 연도에서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형화 하고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서로 내재(nested)되어 있는 관계이다. 내재된 관계의 모형의 경우 모형 차이

는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tler and Bonett, 1980).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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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통해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2] 경쟁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차이값 는 6.469 였으며, 자유도의 차이 df 는 2였

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이 우월한 모형으로 선택될 수 있

다. 또 적합도 지수에서도 연구모형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df TLI CFI RMSEA

연구 모형 49.483 29 .967 .979 .036

경쟁 모형 55.952 31 .963 .974 .038

 = 6.469, df = 2, p<.05

<표 3>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비교

4.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연도 변화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

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측정변수의 데이터의 분포는 자

아존중감이 정상분포에 가까운데 반해 비행의 경우 편포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을 위해 Bootstrap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Bootstrap 기법은 표본이 정상성을 가정하지 않을

때 반복 추정을 통해 경험적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형적합도와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Yung & Bentler, 1996).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을 2000회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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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경로 계수 Lower Upper 검정 결과

H1 1차년도 자아존중감→ 1차년도 비행 -.099
**

-0.166 -.059 채택

H2 1차년도 자아존중감 → 4차년도 자아존중감 1.102
**

.783 1.691 채택

H3 1차년도 비행 → 4차년도 자아존중감 1.216* .129 3.796 채택

H4 1차년도 자아존중감 → 4차년도 비행 .053 -.005 .212 기각

H5 1차년도 비행 → 4차년도 비행 .472
**

.232 1.155 채택

H6 4차년도 자아존중감 → 4차년도 비행 -.061** -.149 -.022 채택

*p<.05 **p<.001

<표 4> 가설 검증 결과

[그림3]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연도에서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1, H6는

채택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비행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거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이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2, H5는 채택되었다. 초등학교 때 청소년이 가진 자아존중감이나 비행행동은 4년이

지난 후 중학교 때에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1차년도의 자아존중감은 4차년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4는 기각되었다. 과거의 자아존중감이 현재의 비행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

미이다. 하지만 <표 5>와 같이 간접적인 효과는 있으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넷째, 1차년도 비행은 4차년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3는 채택되었

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통의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부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흥미있는 결과이다. 1차년도의 비행과 4차년도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직

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개효과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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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효과를 분해하여 유의도와 함께 그 크기를 제시하고 있다.

5. 효과의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나눌 수

있는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총효과(total effect)는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이뤄진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1차년도 자아존중감→ 1차년도 비행 -.099(-.473)** -.099(-.473)**

1차년도 자아존중감 → 4차년도 자아존중감 1.102(.771)** -.121(-.084)* .982(.687)**

1차년도 비행 → 4차년도 자아존중감 1.216(.178)* 1.216(.178)*

1차년도 자아존중감 → 4차년도 비행 .053(.279) -.107(-.565)** -.054(.-286)**

1차년도 비행 → 4차년도 비행 .472(.524)** -.074(-.082)* .398(.441)**

4차년도 자아존중감 → 4차년도 비행 -.061(-.462)** -.061(.-462)**

*
p<.05

**
p<.001, (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값

<표 5> 직접, 간접 및 총효과

간접효과의 결과로 나타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표 6>과 같이 95%의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에서 유의확률을 추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에서 비행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비행의 종단적 변화에서 자아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1차년도 자아존중

감에서 4차년도 존중감에 영향은 세 가지의 매개효과가 겹쳐져 있고 매개효과들의 총합이 간접효과로

-.107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효과 크기 LB UB p값

자아존중감(1)→자아존중감(4)→비행(4)

-.107 -295 -.050 .000자아존중감(1)→비행(1)→비행(4)

자아존중감(1)→비행(1)→자아존중감(4)→비행(4)

자아존중감(1)→비행(1)→자아존중감(4) -.121 -.426 -.017 .016

비행(1)→자아존중감(4)→비행(4) -.074 -482 -.007 .017

( )안의 값은 조사 차수, LB(Lower Bound), UB(Upper Bound)

<표 6>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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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조사된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횡단적 관점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

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행동이 낮다는 것이다. 실증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년도와 4차년도 모

두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Parker & Benson, 2004; 류소연․박요섭,

2007; 김경식․이현철, 2007, 김은경․유가효, 2002; 이은주, 2000)과 일치되는 것이다.

둘째, 종단점 관점에서 과거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각각 이후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 이전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후에도 높다는 것이며, 비행행동을 많이 한 학생이 이후에도 비행행

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비행행동을 줄이는 교육활

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단점 관점에서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상호관계는 이전의 비행행동이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행행동이 이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비행과 자아존중감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Caldwell et al., 2005; Kaplan, 1980; 정익

중, 2006)들과 일치한다. 하지만 조아미(2008)의 연구에서는 1차 경비행이 2차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

향을 주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구들이 조사 시점이 1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인데 반하여

본 연구는 조사시점이 4년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소득집단에 따른 집단별 잠재평균 차이분석과 함께 집단 간 경로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별이나 소득집단에 따른 평균 차이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간접효과가 많은 다중매개변인들이 복합적으로 포

함되어 있어 구분하기가 힘든 점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의 한

계점은 한국복지패널의 아동조사는 현재 누적된 자료가 2년차 자료만 있어 성장모형, 자귀회귀모형 등

의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데이터 수집이 추가로 이뤄지면 잠재성

장모형 및 새로운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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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화연구

[The variations of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chool adjustment]

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정화(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최민지(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와 4차년도 아동부가조사 데이터와 가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학교적응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각 시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또래관

계 내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학

교적응 정도 비교와 사회적 자본의 학교적응 영향력 검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분석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시기인 1차년도의 학교적응에 비해 중학교 시기인 4차년도의 학교적응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 정도가 높았으나 중학교 시기에는 남녀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시기에 사회적 자본은 주요 경제적 자본 변수인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여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체 집단에서는 보호자 없이 보내

는 시간, 부모의 자녀 방임과 또래 애착 사회적 자본 변수가 유의하였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변수들이 일

부 차이가 있었다. 세 번째로, 중학교 시기의 사회적 자본은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설

명력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유지되었

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자녀 방임, 또래 애착,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가 유의한 사회적 자본

변수였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변수들이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자본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 1 장 서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이희정 조윤주,

2010). 아동이 취학연령이 되면서 생활의 중심은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

안에서 보내게 되어 아동에게 학교는 지식습득이나 기능발달을 위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일찍이 발달 심리학자들은 학교영역이 사회적 지적발달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인정하여 학교를 '제

2의 성격형성의 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Yoon, Kim, 2003).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학교부적응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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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개인적 사회적 파장에 대비해 보면 더욱 크게 부각된다. 학교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수업시간

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학업성취가 낮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실패감과 적대감이 누적된다. 동

시에 학교폭력,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 등의 비행과 개인의 심리적 고립감,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

를 보이기도 한다(김종범, 2009). 학교부적응은 중도탈락이나 비행과 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요하게 된다. 더욱 어려운 점은 학교부

적응과 경제적 빈곤과의 연관성이다. 많은 연구들이 빈곤한 가정 자녀가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

다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는 물론 빈곤이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있다(Yeung, Linver and Brooks-Gunn, 2002; Simon-Morton, Crump, 2003; 김

광혁 차유림, 2007; 김진이, 2009). 이들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경제적 요인이 미칠 수 있는 영

향력의 범위를 넘어 교육,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대물림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와 함께

그동안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화폐적 가치로만 인식되어 왔던 '자본'의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상황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극복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개념

으로 '사회'와 '자본'이 결합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자본의 한계를 인

식하고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 보다 다양한 개입과 장기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1960년대 부르디외(Bourdieu, P.)에

의해 시작된 이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어 연구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영역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

혀 생소한 논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사한 용어들의 용례와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

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더불어

가족, 친구, 학교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의 영향력은 가장 유력한 양대 변인으로 인정되고 국내 외 연

구에서 쉽게 발견된다. 사회적 유대가 강한 아동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한 허쉬(Hirsch, 1969)의 연구나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이 개인의 심리적 적

응을 돕고 문제해결력에 대한 도전의욕을 높여 결국 학교적응력을 높이게 된다는 코헨과 하버만

(Cohen, Hoberman, 1997)의 주장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지지체

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김지혜, 1998) 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이선경, 1997; 문은식, 2005) 등이 모두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의 중요성에 대한 선례들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유대,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와 같은 유

사개념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학교적

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만의 차별화된 유용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빈곤에 있어 경제적 자본의 한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자본이 개인적, 가시

적 개념인데 반해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강조한 보다 집단적, 장기적 개념으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통합되게 하는 미래지향적 개념이라는 점,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물리적 자본과 달리 사

용할수록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더 많은 개인 집단과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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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 등(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2003)이 다른 유사개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긍정적인 특징들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고찰하고 사

회통합에 일조(一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를 가장 큰 변화의 시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Crockett, Peterson,

Graberm, Schulengberg and Ebata, 1989; Chung, Elias and Scneider, 1998; Akos, 2002; 유순화, 2007;

이희정 조윤주, 2010) 근거하여 전환기(transition period)를 거치면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중학생으로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발달과정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유순화, 2008; 이희정 조윤주, 2010) 성별 간 차이도 비교한다. 본 연구는 아직 연구의 초입단

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적 자본의 접목을 시도한 새로운 연구일 뿐 아니라, 그동안 이루

어진 학교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대부분 교급별1)로 이루어졌다는 연구대상의 한계(이정선, 2001; 박

은주 심우엽, 2005; 양정호,200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가정 내 사회적 자본에만 국한

되어 있었다는 한계(김태균, 2008; 원지영, 2009) 등을 극복하여 가정, 또래관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

회적 자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시기별, 성별 차이에 따른 적절한 사회복지적 개

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립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교적응 점수의 변화는 어떠하며,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종류는 어떻게 달라지며 성별

간 차이는 어떠한가?

제 2 장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과 배경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관계망을 토대로 신뢰와 상호호혜

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말한다(Putman, 1993). 신뢰, 의무감, 소속감, 애

정 등 사회적 관계망이 갖고 있는 가치로써 소속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

는 자원이다(원지영, 2009).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은 지역사회관계는 물론 가족관계의 의미조차 희미해

지는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인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끈끈한 유대와 연대적 관계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혼자의 노력으로

성취하기 힘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자본을 최초로 개념화한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마르크스 주의자로서 사회적 자본의 개

념을 엘리트 집단 내부의 결속력, 소속감 등을 기반으로 한 관계형성 또는 네트워크로 설명하였다. 사

1) 교급이란 개념은 교육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학교수준을(educational level)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구분을 위해 교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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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자본은 이들 엘리트 계층의 지위와 힘을 유지시키고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관계망의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르디외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은 계급적 관점에서 특화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재생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사

회학자 콜만(Coleman)을 비롯하여 존슨, 슐츠, 베커 같은 미국 주류경제학자들은 ‘계급적 차등’과 ‘가

치의 차등적 전수’를 강조했던 프랑스의 부르디외와는 다른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발전시켰

다(김상준, 2004). 이들은 부르디외의 ‘문화적 자본’과 대치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개념을

강조하여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인적 자원이 가지는 자본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기득

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일반인, 저소득층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계층과 상관없이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자본

을 보다 대중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는 의의를 가지며, 마치 경제적 자본처럼 생산적 활동이나 성취

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콜만

(Coleman, 1988; Coleman, 1990)은 학업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본을 인적 자본, 재정 자본,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안재희, 2005), 인적 자본, 재정 자본은

모두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행위를 촉진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되며 부모와 자녀의 밀접한 관계형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hriner et al, 2009).

사회적 자본이론을 대표하는 세 이론가 중 마지막은 퍼트남(Putnam, 1993; Putnam, 2000)이다. 그는

북부 이탈리아 마을의 관찰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효율적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강력한 ‘시민

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 가 내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란 이처럼 지역사

회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결합체를 의미하며 이것은 전

체 지역사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구혜정, 2002; 홍영란, 2005). 그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바라보았으며 시민공동체의 ‘집단적 자산’으로 간주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김천기, 2004).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최초의 출현

과 개념화 이후 여러 분야의 관심을 끌면서 학문간 경계를 넘어 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이

‘기능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희봉, 2004). 특히 사회복지 분야

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위기상황이 심화되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갈등과 불

신,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통합’으로 이끌어 낼 근거가 된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호간에 관심을 공유하고 나아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만

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경제적 불평등과 위기 속에서도 경쟁과 갈등이 아닌 상호협력하고 자신

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조에 헌신하게 만드는가? 사회적 자본은 바로 그 ‘무엇’ 의 실체를 파악

하기 위한 노력이며, 그 실체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유석춘 장미혜,

2002).

둘째,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인정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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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결손이 아동의 학습, 심리,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경우가 발견된다. 교육, 심리, 복지 등의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최근 보호요인과

강점을 중심으로 한 적응유연성 연구가 각광을 받으면서 사회적 자본은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전소은, 2009).

셋째, 자치화, 지역복지,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대

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지역 전반의 공통 관심사나 연대활동,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동적 관계망이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과 실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곧 사회적 자본이

며 상호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한상미, 2007).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유사개념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는 사회적 자본이론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없지 않다(박희봉, 2004). 특히 사회유대이론, 네트

워크, 연결망, 사회적 지지 등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정연택, 2003).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미래자원을 위한 관계의 투자라는 점에서 연결망,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와는 구별될 수 있다(Looman,

2003). 사회적 자본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응집력의 원천이 될 수 있

는 관계의 질, 또는 신뢰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반면 연결망이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의 구조와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현재의 직접적인 업무에만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한상미, 2007).

또한 사회적 유대이론은 개인이 가진 무수히 많은 대인관계를 통해 인간 누구에게나 내제된 일탈,

범죄, 비행 등에 대한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심미영, 2007), 이는 주로 부정적 행위에 대한

관계의 ‘통제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은 관계의 ‘자본기능’을 중시하고 집단 내 신

뢰와 협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유사개념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환경 내

다차원적인 요인들과의 영향,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적응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는 의의를 가지며(김연희 김선숙, 2008), 기존의 경제적, 가시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복지

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 학교적응과 사회적자본

초 중등학교 시기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단계로서(김경

식 최성보 이현철, 2009), 이 시기의 학교적응 여부는 청소년기 이후의 성공적인 심리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강유진 문재우, 2005).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

하게 정의, 측정되고 있는데(Missall, 2002; 이규미, 2005), Spencer(1999)는 학교적응을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인 특성이나 요구 사이에서 교육적 목적을 최대화하기 위한 학생의 학교에 대한

순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Danielsen(2009)의 경우 개인과 학교환경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자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학교적응이라고 정의하여 학생과 학교 간 관계를 보다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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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유사한 관점으로 국내의 곽수란(2006)은 학교적응이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환경을 변화시킴은 물론,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개인을 변화시키는 반대의 과

정도 포함하여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는 고정적이기보다는 가변적인 속성을 갖는 과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정규석(2004)은 학생이 학교라

는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학교적응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학교성적을 포함하여 학교적응을 개념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김은정(2009) 역시 학교적응에 있어 학습부문 비중을 두어 아동이 교육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학습참여도가 높은 것을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에 있어 학업성취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

된 선행연구와 학업성취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수업태도, 과제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학교성적을 포함한 개념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김경근, 2000; 김경식 안우환, 2005; 김현주 이병훈, 2007; 김현주 김준영, 2010). 학업성취에 있어 경제

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자본과 문화 자본이 결합될 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김현주 이병

훈, 2007)이나 전반적인 교육성과에 미치는 가족, 학교, 친구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

구(박희봉, 2004) 등은 새로운 일을 가능케 하고 목표수행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적응이라는 변수

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을 분류하고자 국내 외 논문 148편을 분석한 이원이 김동일(2009)의 연구에 따

르면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학교요인’, ‘개인요인’, ‘가정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대분류될

수 있다. 또 다른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적 특성을 학

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Gottfried, A. E., Gottfried, A. W., 2006; 이지

민, 2009). 이와 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

련하여 또래관계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발견되었다(최지은 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전재일

천수혜, 2008; 배정이, 2008).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가정에서 학교로 행동반경이 확장되

고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 이에 또래집단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

아가 자아를 성숙시켜 나가므로(곽은섭, 2003),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의 학교적응과 가족, 또래관계, 지역사회 내 사

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적응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가정 및 가족요인에 대

한 고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그 밖의 다른 요인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한다.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로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다는 주장에 따라(이희정 조윤주, 2010) 또래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

관, 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사

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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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질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정 내에서의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가운데 생성되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식 외,

2009). 이에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빈도, 시간,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자녀 친구의 수나 친구 부모의

인지, 학교 모임 참석 여부 등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수준과 질을 측정 하였으며

(Coleman, 1988), 자녀의 학습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 빈도, 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도(안우환, 2003) 등

을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데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

할수록(이지민, 2009; 정윤미 장영애, 2009; 이희정 조윤주; 2010), 부모자녀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

일수록,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일수록 아동이 높은 학교적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is,

Eitel and Felner, 1994; 윤경희 김경희, 2002; 최지은 신용주, 2003; 강유진 문재우, 2005; 김광혁 차유

림, 2007). 즉,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될수록(최지은 신용주, 2003),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

고 성숙하게 요구한다고 인식할수록(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아동의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은 청소년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 학업적 성공, 적절한

도덕적 발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에 긍정

적 적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강유진 문재우, 2005). 또한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은 자녀의 학교

생활흥미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과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역시 자녀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 조미형, 2007).

가족 구조, 형제자매 수 역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안우환, 2003). 한 부모 가정과 같은 가족구조의 결함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결함을 의미한

다고 설명하고 있으며(Coleman, 1988; 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편부 혹은

편모가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므로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상대

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원지영, 2009), 가족 구조의 결함이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성취도 및 학교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ubois et al, 1994; 윤경희 김경희, 2002; 최지은 신

용주, 2003; 강유진 문재우, 2005; 김광혁 차유림, 2007). 형제자매 수 역시 가족 구조와 관련이 있는 가

정 내 사회적 자본으로 가정 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관심, 자원이 분

산된다는 전제하에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으

며(Coleman, 1988; 안우환, 2003), 이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안우환, 2003; 박창남 도종수, 2005; 김현주 이병훈, 2007; 신원영 강현아, 2008).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와의 친밀도, 도움 주는 친

구, 학습 및 생활정보를 주는 친구, 취미 특기적성에 대한 친구의 도움(정은정, 2002; 신원영 강현아,

2008),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친구와의 갈등, 문제성향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정규석, 2004)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급 내 안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 지지, 인정, 대인기술 등은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도모하게 되며(Ladd, Kochenderfer and Coleman, 1996; 박은주 심우엽, 2008), 친구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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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일수록,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은식, 2002; 최지은 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김광혁 차유림, 2007). 또한 또래관

계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일 천수혜, 2008).

지역사회 역시 중요한 학교적응 요인 중 하나로써(김용복, 2001; 이원이 김동일, 2009), 학교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과의 바람직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

다.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감독 등을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데(신원

영 강현아, 2008), 지역사회복지관, 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교회 등을 통해 학습지원 서비스, 심리

정서지원 서비스,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

해 부모나 교사가 아닌 자신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제 3의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

다. 이를 통해 가정,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정보 또한 습득할 수 있게 된다(이세용, 1998).

3.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창시절 동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

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혹은 직장으로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다. 전환기를 통해 ‘변

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다른 전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

화를 가져온다(유순화, 2007).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기는 아동후기에서 초기청소년기로의 발

달적 변화과정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로서(Woolley, Grogan-Kaylor, 2006; 이희정 조윤주, 2010),

아동의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과 함께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순화, 2008).

중학생이 되면서 2차 성징 등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자율과 독립 추구, 감정의 고조, 갈등, 어른에

대한 반항 등의 정서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자아존중감 저하, 또래문제, 학업관련 어려움

(Eccles, 1999)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기도 한다(유순화, 2008;

이희정 조윤주, 2010).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는 학업 내용 뿐 아니라 학교생활 환경 자체 또한

변화가 발생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주변으로부터의 많은 보호와 관심을 받게 되고, 한 명의 담임교

사와의 주된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며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근하고 편

안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반면 중학교 시기에는 과목에 따른 담당 교사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고, 입시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어 학업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며(Chung et al., 1998;

유순화, 2007), 학생들 사이의 상대적 능력을 비교하고 경쟁을 강조하여 과제나 능력에 대한 목표의식

이나 학업효능감이 저하되기도 한다(Schumacher, 1998; 이희정 조윤주, 2010).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의존해왔던 부모로부터



- 492 -

벗어나고자 하고 또래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강성진, 2009). 아동기인 초등학생 시기

에는 부모로부터 대부분의 사회적응 능력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계가 중요하며 또

래관계에 대한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초기청소년기인 중학생이 되면서 또래

관계를 통해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심리적 지지를 받고자 하며, 부모, 교사, 친척보다는 친구들을 중요

한 타인으로 인식하게 된다(윤혜경 이지연, 2010). 사춘기를 겪으면서 또래관계 내에서 서로에 대해 이

해하게 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임수

경 이형실, 2007).

제 3 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산출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가운데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조사된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고, 가구용 조사 자료를

아동부가조사 자료에 결합하여 아동 가구 일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아동부가조사는 아동의 학교생활,

생각과 행동, 부모님, 가족, 친구, 건강 및 생활 등 아동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2006년 조사 당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759명이 응답하였고, 4차년도에

는 2009년 기준으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6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중 설문

미완자 10명을 제외한 602명이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

교적응의 변화 및 영향요인을 비교하고자 하므로 1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응답한 사례만 추출하여 최

종 556 사례를 실제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4차년도를 비교하고자 하므로, 1차년도와 4차년도에서 문항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변수들만으로 구성하여 1차년도와 4차년도의 값을 각각 산출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은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에 대해 4점 척도로 구성된 9개 문항과 5점

척도의 학교성적 관련 4개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심리적 학교환경 문항은 ‘학교생활

이 즐겁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등이며, ‘학

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수업이나 자율

학습 시간에 허락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의 3개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학교성적은 전체

학교 성적, 국어, 수학, 영어 성적에 대해 ‘아주 못함(1점)’부터 ‘아주 잘함(5점)’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사회심리적 학교환경과 학교 성적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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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며, 선행연구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변수들을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정 내 사회

적 자본은 가구원수, 양친 유무,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부모의 아동에 대한 방임의 4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원수는 조사대상자를 포함하여 설문 당시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의 수를 말하며, 양친

유무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1)와 한 부모 가정 혹은 소년소녀가장의 경우(0)로 구분하였다. 보

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미만(1)’, ‘1시간 이상-3시간 미만(2)’, ‘3시간 이상-5시간 미만(3)’, ‘5시

간 이상(4)’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아동에 대한 방임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

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부모님의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 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오락

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의 4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1)’, ‘1년에 1-2번 정도(2)’,

‘2-3개월 1-2번 정도(3)’, ‘한 달에 1-2번 정도(4)’, ‘일주일에 1-2번 정도(5)’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4문

항에 대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아동에 대한 방임 정도가 심함을 말한다.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은 또래 애착과 또래의 비행의 2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는데, 4점 척도인 또

래 애착은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래의 비행 또한 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이며, ‘내 친

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등의 총 6

개 문항이다. 또래 애착 및 또래의 비행에 대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부터 ‘매우 그렇다(4)’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또래 애착 4개 문항에 대한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 애착 정도가 높으며 또

래 비행 6개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친구의 비행경험 정도가 높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조사대상자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참여활동 및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

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참여활동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참여한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개

수, 참여한 학습 프로그램 개수, 참여한 문화체험 및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고민 및 문제 상담,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또래 관계 향상프로그램

을 말하며, 학습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습지도를, 문화체험 및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견학 및 체험활동,

캠프 및 수련활동을 포함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주요 경제적 자본이며 학교적응 영향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구의 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으로 하였다. 가구의 소득은 연간 가구의 경상소득으로 측정하되, 경상소

득 값이 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분산성을 완화화기 위해 경상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모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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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

회적 자본의 특성을 살펴본 후, 초등학교 시기인 1차년도와 중학교 시기인 4차년도 간 학교적응의 차

이와 학교적응의 남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1차년도 및 4차년도 자료 각각을 사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

이를 살펴보고자 1차년도와 4차년도에서 모두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80명(50.4%), 여자 276명(49.6%)으로 거의 동일한 비율이었다. 4차년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 학년은 중학교 1학년 33.8%, 중학교 2학년 31.8%, 중학교 3학년 34.2%로 유사하

게 분포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중 소도시 38.8%, 광역시 29.5%, 서울시 16.5%, 군 지역 12.6%, 도농

복합지역 2.5% 순으로 나타나, 소도시 이상의 도시 거주 조사대상자가 전체의 80%이상이었다. 조사대

상자의 가구소득은 평균 4419.0±3359.4만원이었으며, 1,001-3,000만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는 3,001-5,000만원이 28.2%를 차지하였다. 균등화소득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일반가구가 70%, 저소

득 가구가 30%로 나타났다. 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65.7%로 전체의 약

3분의 2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20.6%였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13.7%로 가

장 낮은 비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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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4차년도)

빈도(n) 비율(%)

성별
남 280 50.4

여 276 49.6

학년

중 1 188 33.8

중 2 177 31.8

중 3 190 34.2

무응답 1 0.2

거주지역

서울시 92 16.5

광역시 164 29.5

중소도시 216 38.8

군 지역 70 12.6

도농복합 지역 14 2.5

가구 소득(경상소득)

(Mean: 4419.0만원

SD: 3359.4만원)

1,000만원 이하 16 2.9
1,001 ~ 3,000만원 215 38.7

3,001 ~ 5,000만원 157 28.2

5,001 ~ 7,000만원 101 18.2

7,001만원 이상 67 12.1

균등화소득에 따른

구분

저소득가구 167 30.0

일반가구 389 70.0

모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69 13.7

고등학교 중퇴/졸업 332 65.7

전문대졸 이상 104 20.6

2.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특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표 2>와 같이 1차년도와 4차년도의 조사

대상자 전체, 남학생, 여학생 집단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중 가족원 수는 1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평균 약 4명으로 조사대상자의 가구는 평균적으로 4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전체의 약 90%가 양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약 10%는

한 부모 혹은 소년소녀가장이었다.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은 1차년도에는 평균 1시간 미만

에 가까웠으나 4차년도에는 다소 증가하여 평균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 방임 정도는 4차년도에 비해 초등학교 시기인 1차년도에 약간 더 심하게 느꼈고, 1차년도

와 4차년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부모의 방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래관계 내 사회

적 자본 중 또래 애착은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유사하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또래 애

착 점수가 더 높아 여학생이 또래 애착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래 비행 또한 1차년

도와 4차년도에 모두 유사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또래 비행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에서 조사대상자가 1차년도 및 4차년도에 참여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수는 평균 0.2개로 조사대상자의 약 20% 정도만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

다. 중학교 시기인 4차년도에 여학생 집단은 평균 0.3개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한 것으로 나

타나 타 집단보다 약간 높았다.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는 초등학교 시기인 1차년도에는 약 30%가 참여

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약 20%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 감소하였다. 문화체험 및 수련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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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1차년도에는 조사대상자들이 평균 1.2개의 프로그램에, 4차년도에는 평균 1.1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에 약간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

다.

<표 2> 독립변수(사회적 자본)의 기술통계

1차년도 (초 4,5,6) 4차년도 (중 1,2,3)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가정 내

사회적

자본

가족원 수 4.2±0.9 4.1±0.9 4.3±1.0 4.2±0.9 4.1±0.8 4.2±1.0

양친 유무 0.9±0.3 0.9±0.3 0.9±0.3 0.9±0.3 0.9±0.3 0.9±0.3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0.8±1.2 0.8±1.2 0.8±1.2 1.4±1.5 1.4±1.5 1.3±1.6

부모의

자녀방임
4.6±1.0 4.7±1.2 4.5±0.8 4.3±1.2 4.3±1.3 4.2±1.2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또래 애착 13.5±2.3 13.3±2.3 13.6±2.3 13.3±2.0 13.0±2.0 13.7±2.0

또래 비행 8.9±2.0 9.0±1.7 8.9±2.1 9.0±2.1 9.1±2.3 8.8±1.8

지역

사회 내

사회적

자본

상담/치료서비스

참여 수
0.2±0.5 0.2±0.5 0.2±0.4 0.2±0.5 0.2±0.5 0.3±0.6

방과후학습지도

참여 수
0.3±0.4 0.2±0.5 0.3±0.5 0.2±0.4 0.2±0.4 0.2±0.4

문화체험/수련활

동 참여 수
1.2±0.9 1.2±0.9 1.3±0.9 1.1±0.8 1.1±0.8 1.1±0.8

* 양친유무: 양친 있음(1), 한부모/양친 없음(0)

**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없음(0), 1시간 미만(1),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2),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3), 5시간 이상(4)

3. 조사대상자의 학교적응 변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이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로 전환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1차년도 조사대상자의 학교적응 점수 평균과 4차년도 학교적응 점수 평

균 차이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차년도 학교적응은 <표 2> 및 [그림 1]과 같이 평균 36.21±5.23점

이고, 4차년도에는 34.46±5.30점으로,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이 초등학교 시기에 응답한 학교적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1).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에서도 1차년도 대비 4차년도의

학교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1차년도 학교적응은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나(p<.05), 4차년도의 학교적응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학생의 학교적응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중학교 시기에는

여학생의 학교적응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더 감소하여 남녀의 학교적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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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교적응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별 및 남녀별 비교

1차년도(초4,5,6) 학교적응 4차년도(중1,2,3) 학교적응 t값

(년차별 비교)Mean SD Mean SD

전체 36.21 5.23 34.46 5.30 7.78***

남학생 35.74 5.52 34.34 5.36 4.33***

여학생 36.69 4.89 34.58 5.24 6.75***

t값(남녀별 비교) 2.136* .978

* p<.05, ** p<.01, *** p<.001

[그림 1] 조사대상자의 학교적응 변화

4. 초등학교 시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시기인 1차년도 자료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고, 주요 경제적 자본 변수인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 다중공선성 검정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및 남학생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VIF 값이 1.03-1.35 사이이고 상태지수가 30이하이며, 회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32 이하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높지 않았다.

<표 4>의 회귀모형 Ⅰ-1은 초등학교 시기에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의한 사

회적 자본 변수들을 확인한 결과이다.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을 약 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인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p<.05)과 부모의 방임(p<.001),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인 또래 애착(p<.001)이 유의한 변수였다. 즉 초등학교 4, 5, 6학년 시기에 아

동은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적고 부모의 방임을 덜 받고, 또래 애착을 크게 느낄수록 학교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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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Ⅰ-2에서는 가구 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가구 소득과 모의 교육수준 변수를

투입했을 때, 가구 소득과 전문대졸 이상의 모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회귀모

형의 설명력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형 Ⅰ-1에서 유의했던 사회적 자본 변수

인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p<.01), 부모의 방임(p<.001), 또래 애착(p<.001)의 통계적 유의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주요 경제적 자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시기에 사회적 자본 중 보호자 없이 보내

는 시간을 줄이고 부모의 자녀 방임 정도를 낮추며, 또래 애착을 높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초등학교 시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형 Ⅰ-1 모형 Ⅰ-2

B(SE) β t값 B(SE) β t값

가정 내 사회적 자본

가구원수 -.03(.28) -.00 -.09 -.17(.28) -.03 -.61

양친유무 -.39(.83) -.02 -.48 -1.22(.84) -.07 -1.45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41(.19) -.09 -2.11
*

-.51(.19) -.12 -2.71
**

부모의 방임 -.83(.23) -.16 -3.58
***

-.85(.23) -.16 -3.73
***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또래 애착 .96(.11) .40 8.85
***

.89(.11) .37 8.31
***

또래 비행 .22(.12) .09 1.94 .21(.11) .08 1.87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수 -.93(.53) -.08 -1.76 -.87(.52) -.07 -1.68

학습 프로그램 참여 수 .36(.54) .03 .67 .68(.53) .06 1.27

체험/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 -.12(.27) -.02 -.42 -.25(.27) -.04 -.93

통제 변수

가구 소득 2.28(.88) .13 2.60**

모의 교육수준(고졸) .63(.61) .06 1.04

모의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 2.01(.79) .15 2.54
*

R2 .23 .27

adjusted R2 .20 .25

F 값 13.78
**

12.72
***

R
2

change - .04
***

* p<.05, ** p<.01, *** p<.001

가구소득: 연간 가구 경상소득에 자연로그 취한 값임.

더미변수: 모의 교육수준(기준변수: 중졸이하), 양친유무(비양친:0, 양친1)

<표 5>는 초등학교 시기에 성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유의한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먼저 통제 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영

향력만을 살펴본 남학생 모형(모형 Ⅰ-3)과 여학생 모형(모형Ⅰ-5)을 보면,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설명

력은 남학생 모형(adj. R2=.20)과 여학생 모형(adj. R2=.21)이 유사하였다. 남학생 모형과 여학생 모형에

서 공통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또래 애착으로 나타났고,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과

부모의 방임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또래의 비행 점수가 높을수록(p<.05),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개수가 적을수록(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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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및 남학생 회귀모형에서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향후 보다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가구 소득 및 모 교육수준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경우에 남학생 모형(모형 Ⅰ-4)과 여학생

모형(모형 Ⅰ-6)을 비교해보면,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여학생 모형(adj. R2=.28)이 남학생 모형(adj.

R2=.2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 모형과 여학생 모형 모두에서 부모의 방임과 또래 애착이 학

교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고,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은 남학생 모형에서만 유의

하였다. 통제 변수인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은 여학생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

구소득이 높고(p<.01), 모의 교육수준이 중졸 대비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p<.05) 여학생 초등학생의 학

교적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5> 초등학교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학교적응 영향 차이

변 수
남학생 여학생

모형 Ⅰ-3 모형 Ⅰ-4 모형 Ⅰ-5 모형 Ⅰ-6
B(SE) β B(SE) β B(SE) β B(SE) β

가정 내 사회적 자본
가구원수 .46(.44) .07 .36(.44) .05 -.43(.37) -.08 -.57(.36) -.11
양친유무 -.86(1.22) -.05 -1.24(1.25) -.07 .34(1.14) .02 -1.09(1.15) -.07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57(.28) -.12

*
-.64(.29) -.14

*
-.18(.26) -.04 -.37(.25) -.09

부모의 방임 -.88(.30) -.18** -.87(.30) -.17** -.65(.38) -.11 -.77(.36) -.13*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또래 애착 .95(.15) .40

***
.92(.15) .38

***
.96(.16) .40

***
.82(.16) .34

***

또래 비행 .08(.20) .03 -.10(.20) .03 .30(.14) .14* .28(.14) .13*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수 -.35(.71) -.03 -.31(.71) -.03 -1.74(.81) -.14

*
-1.52(.77) -.12

학습 프로그램 참여 수 .83(.80) .07 .98(.81) .08 -.24(.74) -.02 .35(.72) .03
체험/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 -.24(.40) -.04 -.36(.40) -.06 .03(.38) -.00 -.20(.37) -.03

통제 변수
가구 소득 .55(1.32) .03 3.86(1.21) .23**

모의 교육수준(고졸) .81(.92) .07 .53(.81) .05
모의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 2.01(1.24) .14 2.18(1.03) .17

*

R
2 .23 .25 .25 .32

adjusted R
2 .20 .21 .21 .28

F 값 7.29
***

5.88
***

7.21
***

7.86
***

R
2

change - .02 - .08***

* p<.05, ** p<.01, *** p<.001

가구소득: 연간 가구 경상소득에 자연로그 취한 값임.

더미변수: 모의 교육수준(기준변수: 중졸이하), 양친유무(비양친:0, 양친1)

5. 중학교 시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1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4차년도 사회적 자본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주

요 경제적 자본 변수인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유의한

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 다중공선성 검정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및 남학생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VIF 값이 1.02-1.43 사이이고 상태지수가 30이하이

며,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37 이하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높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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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회귀모형 Ⅱ-1에서는 중학교 시기에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의한

사회적 자본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4차년도에서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을 약 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시기였던 1차년도와 비교할 때 사회적 자본의 설명력은 약 9% 정도

감소하였다. 4차년도에서 사회적 자본 중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한 변수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중

부모의 방임(p<.001),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중 또래 애착(p<.001),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중 문

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p<.001)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 유의하였던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변수는 4차년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1차년도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

그램 참여 수는 4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Ⅱ-2에서는 가구 소득과 모의 교육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유의하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구 소득과 모

의 교육수준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1차년도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 소득과 전문대졸 이상의 모의 교육

수준이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면서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1). 그럼에도 모형 Ⅱ-1에서 유의했던 사회적 자본 변수인 부모의 방임, 또래 애착, 문화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참여 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가구 소득

과 모의 학력을 통제하더라도 사회적 자본 중 부모의 방임을 적게 받도록 하고, 또래 애착을 높게 느

끼도록 하며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는 것은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기

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중학교 시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모형 Ⅱ-1 모형 Ⅱ-2

B(SE) β t값 B(SE) β t값
가정 내 사회적 자본

가구원수 .19(.28) .03 -.69 -.06(.28) -.01 -.21
양친유무 1.44(.82) .09 1.17 .48(.83) .03 .58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16(.15) -.05 -1.07 -.27(.15) -.08 -1.84
부모의 방임 -.74(.19) -.17 -3.99*** -.73(.18) -.17 -4.06***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또래 애착 .44(.12) .17 3.78

***
.42(.11) .16 3.73

***

또래 비행 -.09(.11) -.04 -.83 -.06(.11) -.02 -.51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수 -.12(.44) -.01 -.27 -.10(.43) -.01 -.23
학습 프로그램 참여 수 -.13(.58) -.01 -.23 .25(.58) .02 .44
체험/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 1.07(.29) .17 3.72

***
1.02(.28) .16 3.61

***

통제 변수
가구 소득 2.72(.87) .16 3.13**

모의 교육수준(고졸) .98(.61) .09 1.61
모의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 2.01(.77) .15 2.61

**

R
2 .11 .15

adjusted R
2 .09 .13

F 값 6.35
***

7.08
***

R
2

change - .04***

* p<.05, ** p<.01, *** p<.001

가구소득: 연간 가구 경상소득에 자연로그 취한 값임.

더미변수: 모의 교육수준(기준변수: 중졸이하), 양친유무(비양친:0, 양친1)

<표 7>은 중학교 시기에 성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유의한 사회적

자본 변수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먼저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남학생 모형(모형 Ⅱ-3)과 여학생 모형(모형 Ⅱ-5)을 보면, 사회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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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수들의 설명력은 남학생 모형(adj. R2=.11)이 여학생 모형(adj. R2=.06)에 비해 약간 높았다. 남학

생 모형과 여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모의 방임과 또래 애착으로

나타났고,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는 여학생 모형(모형 Ⅱ-5)에서만 유의한 변수였다.

<표 7> 중학교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학교적응 영향 차이

변 수

남학생 여학생

모형 Ⅱ-3 모형 Ⅱ-4 모형 Ⅱ-5 모형 Ⅱ-6

B(SE) β B(SE) β B(SE) β B(SE) β

가정 내 사회적 자본

가구원수 .55(.44) .09 .49(.44) .08 .04(.37) .01 -.37(.36) -.07

양친유무 2.13(1.13) .13 1.76(1.20) .11 .69(1.23) .04 -.67(1.20) -.04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25(.21) -.07 -.33(.22) -.09 -.13(.22) -.04 -.32(.21) -.10

부모의 방임 -.82(.25) -.20** -.85(.25) -.21** -.58(.28) -.13* -.48(.27) -.11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또래 애착 .60(.17) .21** .58(.17) .21** .35(.16) .14* .33(.16) .13*

또래 비행 -.07(.14) -.03 -.06(.14) -.03 -.18(.20) -.06 -.07(.19) -.02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수 -.22(.68) -.02 -.21(.68) -.02 -.12(.58) -.01 -.09(.55) -.01

학습 프로그램 참여 수 .64(.83) .05 .73(.83) .06 -.63(.85) -.05 .13(.82) .01

체험/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 .61(.41) .10 .65(.41) .10 1.50(.42) .23
***

1.30(.40) .20
***

통제 변수

가구 소득 .09(1.32) .01 4.76(1.16) .29
***

모의 교육수준(고졸) 1.15(.88) .11 .77(.84) .07

모의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 2.24(1.11) .17
*

1.88(1.07) .15

R
2 .14 .16 .10 .20

adjusted R
2 .11 .12 .06 .16

F 값 4.34*** 3.74*** 2.82*** 4.70***

R2 change - .02 - .10***

* p<.05, ** p<.01, *** p<.001

가구소득: 연간 가구 경상소득에 자연로그 취한 값임.

더미변수: 모의 교육수준(기준변수: 중졸이하), 양친유무(비양친:0, 양친1)

두 번째로 통제변수인 가구 소득 및 모의 교육수준을 투입한 상태의 남학생 모형(모형 Ⅱ-4)과 여학

생 모형(모형 Ⅱ-6)을 비교해보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와는 반대로

여학생 모형(adj. R2=.16)이 남학생 모형(adj. R2=.12)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통제 변수에서는

가구 소득이 남학생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 모형에서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중학생의 경우 가구 소득이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 변수에서는 또래 애착 변수가 남학생 모형과 여학생 모형에서 공

통적으로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였고, 부모의 방임은 남학생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p<.01),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 참여 수는 여학생 모형에서만 유의하였다(p<.001). 즉 또

래 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변수이고, 부모의 방임은 남학생

에게,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는 여학생에게 의미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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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 여부를 파악

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또래관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1차년도 데이터와 4년 후 이들이 중 1, 2, 3학년이 되어 조사된 4차년도 데

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적응점수는 초등학생 보다 중학생에게서 전체적으로 더 낮게 나

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학교적응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중학생이 되

면서 남녀간 차이는 거의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여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동일한 것이며(Akos, 2002; 김대현 김현주, 2003;

Cauley.,Jovanovich, 2006; 유순화, 2007) 그 원인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까

다로운 학교규칙이 많아지고(이희정 조윤주, 2010), 성적위주로 평가되는 시스템과 왕따나 선 후배와

같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유순화, 2007) 추정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사회적

자본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가구의 소득, 모의 교육수준과 가정 내 사

회적 자본으로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으로 또

래 애착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으로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중학교에서

조금 더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은 유의한 수준에서 이들 요인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다. 빈곤의 영

향력이 커진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김현주 이병훈, 2007), 이것은 사교육의 기회차이, 학습

에 대한 지원 부족 등 교육격차의 파급효과가 성적이 중요시되는 중학교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가시

화된 것이라는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으로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은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

수가 되었으나 중학생이 되면서 이에 대한 영향력은 사라졌다. 독립적이며 자아가 발달하는 청소년기

로 진입하면서 보호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방임

수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학교적응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보호자 없

이 보내는 시간이 적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통제가 주어져, 방임수준이 낮을수록 학교

적응을 더 잘하며 특히 초 중등학교 시기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중 또래 애착은 학교적응과 가장 높은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이 시기에 또

래관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부각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적 개입이 학교적응을 향상시

키는데 주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학교에서 또래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은 초등학교에서 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사실이다. 이것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인 중 고등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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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족보다는 또래관계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주장들과 상이한 결과이다(강성진,

2009: 윤혜경 이지현, 2010). 그러나 엄밀히 보면 또래관계의 질이나 중요도는 증가하되 이것이 반드시

학교적응점수를 높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대부분 학교 내 친구들과 이루어지고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 클럽, 이성친구 등으로 또래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동일한 관

심거리와 취미, 성격에 따라 애착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유순화, 2007) 성적이 보다 강조되는

중학교에서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초등학교 때 보다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관, 지역 내 관련시설, 교회 등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과의

관계망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중학교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이나 상담

치료 프로그램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견학이나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여학생에게서 학교적응에 대한 더 높은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몇 가지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가구 소득과 모의 학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 여전히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이나 인적자원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확인한 것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찍이 콜만(Coleman, 1990)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구원 수나 양친유무와 같은 가족의 구

조적 결손보다는 부모 없이 보내는 시간이나 방임과 같은 기능적 결손의 영향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가 확인된 바, 이들 요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효과를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가변적인 것이며, 가정 내의 사회적 자본과 가정 밖의 사회적

자본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김경식 이현철, 2008; 최용주, 2008).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증대

와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자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둘째,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 가운데 또래 애착의 영향력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보다 중학교에서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한 또래관계는 무엇보다 큰 자본

의 역할을 하였다. 또래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성숙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많은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학교 내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원만하고 건강한 또래관계의 형성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래

끼리 공동체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은 학교적응은 물론 아동 청소년

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는 가족이나 또래집단과 비교해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인적 자원이 훨

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지역사회 자원이나 네트워크가 활용되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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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회적 관계망에서 상호신뢰와 유대를 더욱 돈독히 쌓음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으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긍정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자본론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

는 다양한 자원이나 서비스 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된 한계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대

한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견학이나 수련, 방문활동 등 집단적인 문화관련 프로그램

이용과 그를 통한 관계형성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독적인 상담이나 학습지원을 통한 종적인 개입보다 또래나 유사점을 공유한 집단 내 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문화적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개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적응에 있어 가구 소득과 모의 교육수준이 통제된 이후에도 사회적 자본만의 독자적인 중요성

이 확인되었다. 학교적응은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아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의 생태체계적인 관점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시기별, 성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사

실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갖는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정상의 몇 가지 한계를 밝힌다면, 사회적 자본

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측정상의 어려움을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패널데이터를 2

차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측정의 한계를 갖는다. 특히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지역사회 규

범이나 지역 분위기, 지역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아동부가조사를 통해

1차년도와 4차년도의 2개 년도 자료에 대한 결과만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시간경과에 따른 성숙 효과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의 외부효과 등을 통제할 수 없어 결과해석에 한계를 갖는다. 향후 종단적

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시간경과에 따른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종단연구에 적합한 통

계모형을 활용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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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요인 분석: 3-4차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Private Insurance: Using the 2-year Panel data

권현정(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횡단분석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2개년 자료를 연동한 패널자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다음 2007~2008년 시기동안 변동된 경제적 요인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행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요인이 증가한 대상자가 그 다음해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지속

하는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경제적 요인의 밀접한 관련성

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공적의료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그것을 주로 민간자원을 통해 제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서

비스 접근성의 증가가 경제력을 보유한 계층에서만 불균등하게 나타날 경우 형평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국가가 직면한 상황이나 의료시스템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고, 그 국가가 어느 목표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는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바,

건강보장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인 의료보장의 형평성에 더 무게를 두어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추

진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주제어: 민간의료보험 가입, 소득변화, 자산변화, 직업상태변화, 의료정책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구당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66%였던 것이 2008년 한국의료패널의 조사에

서 76.1%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공적 보험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보험의 보장성이 60%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과도한 자기부담이라는 문제가 민간의

료보험의 가입률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이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

나, 급여항목의 제한 및 과도한 본인부담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필요성이 정부

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성옥, 2005). 공적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민간의료

보험 도입은 크게 공적의료보험의 재정 악화로 인한 재정 확충방안과 공적의료보험의 수요적 측면인 보장



- 509 -

성의 약화1)로 인한 서비스의 제한 및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그 원인이 되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

는 소득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보장수준과 공적보험의 보장수준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민간보험

이 공적보험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만,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증가가 경제력을 보유한 계층에서만 불균등하게 나타날 경우 형평성이라는 사회정책적

목표와 마찰을 빚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첫째,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증가가 경제력을

보유한 계층에서만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조장한다. 둘째, 공적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낮아져 과도한 의료이용을 초래하

고 이것이 다시 공적보험 재정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윤희숙, 2008)2). 마지막으로 의료비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료비 지출이 가계지출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구조의 위험인

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에서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보장의 계층적 분화나 공적보험 재정 악

화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윤희숙, 2008).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200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1000만원 미만은 4.54%,

1000만원~2000만원은 12.36%, 3000만원~4000만원은 20.88%, 4000만원~5000만원은 15.06%, 5000만원이상은

28.45%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1000만원미만과 5000만원이상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6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소득격차에 따라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조사 결과는

소득수준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소득격차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Wilkinson(2004)은 사회의 소득격차 정도는 그 사회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간과하였을 때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은 사회구조를 약화

시키고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율과 폭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간의료보험이 소득과 관련된 실증적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에 대한 이유는 기존 국내연구들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

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은 그나마 해 왔던 기존 연구들이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발견된다. 사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횡단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과

관련 요인들을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소수 횡단연구의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함은

물론이며 더불어 종단연구를 통한 가입진입 요인과 가입이탈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공적보험의 보충적 성격인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행태를 파악함으

로써 의료정책수립의 정책적 함의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1) 민간의료보험 신규가입의 사유는 1순위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54.99%)이며, 2순

위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27.98), 3순위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61 8.45, 4순위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4.99%), 5순위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1.11%)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9).

2) 이와 관련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견해는 민간보험의 확대가 공적 체계의 비용증가 압력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간보험의 확대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별로 없다

(김창엽, 2009). 오히려 Missialos and Thomson(2004)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어 공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주

장도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민간보험은 전체 의료비에 대한 공공지출의 비중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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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의 검토

1.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가입목적

의료보험은 위험기피자가 불확실한 자산의 손실로부터 위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택하는 경제적 행위에

해당한다. 즉, 의료보험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료 부담이라는 정기적

인 작은 손실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의료보험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재산상의 보호, 즉 소득보

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험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때 사회보험이 되며,

이윤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이 운영할 때 민간보험이 된다. 보험이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간에 보험이

가입자의 소득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의 원칙과 보험

료 부담 및 의료이용을 통해 소득계층간 상호부조 및 소득 재분배를 부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반면, 민간

의료보험은 철저히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양봉민, 2009).

2) 민간의료보험과 공적 체계와의 관련성

민간의료보험이 공적체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중요하다. 공적 체계가 건강보장의 핵심역할을 담당

하고 민간보험은 공적 체계가 담당하지 않은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또한 공적 체계가 먼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난 이후 민간보험시장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공적 체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는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민간보험이 순수하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적

체계와 사실상 경쟁 상태인 경우도 없지 않다. 민간의료보험이 성립할 수 있는 공간은 공적 건강체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가입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긴 대기열과

낮은 질 때문에 공적체계를 벗어나 개인부담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민간보

험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창엽, 2009).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체계를 중

심으로 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매우 부분적인 것이 현실이다(Thomson and Mossialos, 2004).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갖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완적 보조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

충형 민간보험3)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보장하는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체계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충형 민간보험이 이용자 부담 전체를 보장하면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는 요인이 줄거나 없

어진다. 이는 다시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비용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상황과 현실

이라는 다양한 여건4)이 존재한다. 이는 그 나라의 여건에 맞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어떤 식으로

3) 김창엽(2009)의 민간보험 유형분류를 살펴보면, ① 일차형(primary) 민간보험(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형태: 예, 미국), ② 대

체형(substitute) 민간보험(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있지만 소수의 건강보장을 위해 민간보험을 선택: 예, 독일), ③ 중복형

(duplicate) 민간보험(공적 건강보장체계에 세금이나 보험료로 기여를 하고 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공적

체계와 같은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민간보험: 예,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일부 유럽국가), ④ 보충형 민간보험은 이용

자부담 보충형(complementary: 공적 체계에서 급여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담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

용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예, 프랑스)와 부가 급여 보충형(supplementary: 필수 서비스가 아닌 공적 체계와 겹치지 않는 서비

스제공: 예, 한국), ⑤ 공보험형 민간보험(공적 건강보험체계와 병렬적으로 또는 민간보험으로 사실상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예, 칠레, 네델란드)으로 분류된다.

4) 이외에도 민간의료보험은 보다 많은 사람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자원을 의료시스템 내로 유입

시키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시스템의 반응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갖는데, 이 중 어느 목표가 더 중요하게 취급

되는지는 개별 국가가 직면한 상황이나 의료시스템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윤희숙,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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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가를 밝혀내고 정책적 대안으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외국에서의 의료민영화는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별화된 욕구와도 연관되어 있다. 건강(health)

은 의료서비스(health service)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마땅하게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Grossman, M.

1972). 건강은 비경합성이고 비배재성이지만, 의료서비스는 사유재이므로 경합성과 배재성을 성격을 갖는

다(Stephen Morris et al, 2007). 따라서 권리는 기본권(건강권)이며,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

면, 의료서비스를 재화(상품)으로 바라본다면 시장기능을 강조하게 되고 민간중심체계를 옹호하게 된다.

이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공공은 형평을 추구하는데는 유리하지만 효율성에는 단

점이 있고, 민간은 그 반대라는 단순한 구분이 많으나. 이는 지나친 이분법인데다가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다. 오쿤(Okun, 1975)이 평등과 효율은 상충되는 것으로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형평과

효율은 같은 차원에서 서로 상충하는 가치라고 할 수 없다. 형평이 어떤 사회적 제도나 조직이 달성하고

자 하는 일차 목표(primary)인 반면 효율은 이러한 일차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2차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김창엽, 2009. 114). 이런 의미에서 건강보장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형평성의 수준

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효율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 혹은 기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

다.

2.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그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연구결

과가 일치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민간보험가입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Liu and Chen(2002)은 타이완의 공적보장체계가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8년 현재 64.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한 여성들과 직장이 있는 사람,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가구주일수록, 도시 거주민일수록, 연령과 가족

수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rujillo(2003)는 건강상태와 민

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는데, 1997년 콜롬비아 가구 서베이를 이용하여 3개의 모델 즉, 사

회보험, 민간보험, 의료서비스를 측정하였다. 콜롬비아에서의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는 외래서비스이용, 예방서비스이용, 병원입원으로 측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건강관련

변수(성,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유무)와 사회경제적 변수(지출, 고용, 결혼상태, 교육, 고용분야,

가족수), 지역변수, 공급측면 변수와 도구변수로 구분한 영향변수와 보험가입이라는 결과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결혼상태일수록, 정규직에 있을수록,

도구변수로 사용한 실업률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 보충형 보험에 가입한 프랑

스의 자료를 이용한 Buchmueller et al(2004)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사 서비스를 더 이용했고 이는 공적 체계의 비용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로는 강성욱 외(2005)는 2002~2004년 까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 5대 암질환으

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민간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 및 의료이용을 비교한 후, 민간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으나, 입

원진료비에서의 결과는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으로 소득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리

변수로 직업변수를 사용하였지만, 직업변수만으로는 누락변수의 편향을 피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제시

하였다. 2001년 노동패널부가조사를 활용하여 민간보험 가입실태와 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

스틱 분석을 사용한 김성옥(2005)의 연구는 민간보험가입에서 선택의 문제가 실재하는가를 확인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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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의료이용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연령이 젊은 층이, 여성이, 기혼이

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19세 이하 부양자수가 많은 사람

이, 일부 건강유지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지병이 있는 사람이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지병이 있는 사람의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민간보험 가입에서 선택(positive selection)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윤희숙(2008)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

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

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

지 않고 있고 민간보험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probit과 회귀

분석의 결과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허은정·김지경(2009)은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지출액 결정요인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조

사 2차년도 학술대회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및 지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블허

들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가를 소유한 경우,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저축액이 많을수록, 부채잔액이 많을수록, 개인이 인지한 육체적 건강이 좋

은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간의료보험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점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알 수 있다. 첫

째, 기존 국내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자료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표본추출을 시도한 노력들이

엿보인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지만, 자료의 출처가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연구결과들 중에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다양한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회귀분석, 로짓분석, probit분석, truncated regression 등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제공

하기위해 다양한 분석방법이 동원되었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횡단

분석을 한 것도 최근에 이루어졌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횡단적 연구만 있을 뿐 종단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동태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지속

적으로 관찰하는 종단적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단적 자료의 축적이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

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종단 분석 또한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몇 가지 일치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민간의료보험가입 요인으로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요인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경제적 요인들의 변화(증가 혹은 감소)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행에 따라 변화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변화(2007년~2008년 사이에)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였을 때 민간의료

보험 가입이 증가되는가? 바꿔서 말하면, 시간변화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가입자가 그 다음해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건강적 요인 중 만

성질환에 대한 변수가 국내외적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치된 분석결과

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는 측정단위의 문제이거나 자료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경제적 요인 즉 소

득계층, 직업상태, 재산 등에 비례한다면 의료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종단 분석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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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KOWEPS)조사 3차년도(2007년), 4차년도

(2008년) 패널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KOWEPS)조사는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000가구를 중위

소득 60%이하인 저소득 가구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일반 가구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

출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24,711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7,000가구를 2단계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

적으로 7,072가구를 패널로 구축한 종단조사로서 본 연구에 사용될 변수들 즉, 개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상

황(소득과 재산)과 개인의 고용현황, 건강,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에 대해 많은 분석대상자를 제공할 수 있

는 2차 자료로 판단되어 이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분석모델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다음은 분석변수의 정의와 측정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분석을 할 것이다.

먼저 횡단분석의 경우, 종속변수는 2개년 각해년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이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변수를 토대로 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관련요인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독립변수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적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

태), 경제적 요인(소득분위, 취업상태, 순재산),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여부, 장애여부)으로

정리한 것이다.<표 1>참고

Year t Year t+1

미가입 미가입지속유형

미가입

가입 가입진입유형

미가입* 가입이탈유형

가입

가입 가입지속유형

[그림1]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유형

주 : 미가입*이 아니라 해약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가입의 반대의 의미에서 일관성있는 표기를 위해

미가입이라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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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종단분석에 쓰일 종속변수는 3차(2007)에서 4차(2008)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연동하여 2년간

민간의료보험가입경험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변화유형을 정의한다[그림 1 참고]. 여기에서는 2개년도

조사에서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유무를 수학적 확률로 정의할 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2007년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입과 미가입 2가지이다. 다음해 2008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4가지로 미가입지속유형, 가입진입유형, 가입이탈유형, 가입지속유형

으로 나타나게 된다. 3차 자료(year t)에서 4차 자료(year t+1) 자료를 결합(case merge)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절단된 표본은 1,657개로 가능한 사례(matched)는 총 15,516의 관찰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중에서

종속변수에 속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유형에 사용된 사례수는 3,614개의 결측값(missing value)을 제외한

11,902개이다.

또한 종단분석에 독립변수는 횡단분석에서 사용한 인구적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유무, 장애유무)은 현재 2008년의 상태에 고정시켜 포함하고, 1년이

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에 관련된 변수들만을 변화량으로 측정한다. 사실 인구학적

요인들과 건강적 요인들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자료에서 변화된 주기가 만1년이기

때문에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 관련변수들만을 변화로 구성한 것이다. 경제

적 관련 변수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연간 가처분소득의 변화, 직업상태의 변화, 순재산의 변화로 측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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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 변수의 구성 및 측정

종속변수1 횡단분석
2007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1, 미가입=0

2008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1, 미가입=0

종속변수2 종단분석

가입이행

에 따른

유형

미가입지속 (미가입→미가입) 미가입지속=1

가입진입=2

가입이탈=3

가입지속=4

(ref: 가입지속)

가입진입 (미가입→가입)

가입이탈 (가입→미가입)

가입지속(가입→가입)

독립변수

인구적

요인

성별 남=1, 여=0

연령 비율변수

교육수준 고졸이상=1, 고졸미만=0

거주지역 대도시=1, 중소도시=0

혼인상태 유배우자=1. 기타5)=0

경제적 요인

연간 가처분소득6)
1분위=1, 2분위=2, 3분위=3

4분위=4, 5분위=5 (ref: 5분위)

취업상태 취업=1, 비취업=0

순재산7)

1억미만=1, 1억~3억미만=2

3억~5억미만=3

5억이상=4 (ref: 5억이상)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

만성질환유무 질환없음=1, 질환있음=0

장애유무 장애없음=1, 장애있음=0

독립변수

(종단분석시

추가)

2007~2008년

변화된 경제적

요인

2007~2008년 연간 가처분 소득의 변화 비율변수

2007~2008년 취업상태의 변화

비취업→비취업=1,

비취업→취업=2

취업→비취업=3

취업→취업=4 (ref: 취업→취업)

2007~2008년 순재산8)의 변화 비율변수

<표 1> 분석변수의 구성 및 측정

2) 분석모델

다음 [그림 2]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이다. 분석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나타낸

5)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외 기타에 비해당(남 17세이하, 여 15세이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6)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소득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다른 패널보다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패널이 제공하는 소득정보는 가구

소득과 개인소득 정보인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분석자료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경우 소득이 다

수의 가구형태가 가구원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일 경우 가족총소득단위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 패널은 1차 소득(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함)+ 시장소득(기업연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을 더함) +공적이전소득= 총소득(한국복지패널변수명: 경상소득)에 세금와 사회보장금을 뺀 가처분소득을 사용하

였다. 여기에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 즉, 가구원수를 n이라고 할 때, 가구균등화지

수는  으로 계산되며,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은 / 이라고 할 수 있다(OECD, 1994; 김교성․최영. 2006

에서 재인용).

7) 순재산은 총자산 - 총부채를 말한다.

8) 순재산에 로그(log)를 취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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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먼저 모형Ⅰ.은 2007년과 2008년 각해년도 횡단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모형 Ⅱ. Ⅲ.은 year

t 시작시점에서 year t+1 시기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사실 다른 독립변수들의 변동의 원인도 있

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화량이 크지 않으므로 경제적 요인에 대한 변동만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원인으

로 간주한다.

3차(2008) 패널자료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4차(2009) 패널자료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ModelⅠ. (횡단분석)

Model Ⅱ. (종단분석)

미가입 지속 가입진입

가입지속가입이탈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

연간소득

취업상태

순재산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장애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

연간소득

취업상태 순재산

2007~2008년 

소득의 변화

취업상태의 변화

순재산의 변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장애

[그림 2] 관련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3. 분석방법

1) 각해년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방법

우선 2008년, 2009년 한국복지패널를 이용하여 각 연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인구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적 특성에 따른 기술적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으로는 가입(1)로 미가입을 (0)으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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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방법

2007년과 2008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연동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먼저 민

간의료보험 가입이행 유형에 따른 관련요인분석(Model Ⅱ)에 대한 통계방법은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1은 범주형 자료이면서 네개의 범주로 되어 있

으므로 연구방법으로 다항로짓이 적합하다. 다항로짓이란 종속변수가 범주형(nominal type)일 때 사용하

는 회귀분석의 확장방법이다. 다변량 정상분포(multivariate normality)가 성립되면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

성 검증이나 각 사례에 대한 예측확률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4개로 분류되므로, 승산

(odds)을 정의할 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특정 사건과 대비시킨다(홍세희, 2008).

제4장 분석결과9)

1.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과 가입자의 특성

1)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year t (2007년)자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은 2007년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비율을 나타낸

다. 3차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은 가입이 57.7%로 나타났다. 또한, year t+1 (2008년)자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은 62.7%로 나타나 1년 사이에 가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윤희숙(2008)의

연구 63.7%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였다는 설명을 뒷받

침해주는 결과이다.

구분
2007년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2008년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가입 9590 57.7 10222 62.9

미가입 7024 42.3 6033 37.1

total 16614 100.0 16255 100.0

<표 2>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주 : 한국복지패널은 측정시점이 그 해년도가 아닌 작년이 된다. 즉, 2008년 조사의 경우, 2007년이 측정시점이 된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

2)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

다음<표 3>은 분석대상자들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요인으로 설명되어진 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이며, 경제적 요인으로 소득수준(가처분소득을 가구균등화

9)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빈곤층 연구에 적합하도록 빈곤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기술분석과 관련요인 모든 분석에서

각 자료에 해당하는 표준가중치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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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을 사용함), 취업상태, 순재산이며, 건강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장애와 민간의료보

험의 가입여부에 대한 χ² 검증을 하였다. 2007년 자료와 2008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이 나타나

지 않는다.

항목
2007년 조사 2008년 조사

가입 미가입 χ² 값 가입 미가입 χ² 값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4618(57.3) 3442(42.7)

1,057
5058(62.0)) 3105(38.0)

5.865*
여자 4965(58.1) 3583(41.9) 5160(63.8) 2928(36.2)

연령

20대미만 2807(72.7) 1056(27.3)

2486.627***

2713(77.1) 805(22.9)

2408.114***

20대 912(51.9) 845(48.1) 1262(57.8) 922(42.2)

30대 1774(64.4) 979(35.6) 1970(70.4) 829(29.6)

40대 1866(69.4) 824(30.6) 2045(71.9) 801(28.1)

50대 1276(66.3) 649(33.7) 1494(68.8) 678(31.2)

60대 718(43.7) 924(56.3) 607(44.2) 767(55.8)

70대이상 231(11.7) 1746(88.3) 125(9.2) 1232(90.8)

평균(SD) 40.06세(21.93) 38.64세(20.35)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3362(52.9) 2991(47.1)

175.196***

3051(57.8) 2224(42.2)

111.608***
중학교 974(51.6) 912(48.4) 1078(58.5) 764(41.5)

고등학교 2609(63.4) 1504(36.6) 2887(67.1) 1415(32.9)

대학교 이상 2638(62.0) 1618(38.0) 2097(65.4) 1108(34.6)

거주지역
대도시 4385(57.7) 3212(42.3)

0.002
4684(63.2) 2724(36.8)

0.735
중소도시 5198(57.7) 3813(42.3) 5533(62.6) 4679(37.4)

혼인상태
유배우자 4965(59.1) 3432(40.9)

344.993***
5352(64.8) 2913(35.2)

304.110***
기타 1809(41.8) 2520(58.2) 2304(49.1) 2390(50.9)

경제적

요인

연간소득

1분위 973(29.3) 2345(70.7)

1591.979***

570(30.1) 1322(69.9)

1482.237***

2분위 1783(53.7) 1535(46.3) 1236(49.1) 1283(50.9)

3분위 2210(66.8) 1100(33.2) 2145(66.2) 1096(33.8)

4분위 2333(70.4) 981(29.6) 2788(71.7) 1101(28.3)

5분위 2251(68.1) 1055(31.9) 2978(75.4) 972(24.6)

취업상태
취업 4205(61.5) 2635(38.5)

362.898***
4828(66.3) 2458(33.7)

310.216***
비취업 2865(45.0) 3511(55.1) 3142(51.3) 2986(48.7)

순재산

1억미만 3426(53.6) 2940(46.2)

139.922***

3469(58.2) 2491(41.8)

171.789***
1억~3억미만 3329(64.6) 1825(35.4) 3670(68.6) 1680(31.4)

3억~5억미만 1032(60.8) 666(39.2) 1284(70.3) 542(29.7)

5억이상 1035(59.8) 697(40.2) 1081(61.5) 677(38.5)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좋음 7550(64.5) 4150(35.5)

1059.202***

8205(69.1) 3670(30.9)

931.482***보통 1385(52.9) 1235(47.1) 1357(55.1) 1106(44.9)

건강나쁨 644(28.2) 1636(71.8) 655(34.3) 1257(65.7)

만성질환
없음 7259(64.7) 3957(35.3)

696.737***
7428(69.1) 3321(30.9)

528.009***
있음 2324(43.1) 3067(56.8) 2789(50.7) 2712(43.9)

장애
없음 9290(59.6) 6306(40.4)

363.912***
9914(64.9) 5365(35.1)

442.447***
있음 293(29.0) 718(71.0) 303(31.2) 667(68.8)

<표 3>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특성

주 : *P<.05 **P<.01 ***P<.0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과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미

가입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의 경우 2007년 자료는 χ²=

2486.627(P<.000), 2008년 자료는 χ²= 2408.114(P<.000)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가입

자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교육수준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가입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고졸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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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중을 나타냈다.

경제적 요인 중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교차분석한 결과 2007년 자료는 χ²= 1591.979(P<.000), 2008년 자료

는 χ²= 1482.237(P<.000)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소득분위별로 비교해보면 5분위로 갈수록 민간의료보

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낮은 분위로 갈수록 미가입 또한 증가하였다. 취업

상태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재산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가입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윤희숙, 2008)와 상충된 결과를, 허은정 김지경(2009)의 연구와는 일치된 결과를 나타낸

다. 윤희숙(20008)은 기술통계치에서 재산구간별 가입률에서는 재산규모와 소득구간이 증가하여도 오히려

가입률이 감소한다고 보고하면서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이 민간보험으로 인한 계층화를 초래할 것이라

는 예측과 상충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적의료보험이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갑

작스런 의료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

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적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장애여부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가입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가입자들의 특성

1)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유형과 규모

다음의 <표 4>는『한국복지패널조사』의 3차 조사와 4차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

부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화한 것에 대한 규모이다.

year t (2007년) 변화 year t+1 (2008년) 명(%)

미가입지속유형 미가입 → 미가입 2,465(21.7)

가입진입유형 미가입 → 가입 3290(29.0)

가입이탈유형 가입 → 미가입 2313(20.4)

가입지속유형 가입 → 가입 3268(28.8)

<표 4>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유형과 규모

(단위 : 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

분석대상자 가운데 2007년에 조사된 미가입자는 7,024명(<표2>참고)이었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그 중

46.3%인 3,290명이 미가입에서 가입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에 조사된 가입자는 9590명

중 2008년 조사에서 민간의료보험 해약을 하여 가입 이탈을 한 대상자는 34.1%에 이르는 수치이다. 결국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이탈의 이행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이탈의 원인으로는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해약 사유 1순위가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

서(38.02%)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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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가입자의 특성

2007년과 2008년 조사의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5>

와 같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가입자의 특성은 앞서 설명한 <표3>의 각 연도별 민간의료가입여

부에 따른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독립변수들 중 성별과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항목 미가입지속 가입진입 χ² 값 가입지속 가입이탈 χ² 값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 1576(38.8) 2489(61.2)

3.447
2567(62.7) 1524(37.3)

2.434
여자 1509(36.8) 2594(63.2) 2569(64.4) 1419(35.6)

연령

20대미만 421(24.1) 1326(75.9)

1143.272***

1388(78.4) 383(21.6)

1247.011***

20대 473(41.5) 666(58.5) 602(56.4) 459(43.3)

30대 408(30.3) 939(69.7) 1018(71.5) 406(28.5)

40대 409(28.5) 1027(71.5) 1027(72.3) 394(27.7)

50대 358(32.3) 751(67.7) 744(70.0) 319(30.0)

60대 402(56.8) 306(43.2) 302(45.2) 366(54.8)

70대이상 614(89.9) 69(10.1) 56( 8.3) 615(91.7)

평균연령 46.10세 34.40세 34.02세 46.27세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1483(56.2) 1157(43.8)

60.703***

1568(59.6) 1062(40.4)

55.366***중학교 557(59.4) 381(40.6) 523(57.7) 384(42.3)

고등학교 1441(66.2) 736(33.8) 1454(68.2) 677(31.8)

대학교 이상 1053(64.7) 574(35.3) 1043(66.1) 535(33.9)

거주지역
대도시 1326(37.1) 2244(62.9)

1.043
2442(63.6) 1396(36.4)

0.008
중소도시 1759(38.2) 2840(61.8) 2695(63.5) 1547(36.5)

혼인상태
유배우자 1477(35.7) 2656(64.3)

142.635***
2676(65.4) 1416(34.6)

163.331***
기타10) 1224(50.8) 1185(49.2) 1140(49.1) 1182(50.9)

경제적

요인

연간소득

1분위 692(69.3) 306(30.7)

759.858***

265(29.5) 634(70.5)

731.177***

2분위 663(52.6) 597(47.4) 643(50.9) 621(49.1)

3분위 540(34.5) 1023(65.5) 1122(67.0) 553(27.8)

4분위 559(28.7) 1386(71.3) 1398(72.2) 539(27.8)

5분위 494(24.7) 1507(75.3) 1470(75.7) 473(24.3)

취업상태
취업 1244(33.9) 2422(66.1)

166.914***
2393(66.5) 1206(33.5)

140.245***
비취업 1534(49.4) 1569(50.6) 1589(52.2) 1455(47.8)

순재산

1억미만 1265(41.6) 1777(58.4)

63.127***

1685(58.1) 1216(41.9)

115.335***
1억~3억미만 838(31.9) 1787(68.1) 1880(69.1) 840(30.9)

3억~5억미만 304(32.4) 620(67.1) 668(73.6) 240(26.4)

5억이상 354(37.6) 587(62.4) 503(60.6) 327(39.4)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좋음 1893(31.8) 4063(68.2)

452.539***

4141(70.1) 1768(29.9)

484.599***보통 549(44.1) 697(55.9) 664(54.2) 561(45.8)

건강나쁨 643(66.6) 323(33.4) 332(35.1) 613(64.9)

만성질환
없음 1699(31.7) 3653(68.3)

240.224***
3773(69.9) 1621(30.1)

284.301***
있음 1387(49.2) 1430(50.8) 1363(50.8) 1321(49.2)

장애
없음 2742(35.8) 4921(64.2)

206.858***
4994(65.6) 2616(32.4)

237.017***
있음 343(67.8) 163(32.2) 142(30.3) 326(69.7)

<표 5> 민간의료보험가입 이행에 따른 가입자의 특성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

10)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외 기타에 비해당(남 17세이하, 여 15세이하)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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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요인분석

1) 각해년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관련요인

민간의료보험 가입유무에 대한 결과치를 보면 우선, 3차(2007)는 전체 11781개와 4차(2008)는 11956개

모두 분석에 포함되었고, 예측의 적중도가 3차(2007)는 69.4%와 4차(2008)는 70.9%로 나타났다. 3차(2007)

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경우 81.6, 미가입의 경우 54.8%를 올바르게 예측하였고, 4차(2008)는 민간의료보

험 가입의 경우 86.6%를, 미가입의 경우 47.4%를 올바르게 예측하였다. 절편항만을 나타내는 -2Log

likelihood의 값은 2007년은 15005.827, 2008년은 13009.329로 완전모형에 대한 값을 나타낸다. 한편 χ

²=2579.575과 χ²=2405.441로 회귀계수의 유의도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

형의 적합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변수

Model Ⅰ

2007년 2008년

B(SE) Exp(B) B(SE) Exp(B)

인구학적

요인

성별 (ref: 여) -.435(.043)*** .648 -.474(.046)*** .623

연령 -.026(.002)*** .994 -.033(.002)*** .968

교육수준 (ref: 고졸미만) .225(.052) 1.252 .169(.054)** 1.184

거주지역 (ref: 중소도시) .056(.040) 1.057 -.025(.043) .975

혼인상태 (ref: 기타) .930(.047)*** 2.534 1.025(.051)*** 2.787

경제적

요인

연간소득분위 (ref: 5분위)

1분위 -.911(.071)*** .402 -1.160(.082)*** .313

2분위 -.451(.066)*** .637 -.810(.071)*** .445

3분위 -.037(.064) .964 -.377(.065)*** .686

4분위 .126(.063)* 1.134 -.149(.061)* .861

취업상태 (ref: 비취업) .393(.044)*** 1.481 .395(.047)*** 1.484

순재산 (ref: 5억이상)

1억미만 .133(.058)* 1.142 .171(.063)** 1.187

1억~3억미만 .225(.073)** 1.143 .268(.062)*** 1.308

3억~5억미만 .046(.014)*** 1.047 .453(.080)*** 1.574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82(.026)** .922 -.064(.028)* .938

만성질환 (ref: 있음) .066(.051) 1.069 .002(.053) 1.002

장애 (ref: 있음) .426(.083)*** 1.531 .635(.087)*** 1.886

constant .437** .863***

chi-square 2579.575*** 2405.441***

-2Log likelihood 15005.827 13009.329

<표 6 > 각해년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관련요인

주 1) *P< 0.05 **P< 0.01 ***P< 0.0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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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관련요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모델분석의 결과에

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혼인상태가 유배우

자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취업상태일수록, 주택유형이 순자산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민간의료보험가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상태가 유배우자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일

수록, 주택유형이 자가일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민간의

료보험가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연간소득, 취업상

태, 순재산,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유무가 관련요인임이 밝혀졌고, 2008년 조사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

인상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순재산,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유무가 관련요임으로 나타났다. 앞서 χ²검증에

서 유의미하게 나온 만성질환이 로짓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Trujillo, 2003)

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그러나 국내연구인 김성옥(2005)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만성질환 여부로 측정을 하였고, 김성옥(2005)의 연구는 만성질환이라는 변수를 세분화하여 고혈

압, 당뇨, 암, 관절염, 천식으로 각각의 변수로 측정하였고, 결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옥(2005)은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제한된 형태이긴 하나 민간보험 가입에서 선택이 존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보험사인 S사의 경우 보험자의 위험기피 조

건은 남성의 경우, 부모가 65세 이전에 당뇨,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으로 죽었을 경우 본인도 가입

거절을 당하고, 여성의 경우, 부모가 당뇨,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으로 죽었을 경우 현재 본인이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험자의 위험기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거절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병일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좀 더 정확

한 자료가 요구될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경우 성별같은 범주형 변수의 Exp(B) 값 해석은 연령과

같은 연속(비율)변수와는 약간 다르다. 3차년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성별변수의 Exp(B) 값은 0.648

이고, 성별의 회귀계수가 -0.435이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0.6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윤희숙, 2008; 허은정 김지경, 2009)와 일치된 결과이다. 한편 연령과 같은 연속변수는 범주형 변수와

해석방법에 차이가 있다. 3차년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연령변수의 Exp(B) 값은 0.994이고, 성별의

회귀계수가 -0.026이다. 이것은 연령이 한 살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이 0.99배 감소한다는 의미

이다. 이는 앞선 국내외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가구연간소득을 분위별로 보았을 때 소득5분위에 비해 소득1분위가 민간의료보험 가입가능성이 0.4

배, 2분위는 0.6배, 3분위는 0.9배가 낮고, 소득 4분위는 1.1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득

격차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연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상태의 경우, 취업이

비취업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1.48배 높게 나타났으며, 순재산이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

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순재산 5억이상에 비해 1억미만은 민간의료보험 가입할 가능성이 1.142배 높으

며, 1억~3억미만도 1.143배이며, 3억~5억미만은 1.05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의 점

수가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할 확률이 0.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선행연구(김성

옥, 2005; 허은정 김지연, 2009)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앞선 선행연구(김성옥, 2005; 허은정 김지연, 2009)은

건강관심도가 높으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연구와 일치한다고 설명하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재정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선택(risk selection)을 통해 비용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

입 희망자들을 선별(cream-skimming)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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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료보험에 가입시키려는 보험사의 의도가 작동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충된 결과는 현재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주목할 수 있는 바는 전반적으로 볼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요인 중 가장 두드

러진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인구학적 요인이나 건강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선

행연구(윤희숙, 2008; 허은정 김지경, 200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더 강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소득관련 변수들이 잘 구성되어져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성옥(2005)의 연구와 정기택(2007)의 연구는 소득관련 변수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분

석에 어려움이 있다. 2008년 조사에 대한 기술은 전반적으로 3차 조사와 수치상의 차이가 약간 다를 뿐

거의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2)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 유형에 따른 가입관련 요인

다음<표 7>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모형에 해당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유형에 따른 관련요인이다.

종속변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유형은 미가입지속유형, 가입진입유형, 가입이탈유형, 가입지속유

형으로 4가지 명목변수이다. 가입진입유형(3290 case)과 가입지속유형(3267 case)이 사례수가 가입진입유형

이 거의 비슷하므로 비교의 편리성을 위해 가입지속유형을 기준변수로 정하였다. 분석모형의 적합성에 대

한 설명이다. 모형의 -2Log Likelihood 값은 23324.207로 이 값은 곧 chi-square값( 3039.712***)으로 자유도

6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Sig=.000) 나타났으므로 모형 적합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표 7>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모형 Ⅱ 중에서 첫째,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가입 지속유형에

속할 확률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P<.05수준에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연간소득분위 가운데 1

분위(+), 2분위(+), 3분위(+), 장애(-), 연간소득의 변화(-), 취업상태의 변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지속

유형에 처할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한 살 증가할수록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가입지

속유형에 처할 확률이 1.04배 증가한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없음에 비해 유배우자가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가입지속유형에 처할 확률이 0.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자가 1배일 때, 배우자 없음

이 0.3배이라는 것이므로 0.3배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연간소득분위는 5분위에 비해 1분

위는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가입지속유형에 처할 확률이 12.6배 높다는 것이며, 2분위는 3.6배, 3분위는

1.7배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의료보험가입과 경제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성

을 말해주고 있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미가입유형에 속할 확률이 줄어든다. 장애여부가 가입지속유형

에 비해 미가입지속유형에 처할 확률은 장애있음에 비해 장애없음이 0.5배 감소한다. 변동된 경제적 요인

인 연간소득의 변화는 변화가 1단위 증가할 때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가입지속유형에 처할 확률이 0.73

배 감소한다. 이는 소득의 변화가 가입지속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소득의 변화가 증가하면 민간의

료보험 가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의 변화가 감소하면 미가입지속유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

진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지속에 비해 비취업지속은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

가입지속유형에 처할 확률이 2.86배 증가하며, 취업지속에 비해 비취업→취업은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

가입지속유형에 처할 확률이 1.76배 증가하며, 취업지속에 비해 취업→비취업은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지속을 하는데에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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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Ⅱ

미가입지속/가입지속 가입진입/가입지속 가입이탈/가입지속

B Exp(B) B Exp(B) B Exp(B)

인구

학적

요인

성별(ref: 여) .424(.070)*** 1.527 -.015(.065) .985 .513(.072)*** 1.670

연령 .036(.003)*** 1.037 .001(.003) 1.001 .037(.003)*** 1.038

교육수준(ref: 고졸미만) -.147(.082) .863 .053(.080) 1.055 -.173(.084)* .841

거주지역(ref: 중소도시) -.033(.069) .967 -.066(.060) .936 -.010(.067) .990

혼인상태(ref: 배우자없음) -1.177(.083)*** .308 -.193(.079)** .825 -1.221(.081)*** .295

경제적

요인

연간소득분위(ref: 5분위)

1분위 2.534(.159)*** 12.600 1.716(.140)*** 5.560 .897(.155)*** 2.452

2분위 1.294(.140)*** 3.647 .840(.119)*** 2.317 .557(.127)*** 1.745

3분위 .548(.136)*** 1.729 .235(.114)* 1.265 .365(.116)** 1.440

4분위 .040(.136) 1.041 .080(.108) 1.084 .167(.109) 1.181

취업상태(ref: 비취업) .080(.145) 1.083 625(.138)*** 1.868 -.440(.117)*** .644

순재산(ref: 5억이상)

1억미만 -.078(.145) .925 -.457(.120)*** .633 .233(.140) 1.262

1억~3억미만 -.199(.133) .820 -.523(.108)*** .593 .176(.126) 1.192

3억~5억미만 .078(.158) 1.081 -.118(.129) .888 .213(.151) 1.237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62(.045) 1.064 -.002(.040) .998 .096(.043)** 1.101

만성질환(ref: 있음) -.147(.085) .863 -.185(.074)* .831 .025(.084) 1.025

장애(ref: 있음) -.720(.142)*** .487 -.076(.155) .927 -.668(.139)*** .513

변환된

경제적

요인

2007~2008년 연간소득의 변화 -.308(.054)*** .735 .041(.050) 1.042 -.428(.053)*** .652

2007~2008년 취업상태의 변화

(ref: 취업→취업)

비취업→비취업 1.049(.148)*** 2.855 1.124(.145)*** 3.078 -.229(.132) .795

비취업→취업 .566(.098)*** 1.761 .678(.079)*** 1.970 -.114(.102) .731

취업→비취업 .792(.149)*** 2.208 .925(.145)*** 2.521 .073(.123) 1.075

2007년~2008년 순재산의 변화 .002(.012) 1.002 .026(.014) 1.026 .012(.016) 1.012

chi-square= 3039.712*** -2Log Likelihood=23324.207 Pseudo R-square=.320

<표 7>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 유형에 따른 가입관련요인

주 1) *P< 0.05 **P< 0.01 ***P< 0.0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

둘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진입유형을 경험할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P<.05수

준에서 혼인상태(-), 연간소득분위(+), 취업상태(+), 순재산(-), 만성질환여부(-), 취업상태변화(+)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혼인상태는 배우자 없음에 비해 유배우자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지속유

형에 비해 가입진입유형에 처할 확률이 0.8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간소득분위는 5분위에 비해 1분위

는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진입유형에 처할 확률이 5.56배 높으며, 2분위는 2.32배, 3분위는 1.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의 경우 비취업에 비해 취업이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진입유형에 처할 확률

이1.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순재산의 경우 5억이상에 비해 1억미만은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진입

유형에 처할 확률이 0.6배 감소하며, 1억~3억미만은 0.59배 감소한다. 만성질환은 만성질환 있음에 비해

만성질환 없음이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진입유형에 처할 확률이 0.83배 감소한다. 또한 취업상태의 변



- 525 -

화는 취업지속에 비해 비취업지속이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진입유형에 처할 확률이 3.08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나며, 비취업→취업은 1.97배, 취업→비취업은 2.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이탈유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요인들은 P<.05수

준에서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연간소득분위(+), 취업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연간소득의 변화(-) 등이다. 먼저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이탈유형에 속할

확률이 1.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한살 증가할수록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이탈유형에 속할

확률이 1.03배 증가한다. 교육수준은 고졸미만에 비해 고졸이상이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이탈유형에 속

할 확률이 0.8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 없음에 비해 유배우자가 가입지속

유형에 비해 가입이탈유형에 속할 확률은 0.2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소득분위는 소득5분위에

비해 소득1분위가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이탈유형에 속할 확률이 2.45배 높으며, 소득2분위는 1.75배,

소득3분위는 1.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아질수록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입

이탈유형에 속할 확률은 1.1배 증가하며, 장애여부는 장애있음에 비해 장애없음이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가

입이탈유형에 속할 확률이 0.51배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연간소득의 변화가 증가할수록 가입지속

유형에 비해 가입이탈유형에 속할 확률이 0.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요인은 민간의료보험 지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의료정책에 대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규모는 2007년 조사를 기준으로 57.7%, 2008년 조사는

62.9%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사실 한국복지

패널이 다른 패널자료보다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때문인 면도 있는 것을 가만하면 실재 수치는

이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파악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취업상

태, 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장애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인으

로 나타난 거주지역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소득분위별 가입률은 뚜

렷한 차이를 나타났다. 소득분위 5분위와 소득분위 1분위의 가입률의 차이는 2배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임의성격을 가진 민간의료보험을 가입률을 증가되는 것보다는 상호부조와 재분배성격을 지닌

공적의료보장체계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 소득,

취업상태, 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가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

수록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충된다. 이는 좀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따른 관련요인은 인구적 요인과 건강적 요인들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가

장 큰 변인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경제적 요인 즉, 소득의 변화, 직업상태의 변화, 자산의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가입지속유형에

비해 미가입 지속유형이 변화된 경제적 요인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진입에 있어

서는 취업상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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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는 특히 경제적 요인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의 밀접한 관련성은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 우선 1989년 이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렸고 2000년 재정통합의 시대가

되는 거듭된 발전을 이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보장체제는 재정악화와 보장성의 약화라는 문

제점으로 여전히 미흡하다. 개인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이 임의로 민간의료보험으로 보충해야하는

현실에서 소득이나 자산,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취업이 그 수단이 된다. 이러한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한 취약한 계층에서의 의료보장의 문제는 심각해 질수 있다. 이러한 계층을 위한 공적의료보장체계의

확대가 요구된다.11)

다음은 본연구의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이라고 보기엔 주기가

너무 짧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2008년에 생성된 변수라서 종단주기를 2년밖에 포함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자료가 더 구축이 되면 좀 더 나은 해석이 가능하리라

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직업상태의 변화로만 파악하였는데, 직업형태에 따른 분류를 추

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더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

하는 양상12)을 보이는데, 같은 민간의료보험 안에서도 계층화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겠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보장체계가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11)이론적으로도 민간의료보험이 경합성과 비배재성을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제력을 보유한 계층에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이는

건강불평등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의료보험 신규가입의 사유 중 1순

위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 2순위가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라고 따로 분류하였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는 결국 공적 의료보장의 보장성 약화 때문인 것이다.

더 관대하고 더 보편적인 외국 의료보장체제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와 같은 급여가 보장된다면 굳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때가 되면 언론을 장식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2) 경향신문 2010. 6. 9일자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 가입 비율과 가입한 보험상품이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월소득이 400만~499만원인 계층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2.3%에 달한 반면 100만원 이하 계층은

37.1%에 불과했다. 또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은 월보험료 21만원 이상의 고가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31.4%, 300만~399만원

계층은 29.2%에 달했으나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은 6.8%만 고가상품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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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Impact Factors of Depression Trajectory among the Elderly

김종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김경란(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노년

기 우울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6년부터 4차년 간 한국복지패널 설

문에 응답한 만 65세 이상 만 84세 미만의 노인 2,889명이다. 종속 변수는 우울이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는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 알코올의존이다. 외생변수로는 성별을 통제하였다. 모든 자

료는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와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은

시간 추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음주와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

로분석을 통해 우울감의 초기값에 성별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울감의 변화값에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우울감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자아존중감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

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여 우울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우울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주

의 경우, 우울감의 초기값과 변화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

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논하였다.

Ⅰ. 서론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향후 노인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

3% 수준에 불과하던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 7.2%, 2008년 10.3%(501만 6026명), 2010년 11%, 그리고

2050년에는 38.2%(1615만 5757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08). 이에 우리나라의 고령인

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해지는 시기여서 활동성이 저하되고, 사회활동의 감소로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어려워져 정서적·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시기이므로 노년기에 흔한 우울 유발요인을

일으킬 수 있다(Morgan and Kunkel, 2001). 이러한 노년기의 우울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신체적 건강 등

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흔히 고독감과 의욕상실 등 심리적 고통과 식욕부진과 통증

등의 신체적 경험을 함께 겪게 한다(권석만 민병배, 2000: 김경호 김지훈, 2008). 이처럼 노년기의 우울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지만 노인의 우울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노화과정에 기인한 상실

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의 우울문제는 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노인의 우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수애·이경미, 2002: 최성재·장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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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특히 다른 연령군에 비해 노년기에는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잘 알려지면서 특히 연령

이 증가할수록 우울과 자살과의 관련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제기되었다(김동배 손의성, 2005). 그러나 노

인의 우울 증상들은 다른 세대와 달리 잘 표출되지 않으며(Fry, 1986),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신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김동배

손의성, 2005). 이러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 데 대표적으로 음주를 들 수 있다(윤명숙·

조혜정, 2007: 권태연, 2009: Riemanf and Welte, 2001). 과다음주경력이 있는 노인들이 과다음주경력이 없

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도 있으며(Sauders, 1991), 음주로 인한 심한 우

울감이 알코올중독환자 같은 특정 집단에게만 나타나는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연구결과(유계준 이범용 이

만홍, 1991; 조성진 서국희 남정자 서동우 조맹제, 1998)를 통해 음주로 인한 우울을 사회적 이슈로 이끌

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연구(안황란 배행자 김은심, 1999; 최영애 2003: Jang,

Haley, Small, and Mortimer, 2002)에서는 두 변인이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자아존중감이 상

실될 때 우울이 야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련해서

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우울 정도가 낮다는 횡단연구(김영숙·서경현, 2003,

탁영란 김순애 이봉숙, 2003)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우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되기 보다는 단편적인 지역

및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우울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

정이다.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 노인(이수애·이경미, 2002), 여성노인(탁영란 외, 2003; 장인순, 2008), 독거노

인(김영숙 서경현, 2003)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노인의 우울에 대한 발달적 궤적

의 측면에서 분석된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 현재까지 동일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감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해숙 강상경(2009)의 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연구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의 변화만 살펴보았을 뿐 관련요인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로 지

정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까지 함께 종단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우울 발달궤적을 탐색하고, 이러

한 개인차를 유발하는 변수를 탐색해 봄으로써 노인 우울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l 연구문제 1: 노인의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 알코올의존, 그리고 우울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l 연구문제 2: 노인의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 알코올의존, 우울감은 서로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l 연구문제 3: 노인의 우울감 발달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1. 노인과 우울

우울(depression symptoms)은 일생생활의 스트레스 경험으로 야기된 정신건강문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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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히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심 곽

지영, 2010). 일단 우울감에 빠지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단순한 일조차도 수행하는 데조차 개인을 무능력하

게 만들어 인생의 모든 활동의 즐거움 또는 흥미를 잃고 의욕상실 등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 예를 들면, 배우자의 죽음, 경제사정의

악화,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불능 및 신체적 질병 등을 겪으면서 우울이 심해

지는 경향이 있다.(이민수 최윤경 정인과 곽동일, 1999). 또한 노년기의 우울은 대부분 기분의 저조함과 무

력감, 절망감, 근심 등의 심리적인 고통과 더불어 수면 장애, 식욕부진, 통증 등 신체적 증상(Diwan et al.,

2004)을 함께 가져와 다른 시기에 비해 건강이 악화되는 노년기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러한 증상을 동반하는 노인 우울은 만성질환과 더불어 노인이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후군의 하나로

서 노년기의 우울 유병률은 25%이상(Koening, 1999)이며, 전체 노인 중 15% 정도는 임상적 치료를 요하

는 정도의 우울을 보인다(Lawrence, Bennett, and Markides, 2006)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인의 우울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며,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특히 노년기의 우울은 종종 만성적인 정신질환, 인지손상, 장애로 나

타나게 되고(Alexopoulos, Kiosses, Heo, Murphy, Shanmugham, and Gunning-Dixon, 2002: Blazer, and

Burchett, 2003), 심각할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1996년 28.6명에서 2006년 72.1명으로 10년 사이

에 약 2.5배나 증가하고 있는데(통계청, 1996: 2006) 노인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우울을 설

명하고 있다(유정현 성혜영, 2009). 그러나 노년기의 우울은 노화로 인한 신체증상과 유사하여 판별이 어

려운 특징을 보여 자칫하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Kazdin, Vandenbos, Frank-McNeil, Baroody, and Forman, 2000). 또한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료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타인의 가치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Maddox, Atchley, Evans, Hudson, Kane, Masoro,

Mezey, Poon, and Siegler, 2001). 듀아(Dua, 199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열등하며, 무능하다고 느

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

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의 결과로 무능감을

느끼는 것은 부정적 인지와 불안을 야기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우울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노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사이에는 강

한 부적관계가 존재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최영애 2003:

양순미 임춘식 오윤자, 2007: Peircem, Frone, Russel, and Cooper, 1994: Dunkle, Beverly, and Haug,

2001). 노년기에 이르면 감각적 인지적 상실, 가족이나 친구의 상실,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한 깊은 상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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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욕망을 잃게 될 수 있다(Stevens,

1965). 이러한 변화는 노인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 자아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어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인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에서 '점차 사고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상실

한다고 믿는 것'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chwartz, Snyder, and

Peterson, 1984). 이러한 편견은 인간의 사고과정 혹은 지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은 20세기 초기에 수행된 횡단적 연구(Jones and Conrad, 1933: 김영숙 서경현, 2003 재인용)의 영향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노인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행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우울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김영숙 서경현, 2003). 이 밖에도 가족

안에서 노인의 건강 혹은 부양문제 등에 대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때 노인 스스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우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김현숙 유수정 한규량, 2002: 김정엽: 2008)

3.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감의 관계

가족이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고유의 문화를 소유하여 규범과 역할, 대화 형태, 또는 구성원의 협동과

정 및 문제해결 방법 등 여러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사회체계이다. 특히 가족관

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외감은 가족지원 중 표현적 자원에 해당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높여, 그

상황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동일한 자원이라도 가족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

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가족지원이 될 수 있다(정민자, 1992). 이처럼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다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이승원, 2008), 가족

응집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홍기 장선향 이선미 정의식, 1991). 또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모두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은 결과를 보여 가족 결속력이나 지지가 우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선정, 2005). 따라서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지각은 우울과 같은 부적응 상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유정현·성혜영, 2009).

가족은 노인의 우울완화와 건강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욱이 우리나

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노인에 대

한 가족지지는 우울상태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춘길, 2002). 따라서 배우자가 없거나 사별한 노

인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김병하 남철현, 1999: 이영자 김태현, 1999),

부부 혹은 자녀와의 동거 노인이 독거노인보다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이수애 이경미, 2002). 흔히 노

인 연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흔히 생활만족도의 하위개념 중 하나로 연구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가정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라는 문항 안에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친 인척관계의 친밀도 등을 나타

내는 세부적인 가족관계에 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이를 통해 노인이 느끼는 가족들 간 상호

작용의 만족수준이나 가족의 기능으로서의 역할 가운데 노인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확인하고,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가족성원이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노인 부부 간 또는 노인 부

모와 성인기 자녀 간의 애정과 의사소통, 부양만족, 그리고 가치관의 일치 등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가족의 기능이 낮을수록 노인들은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김옥수 백성희,

2003)는 것이었다. 특히 가족의 의사소통 매개체가 어느 정도 개방적인가 또는 폐쇄적인가에 따라 노인에

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reher, 2001: 116)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에 느끼는 고독감을 이겨내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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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우울감이 감소될 수 있다(Schwartz et al., 1984). 따라서 노년의 다양

한 형태로써 존재하는 가족관계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해 노인의 우울을 완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신효식 서병숙, 1994).

4. 노인의 음주와 우울감의 관계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 보고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문제음주율 1)은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의 알코올의존정도를 측정

하는 AUDIT 점수가 20점 이상인 고도 위험군에서는 전체 평균이 7.1%인데 반해 60대가 8.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노인 문제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였다(권현수, 2009). 특히 노인의 음주는

노화에 의한 신진대사 기능의 저하로 알코올분해능력 자체가 감소하고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해 복용하

는 약물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더욱 높다(Thun, Peto, Lopez,

Monaco, Henley, Heath and Doll, 1997). 또한 음주는 심리적인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게 되는 한편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요한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즉, 노년기 음주는 고독감과 낮은 사회적 지지와 연관되는

심리적 질환을 촉진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동작 및 인지기능의 감퇴, 치매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

(Schonfield and Dupree, 1991)함으로써 가족들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양부담 문제로 연결될 수 있

기 때문에(Osgood, Wood, ,and Parham, 1995) 알코올의 만성적 사용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서희숙 송경애 조명숙, 2004).

특히 노년기의 음주는 노인이 퇴직, 사별, 질병, 고립 등의 스트레스가 동시에 집중되는 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노인들의 알코올대사능력과 공존하는 의학적 문제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과 부작용이 증가시킨

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음주는 신체적 문제들과 함께 심리적 위험요소인 고독감과 우울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들의 음주와 폭음 경향이 심화

되고 있어 종래 가지고 있던 노년기의 음주문화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다(장인순, 2008).

즉, 이처럼 노인의 심각한 음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울과 자살의 선행요인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권현수, 200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된 한국복지패널(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년 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자료를 표집틀로 하여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를 2단계층화집락방법으로 추출하고, 이를 다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데이터이다. 이를 통해 4차년 간 총

6,207가구(1차년 기준 87.77% 유지)와 11,909가구원(1차년 기준 87.54% 유지)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노인 중 4차년 간 가구원용 설문에 모두 응

답한 패널 2,889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문제음주율이란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8점 이상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알코올의존은 AUDIT 16점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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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s)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과 관련한 정신건강 측정설문으로 각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

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0-극히 드물다, 1-가끔 있다, 2-종종 있다, 3-대부분 그렇다)로 응답하는 자기

보고형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보고,

4년간 우울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울감에 대한 측정년도별 Cronbach's a는

.85~.89로 나타났다.

<표 1> CES-D 문항분류표

우울감 측정문항 (총 11문항) 역코딩여부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X

비교적 잘 지냈다. ○

상당히 우울했다. X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X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X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X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X

마음이 슬펐다. X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X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X

자료 : Radloff L. 1977.

2) 자아존중감

<표 2>는 Rosenberg Self Esteem Scales의 측정문항이다. 이 척도는 스스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전체 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

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리커트 척도(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고 보았다. 측정년도별 Cronbach's a는 .74~.70이다.

<표 2> Rosenberg 자아존중감 문항분류표

자아존중감 측정문항 (총 10문항) 역코딩여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X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X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X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X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X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자료 : Rosenberg M.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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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

우 만족)로 구성된 1문항 질문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4차년 간의

평균 Cronbach's a는 .66이다.

4) 알코올의존

CAGE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자기보고형 검사 중의 하나로 다른 임상병리적인 검사보다 알코올 의존

이나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는데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nadt, Mumford, Taylor, and

Smith, 1982). 이 검사 도구는 <표 3>과 같이 4가지 문항(예-1, 아니오-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2가

지 문항 이상에 해당이 되면 알코올의존 고의심군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측정년도별 Cronbach's a는 .68~.74로

나타났다.

<표 3> CAGE 문항분류표

알코올의존 측정문항 (총 4문항)

금주(Cut down)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까?

술버릇에 관하여 주위에서 비판을 하여 화난 경우(Annoyed)가 있습니까?

술 먹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죄책감(Guilty)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아침에 해장술(Eye-opener)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 : Mayfield, McLeod, and Hall. 1974.

5) 외생변수: 성별

기존 연구를 통해 우울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요인으로써

시불변변수(time-invariant variable)인 성별을 통제변수로 선별하였다. 해당변수는 1차 조사시점인 2006년

의 변수값을 활용하여 남자 1, 여자 2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가 왜도 ± 3 미만, 첨도 ± 10 미만으로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Kline, 2005). 이에 패널의 특성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측값을 해결

하기 위해 AMOS 7.0에서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추정방법을 이용, 잠

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에서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계열

인 X2을 이용한다(김계수, 2009). 하지만 카이제곱 차이 검증(ΔX2 test)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에

대해 너무 엄격하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

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가 확립된 RMSEA와 CFI, 그리고 TLI를 통

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8: 377~378).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홍세희, 1999: Browne and Cu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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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그리고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Bentler, 1990: Tucker

and Lewis, 1973).

[그림 1]은 본 연구를 위해 도출한 연구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주 : A-알코올의존, D-우울감, F-가족관계 만족도, S-자아존중감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총 2,889명의 참여자 중 남자가 1,151명

(39.8%)이었고, 여자가 1,738명(60.2%)으로 여자응답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1,815

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 결혼하였으나 2006년 당시 사별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한 대상자가

1,065명(36.9%)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을 보면, 무학이 1,305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초등학교 졸업이 922명(31.9%), 고등학교 졸업이 271명(9.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노인

은 1,693명(58.6%)으로 종교가 없는 노인 1,189명(41.2%)보다 많았다. 직업이 있는 노인은 1,073명(37.1%)으

로 직업이 없는 노인 1,816명(62.9%)에 비해 약 1/2배였고, 만성질환을 가진 응답자는 2,151명(74.5%)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 738명(25.5%)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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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N-2,889)

　　 N %

성 별 남자 1,151 39.8

여자 1,738 60.2

혼 인 기혼 1,815 62.8

미혼 9 0.3

기타(사별, 이혼, 별거) 1,065 36.9

학 력 무학 1,305 45.2

초졸 922 31.9

중졸 268 9.3

고졸 271 9.4

대졸이상 123 4.3

직 업 있음 1,073 37.1

없음 1,816 62.9

종 교 있음 1,693 58.6

없음 1,189 41.2

만성질환 있음 2,151 74.5

없음 738 25.5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이 정상분포곡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규성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다(표 5 참조).

<표 5> 주요 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

노인(N=2,889)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성별 1 2 -.42 -1.83

자아존중감 1차 14 40 -.20 -.15

2차 12 40 -.32 -.17

3차 13 40 -.21 -.17

4차 13 40 -.25 -.27

가족관계 만족도 1차 1 5 -.89 .83

2차 1 5 -.84 .79

3차 1 5 -.84 .95

4차 1 5 -.98 1.65

알코올의존 1차 0 4 2.03 3.40

2차 0 4 1.90 2.83

3차 0 4 2.22 4.09

4차 0 4 2.11 3.72

우울 1차 0 33 .85 .21

2차 0 31 .81 .04

3차 0 29 .89 .44

4차 0 31 .9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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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경과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변화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각 변수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의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써의 성별 변수는 1차년 도를 기준으로 하

여 모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여 <표 6>에 정리해 놓았다.

<표 6> 주요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1차 2차 3차 4차

M(SD) M(SD) M(SD) M(SD)

성별 1.60( .49) - - -

자아존중감 28.33(4.33) 28.23(4.59) 28.45(4.17) 28.36(4.40)

가족관계 만족도 3.53( .84) 3.60( .84) 3.64( .79) 3.66( .75)

알코올의존 .20( .22) .19( .17) .26( .22) .21( .23)

우울감 8.04(6.69) 7.75(6.25) 7.01(5.71) 6.78(5.74)

<표 6>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만족도, 알코올의존과 우

울감의 평균 변화를 파악해보고, 적정한 모형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그림 2]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자아존중감 변수와 알코올의존 변수는 감소-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는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우울감 변수는 1~3차는 일관성 있게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다 4차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림 2] 시간 추이에 따른 주요 변수별 평균값의 변화

자아존중감과 알코올의존 변수는 모두 일관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갖지 않아 무변화모형

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관성 있게 증가하는 반면 우울감은 일관되게 감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형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알맞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각 변수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무변화모형은 [그림 3]과 같이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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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만을 추정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8). 그리고 선형변화모형은 [그림 4]의 모형

으로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적용한다(배병훈 신희천,

2009).

[그림 3]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무변화모형 [그림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선형변화모형

변수별로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여 <표 7>에 모형의 적합도와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제시하였다.

<표 7> 변수별 모형 적합도와 결과

X2
df p TLI CFI

RM

SEA

Intercept Slope

M SD M SD

자아

존중감

무변화 52.091 8 .000 .972 .978 .044 28.339*** 7.428***

선형변화 22.505 5 .000 .982 .991 .035 28.294*** .029 7.276*** .388***

가족관계

만족도

무변화 77.33 8 .000 .939 .951 .055 3.614*** .210***

선형변화 13.043 5 .023 .989 .994 .024 3.547*** .041*** .252*** .002**

알코올

의존

무변화 44.947 8 .000 .885 .908 .040 .421*** .243***

선형변화 8.073 5 .152 .985 .992 .015 .440*** -.011 .248*** .040***

우울감
무변화 201.443 8 .000 .893 .915 .092 7.317*** 15.152***

선형변화 18.385 5 .003 .988 .994 .030 8.089*** -.450*** 20.160*** 1.471***

* p<.05, ** p<.01, *** p<.001

<표 7>을 보면, 자아존중감은 무변화모형일 때와 선형변화모형일 때 모두 만족스러운 적합도가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표 6>을 통해 4년 동안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표 7>

에서도 초기치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기에 개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

겨져 무변화모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선형변화모형도의 적합도가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X2의 P값은 무변화모형에 비해 .023 높았으나 여전히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

고 TLI, CFI, 그리고 RMSEA는 오히려 좋아져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알코올의존은 선형변화

모형일 때 X2의 P값이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아 무변화모형을 선택하였다. 즉, 알코올의존은 4차년 간의

시간 변화 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무변화모형에서 TLI의 값이 .90

미만으로 좋은 적합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적합도가 매우 만족스럽게 나타났기에 모형 선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은 알코올의존은 무변화모형일 때 TLI값이 .90 미만이었는데 반해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선형모형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즉, 우울감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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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감의 초기값과 변화값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감의 초기값와 변화값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3. 주요 변수들 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각 변수들에게 가장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선별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2, 3'을 확인하고

자 다변랑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적합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용인되는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X2(120, N=2,889) = 1355.435, P < .001, CFI = .881, RMSEA = .060). 즉, 본 연구모

형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계열인 CFI가 .881로 .90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계열인 RMSEA은 .06으로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확인한 경로계수를 보면, 성별은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알코올의존

초기값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반면, 알코올의존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이 가족관계 만족도의 초기값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변화값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성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

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알코올의존 초기값의 경로계수를 보면, 알코올의존이 심

할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의 초기값이 낮고, 변화값이 줄어든다고 나타났다. 즉, 알코올의존이 심할수록 가

족관계 만족도 초기값이 낮았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003씩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의 경우, 1차년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연구대상자가 가족관계 만족도도 높았으나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의존 초기값은 우울감 초기값과 변화값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우울감 초기값

에만 부적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높았던 연구대상자가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도 우울감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1차년도 시점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연구대상자가 우울감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

화에 따라 우울감의 변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값이 좋아질수록 우울

감의 변화값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우울감의 초기값에만 영향을 주어 여성노인

이 남성노인보다 우울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울감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로 나

타났으며, 우울감의 변화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관계 만족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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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성별 → 자아존중감 초기값 -1.16 0.12 -9.61***

성별 → 알코올의존 초기값 -0.49 0.04 -13.86***

성별 →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 -0.09 0.05 -1.93

성별 →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값 0.05 0.02 2.32*

알코올의존 초기값 →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 -0.01 0.07 -0.07

알코올의존 초기값 →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값 -0.00 0.03 -0.10

자아존중감 초기값 →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 0.13 0.01 19.53***

자아존중감 초기값 →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값 -0.01 0.00 -2.19*

알코올의존 초기값 → 우울감 초기값 0.03 0.47 0.05

알코올의존 초기값 → 우울감 변화값 0.05 0.23 0.23

자아존중감 초기값 → 우울감 초기값 -1.09 0.08 -13.34***

자아존중감 초기값 → 우울감 변화값 0.05 0.04 1.27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 → 우울감 초기값 -2.43 0.45 -5.45***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 → 우울감 변화값 0.34 0.23 1.51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값 → 우울감 변화값 -3.06 0.69 -4.47***

성별 → 우울감 초기값 1.35 0.32 4.23***

성별 → 우울감 변화값 -0.06 0.16 -0.37

<표 8>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그림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 541 -

추가적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관계 만족도가 알코올의존과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수로

서도 효과성을 지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므

로 연구모형에서 알코올의존과 자아존중감 변수가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로 향하는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

의 적합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기존의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여 낮

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X2(124, N=2,889) = 3236.978, P < .000, CFI = .807, RMSEA = .075).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알코올의존과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수로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 알코올의존, 그리고 우울감이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

는 경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각 변수가 서로 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그 변수들 중 노인의 우울감

발달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

여 종단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의존 변수는 4차년 간 증가-감소-증가의 형태를 띠어 변화는 있으나 변화의 방향에 맞게 모

형을 구축할 수 있는 일관성이 없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 알코올의존 관련

문항의 결측값이 가장 많았기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결측값 문제를 해결하고자 FIML 추정방법을 선택하였으나 활용변수 중 정규분포 내에서 분산이 가장 높

았기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검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설문에 응한 만

65세 이상 84세 미만의 노인들의 알코올의존의 변화가 실제로도 증감형태를 반복하는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결측값으로 인한 왜곡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

치는 내적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은 변화량을 보여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서 본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증

가하는 형태를 보여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우울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입증할 수 있

었다. 즉, 노년기에는 다른 사회적 변수들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우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년기 초기부터 가족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1차시기부터 있었던 1개의 질문문항으로 이루어져 기존연구들처럼 노인

의 우울궤적에 미치는 요인이 부부관계인지, 부모자녀관계인지, 아님 독거노인인 경우, 친척관계인지에 대

한 분석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범위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정의가 필요한데, 최근 한국복지패널

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세부문항이 생겼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변수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우울감은 시간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 지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수의 연구가 횡단연구로서의 결과라는

점에서 결과의 의미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횡단연구의 경우 동일한 시점에서 다른 연령들

간에 우울감이 더 높은 집단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집단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개인의 우울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였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우

울감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연령을 비롯한 시간의 추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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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 인한 변화인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외생변수인 성별은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알코올의존 초기값,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량, 그리고

우울감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알코올의존이 높고, 자

아존중감과 우울감이 낮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의존은 의존도가 높을수록 알코올의존이 낮은 노인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이 낮고, 시점이 변화

할수록 더 낮아진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우울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자아존중

감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와 초기값이 정적관계에 있었으나 변화율의 기울기는 낮아 시간에 따라 완만

하게 증가한다고 나타났고, 우울감과는 초기값에서 부적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우울감의 초기값과 변화값에서 모두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셋째, 우울감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자아존중감 초기값 및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

이었고, 우울감의 변화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값이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우

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나 여가선용을 통한 사회적관계망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가족단위의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면 노년기

의 우울감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가능하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설문대상자 중 1차년 도부터 4차년 도까지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에

모두 응답한 노인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노인의 경우 이사, 사망 등의 경우 경로추적이 쉽지 않아

설문응답률이 낮았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데이터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

계점을 지닌다.

둘째, 알코올의존의 경우 변화궤적을 추정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

은 보다 장기적인 패널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

요하다.

3. 연구의 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한

단계 진일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각 변수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

향력 크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가

족관계 만족도 초기값이 우울감의 초기값에 동일하게 부적 관계를 맺는다는 결과와 함께 가족관계 만족도

초기값이 -2.43로 자아존중감 초기값인 -1.9에 비해 더 급격한 기울기로 우울과 부적관계를 형성한다는 사

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속변수로서 우울감의 발달궤적을 살펴본 결과 각 시점에 따라 우울의 변화기울기가 어떻게 달

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도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넷째, 가족관계 만족도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서의 효과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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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 매개효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데 그쳤

지만 향후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제언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 등을 통해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알코올의존의 변화량을 체크하여 알코올의존과 우울감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의미 있

는 연구가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혹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알코올의존 변수에서 3~4차년

기울기를 임의 설정하는 자유성장모형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1차년 도를 기준으로 증가-감

소-증가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올해 설문이 진행되는 5차년도의 변화가 파악된다면 함수모형을 통한 선형

모형을 구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관계 만족도나 자아존중감 변수는 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우울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동일한 모형으로 청 장년과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의 변화량 차이를 파악한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경로분석 등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본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가 각기 다른 변수에 미치는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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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Longitudinal effects of poverty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황여정(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김수혜(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본 연구는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한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

관적 삶의 질’의 종단적 변화를 추정하고,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

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빈곤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각별한 관심을 두었으며, 주관적 삶의 질의 결정 기제

에 남녀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에는

성별, 지역, 학력, 연령, 소득, 채무 보유 여부, 부모의 상속 또는 증여, 자녀 교육·보육비, 빈곤, 성장기의 경

제적 여건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주관적 삶의 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미

하지만 증가하는 우상향의 패턴을 나타냈으며,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 소득, 부모

의 상속 또는 증여, 자녀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 빈곤, 그리고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 등이 도출되었다. 특

히 빈곤은 초기치의 관점에서는 분명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종단적 관점에서는 이 같

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빈곤이나 저소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관적 삶의 질 증진에 부정적인 효과

를 발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본을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로 나누어 별도의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의 결정 기제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일차적으로는 객관적인 생활 여건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만, 빈곤이 그 자

체로 주관적 삶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이 물리적 환경이나 객관적

지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 바, 주관적 삶의 질이 결정되는 보다 미시적인 기제를 구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빈곤층 구성원들도 그 자체로 좌절에 빠

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소득격차,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

다. 실제로 빈곤 상태에 처한 개인은 의식주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을 받게 되며, 삶의 질이 저하될 가

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형성 등 그를 둘러싼 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경

험을 할 개연성이 있다(Furnham and Argyle, 1998; Mayer, 1997). 또한 빈곤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

소년기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인해 신체 발달을 저해하며, 교육 기회를 제한

하고,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학업 수행에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



- 548 -

려져 있다.

그런데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경험과 자존감의 훼손, 삶에 대한 불만은 비단 개인적 차원

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누적적인 경험이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여 사회적

으로도 적지 않은 비효용과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유로 빈곤층에 속한 구성원들이 사회

에 보다 잘 적응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긍정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삶

의 질(quality of life)'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삶의 질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인간으로서 모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영식 외, 2007).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삶의 질 연구는 대체로 객관적인 조건에만 주로 관심을 집중해 왔으며,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근에는 개인의 삶의 질을 보다

적확하게 파악하려면,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과 반응을 반영하는 이른바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김명소․한

영석, 2006; Diener and Suh, 1997).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래 들어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빈곤층의 삶의 질이 심각한 사회 문제

로 대두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적 상태, 특히 빈곤 여부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

었지만, 종단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엄밀

하게 구명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교하

게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성장과 발달 궤적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종단자료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양상에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삶

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복지패널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성인 응답자의 경우, 어린 시

절의 경제적 형편도 조사하여 변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

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한 개인의 생애 경험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주관적 삶의 질의 형성과 변화에 경제적 상태가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함

으로써, 추후 빈곤계층의 삶의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나름대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삶의 질’의 개념과 연구 동향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안녕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

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인간으로서 모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장영식 외, 2007).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삶의 질’은 복지와 관련된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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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회적 관계, 환경의 질처럼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비물질적 측면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삶

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Noll, 2002; 김경근, 2009에서

재인용). 이 같은 ‘삶의 질’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측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

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론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 사

회·심리적 안녕과 기능, 자립, 삶에 대한 통제, 경제적 상황과 외부적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Bowling et al., 2002; 조계화·이현지, 2009에서 재인용).

그런데 그간 수행된 ‘삶의 질’ 연구는 대부분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객관적

삶의 질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의미하는데, 흔히 소득, 의식주 상태, 공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적·물리적 환경 요소들로 측정된다. 객관적 지표들은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용이

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지만 객관적 지표가 개인의 주관적 복지 또는 행복 수준과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만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김명소·한영석,

2006; Diener and Suh, 1997). 따라서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려면 객관적 조건 외에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과 반응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근래 들어 ‘삶의 질’ 연구에서 ‘주관적 삶

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주관적 삶의 질’은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측정은 개인들의 삶

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기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

끼며 평가하는지를 조사하면 그것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관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들은 개인의 경험을 잘 포착할 수 있고, 부적절한 지표가 있다면 향후 연구에서 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주관적 삶의 질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상향이론(bottom-up theory)의

관점이다. 상향이론에서는 ‘행복’이란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의 총

합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예컨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과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는 결혼 및 가족생활, 재정상태, 주거상태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총합

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향이론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이를 통한 행복의 경험이 삶

의 질을 증진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상향이론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요인들로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와 같은 객관적 조건이 주로 거론된다

(Feist, 1995; Brief, 1993).

상향이론과 대비되는 입장으로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 있다. 하향이론은 개인은 구체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행복감을 좌우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생활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선험

적인 경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험적 경향이 특정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향이론에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

적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내적 성향을 보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개

인의 심리적 성향, 즉 성격이나 태도, 신념 등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둔다. 이 같은 하

향이론의 입장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개 외향성, 우울감, 성실성, 통제의 소재, 미래에

대한 포부나 기대수준, 자아상, 정서적 안정성 등에 많은 관심을 둔다(DeNeve and Cooper, 1998; Vitterso,

2001; Hayes and Joseph, 2003; 이지수, 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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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질’ 개념은 본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상당히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더욱이

‘주관적 삶의 질’은 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평가를 통해 측정되기 때문에, 해당 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

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기본배경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성별과 관련해서는 성별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거나, 성별에 따라 만족도를 결정하

는 기제가 상이하다는 점을 밝힌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 가운데 성별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Knight, Song and Gunatilaka(2009)와 김경근(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농촌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Knight, Song and Gunatilaka(2009)의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김경근(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지역, 건강 상태 등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

직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만족도를 결정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데 주목한 연구물로는 이지수(2007),

Adelman(1987)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지수(2007)의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

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남녀 장애인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제가 상이하다는 점을 실증적

으로 구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자존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성장애인의 경우에

는 사회경제적 상태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

적 지지가 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연령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만족도 간의 관계

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이 수집한 사회통계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학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김경근

(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

해 그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습성이 강해지며, 따라서 나이가 많은 성인들은

삶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실제 성취 간의 간극을 보다 크게 체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Knight, Song and Gunatilaka(2009)는 연령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만족도 간의 제곱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특

정 시기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감소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만족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른바

“U자 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연령과 만족도 간의 관계는 단순한 선형 감

소함수가 아니라 비선형적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도 주관적 삶의 질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교육

수준은 한 개인이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유로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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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수한 교육수준, 즉 학력은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박진영,

2005; 오명호, 1994; 이현송, 1997; 최은숙·김인숙, 1990; 하성재, 1992; Tseng et al., 2001; Edwards et al.,

2002; Keyes et al., 2002; Andrew and Withey, 1976; Campbell, 1981; Glenn and Weaver, 1981). 교육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즐겁고 활력이 넘치며 자신 있는 삶을 산다고 보고한다(Campbell, 1981; Glenn and Weaver, 1981;

Tseng et al., 2001; Keyes et al., 2002).

이와는 상반되게, 근래 들어 교육과 주관적 삶의 질 간에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역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장현·이철우

(1996)는 학력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

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개인이 현재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질과는 정적

(positive) 관계가 있지만, 미래 생활만족과는 부적(negative)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시점의 삶의 만족도는 높게 도출되지만,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Ross and Willigen(1997)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안정성과 육체적 고통 수준은

의미있게 낮아지지만, 직업에 대한 불만에는 뚜렷한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

럼 교육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부적 관계는 고학력자들의 높은 기대치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

롯된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직업도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이 깊다. 직업과 고용조건은 심리적·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Gore and Mangione, 1983; Ross and

Bird, 1994; Verbrugge, 1983). 특히 직업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hn(1976)은 인간의 행복은 자신

이 하고 있는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판에 박히지

않고, 단조롭지 않으며,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며,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일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통제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제감도 개인의 주관

적 삶의 질 증가로 이어진다(김정화, 1999). 아울러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을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Bird and Ross, 1993; Ross and Mirowsky, 1992; Aneshensel, 1992; Gecas,

1989; Pearlin et al., 1981), 이 같은 차이가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상태도 간과할 수 없

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주관적 삶의 질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Tmoes, 1986; Marks and

Flemming, 1999; Biswas-Diener and Diener, 2000).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연구들은 대개 단순히 소득이 높다는 사실 만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기보다는, 소득이나 부(富)의 수준에 따라 삶의 다양한 성과가 달라지며, 이 같은 차이가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설명한다(Furnham and Argyle, 1998).

이 같은 현상은 삶의 제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

에서 태어난 영아는 영아사망률이 더 낮고,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중도탈락하거나 10대 임신을

경험할 확률도 더 낮다(Mayer, 1997).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Langner and Michael, 1963; Mayer, 1997), 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으며

(Wilkinson, 1996), 폭력 범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yer, 1997).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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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전반에 걸쳐 크나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도 더 낮으며, 특히 자존감의 저하와

우울감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재정적 문제를 겪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 이처럼 경제적 여건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반 매개요인들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

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iener and Biswas-Diener, 2009).

그런데 보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은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소득수준이 낮

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만족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Kasser and Ryan, 1993; Knight,

Song and Gunatilaka, 2009). 이와 관련하여, Knight, Song and Gunatilaka(2009)는 전통적인 삶의 질 연

구에서 흔히 사용해 온 가구소득과 순자산 규모 등 경제적 여건 변인을 투입하여, 이들 요인이 주관적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연구 결과 소득은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순자산 규모는 오히

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로는 부유한 사람들은 대개

물질지향적인 습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삶

에 대해 더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

시되고 있다. 본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밖에 타인과 얼마나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도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urkheim(1951), Litwak and Messeri(1989)은 인간의 행

복감은 개인이 필요할 때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타인들과의 후원적인 관계를 증진시켜주

는 사회적 연대감 또는 안정적인 결혼과 같은 밀착된 인간관계나 소속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즉 안

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지원적인 관계(supportive relationship)을 형성할수

록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관적 삶의 질이 제고된다는 것이다(Atkinson, Liem,

and Liem, 1986; Gore, 1978). 이러한 연유로 타인과의 관계 역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요인들이 부모 세대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가족주의 혹은 가족공동운명체적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 문제는 학

부모들에게 지상의 관심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연유로 자녀를 둔 성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

하는 데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변인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근, 2009).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연구들 가운데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주목해왔다. 그리하여 대체로 자녀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부담이 클수록 삶

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시월, 1999; 이승신, 2002). 예컨대 자녀의 사교

육비 지출 및 그에 대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구명한 김시월(1999)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 수입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

에서, 자녀 교육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여타 부분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게 되며, 그로 인해 가

계 경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생활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건강 상태도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도 제고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김경근, 2009; Ross

and Willigen, 1997; Knight, Song and Gunatilak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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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경제적 여건은 인간의 태도와 활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가운데 특히 경제적

빈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생활사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만성적인 생활 곤란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

가 있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평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Tomes, 1986; Marks

and Flemmings, 1999; Biswas-Diener and Diener, 2000; Furnham and Argyle, 1998). 그런데 최근 들어

양자 간의 관계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Diener and Biswas-Diener(2009)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만

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둘 간의 관계는 상당히 미약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 증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Rojas(2006)의 연구에서도 소득과 주

관적 삶의 질의 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보다 이전에 수행된 Diener et al.(1993)

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는 집단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고,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 집단에서 가장 낮

은 수준의 행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처럼 소득 또는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 간에 목도되는 복잡다기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는 상대적 이론, 절대적 이론, 기대수준 이론, 적응 이론, 참조 집단 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가

운데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상대적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개인이 가진 기대수준 및 사회적 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변화가 기대수준 및 비교기준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가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Meadow et al., 1992; Diener and Diener, 1996;

Parducci, 1968, 1995; Easterlin, 1974, 1995; Diener et al., 1993; Hargarty, 1998).

다음으로, 양자 간의 절대적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이 주관적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정한 임계 수준까지는 빈곤 여부 혹은 소득

수준이 만족도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임계 수준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소득 혹은 빈곤과 주관적 삶의 질 간에 별다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Veenhoven, 1988, 1991).

셋째, 개인이 지닌 포부 또는 기대수준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만

족 또는 불만족은 그가 지닌 욕구의 총량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와 관련이 깊다고 본

다. 따라서 절대적인 소득수준과는 별개로, 주관적으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

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주관적 삶의 질을 나타낸다는 것이다(Michalos, 1985).

네 번째로는 주관적 삶의 질은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지닌 적응 능력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

진다고 보는 이른바 ‘적응 이론(the adapt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건에 적응하는 개인의 적응 능력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설

령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우수한 적응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높은 만족도 수준을 견지한다고 주장한

다(Brickman et al., 1978).

마지막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사

람들마다 중시하는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도 상이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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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일군의 사람들에게는 빈곤,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인으

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자 간의 관계가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고

본다(Rojas, 2003a, 2003b).

한편, 일단의 연구들은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을 구명하는 데 관심을 기

울였는데, 이러한 매개요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는 성별이나 연령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Adelman(198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만, 여성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소득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살펴

본 Ross and Huber(1985)에 따르면, 아내의 소득은 그녀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남편의 소득액은 그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도

양자 간의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예컨대 George(1992)는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미약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여, 이 같은 관점을 뒷받침하였다. 상술한 결과는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일률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으며, 개인의 삶의 환경, 역할,

그리고 중시하는 가치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

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WPS는 층화집락계통 추출법을 적용하여

2단계 표본 추출을 통해 총 7,072가구를 패널 대상으로 선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1단계 표

집 자료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위 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 3,500

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 3,500가구 등 총 7,0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등의 실태변화를 누적적·동태적

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KWPS 데이터의 1차~4차 데이트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WPS 데이터는 가구 대상 조사와 가구원 대상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의 준거변

인인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 본인의 삶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도를 의미하는 바, 기본적인 분석 단위는

가구원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연구문제와 투입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은 30세 이상 59세 미만

의 청·장년층 응답자로 제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30세 미만 및 60세 이상 응답자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7,397명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을 구성하게 되었다.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은 응답자가 본

인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강,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 6개 항목에 대해 각각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평

균내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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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가운데 응답자의 기본 인적배경을 포착하는 변인들로는 성별, 지역, 연령, 본인 학력, 부모

학력 등이 투입되었다. 여기에서 성별은 여성응답자를 준거 집단으로 하여, 남성인 경우에 1의 값을 부여

한 더미변수로 사용되었다. 지역은 거주지를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분류한 후, 군지역을 준

거집단으로 하여 각각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되었다. 연령은

KWPS 데이터에 포함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본 연구가 1차년도 응답치를 초기치로 설정하는 종단

연구임을 고려하여, 2006년도의 자연연령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학력은 본래 중졸 이하, 고등

학교 중퇴 및 졸업 전문대 재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및 졸업, 대학원 이상 등으로 조사

된 것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부모 학력은 어머니와 아버지 학력에 대해 각각 무학,

서당졸,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대학졸, 대학교졸, 대학원졸로 조사된 것을 초졸 이하, 중졸, 고

졸, 대학(2년제 대학)졸, 대학교(4년제 대학)졸, 대학원졸로 재범주화한 뒤, 각각 6, 9, 12, 14, 16, 19의 값

을 부여한 교육연한으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학력 중 더 높은 값을 해당 응답자

의 부모 학력으로 반영하되, 부모 중 한 명만 교육수준이 측정된 경우에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소득, 채무 보유 여부,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

여 수혜 여부가 투입되었다. 여기에서 소득은 해당 가구의 전체 소득을 의미하며, 연평균 소득액으로 조사

된 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소득 변인은 편포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자연로그(natural log)값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경제적 여건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해, 소득과는 별도로 채무 보유 여부와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변수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채무 보유 여부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등 채무

액이 합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갑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

으며,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여부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

에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비가 주관적 삶의 질이나 경제적 복지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자녀 교육·보육에 소요되는 월평균 지출액의 총합

을 변수로 구성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빈곤

여부와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이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빈곤 여부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를 고

려하여, 각 가구 규모별로 월평균 소득액의 총합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를

빈곤 가정으로 분류한 후, 빈곤 가정에 1의 값을 부여하고, 여타 가정에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모형

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현재의 빈곤 여부와는 별도로 어린 시절의 경제적 상태가 성인기에 느끼는 주관

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해보고자, 아동기의 경제적 생활 상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 변인

은 본래 ①매우 가난, ②가난, ③보통, ④부유, ⑤매우 부유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가난(매우 가난+가

난), 보통, 부유(부유+매우 붕)의 3범주로 재범주화한 후, 보통을 기준으로 가난 또는 부유로 분류된 경우

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빈곤이 성인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수준 성장모형(growth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2수준 성장모형은 개인별 반복측정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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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변화 혹은 성장을 나타내는 모수치를 추정하는 개인 내 모형(within individual model)을 1수준 모

형으로 하고, 1수준에서 추정한 초기치(initial value)와 변화율(growth rate)의 모수치 간에 나타나는 개인

차를 개인수준의 변인들로 설명하는 개인 간 모형(between individual model)을 2수준으로 하는 다층모형

으로 구성된다(강상진, 1995; Raudenbush and Bryk, 2002). 따라서 1단계에서는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단

계에서는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수준 성장모형의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   

•2수준 모형:

           

            




 





∼    




 


 

 

위 식에서  는 개인 의 시점 에서의 측정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KWPS 데이터의 1차

년도~4차년도에 걸쳐 각 년도에 측정된 주관적 삶의 질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는 개인 의 측정

시점에 따른 시간 코딩값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기시점인 1차 년도를 0으로 코딩하였으므로 π0i

는 개인 의 초기치(initial status)를 나타내고, π1i
는 변화율(growth rate)을 뜻하게 된다. e ti

는 시점 t에서

의 개인 i에 대한 오차이며, 평균이 0, 분산이 σ2인 정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2수준 모형

에서 와 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전체평균을 나타내며, 와 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 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나타낸다.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를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 ...., 는 초기치를

설명하는 개인수준 변수이며,  , ..., 는 변화율을 설명하는 개인수준 변수가 된다. 상술한 성장모형

분석에는 HLM 6.08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4. 결측치 처리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적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모두 충실하게 답한 응답자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

면 다수의 결측치(missing data)로 인해 분석 사례수가 크게 감소한다. 그런데 심각한 수준의 분석 사례수

감소는 통계적 검증력을 약화시키고 모수 추정에 있어 편의(bias)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Ibrahin,

Lipsitz and Chen, 1999; Rubin, 198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발생이 임의적(Missing at Random: MAR)이라는 가정 하에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결측치 대체를 실시하였다. EM 접근법은 워래의 데이터

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평균 및 공분산 추정치를 알아내는 데 사용하던 기법을 결측치 대체에 응용한 것이

다. 이 방법을 통해 결측치를 대체할 때는 Expectation(E-) 단계 및 Maximazation(M-) 단계의 두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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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면서 모수 추정치의 변화가 미미해질 때까지 추정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EM

방법을 적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한 후, 이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

구에 투입된 변인의 기초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변수명 M S.D.

성별(남성) .49 .50

서울 .21 .41

광역시 .28 .45

중소도시 .35 .48

학력(교육연한) 11.93 3.44

연령 43.88 8.13

소득(자연로그) 7.66 1.23

채무 보유 .44 .50

부모의 상속/증여 수혜 .22 .42

부모 학력 6.66 4.85

자녀 교육·보육비 43.50 29.34

빈곤(법정수급 및 차상위) .25 .43

성장기 경제적 여건(가난) .37 .48

성장기 경제적 여건(부유) .11 .31

[종속변수] 주관적 삶의 질 3.27 .60

상호작용항

빈곤*성장기 여건(가난) .10 .30

빈곤*성장기 여건(부유) .02 .15

빈곤*자녀 교육·보육비 4.03 13.65

<표 1> 투입변인의기초통계치

Ⅳ. 연구 결과

1. 기초 모형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값과 시간(조사 연도)에 따른 변화율 및 개

인 오차만이 포함된 1수준 모형과 시간에 변화율의 평균과 개인 오차만이 포함된 2수준 모형만으로 구성

되는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을 분석하여 설명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응답자의 주관

적 삶의 질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빈

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여성 간에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두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2>에는 이 같은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 3>에는 각각 전체 응답자와 남성 및 여성 응답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2>에 제시된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남녀차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삶의 질의 초

기치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

치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화율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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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증진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다.

종속변수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주관적

삶의 질

 (절편) 3.206*** .010

 (성별) .040** .014

 (절편) .029*** .003

 (성별) -.006 .005

<표 2> 초기치(initial value)와 변화율(slope)에 대한 남녀차검증결과

다음으로 <표 3>에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선형변화모형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

나는 것처럼 30대~50대의 전체 성인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3.226점으로 나타나, 대

체로 ‘보통’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성인들이 체감하는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

역들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를 성별에 따라 각각 추정한 결과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질의 평균치가 3.246, 여성 응답자는 3.206으로 추정되어, 앞서 살펴본 남녀차

검증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미하지만 남성 응답자의 평균치가 조금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변화율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변화율이 .026(p<.001)으로 정적(positive)으로 추정되어, 시간

이 흐름에 따라 미미하나마 주관적 삶의 질이 제고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 응답자의 변화율 평균값은 .023(p<.001), 여성 응답자는 .029(p<.001)으로 나타나,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여성 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변화율에서의 이 같은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및 남성·여성 표본에서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공분산

(′)이 음수값을 나타내, 본래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았던 사람들은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패턴에서 이른바 천정효과(ceiling effect)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구분

평균 변량 공분산

(′ )
초기값

( )

변화율

( )

초기값

( )

변화율

( )

전체 응답자 3.226*** .026*** .232*** .006*** -.013

남성 3.246*** .023*** .245*** .006*** -.012

여성 3.206*** .029*** .219*** .006*** -.013

<표 3> 주관적삶의질에대한선형변화모형 추정치

아래 [그림 1]은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 패턴을 전체 응답자 및 남성·여성 응답자별로 도식화하여 보

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에는 표본의 5%, 남성·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표본의 10%

를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의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아주 완만하긴 하지만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이 우상향하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증감

패턴이 동일하지 않아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며, 특히 초기치가 낮은 응답자들이 비교적 빠른 변화

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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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그림 1]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 패턴

2. 전체 응답자

앞서 살펴본 기초모형에서 전체 표본 및 남·녀 표본에서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감지되었

기 때문에, 설명변인들을 투입한 조건모형에 대한 분석은 각각의 표본에 대해 모두 실시되었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응답자의 기본배경변인이 투입된 모형Ⅰ에서는 초기치의 경우 성별, 지역, 학력, 연령,

소득 등 분석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이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군지역에 비해 서울, 광역시, 중소도

시 등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제시해볼 수 있다. 우선 객관적 차원에서 도시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과 물가, 읍면지역에 비해 심각한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의 차이가 도시 거주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낮추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차원에서 도시 거주자들이 읍면지

역 거주자들에 비해 더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는 참조집단의 수준도 더 높기 때문

에,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시골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구명한

Knight, Song and Gunatilaka(2009)의 연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은 도농간 빈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골 지역은 도시에 비해 빈곤하며, 생활수준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는 시골 지역 사람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준거 집단이 대부

분 같은 마을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신의 절대적인 소득수준이나 소득

수준의 증감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보다, 스스로 본인이 마을 전체의 소득 분포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처해있다고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도시 지역 거주자들은 읍면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게 되는 바, 그

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대수준을 형성하게 되고, 이 같은 기대수준과 실제로 충족되는 욕구 간의

괴리로 인해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560 -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생활만족도 혹은 행복감 간에 정적(positive)인 관계가

감지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e.g. Campbell, 1981; Glenn and Weaver, 1981; Tseng

et al, 2001; Keyes et al, 2002). 이처럼 교육수준이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관

련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 획득, 소득 수준, 결혼 생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삶의 전반적인 영

역에서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제고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아울러 연령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 또한 상승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고, 보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며, 더 좋은 직업에 종사하고, 질

높은 여가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 친분관계나 가족관계 형성에서도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큰 바, 이 같

은 현실이 본 연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변화율의 경우에는 지역, 학력, 소득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

적으로,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 및 중소도시 거주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좀 더 빠

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에서 이 같은 지역차가 감지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읍면지역 거주

자에 비해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초기치가 다소 낮았기 때문에, 그 만큼 변화의 여지가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학력과 소득의 경우에는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증가하는 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고학력·고소득자들이 초기치에서 본래 평균

보다 높은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증가 속도는 좀 더 느려지는 데서 비롯

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고학력·고소득자들의 경우, 객관적인 삶의 수준은 양호하지만, 그 만큼 기대

수준도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더뎌지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Ⅱ에는 채무 보유 여부,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 수혜 여부, 부모 학력, 자녀 교육·보

육비 지출 수준, 빈곤 여부, 그리고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 등이 추가되었다. 모형 Ⅱ의 추정 결과, 초기치

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된 변인들의 효과가 모두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추가된 변인들

가운데 부모 학력을 제외한 여타 변인들이 모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가정

내 가구원의 주관적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이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

여를 받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경제적·정신적으로 여유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만

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큰 바, 이 같은 환경적 요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부모 학력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자녀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 또는 보육에 소요되는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투입되는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복지

감이나 주관적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가 도출된 이

유와 관련해서는 자녀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

울일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여타 생활영역에서의 여유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로 인해 삶

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추정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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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빈곤의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를 유의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객관적으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의 삶에 대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절대적 빈곤층에 속할 경

우,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생계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

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은 그 자체로 중대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 간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유로 빈곤층의 삶의 만족도가 비빈곤층에 비해

낮게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제적 여건이 성인기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기 위해, 아동기의 경제적 여건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장기의 경제적 상태가 '보통‘이

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각각 '가난’하거나 ‘부유’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부적인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주관적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어린 시절의

빈곤했던 경험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그로 인해 만족도도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실제로 가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특성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바, 이처럼 높은 기대수준과 개인적 욕구로 인해 만족도가 낮게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어린 시절에 ‘부유’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삶에

대해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절대적인 삶의 조건과는

별개로 만족도가 낮게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변화율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수혜, 자녀 교육·보육비, 빈곤, 그리고 성장기의 경제

적 여건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자녀 교육·보육에 소요하는 지출액이 많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증가하는 속도가 상대적으

로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빈곤 가정의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에게 상

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비교적 양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횡단적 관점에서

초기치는 높게 나타났지만, 종단적 관점에서 변화율에는 부적(negative)인 경향성이 감지된 것이다. 이 같

은 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 만큼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 교육·보육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처

럼 높은 욕구와 기대수준이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형 Ⅲ과 모형 Ⅳ에는 각각 빈곤과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자녀 교육·보육비와의 상호작용항

이 추가되었다.1) 그러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상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1)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모형에서는 주효과 변인과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 결과에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중심점 교정(centering)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해당 변인에 대해 중심점 교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과 성장기 경제적 여건 변인의 경우에는 더미 변수이므로 별도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녀 교육·보육비의 경우

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중심점을 교정하였다. 따라서 모형Ⅳ에 투입된 자녀 교육·보육비의 주효과 변인은 이전 단계 모형과는

달리 중심점이 투입된 채로 투입되었으며, 상호작용항도 교정된 변수값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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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초기치

절편 3.360*** .017 3.423*** 020 3.304*** .023 3.430*** 020

성별(남성) -.033
*

.013 -.027
*

.013 -.028* .013 -.028* .013

서울 -.169*** .022 -.175*** .021 -.176*** .022 -.175*** .021

광역시 -.155
***

.021 -.129
***

.020 -.130*** .020 -.129*** .020

중소도시 -.114*** .020 -.098*** .019 -.098 .019 -.098*** .019

학력(교육연한) .053
***

.002 .035
***

.003 .035*** .002 .035*** .002

연령 -.003** .001 -.004*** .001 -.004*** .001 -.004*** .001

소득(자연로그) .114
***

.005 .083
***

.005 .083*** 006 .082*** .006

채무 보유 -.022~ .013 -.021~ .012 -.021~ .013

부모의 상속/증여 수혜 .103
***

.016 .103*** .015 .103*** .015

부모 학력 -.0001 .002 - - - -

자녀 교육·보육비 .003
***

.0003 .003*** .0003 .003*** .0003

빈곤(법정수급 및 차상위) -.229*** .016 -.204*** .022 -.226*** .019

성장기 경제적 여건(가난) -.082
***

.015 -.070*** .016 -.082*** .014

성장기 경제적 여건(부유) -.041~ .021 -.029 .024 -.041~ .021

상호작용

빈곤*성장기 여건(가난) -.045(+) .031 - -

빈곤*성장기 여건(부유) -.052 .051 - -

빈곤*자녀 교육·보육비 -.0001 .0005

변화율

절편 .015
*

.007 .011 .008 .023* .009 .010 .007

성별(남성) -.003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서울 .021
*

.008 .021
*

.009 .021* .008 .021* .008

광역시 -.0002 .007 -.004 .008 -.003 .008 -.004 .007

중소도시 .026
**

.008 .023
**

.008 .024** .007 .023** .007

학력(교육연한) -.002* .001 .0001 .001 .0003 .001 .0003 .001

연령 .0003 .0004 .0004 .0003 .0004 .0003 .0004 .0003

소득(자연로그) -.009*** .002 -.007** .002 -.007** .002 -.007** .002

채무 보유 -.004 .005 -.004 .005 -.004 .005

부모의 상속/증여 수혜 -.017** .006 -.017** .006 -.016** .006

부모 학력 .0002 .0006 - - - -

자녀 교육·보육비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빈곤(법정수급 및 차상위) .021
**

.006 .018* .008 .023** .007

성장기 경제적 여건(가난) .020** .006 .017** .006 .019** .006

성장기 경제적 여건(부유) -.003 .008 .0003 .009 -.002 .008

상호작용

빈곤*성장기 여건(가난) .009 .012 - -

빈곤*성장기 여건(부유) -.013 .019 - -

빈곤*자녀 교육·보육비 -.0001 .0002
주) ~p<.10, *p<.05, **p<.01, ***p<.001

<표 4> 주관적삶의질의초기치 및변화율에영향을미치는 요인 (전체응답자)

3. 남성 응답자 및 여성 응답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가설

을 바탕으로,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표 5>와 <표 6>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기본배경변인이 투입된 모

형Ⅰ에서는 연령이 주관적 삶의 질 초기치에 미치는 효과에서 남녀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

여 남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여성의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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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에 회의를 느끼며 자존감을 상실해가는 정도가 남성에게서 좀 더 강력하게 발생함을 시사한다. 상술

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체 응답자에게서 감지된 연령 변인의 효과는 남성응답자를 중심으로 도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변화율에서는 지역과 소득의 효과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응답자의 경우에

는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좀 더 빠르게 상승하며, 이러한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된 반면, 남성응답자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의 경우에는 여성응답자는 추정치의 크기도 더 작고 p<.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된 반면, 남성응답자는 추정치의 크기도 더 크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뎌지는 현상은 성별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상술한 결과가 도출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소득수

준이 높은 가구의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

해 주관적 삶의 질이 증대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인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Ⅱ에서는 초기치의 경우에는 채무 보

유 여부와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의 효과에서 남녀 차가 감지되었으며, 변화율의 경우에는 소득, 자녀 교

육·보육비, 그리고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채무 보유 여부는 남

성 응답자에게는 주관적 삶의 질 초기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가

계에 천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남성들은 가계에 다소 채무가 있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데 비해, 집안 살림을 하며 가계

경제를 운영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존재가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아동기에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경험은 여

성보다 남성에게 좀 더 직접적인 부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변화율에서는 부모의 상속 혹은 증여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부모

로부터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이 증

가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것은 성별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감지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그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효과도 더 뚜렷하고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

히 상속 또는 증여 여부의 경우, 초기치에 대한 효과도 여성에게서 더 크게 추정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변인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여성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자녀 교

육·보육비 변인이 변화율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으로 가계 경제에 대해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들이 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의 경제적 상태가 ‘가난’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그렇

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삶의 질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은 남성들에게서 더 뚜렷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빈곤과 여타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모형Ⅲ과 모형Ⅳ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빈곤과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의 상호작용이 초기치에 미치는 효과가 부적으로 도출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검

증된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정적으로 추정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이 같

은 결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그 밖에

변화율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상호작용 변인이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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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초기치

절편 3.378*** .024 3.436*** .028 3.420*** .028 3.438*** .027

서울 -.164*** .032 -.164*** .032 -.161*** .032 -.161*** .032

광역시 -.178*** .030 -.152*** .029 -.151*** .029 -.151*** .029

중소도시 -.136*** .029 -.115*** .028 -.114*** .028 -.114*** .028

학력(교육연한) .055*** .003 .037*** .003 .038*** .004 .038*** .004

연령 -.005*** .001 -.005*** .001 -.005*** .001 -.006*** .001

소득(자연로그) .124*** .008 .093*** .008 .094*** .008 -.231*** .030

채무 보유 .0007 .018 - - - -

부모의 상속/증여 수혜 .089*** .021 .091*** .021 .089*** .022

부모 학력 .002 .002 - - - -

자녀 교육·보육비 .002*** .0003 .002*** .0003 .002*** .0003

빈곤(법정수급 및 차상위) -.235*** .024 -.160*** .034 -.230*** .030

성장기 경제적 여건(가난) -.081*** .021 -.058* .023 -.084*** .020

성장기 경제적 여건(부유) -.094** .032 -.039 .036 -.091** .032

상호작용

빈곤*성장기 여건(가난) -.111* .047 - -

빈곤*성장기 여건(부유) -.260** .080 - -

빈곤*자녀 교육·보육비 -.0002 .0009

변화율

절편 .010 .009 -.005 .011 -.006 .010 -.007 .010

서울 .014 .012 .015 .012 .015 .012 .015 .012

광역시 .001 .011 -.001 .011 -.001 .011 -.001 .012

중소도시 .028* .011 .026* .011 .026* .011 .026* .011

학력(교육연한)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연령 .0004 .0005 .0003 .0005 .0003 .0005 .0003 .0005

소득(자연로그) -.014*** .003 -.011** .003 -.011** .003 -.011** .003

채무 보유 -.005 .007 - - - -

부모의 상속/증여 수혜 -.005 .008 -.005 .008 -.005 .008

부모 학력 -.0002 .001 - - - -

자녀 교육·보육비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빈곤(법정수급 및 차상위) .023* .010 .017 .013 .029* .012

성장기 경제적 여건(가난) .031*** .008 .029** .009 031*** .008

성장기 경제적 여건(부유) .007 .013 .002 .014 .007 .012

상호작용

빈곤*성장기 여건(가난) .007 .018 - -

빈곤*성장기 여건(부유) .026 .031 - -

빈곤*자녀 교육·보육비 -.0003 .0003

주) ~p<.10, *p<.05, **p<.01, ***p<.001

<표 5>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및 변화율에영향을 미치는요인 (남성응답자)

상의 결과가 <표 5>,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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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 s.e. b s.e. b s.e.

초기치

절편 3.311*** .022 3.380*** .025 3.384*** .025 3.393*** .025

서울 -.173*** .030 -.188*** .029 -.188*** .029 -.189*** .029

광역시 -.133*** .028 -.107*** .027 -.108*** .027 -.107*** .027

중소도시 -.091*** .027 -.079** .026 -.080** .026 -.080** .026

학력(교육연한) .051*** .003 .037*** .003 .036*** .003 .036*** .003

연령 -.001 .001 - - - - - -

소득(자연로그) .105*** .007 .075*** .007 .074*** .007 .074*** .008

채무 보유 -.038* .017 -.038* .017 -.038* .017

부모의 상속/증여 수혜 .129*** .023 .129*** .023 .128*** .023

부모 학력 -.001 .002 - - - -

자녀 교육·보육비 .003*** .0003 .003*** .0003 .003*** .0003

빈곤(법정수급 및 차상위) -.218*** .021 -.234*** .028 -.223*** .024

성장기 경제적 여건(가난) -.082*** .020 -.085** .023 -.081*** .020

성장기 경제적 여건(부유) -.013 .028 -.035 .031 -.013 .027

상호작용

빈곤*성장기 여건(가난) .016 .043 - -

빈곤*성장기 여건(부유) .092 .065 - -

빈곤*자녀 교육·보육비 .0003 .0007

변화율

절편 .017* .008 .019~ .010 .019~ .010 .018~ .010

서울 .027* .011 .027* .011 .027* .011 .027* .011

광역시 -.002 .010 -.006 .010 -.006 .010 -.006 .010

중소도시 .023* .010 .020~ .010 .020* .010 .020~ .010

학력(교육연한) -.00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연령 .0002 .0005 - - - - - -

소득(자연로그) -.00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채무 보유 -.004 .007 -.004 .007 -.004 .007

부모의 상속/증여 수혜 -.031** .009 -.031** .009 -.031** .009

부모 학력 -.001 .001 - - - -

자녀 교육·보육비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빈곤(법정수급 및 차상위) .018* .008 .017 .011 -.0001 .0003

성장기 경제적 여건(가난) .011 .008 .006 .009 .010 .008

성장기 경제적 여건(부유) -.007 .011 .002 .012 -.007 .011

상호작용

빈곤*성장기 여건(가난) .013 .016 - -

빈곤*성장기 여건(부유) -.039(+) .025 - -

빈곤*자녀 교육·보육비 -.0001 .0003
주) ~p<.10, *p<.05, **p<.01, ***p<.001

<표 6> 주관적삶의질의초기치및변화율에 영향을미치는요인 (여성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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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주관적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한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삶의 질’에 관

한 연구는 주로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구명해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래 들어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빈곤층의

삶의 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빈곤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도 각별한 관

심을 두었다. 아울러 그간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주로 횡단적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빈

곤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해해보고자 종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기제가 남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남녀차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 주관적 삶의 질의 초기치에는 성별, 지역, 학력, 연

령, 소득, 채무 보유 여부, 부모의 상속 또는 증여, 자녀 교육·보육비, 빈곤,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이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 도시 지역 거구자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

의 주관적 삶의 질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특정 시점

에서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제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가계에 월 천 만원 이상의 채

무가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 또 자녀 교육·보육비로 지출되는 액수가 많을

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빈곤’과 관련해

서는 빈곤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어

린 시절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도 성인기에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높

이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빈곤과 여타 변인과의 상호작용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화율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이 미약하지만 다소 증가세를 보이

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역, 소득, 부모의 상속 또는 증여, 자녀 교육·보육비 지출 수준, 빈곤, 그리고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이 이 같은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하여 서울 또

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이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

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녀 교

육·보육비로 지출하는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증가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삶이 질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이

가난하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적어도 심리적·주관적 측면에서

보면, 빈곤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

렵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를 분리하여 주관적 삶의 질 결정 기제를 살펴본 결과, 초기치에서

는 연령, 채무 보유 여부,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 등에서 주된 남녀차가 감지되었으며, 변화율의 경우에는

지역, 소득, 부모의 상속 또는 증여, 그리고 성장기의 경제적 여건 변인을 중심으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삶

의 질에 대한 결정기제도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빈곤 변인의 효과에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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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냈다.

상술한 결과는 빈곤층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우려와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초기치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 낮거나 빈곤층에 속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

관적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다. 더구나 그 밖에도 학력, 채무 보유 여부, 부모의 상속이나 증

여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체로 빈곤층은 학력이 낮고,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상

속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효과가 중첩되

어 나타날 가능성이 큼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빈곤층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비빈곤층에 비해

상당히 낮을 개연성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빈곤층이 처한 열악한 객관적 삶의 조건이 그들 스스로 자신

의 삶에 부여하는 의의와 만족도를 평가절하시킬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객관적·주관

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경험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근래 들어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나 빈곤이 주관적 삶의 질과 뚜렷한 관계를 드러

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가 좀 더 밀착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다소 우려할만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는 상반되게, 종단적 관점에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증대되는 속도가 다

소 더뎌지며, 오히려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만족도가 증대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결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 상태에서 빈곤층에 속

했던 계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빈곤층의 초기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기인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빈곤층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 시사

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빈곤이나 낮은 소득수준 그 자체가 주관적

삶의 질을 더 낮추거나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은 이처럼 물리적 환경

이나 객관적 지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타 다른 요인들이 함께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미시적인 기제를 좀 더 세밀하게 구명함으로써, 우

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는 다소 여유가 없지만, 그 자체로 좌절에 빠지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나

름대로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제가 남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이 같은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

며, 보다 효과적인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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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결정요인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Low Income Households with Dependents

오영삼(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박소현(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진선미(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1-4차년도)를 이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

구의 취업결정요인 및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을 패널로짓 분석방법 활용하여 밝혔다. 분석결과, 요보호 가구

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에는 거주지역, 연령, 가구소득, 성별, 장애여부, 취업가구원 수,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여부가, 상용직 취업에는 연령, 가구소득, 취업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저소득 부양가구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했던 돌봄 및 자활 관련 요인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측정

자료 부족, 돌봄서비스 확대 단계로 인한 대상자들의 낮은 서비스 이용 빈도 등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서

비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할 데이터 구축 및 추후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연령층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훈련 기회 확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내에서도

빈곤정도가 심한 가구에 대해 취업지원 및 요보호가구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특성

이 다른 다수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해 유기적이고도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

여 서비스 중복을 막고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취업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가구원

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산업 및 고용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대량실업

의 발생과 함께 계층간 소득격차 및 저소득층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진행

되어온 탈산업화,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추세는 다양한 형태의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시키면서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금융 위기 및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용악화 등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소

득분배지표에 따르면,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 상대적 빈곤율1)은 15.2%로, 2006년

14.4%, 2007년 14.8%, 2008년 15.0%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간 소득격

차도 점점 커져 5분위 소득배율2)의 경우 2006년 5.39배에서 2007년 5.61배, 2008년 5.71배, 2009년에는

1)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함

2)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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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배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의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증가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빈곤탈피를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안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빈곤 탈피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

해오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비

보장은 물론,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활

용을 통해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향상을 고려하는

것이다(노대명, 2003; 김교성 반정호, 2004). 황덕순(2001), 구인회(2002), 김교성 반정호(2004) 등 다양한 연

구에서도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고용상태, 근로소득의 변화 등이 빈곤 탈출에 있어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 탈피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 진입, 특히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높다. 특히, 장애

인 가구, 노인 가구, 여성 가구 등과 같은 취약계층 가구나 가구주가 근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빈

곤 위험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같은 계층의 경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빈곤 탈피에 더욱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루어져 온 다양한 빈곤 관련 연구에서도 취약 계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가구주, 노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가구 등은 빈곤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안나

(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3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 만성질환

이 있는 가구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정진호 외(2002)의 연구

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가구주인 경우 더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태균(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가구주 빈곤가구가 일을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특정 취약계층 가구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빈곤 연구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여성 가구주

만을 대상으로 빈곤요인을 분석한 연구(박재규, 2003; 윤흥식 외, 2005)를 비롯하여, 노인 빈곤 가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최옥금, 2007; 배성우 외, 2008), 장애인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동영, 2005; 김종

진 박자경,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요보호가구원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체적으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의 취업 요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동 외에도 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 가구

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빈곤 탈피 기제로서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보

호가구원에 대한 지원이 가구주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돌봄서

비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취업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빈곤탈피에 있어서는 취업여부 외에도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요보호가구원

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상용직 취업 결정 요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돌봄과 취업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57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빈곤탈피 요인으로서의 취업

빈곤 역동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에서 실업이나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가구주의 근로소득 감소는 빈곤

진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Bane and Ellwood, 1986; McKernan & Ratcliffe, 2005;

박순일 외, 2000). 이러한 가구주 혹은 가구원의 고용상태는 빈곤 진입보다 탈피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가구주나 다른 구성원의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증가, 고용과 관련한 높은 자격기준 보유 등은

빈곤 탈피를 돕는 대표적 요인들로 밝혀졌다(김교성 노혜진, 2009). 구인회(2002)는 한국노동패널

1998-2000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빈곤 특성과 그 원인을 규명하였는데,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가 주

평균 40시간 이상을 일한 완전 취업상태(full-time-year employment)에 있는 가구에 속한 개인들은 8.5%의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보인 반면, 가구주가 주 평균 40시간미만 일한 부분취업상태에 있거나

(partially-employed)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는 37.1%, 가구주가 질병이나 장애로 미취업상태 있는 경우

는 38.2%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라 빈곤 위험은 4배 이

상 증가하고 특히 가구내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절반 가까운 수(48.4%)가 빈곤에 빠져, 대다

수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은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희(2006)의 연구에서도 경제활동

특성들이 빈곤탈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취업여부 뿐 아니라, 취업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들 또한 빈곤탈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2010)은 극빈층과 일반빈

곤층을 나누어 가구주가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보다 극빈층에 속할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혀, 취업 여부가 빈곤 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교성 최영(2006)의

연구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은 빈곤탈피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었으며, 취업 여부 뿐 아니라,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을 내포하는 취업의 질 또한 빈곤 탈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보호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빈곤탈피를 위한 주요 기제로서 취업 여

부와 상용직 취업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것이며,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저소득 부양 가구의 취업 결정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생계부양자의 상실을 비롯하여, 자녀

양육 및 노인 부양과 관련한 돌봄 노동으로 인해 비취업상태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따라서 남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란 강철희, 1999; Fukuda,

1999; 송다영 김미경, 2003; 이홍직, 2006; Fedor, 2006; Lichtenwalter, 2005; 윤현숙 류삼희, 2007, 유태균

박효진, 2009). 성미애 진미정(2009)의 연구에서는 만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또는 빈곤 한부모

여성의 경우, 양육부담과 돌봄노동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

득보충을 하고 있었으며 빈곤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숙 류삼희(2007)의 연구에서는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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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수발부담요인을 검증하였는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수발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화 외(2010)의 연구에서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가구소

득 대부분이 치료비로 사용되며 노인 부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은 증가하게

되어, 부양자 자신도 빈곤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변용찬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33.8%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구

성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의 가구의 절반 이상은 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근

로능력이 있는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제한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부양하는 가구의 취업 영향 요인으로는 먼저, 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고

려할 수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care services)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care provider)이 보살핌을 요하는 대상자의 복지와 안녕에 관한 책

임감을 가지고 정서적, 신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박세경, 2007). 또한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수혜자인 개인의 복지향상과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가족구성원 및 보호자의 휴식과 안녕을 증

진시켜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형성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함께 한다(Cox, 1997).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통

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주요 제공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강혜규 외, 2007). 현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있는 돌봄서비스를 대상별로 분류를 한다면 크게 장애인돌봄서비스, 아동돌봄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돌봄서비스에는 여성장애인 산후조리서비스,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가사도우미, 이동지원서비스, 심부름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가

사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바우처), 주간 단기 보호가 있다. 아동돌봄서비스로는 보

육서비스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서비스, 드림스타트,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로는 가사간병방문(바우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단기보호시설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등

이 있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가구 구성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을 모두 포함시켜 실증적 분석을 하기보다는 각각 대상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가구, 즉 가구주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인

이나 장애인 가구주의 노동시장 진입을 분석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구주나 노인가구주의 취업 요인이 아닌, 이들을 부양하는 가구의 취업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이

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가구주의

취업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관련 연구는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돌봄서비스가 가구주 혹은 양육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 적합한 선행연구를 충분히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취업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

육서비스 이용이 주양육자에게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근로지속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Mayson, 1999; Julia and Sandra, 2000; Rice, 2001; 도미향, 2003). 특히, 아동보육서비스는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복지수급권 탈피와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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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Mercia et al. 2002; Carolyn et al. 2004; 윤성호, 2009). Mercia 외(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 여성들에게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수급권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윤성호(2009)는 OECD 회원

국 중 22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보육서비스와 부모휴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상대적 임금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공공보육서비스와 부모휴가 모두 여성의 상대적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일제 고용의 경우 공공보육서비스와는 부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한편,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서 송다영 김미경(2003)은 여성들의 취업상태에 따른 노인부양부담을 실증적

으로 살펴보았다. 취업하지 않은 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노인 부양부담이 높았으며, 여성들의 취업지위에

따른 역할갈등 부분이 부양부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은 노인

부양으로 인해 직장생활의 제약이나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비취업여성은 노인부양시간이 길수록, 부양자

여성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앞으로 취업할 의사가 없어서 일상적인 부양을 계속해야 할 경우일수록 부

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

한 노인부양의 사회적 분담 증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정소연 김은정(2009)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원은 심리적 불안,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이 감소하고, 개인시간

이 증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노인돌봄서비

스는 수발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구성원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심리 사회적 지지, 전문가

조언,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인 조현근, 2010). 심미영 염동문(2009)의 연구에서는 저

소득가구일수록 장애아동 양육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장애아동 양

육지출에 대한 부담정도가 낮았다. 최지선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질 높은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양육부담은 경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공적 돌봄서비스 지원은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가구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돌봄서비스 외에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활 서비스도 취업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자활서비스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

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건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

으며, 이는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자활서비스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뉜다. 자활

서비스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는 근로의욕 상승과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취업의 가능

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오영훈, 2005). 또한 정원오 김진구(2005)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는 노

동시장 진입에 취약한 여성가장이나 빈곤여성들에게 자립의지를 강화시키며,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엄태영(2009)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자활서비스 참여와 양질의 교육, 취업

지원서비스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는 자활서비스가 취

업과 탈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

다(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권승, 2005; 노대명 외, 2009). 자활서비스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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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이유는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기 힘든 고용취약계층이기 때문인데, 자활사

업 참여자의 대다수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 중장년층이며 과반수이상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경환 외, 2009).

한편, 인구학적 특성 변수 및 가구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가구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유무, 거주 지역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연 외(2003)는 미취학 아동

을 돌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효용 김미경(2003)

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

년층 재취업 결정요인을 살펴본 김미희 외(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배우

자가 있을수록 재취업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노대명 외(2009)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취

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대전/충남 지역만이 서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 특성으로는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이 단독가구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정책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주제와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취

업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상용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3) 따라서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이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일

용직에 비하여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상용직 취업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 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려되는 돌봄 관련 서비

스와 자활근로 활동 여부,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즉,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가

구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 부분에 기초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각 요인들이

취업에 정(+) 또는 부(-)의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3)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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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가설

구분 설명변수
종속변수와 관계

가설 설정4)

돌봄 지원 요인 돌봄 서비스

노인 +

아동 +

장애인 +

취업 지원 요인 자활근로 활동 +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

성(남성) +

장애유무(유) -

교육(고학년) +

건강상태(건강) +

결혼(기혼) +

취업한 가구원 수 -

거주지역(대도시) +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

가구소득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의 제1차년도(2006)부터 제4차년도(2009)까지의 4년간 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인 조사

로서(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저소득층의 가구의 경제활동자료와 소득 자료를 모두 포

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 및 가구원이 이용한 돌봄 서비스와 일반적 특성 및 고용상태에 대한 상세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년도 가구용 데이터에서 저소득 가구5)

를 추출한 후, 추출한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이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를 재추출하였다. 그 중, 노

인가구주를 제외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가구주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주를

추출한 후, 이들 가구주의 4차년도까지의 취업상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분

석 데이터의 전체 관측치는 수는 2367개이다. 복지패널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상용직 임금근로

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운데 실

업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취업상태만을 고려하였다. 이같은 자료 추출과정을

거쳐 저소득 부양가구의 취업이 개인의 특성 및 가구의 특성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

4) ‘+’는 제시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취업’ 및 ‘상용직 취업’과 정의 관계, ‘-’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가정함

5)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이상을 일반가구, 60% 미만을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였음(한국복지패널조사 코딩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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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1에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한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상용직 취업여부만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

어 자활근로활동과 돌봄서비스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활근로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

구의 가구주를 기준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나,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돌

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는 가구 구성원이 제공받는 돌봄 서비스가 가구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기존연구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구성과 모형설정을 통해서 부

양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모형1의 종속변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추출한 가구의 1-4차년도까지의 취업여부이며 모

형2의 종속변수는 모형1에서 분석한 대상자의 상용직 취업여부이다. 모형1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취업여부

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이 중 상용직

취업만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2) 설명변수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고려한 것은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거주지

역과 가족특성인 결혼상태, 취업한 가족원 수 등이며, 경제사회학적 특성인 가구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가구주의 생년과 면접당시의 년도 간의 차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건강상태는

복지패널 원 자료에서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으로 구분한 후 더미화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육수준은 교육을 받은 년수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사별, 별거, 이

혼, 미혼의 경우를 모두 포함시켰다. 가구의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서울

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 (도농복합)군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더미 처리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 돌봄

관련 서비스의 경우, 각 영역별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가구원의 이용경험 여부로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즉,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각각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자활근로활동은 자활근로 참여여부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통하여 부양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모형1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괄하는 취업여부를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상용직로의 취업만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두 가지 모형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인

들의 구성은 동일하며,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578 -

<표 2> 변수정의 및 처리방법

구분 변수명 변수처리

종속변수

모형1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모형2 상용직 취업여부
상용직취업=1

상용직미취업=0

설명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실제연령(세)

성별
남=1

여=0

장애유무
장애=1

비장애=0

교육수준 교육받은 년 수(year)

건강상태

나쁨(준거집단)

보통

좋음

결혼
유배우=1

무배우=0

취업한 가구원 수 연속변수

거주 지역

대도시(준거집단)

중소도시

(도농복합)군

가구소득 로그(가처분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수급=1

비수급=0

돌봄 지원 요인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방문 요양 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간병 서비스

노인 바우처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방과 후 교실

아이돌보미

장애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가사지원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취업 지원 요인 자활 근로 참여여부
참여=1

비참여=0

4.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변

수가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상용직 취업 여부 등과 같이 이분화 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패

널로짓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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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짓분석에서는 오차항 가 정규분포가 아닌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패널로짓분석에

서는 오차항 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

정방법이 달라진다. 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E : 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E

:random effect model)로 구분된다. 고정효과모형은 를 N-1개의 개인별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모형을 추

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개인별 특성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가정하며 시간에 따라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고 간주된다.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를 와 독립인 확률변수로 보고 GLS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

으로 고정효과모형은 보통 차분과정을 거쳐 개인이 가지는 고유효과를 제거함으로써 관찰되지 않는 이질

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편, 확률효과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 표준편차를 줄일 수 있

기 때문에 추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이항 종속변수 모형에서는 고정효과보다는 확률효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6) 분석에서 사용하는 패

널로짓 모형에서는 패널 프로빗 모형과는 다르게 개체특성 가 고정효과인지 확률효과인지에 대해서 하

우스만7) 검증을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의 적합도 판단을 한 후

실증분석에서 사용할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하우스만 검증은 고정효과 회귀분석추정량과 확률효과 회

귀분석추정량의 직접적인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와 간의 공변량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고정효과(FE model)를 채택하고 기각하지 못하면 확률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검정결과, 두 모형 모두 5%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에는 STATA 1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대상인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1차년도 기준으로 46.3세로 나타났

으며,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세배 정도 많았으며, 분석대상

가구주의 약 16-20% 정도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대다수였으

며, 대학졸업 이상은 14-17%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다는 응답이 과반수 정도로 가장 많

았고, 나쁨, 보통 순이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나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1차년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65% 정도였으나, 4차년도에는 58.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취업한 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취업한 가구원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시작 후 잠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

6) 패널 프로빗 모형에서는 고정효과를 사용하지 못하며, 패널 로짓 모형에서는 두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민인식 최필선,

2009).

7) 하우스만 검증 귀무가설: H0: co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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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792명 2차: 613명 3차: 496명 4차: 466명

연령

20대 17(2.1) 16(2.61) 8(1.61) 11(2.3)

30대 181(22.8) 119(19.4) 88(17.7) 89(19.1)

40대 336(42.4) 256(41.7) 211(42.5) 193(41.4)

50대 164(20.7) 143(23.3) 123(24.8) 117(25.1)

60대 94(11.8) 79(12.8) 66(13.3) 56(12.0)

평균(세) 46.3 46.8 47.4 46.8

성별
여성 196(24.7) 165(26.9) 139(28.0) 132(28.3)

남성 596(75.2) 448(73.0) 357(71.9) 334(71.6)

장애
없음 667(84.2) 490(79.9) 402(81.0) 377(80.9)

있음 125(15.7) 123(20.0) 94(18.9) 89(19.1)

교육수준

초등졸업이하 191(24.1) 161(26.2) 133(26.8) 109(23.3)

중학교졸업 132(16.6) 101(16.4) 80(16.1) 78(16.7)

고등학교졸업 335(42.3) 263(42.9) 213(42.9) 205(43.9)

대학졸업이상 134(16.9) 88(14.3) 70(14.1) 74(15.8)

건강

상태

나쁨 274(34.6) 201(32.7) 139(28.0) 111(23.8)

보통 103(13.0) 142(23.1) 113(22.7) 106(22.7)

좋음 415(52.4) 270(44.0) 244(49.1) 249(53.4)

결혼상태
무배우자 282(35.6) 222(36.2) 199(40.1) 194(41.6)

유배우자 510(64.3) 391(63.7) 297(59.8) 272(58.3)

취업한

가구원

0명 546(68.9) 420(68.5) 334(67.3) 332(71.2)

1명 226(28.5) 173(28.2) 143(28.8) 121(25.9)

2명이상 20(2.5) 20(3.2) 19(3.9) 13(2.7)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 가구의 연간소득은 1차년도 10,790,000원, 2차년도 10,820,000원, 3차년

도 13,128,000원, 4차년도 14,813,00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활근로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 미만으로, 1차년도에 약 25%였던 것이 2, 3, 4차년도에

는 약 34-39% 비율로 증가하였다.

각 가구 당 요보호 가족원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성이 다른 다수의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가구는 1차년도부터 4차년

도까지 13%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종(多種)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최소 13% 이상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고볼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과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은

매년 조금씩 증가한 반면, 아동돌봄서비스는 시간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용 경향을 보였다. 한편, 다

종(多種)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는 1.0% 미만으로, 특성이 다른 다수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

율(10% 내외)과 비교해볼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의 약 60% 가량이 미취업상태였으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

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년도 상용직 취업 비율이 5.9%에서 2차년도에는 약 13%로 크게 증가

한 후, 3차년도에는 9.8% 그리고 4차년도에는 약 10.7%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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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단위: 명, %)

구분 1차: 792명 2차: 613명 3차: 496명 4차: 466명

거주

지역

대도시 373(46.1) 290(47.3) 227(45.7) 205(43.9)

중소도시 251(31.6) 190(31.0) 165(33.2) 153(32.8)

도농복합군 128(22.1) 133(21.7) 104(20.9) 108(23.1)

가구소득평균 (만원) 1079.0 1082.0 1312.8 1481.3

자활근로 여부
비참여 768(96.9) 589(96.0) 475(96.4) 454(97.4)

참여 24(3.0) 24(3.9) 21(3.6) 12(2.5)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595(75.1) 401(65.4) 302(60.8) 300(64.3)

수급 197(24.8) 212(34.5) 194(39.1) 166(35.6)

가구원

구성

노인가구원 223(28.1) 173(28.2) 157(31.6) 140(30.0)

아동가구원 577(72.8) 432(70.4) 338(68.1) 333(71.4)

장애인가구원 163(20.5) 150(24.4) 140(28.2) 110(23.6)

특성이 다른 다수의

요보호 가구원
157(13.4) 128(10.9) 120(10.2) 106(9.0)

노인돌봄서비스
미이용 787(99.3) 607(99.0) 486(97.8) 454(97.4)

이용 5(0.6) 6(0.9) 10(2.0) 12(2.5)

아동돌봄서비스
미이용 630(79.5) 500(81.5) 397(80.0) 369(79.1)

이용 162(20.4) 113(18.4) 99(19.9) 97(20.8)

장애인돌봄서비스
미이용 782(98.7) 605(98.6) 477(96.1) 451(96.7)

이용 10(1.2) 8(1.3) 19(3.8) 15(3.2)

다종(多種)의 돌봄서비스 이용 2(0.1) 1(0.0) 4(0.3) 10(0.8)

취업

여부

미취업 505(59.6) 370(60.3) 314(63.3) 289(62.0)

취업 320(40.4) 243(39.6) 182(36.6) 177(37.9)

상용직 취업여부
비상용직 745(94.0) 534(87.1) 447(89.2) 416(89.2)

상용직 47(5.9) 79(12.8) 49(9.8) 50(10.7)

2. 저소득 부양가구의 취업결정요인 분석(Panel Logit Analysis)

저소득 부양가구의 취업에 미치는 돌봄 및 취업관련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

과를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연령, 가구소득, 성별, 장애여부, 취업가

구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주지역

의 경우, (도농복합)군 지역은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업할 승산이 0.32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 지

역보다는 서울시 또는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

령의 경우, 한 살 증가할수록 취업할 승산이 0.9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일수록 노년층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의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가구주가 취업

할 가능성이 약 7.0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0.36배로, 여성 가구주일

수록 취업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를 가진 가구주는 장애가 없는 가구주에 비하여 취업

할 승산이 0.09배로, 비장애인일수록 취업에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내 취업가구원 수가 증가

할수록 가구주의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취업할 승산이 0.35배로 나타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닐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가구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하였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자활근로활동은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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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승산비 표준오차 z-value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보통) 0.10 1.10 0.26 0.39

건강상태(좋음) 0.31 1.36 0.25 1.23

교육 -0.06 0.93 0.04 -1.42

중소도시 0.12 1.12 0.27 0.45

(도농복합)군 -1.13 0.32 0.34 -3.27***

연령 -0.09 0.91 0.01 -5.62***

가구소득 1.94 7.02 0.23 8.38***

성별 -1.00 0.36 0.32 -3.06**

장애여부 -2.40 0.09 0.39 -6.11***

결혼상태 -0.06 0.93 0.26 -0.24

취업가구원 수 -1.58 0.20 0.22 -7.14***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1.04 0.35 0.28 -3.61***

돌봄지원요인

노인돌봄서비스 0.28 1.33 0.90 0.32

아동돌봄서비스 0.11 1.11 0.23 0.48

장애돌봄서비스 -0.62 0.53 0.90 -0.69

취업지원요인 자활근로여부 -27.15 0.00 10801.13 -0.00

상수항 -7.67 - 1.89 -4.06

/lnsig2u | 2.07 2.07 0.17 -　

sigma_u | 2.82 2.82 0.24 -　

rho | 0.70 0.70 0.03 -　

N 2294

nunmer of groups 1129

Wald chi2(16) 184.11

Log likelyhood -1056.84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표 5> 요보호가구원 부양 가구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5, **:p<.01, ***:p<.001

다음으로는 요보호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가구의 상용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가구소득, 취업가구원 수 그

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가 상용직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경우, 한 살 증가할수록 상용직에 취업할 승산이 0.92배 증가하여 젊을수록 상용직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의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상용직에 취업할 승산이 약 9.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용직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

구의 취업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상용직 취업 승산은 약 0.36배 높아져 취업한 가구원이 많을

수록 가구주가 상용직에 취업할 확률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용직에 취업

할 승산은 비수급자에 비해 0.16배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일수록 상용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돌봄 및 근로와 관련된 요인인 돌봄 서비스와 자활근로 여부는 부양가구의 상용직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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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보호가구원 부양 가구주의 상용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정계수 승산비 표준오차 z-value

인구사회학젹

요인

건강상태(보통) 0.10 1.11 0.40 0.27

건강상태(좋음) 0.19 1.21 0.36 0.53

교육 0.07 1.07 0.06 1.34

중소도시 0.41 1.51 0.34 1.31

도농복합군 -0.26 0.77 0.47 -0.59

연령 -0.07 0.92 0.02 -3.76***

가구소득 2.24 9.40 0.28 5.31***

성별 -0.30 0.74 0.45 -0.75

장애여부 -0.99 0.36 0.57 -1.82

결혼상태 0.20 1.22 0.40 -0.70

취업가구원 수 -1.10 0.33 0.23 -3.78***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1.79 0.16 0.47 -3.94***

돌봄지원요인

노인돌봄서비스 -22.68 0.00 1.65 -0.00

아동돌봄서비스 0.09 1.09 0.25 0.74

장애돌봄서비스 0.46 0.62 1.43 0.77

취업지원요인 자활근로 여부 -22.07 0.00 25137.16 -0.00

상수항 -16.76 - 2.37 -5.13

/lnsig2u | 1.81 1.81 0.18 -

sigma_u | 2.47 2.47 0.25 -

rho | 0.65 0.65 0.04 -

N 2294

nunmer of groups 1129

Wald chi2(16) 73.16

Log likelyhood -553.53

*:p<.05, **:p<.01, ***:p<.001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1-4차년도)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

의 취업결정 요인을 패널로짓 분석방법을 통해 밝혔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과 요보호가구원 부양

가구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된 돌봄 및 자활 관련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요보호 가구

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과 상용직 취업에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40대 가구주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었고, 취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보다 취업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연간소득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취업 비율 또한 1차

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5-7%p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모형 추정결과, 저소득 부양가구의 취업에는 거주지역, 연령, 가구소득, 성별, 장애여부, 취업가구

원 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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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구주

가 연령이 많을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남성일수록, 가구 내에 취업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일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용직 취업에는 연령, 가구소득, 취업가구원 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취업여부와는 다르게 거주지역과 성별 그리고 장애여부는

상용직 취업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

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취업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수록 상용직 취업 가

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요보호가구원을 부양하는 가구의 취업에는 돌봄 및 자활 관련 요인보다는 인

구사회학적 요인이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사회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와 자활근로가 취업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ercia et al. 2002; Carolyn al.,

2004; 윤성호, 2009; 유태균 박효진, 2009)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 두고서 요보호 가

구원을 부양하는 가구의 취업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와 자활근로의 영향을 배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 데이터 및 제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구분하여 특정 가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

에, 특성이 다른 다수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분석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두 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의 비율은 특성이 다른 다수의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특성과 필요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효과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아동과 노

인을 모두 부양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아동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고 노인을 돌봐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취업에 있어 돌봄서비스가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러한 이용실태를 감안할 때, 가구원 특성별로 필요한 다종(多種)의 돌봄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받는 경우에 한해 돌봄서비스의 영향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돌봄 서비스가 종속변수인 가구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의 양을 고려해야한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이용여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양이 이용자 및 부

양가족의 행동이나 활동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바우처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서비스 시간 및 이용횟수를 언급하였다(강혜

규 외,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이용 관련 변수가 서비스 이용시간이나 횟수가 아닌

이용여부 변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서비스 양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같은

데이터의 특성이 돌봄서비스의 정확한 효과를 밝히는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이용수준은 전체 분석 가구의 4% 이하

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이용수준에서는 정확한 서비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따른다. 특히, 돌봄관련 바우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조사에서부터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도 돌봄서비스가 확대 정착되어가고 있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이용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고 안정화되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된 후,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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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활근로활동이 요보호 가구원 부양가구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자활근로활동의 상이한 영향력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활동 영향력은 상반되어 나타나는데, 자활근로의 활동이 저소득층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임동진 2001, 이홍직 2006, 엄태영 2009)와 자활근로 활동이 근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나뉘고 있다(유태균 2003, 구인회 2005). 자활근로 활동

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에 대해서 구인회(2005)는 애초에 취업가능성이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자활사

업이 이루어져 취업지원의 효과성이 크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가구주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돌

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특성상, 자활근로활동에의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분석 결과에서도 자활근로활동의 참여율은 3%

내외로 나타나 참여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이같은 낮은 참여율로 인해 취업에 대한 자활근로활동

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렵다. 유태균(2003)의 연구에서도 요보호 가구원의 수가 전체 가

구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근로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근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의 참여와 취업지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 가구의 요보호 가구원에 대한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 및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기초분석 결과,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하여 취업과 상용직 취업에 모두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

다. 이는 각 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의하여 나타는 결과일수도 있으나, 노동시장 정책이 저연령층에 유리하

게 작용하거나 특정 연령층 중심으로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

가할수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

아, 고연령층의 빈곤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의 연령을 15-64세로 한정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노인가구주 빈곤과는 별개로 가구원을 부양하는 중장년층 가구주가 빈곤 위험에 처할 가

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에 속하는 전 연령층이 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각 연령층의 능력에 적합한 기술 및 지식 개

발 등을 위한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가구원수가 줄어들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취업과 상용직 취업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일반적으로 가구 내 취업가구원의 증가는 가구주 및 다른 가구원의 취업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원 부양 및 생활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가구원으로 인하여 취업을 단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경제적인 부양부담 완화 및 저소득 탈피를 위해서 다수의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가구원에 대한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직 포기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에 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취업과 상용직으로의

취업이 유리하게 나타난 결과는 한편으로 극빈곤층일수록 취업이 훨씬 어려우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

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 내에서도 빈곤의 정도가 심할수록 소득활동을 하기

가 어려우며, 따라서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낮고, 계속해서 빈곤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빈곤층에 대한 취업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직

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빈곤 정도가 심

한 가구일수록 가구주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요보호 가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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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자료의 기술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가운데 두 종류 이상

의 서비스(예: 노인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를 필요로 하는 부양가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에 비하

여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 수준은 대단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구의 돌봄 여건을 고려

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특성이 다른 다수의 요보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대상별 서

비스와 별도로 가구 단위별 서비스를 통해, 한 가구 안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의 수 및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종류를 고려하여 유기적이고도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

수의 요보호 가구원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을 막고, 가구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다른 가구

원이나 가구주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넷째, 앞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자활사업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가능성이 높

은 집단, 양질의 자활 프로그램 및 참여자의 의지 등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연구의 결과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비록 근로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보호 가구원에 대한 부양 부담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자활근로 활동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요보호 가구원에 대한 부양을 가구 내에서

책임지고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자활근로에의 참여 및 이를 통한 취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소득 부양가구주의 취업을 위한 자활근로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활

사업에의 참여 유도와 함께 요보호 가구원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돌

봄서비스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주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요보호 가구원 부양가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자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시간 및 횟수 등을 측정한 정량적 변수를 고려

하지 못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낮은 서비스 이용 빈도로 인하여 서비스의 정확한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취업에 있어서 서비스 양의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돌봄서비스 시행 및 확대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할 때, 돌봄서비스 종류와 이용 대상, 이용량이 증가하고 안정화되어 나간다면 보다 정확

한 서비스의 영향력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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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행의 도·농 격차에 관한 연구

Regional Differences in the Dynamics of Poverty

안수란1)․송나경2)

본 연구는 빈곤이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의해 규명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도

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곤특성의 차이를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여 빈곤기간별 빈곤탈출률을 확인하고, 빈곤탈출 및 빈곤재진입 확률에 대한 결정요인을 이산시간분석을 통

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지역의 가구는 도시지역 가구보다 빈곤규모와 경험이 높고, 반복빈곤 및 장기빈

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탈출 및 재진입확률을 결정한 모형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빈곤탈출확률은 낮아지고, 재진입확률은 높아져서 빈곤으로부터의 위험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빈곤

이행에 있어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은 미미하고, 근로변수 또는 지역변수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인 측면보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빈곤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한국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중심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요구한다.

I. 서론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축적되어왔다. 초기 빈곤의 개념과 측정, 빈곤층의

규모 또는 빈곤층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년간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곤의 동태적 양상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부 인구

집단별 빈곤 요인 분석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비중이 축소되고 계

층 간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이른 바 소득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근로빈곤층 등 신빈곤층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단 시간 내에 빈곤연구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있어왔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간의 빈곤연구는 대상이나 분석범위에 있어 주로 빈

곤층 개인이나 가구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즉, 빈곤이 “자원의 결핍

(resource deficiency)”, “개인적 속성의 결여(individual deficiency)”, “제도의 결핍(institutional

deficiency)”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부터 기인함에도 불구하고(Rein, 1970; Kats, 1989) 국내 빈곤 연구들은

주로 자원의 결핍 또는 개인적 속성의 결여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도 및 사회구조 또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빈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상록·백학영, 2008).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문

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지나치게 대상 중심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예컨대, 빈곤의 원인을

가구나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노인 빈곤, 한부모가구 빈곤, 여성 빈곤, 아동 빈곤, 장애인 빈

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2) University at Albany, SUNY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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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등으로 구분되어, 대상별 소득보장정책 접근이 시도된다. 물론 경제 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

이 급증하면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경기변동 및 노동시장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적 연

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개인을 안정적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려는 것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에서 복지 불균형 조정을 통한 빈곤 대응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즉, 빈곤 발생이 사회 환경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지나치게 개인 및

가족적 차원에서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 지역발전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국사회의 주지할 만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복지인프라와 서비스공급의 불균형을 수반

하여 지역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의 특성이 빈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은 다양한 연구(Goldstein & Sachs, 1984; Duncan, 1999; Levernier, et.

al., 2002; Levernier, 2003; 이상록·백학영, 2008)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일부 학자들은 지역 사회복지격

차의 문제를 복지수요 또는 복지공급의 불균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테면, 지역별 아동․여성․노인

인구율(복지수요),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시설현황(복지공급) 등을 근거로 하여 지역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다(류진석 외, 2000; 박선주, 2006).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복지지출

은 증가하고, 비수도권일수록 사회복지시설 공급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복지공급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이현주 외, 2006) 지

역의 재정자립도가 지역빈곤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

면, 복지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높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소득보장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공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복지공급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지역 특성을 가지지 못하고, 중앙정부

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지역(도시와 농어촌)을 분석단위로 하여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했을 때 지역별 빈곤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역적 차별성이 반영되는 빈곤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농촌빈곤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이은우, 2007; 김태완 외, 2009)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인구고령화

와 농산물 수입확대 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로 농어촌 지역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어촌 복지

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 3월 농림어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4월 제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산어촌 복

지 관련 사업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대한 특별지원인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의 비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박대식 외, 2007). 예컨대,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농업인 재해공제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여성

및 소외농가 아동봉사단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등의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사업도

모두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중심적인 복지 공급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농어촌 지역

빈곤층의 상당수는 농가보다는 비농가라는 점에서 농어촌지역 복지문제를 종사상 지위에 기반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어촌 빈곤을 인구고령화와 연결

하여 농어촌 ‘지역’의 문제를 농촌‘노인’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현재의 연구 흐름은 지역 불평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빈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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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 선행연구

미국에서는 도시 빈곤과 같이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빈곤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왔는데 이는 미국이

대도시 중심부 슬럼(ghetto)을 중심으로 빈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ilson &

Aponte 1985). 초기 대도시 슬럼을 중심으로 빈곤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넘어, 빈곤율의 차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결여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뿐 아니라 경제상황과 같은 지역적인 특징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Levernier, 2002) 연구 등을 통해 점차 도시빈곤 뿐 아니라 비 도심지역의 빈곤과 농촌지역의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에 집중하여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Goldstein & Sachs, 1984;

Duncan, 1999; Levernier, et. al., 2002; Levernier, 2003).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도심에 비해 비 도심 혹은

농촌에서 빈곤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간 빈곤 격차에는 지역 거주자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

라 경제수준, 산업구조, 노동시장, 고용률 등 지역사회의 특성 요인들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빈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지역변수가 개인 및 가구의

빈곤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rnier, 2003).

한편,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다양한 빈곤연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빈곤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은데, 이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적인 상황과 ‘지역갈등의 고

조’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상록·백학영, 2008). 빈곤의 지역편차에 대한 국내의

주요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주 외(2006)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내부적 특성, 빈곤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 외에 빈곤층의 공간

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시, 군, 구 단위의 빈곤율을 서베이 자료와 센서스 자료의 결합을

통해 빈곤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신도시 개발과

도로의 개통 및 산업육성이 이루어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빈곤율 순위가 낮았으며, 빈곤지역을 설명하는

지표분석에서는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가 지역빈곤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송영남(2007)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을 16개 시도로 세분하여 지역 간 차이와 가계특성에 따른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울산과 서울지역을 제외한 강원, 전남, 경북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 같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마련의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이

상록 외(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개인 혹은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의 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역발전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빈곤율에 있어 지역차이가 결정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교성 외(2009)는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간 빈곤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와 울산시에 비해 강

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 빈곤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패널자료 외 지역의 빈곤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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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과 실업률,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비율을 포함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분석대

상에서 농어촌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모지환외(2009) 연구에서는 빈곤의 지역효과를 중점적

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노인빈곤영향요인에 있어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집단수준에서 지역이 노인의 빈

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빈곤을 주제로 다루는 연구는 김태완 외(2009), 김영주(2008), 이은우(2007), 박대식(2004)

등이 있다. 김태완 외(2009)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농어촌지역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기초보장을 위한 급여강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수준을 비교했을 때 농어촌 지역의 빈

곤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률이 도시보다 현격히 낮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영주(2008)는 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데이터를 사용하

여,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과 생활만족수준을 빈곤지표로 삼고, 농촌 비 노인가

구, 도시 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한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일수

록,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일수록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농촌

노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인 68.8%와 대상자가 아닌 가구 중 47.9%가 빈곤노인가구로 나타나 대부분

의 농촌노인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향한 공적지원이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은우(2007)는 농가경제통계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농촌빈곤의 결정요인과 빈곤층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 빈곤층이 될 확률이 감소하다가 54세 이상이 되면 그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경지면적이나 자산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

빈곤의 원인을 연령, 토지, 자산에서 찾음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노인을 위한

제반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박대식(2004)은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여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자료와 경제

활동 및 소득에 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응답자의

3/4정도가 자신의 노후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대도시근교의 농가일수록 노후생활을 준

비한 응답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박대식(2004)은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지

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사회집단 및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빈곤이 오랫동안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온 만큼 빈곤문제를 분석방법 또한 다양한데, 특히

최근 노동패널 등 이용할 수 있는 패널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빈곤의 동태적 분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

다. 빈곤의 동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접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패널자료

를 이용하여 관찰 가능한 기간 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횟수를 조사하거나 그 기간 동안 빈곤의 지

속성이나 이행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둘째는 빈곤이행의 관련요인을 발견하는 것을 연

구목적으로 한다(구인회, 2005). 금재호·김승택(2001)은 한국노동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관한 분석을 했다. 상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하였으며,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빈번함을 한국

사회 빈곤의 중요한 특성임을 밝혔다. 구인회(2001) 역시 한국노동패널자료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빈

곤의 진입과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인회(2005)는 Bane과 Ellwood(1986)의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법론을 일부 사용하여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동태분석을 시도하였다. 논문의 결과 빈곤이행에

는 근로소득이 주요한 영향요인이었음을 시사했다. 황덕순(2001)은 도시가계조사 1998~2000년의 2개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진입과 탈출확률과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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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과 탈출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나 탈출에 성공한 약 2/3가량이 빈곤선주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병희·정재호(2001)는 1998~2000년의 도시가계조사 12개 분기자료를 연결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의 지속기간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앞선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빈곤기간의 처음과 끝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따라서 정확한 빈곤기간역시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특히 도시가계자료의 경우 분기자

료를 연결하는 복잡한 과정 중 상당수의 표본이 누락된다는 문제를 가진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빈

곤의 주기와 진입, 탈출에 관한 동태분석과 그 영향요인검증에서 지역을 주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의 진입과 탈출확률과 그 영향요인

을 지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III.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도시와 농어촌 빈곤이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006~2009년 4개년도 자

료를 결합하여 분석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기존의 패널 데이터와 달리 한국복지패널은 농어촌 지역을 포

함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높아 본 연구에 적합

한 자료로 평가된다.

2. 빈곤 및 빈곤 주기의 측정

본 연구의 분석은 개인단위의 빈곤주기 자료가 이용된다. 이 때 개인의 빈곤지위는 가구의 빈곤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며, 빈곤 지위 결정은 절대적 빈곤선을 이용하였다. 이는 상대적 빈곤선에 의해

빈곤측정을 할 경우,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한국복지패널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빈곤층에 있으나, 분석

시 빈곤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빈곤은 가구

의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 각년도 가구단위별 월평균

소득을 각년도 기준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빈곤여부를 판단하였다. 소득 자료에서 (-)의 소득은 (0)의 소

득이 없는 상태로 처리하였다.

빈곤의 동태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각 년도(t) 빈곤층에 속해있

으나 전년도(t-1)에 빈곤층에 속하지 않은 가구를 추출하여 사건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빈곤지속기간

의 분석에서 빈곤주기의 시작이 관찰되지 않은 좌측단절(left-censored)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3)

따라서 각 분석대상은 빈곤에 진입한 시점부터 빈곤에서 탈출(또는 단절)한 시점까지 연단위로 관찰사례

를 구성하게 된다. 이 때 두 개 이상의 복수 빈곤주기를 가지는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t기에 빈

곤에 진입했다가 t+1기에 빈곤에서 탈피하고 t+2기에 다시 빈곤에 진입했다가 t+3기에 다시 빈곤에서 탈

피할 경우 이는 2개의 빈곤주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관찰기간이 짧기 때문에 복수빈곤주기라 하더라도

좌측단절과 우측단절의 문제로 인해 하나의 관찰개체가 두 개의 사례로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4) 본

연구는 조사과정에서의 표본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년도 이상의 사례가 관찰될 경우, 그 개인은

3) 그러나 좌측단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진입한 빈곤층만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표본의 선택 편의를 초래하

게 되는데, 장기 빈곤층에 있는 대상을 배제하여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4) 가령,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빈곤-비빈곤-빈곤-비빈곤을 경험할 경우 첫 번째 빈곤주기는 좌측단절의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

되며, 비빈곤-빈곤-비빈곤-빈곤을 경험할 경우 두 번째 빈곤주기가 우측단절의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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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단절된 것으로 처리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분석방법

1) 주요 변수들의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분석대상의 빈곤탈출여부와 빈곤재진입여부이다. 분석대상의 빈곤탈출여부는 탈

출(1)과 유지(0)로 구분되고, 빈곤재진입여부는 재진입(1)과 탈출유지(0)로 구분된다.

설명변수인 도시와 농어촌 지역구분은 한국복지패널 5대 권역별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광역

시/시로 응답한 경우는 도시 지역, 군으로 응답한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하였고, 도농복합군은 분석

의 정확성을 위해 제외하였다.5)

지역 변수 외, 통제변수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 가구

주 특성(가구주 연령, 성별,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특성(가구원수, 아동부양여부, 취업가구원수), 가

구원 특성(경제활동상태)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가구외적 변수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더미를 추가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사건사 분석의 생명표 분석(life table analysis)과 이산시간분석

(discrete time analysis)을 활용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

하였고, 생명표 분석을 이용하여 빈곤기간에 따른 빈곤탈출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은 생존기간이

짧고, 연구기간이 명확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이 확

보되었기 때문에 탈출양상을 살펴보기에 비교적 짧은 빈곤지속기간 분포를 지니고 있으나, 빈곤기간이 빈

곤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어 온 만큼 그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산시간분석을 통해 빈곤탈출확률과 재진입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산시간분석은 빈

곤기간이 비연속적이고, 특정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ode)의

사건사 분석기법으로,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통제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탈출(재진입) 확률, 즉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개인 ⅰ가 t시점에서 사건을 경험할 확

률이 종속변수가 되며,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주의 특성 및 가구 특성, 가구원의 특성 등의

가구내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특성 변수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방정식(logistic regression

equation)으로 살펴본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  는 시간더미(year dummy)를 나

타내는 것으로 경기흐름에 따른 빈곤탈출확률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는 가구 및 가구주의

5)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때는 대체로 인구 규모, 인구의 질적 특성, 경제적

지표, 사회적 특질의 4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은 시로 승격될 때 해당하는 법

적기준이나, 실제 시로 승격된 이후 조건이 하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으로 바뀐 경우가 거의 없고,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법

적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역 구분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임형백·임성

우, 2005). 한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은 ①읍/면 전지역, ②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

할 때,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공된 한국복지패널은 읍/면 지역에 대한 정보

가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군 구분을 도시와 농어촌 지역 구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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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가구소득(천원) 2540.26 1534.28 2936.98 1791.69 3099.80 1901.69 3082.32 1983.45

가구원수 2.99 2.74 3 2.70 2.99 2.57 2.91 2.52

가구빈곤율

(상대)

11.7

(9.3)

28.6

(25.5)
10.0 (11.1)

23.8

(26.7)

9.9

(11.5)

20.7

(25.6)

9.6

(10.7)

20.9

(23.7)

개인빈곤율

(상대)

9.0

(6.1)

22.5

(18.0)

7.9

(7.3)
17,4 (17.8)

7.1

(7.2)
15.4 (17.4)

6.9

(6.6)
14.5 (15.2)

사례가구수

(개인)

6047

(16803)

556

(1366)

6189

(17637)

555

(1423)

5705

(16635)

570

(1412)

5446

(15255)

532

(1300)

특성을 나타내는 가구내적 특성변수이며,  는 본 연구에서 가구외적 특성으로 상정한 지역변수를 나

타낸다.

log 


    ℬ   ℬ   

IV. 분석결과

1. 기술분석

<표 1>은 분석에 이용된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가구기준 연도별 소득과 가구원수, 가

구 및 개인기준 절대(상대)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가구소득 차이를 보면, 4

개년도 모두 농어촌지역의 가구소득은 도시지역의 약 60~64%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기

준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빈곤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가구에 비해 농어촌 가구의 상대빈곤율과 절대빈

곤율 모두 약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도시 지역이 2.91~3명, 농어촌 지역이 2.52~2.74명으로 도시지역의 가구원수가

많다.

<표 1> 정태적 관점에서 살펴본 가구(개인)기준 빈곤율과 소득
(단위 : 천원, 명, %)

주 : 1. 소득은 2005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함.

2. 빈곤율은 가구가중치*가구원수로 가중화된 수치임.

다음의 <표 2>는 각 년도 빈곤 가구의 특성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지역별 빈곤가구의 성별을 살

펴보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지

역이 약 6~7세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주 학력에서도 두드러지는 지역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고학

력자는 매우 소수였다. 빈곤과 관련한 기존연구에서 가구주의 학력 또한 빈곤진입과 탈출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역시 지역 간 빈곤율 차이에 가구주 학력이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빈곤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농어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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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가구주

성별

남성 61.16 59.51 59.38 52.94 59.69 52.07 57.08 50.28

여성 38.84 40.49 40.62 47.06 40.31 47.93 42.92 49.72

가구주 연령 62.09 69.20 64.81 70.92 66.58 72.25 67.84 73.23

가구주

학력

초졸이하 56.40 80.99 60.16 85.62 63.53 87.56 63.31 87.02

중졸 12.71 6.51 14.23 4.58 13.39 4.66 12.18 5.80

고졸 21.18 9.68 16.69 8.28 14.96 7.25 17.14 6.35

대졸이상 9.71 2.82 8.93 1.53 8.12 0.52 7.37 0.83

가구주

취업상태

상용 2.90 0.17 2.69 0.22 2.12 0.78 1.27 0.27

임시일용 13.60 5.14 11.54 8.21 8.64 6.46 12.04 3.02

자영업 15.40 41.61 14.23 34.13 14.73 32.56 10.62 37.64

비취업자 68.10 53.08 71.54 57.45 74.50 60.21 76.06 59.07

아동부양여부 20.98 11.64 21.92 10.58 18.13 9.56 14.73 7.42

가구형태

단독 32.45 36.06 35.45 43.48 37.46 46.11 40.37 48.63

한부모 3.27 0.17 3.85 0.65 2.66 0.52 2.69 0.27

소년소녀

가장
1.73 1.39 2.20 1.52 2.56 1.81 1.98 1.65

일반 62.55 62.37 59.51 54.35 57.41 51.55 54.96 49.45

경우 가구주가 비취업인 경우가 약 53%~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시는 이보다 높은 약

68%~ 76%를 나타냈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비취업 가구주가 적은 이유는 농어촌 지역 자영업의 비

율이 높기 때문인데, 농어업 종사 인구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6) 4개년 모두 도시지역의 상

용직과 임시일용직 취업한 가구주 비율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

역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다소 낮았는데, 이는 가구주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노인가구가 많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도시 지역의 아동부양가구 비율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빈곤가구의 가구유형을 살펴

보면, 일반가구에 이어 단독가구의 비중이 약 36%~48.63%로 높게 나타났으며 1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갈

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절대빈곤기준의 빈곤가구 특징

(단위 : %)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빈곤가구의 비중을 얼마나 될까? 분석 결

과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빈곤가구의 기초보장수급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가구의 경우 각 년도 약 23%~ 30%의 빈곤가구가 기초보장수급을 하고 있었으며, 농어촌지역 가

구는 이보다 낮은 약 17%~ 22%의 빈곤가구가 기초보장수급을 하고 있었다. 물론 기초보장수급은 선정기

준에 있어서 소득 외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지위를 판단한 본

연구에 근거해서 수급권 보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가구의 기초보장수급비

율이 도시 지역가구보다 최대 10% 이상 낮게 나타나는 것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대상자를

6) 가구주 업종을 추가분석 한 결과, 1차년도 빈곤가구의 농어업 종사 비율은 도시지역은 35.55%, 농어촌지역은 90.36%였다. 이러

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년도에 농업에 종사한 가

구 중, 2~4차년도 가구주업종이 결측값인 빈도가 매우 높아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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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 2007-2008 2008-2009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빈곤진입 4.4 7.5 3.4 5.4 3.3 5.6

빈곤탈출 3.1 7.5 3.5 6.9 3.4 7.0

빈곤지속 2.9 10.2 3.6 11.7 3.2 9.4

2006 2007 2008 2009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기초보장

수급가구
23.57 17.42 30.66 20.87 30.06 22.28 30.74 20.6

선정하는 법적.행정적 기준이 농어촌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빈곤가구 중 기초보장수급비율
(단위 : %)

2. 빈곤 진입 및 탈출분석

앞선 정태적 분석은 한 시점의 빈곤율만 알 수 있을 뿐, 빈곤의 진입과 탈출 재진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4개년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동태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아래의 <표 4>은 빈곤의 동태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에 따라 빈곤의 진입과 탈출 그리고

지속으로 이동하는 건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06년 자료-> 07년 자료, 07년 자료-> 08년 자료, 08

년 자료->09년 자료를 토대로 빈곤에 진입하거나 혹은 빈곤에서 탈출하거나 빈곤상태에 머물러있는 건수

를 누적한 후, 전체 누적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 연도별 빈곤진입 및 탈출양상

(단위 : %)

주 : 1. 절대빈곤 기준

그 결과를 보면, t시점에서 빈곤이 아니었으나 t+1시점에 빈곤상태로 이동한 도시가구는 전체 이동에서

4,4%, 3.4%, 3.3%를 차지하여 농어촌의 7.5%, 5.4%, 5.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t시점에서 빈

곤이었으나 t+1시점에서 비 빈곤으로 이동한 비율이 농어촌에서 7.5%, 6.9%, 7.0%로 도시의 3.1%, 3.6%,

3.2%보다 높았다. 또한 연속된 2개년도 동안 빈곤상태에 머문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약 3~4배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의 진입, 탈출, 그리고 지속할 확률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

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빈곤진입과 탈출이 도시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동시에 연속된 2개년 이상 빈곤을 경험하는 중장기 빈곤 경험률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표 4>에서 살펴본 복지패널 4개년도의 시점을 모두 합하여 t-1시점과 t시점으로 나누어 소득

지위변동을 살펴본 표이다. 비 빈곤한 개인이 빈곤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약 5.5%이며, t-1시점에 빈곤이

었던 표본 중 약 58.4%는 그 다음해인 t시점에도 여전히 빈곤하지만, 나머지 41.6%는 빈곤으로부터 탈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1시점에서 빈곤하지 않았던 표본 5.9%는 그 다음해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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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절대)
시계열자료

전체가구(N＝6067) 도시가구(n=5515) 농어촌가구(n=552)

빈곤경험률 23.8 21.8 43.8

반복빈곤 4.0 3.6 7.9

계속빈곤

(기간)

2년 3.4 3.0 6.5

3년 2.1 1.8 4.7

4년 2.6 2.2 7.4

t-1 시점에서의 소득지위
t시점에서의 소득지위

빈곤계층 비 빈곤계층 계

빈곤계층 (n=2133) 58.4 41.6 100

비 빈곤계층 (n=16069) 5.9 94.1 100

<표 5> 빈곤지위변화 양상

(단위 : %)

주 : 1. 절대빈곤 기준

<표 6>은 가구의 빈곤경험률과 반복빈곤 결과를 보여준다. 절대 빈곤 기준 전체가구의 23.8%가 빈곤을

1회 경험하였으며, 빈곤에서 탈출했다가 다시 진입한 경험이 있는 가구(반복빈곤)는 전체가구기준 4.0%였

다. 농어촌가구의 빈곤경험률은 43.8%로 도시가구 21.8%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이는 반복 빈곤경험률

에서도 농어촌가구 7.9%, 도시가구 3.6%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표 6> 반복빈곤여부

(단위 : %)

주 : 1. 절대빈곤 기준

2. 두 개년도 이상 빈곤지위 판별이 가능한 가구는 모두 포함시킴.

3. 지역구분은 첫 번째 조사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함.

계속 빈곤의 경우에도 도시가구(2년 3.0%, 3년 1.8%, 4년 2.2%)에 비해 농어촌가구(2년 6.5%, 3년 4.7%,

4년 7.4%)가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가구의 반복빈곤 및 장기빈곤의 문제가 도시가구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빈곤 시작 시점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빈곤

중에서도 4년 동안 계속빈곤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어촌가구의 장기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

할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생명표분석(life analysis)

빈곤의 진입 및 탈출과 관련한 유형화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빈곤주기자료의 빈곤기간별 빈곤탈출

률을 생명표로 추정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가구가 빈곤에 진입하거나 탈출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빈곤

주기를 구성하였으며, 이 때 분석에 포함되는 시간은 연속시간이 아니라 조사가 이루어진 1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측정되므로, 자료는 비연속시간(discrete time) 자료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주기가 짧고, 단절(censoring)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빈곤에 따른 빈곤 탈출률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7>을 보면, 1년의 빈곤경험 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이 0.59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새롭게 빈곤에 진입한 표본의 약 59%가 1년 만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상당수의 사람이 빈곤에 진

입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빈곤으로부터 이탈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지속기간이 2년이 되면

탈출확률이 29%로 줄어들어 빈곤 탈피 확률은 낮아진다. 이는 5년 이상의 종단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인데,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약 60% 정도가 1년 이내에 빈곤상태에서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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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기간
구간시작시점

개인의 수
빈곤탈출자 우측단절표본 빈곤탈출률 누적생존율

1 2189 1124 558 0.59 0.41

2 507 119 181 0.29 0.29

3 207 0 207 - 0.29

며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 이탈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김교성, 2007). 생명표 분석은 앞서 시계열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빈곤진입과 탈출이 빈번

함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 빈곤기간별 빈곤탈출률

4. 빈곤탈출 및 재진입 결정요인

<표 8>은 이산시간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의 추정을 통해 빈곤탈출과 관련한 요인을 분

석한 결과이다. 가구주의 특성, 가구특성, 가구원특성에 따른 빈곤이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

들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 변수인 지역 변수를 마지막으로 투입하여 지역 차이에 따른

빈곤탈출확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형1]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빈곤탈출확률을 추

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구주 연령은 44세 미만의 젊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45세에서부터 54세, 55세부터

64세, 65세 이상으로 더미 변수화 하여 분석하였고, 가구주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초등학

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성별과 학력은 빈곤

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빈곤탈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

라 낮아지거나 혹은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빈민 노동시장은 교육이 전혀 필요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확대가 반드시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은정, 2007; 송호근, 2002)의 해석과 일맥상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은 빈곤탈출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가구주 연령은 44세 미

만 가구주에 비해 45~54세일 때 탈출확률이 높아지고, 65세 이상일 때는 탈출확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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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가구주연령

(기준: 44세미만)

45세-54세 .4162** .1363 .3843*** .1391 .4991** .1710 .4817** .1722

55세-64세 -.0993 .1590 -.0253 .1727 .1630 .2081 .1502 .2092

65세 이상 -.5380*** .1366 .-.3376** .1575 .1334 .1909 .1368 .1919

가구주성

(기준:남성) -.0959 0.1015 .0924 .1113 .2239 .1267 .2258 .1282

가구주교육수준

(기준:대졸)

초졸 .1422 .1567 .1524 .0751 .2013 .1808 .2571 .1834

중졸 .2191 .1756 .2402 .0686 .2924 .2005 .3068 .2012

고졸 -.0534 .1492 -.0520 .1029 -.0034 .1805 .0215 .1814

아동부양여부 -.1068 .0729 -.0390 .0904 -.0452 .0911

가구원 수 .2277*** .0591 .0620 .0697 .0635 .0709

취업가구원수 .5948*** .1202 .5860*** .1209

가구주취업상태

(기준:상용)

임시일용 -.4594+ .2784 -.4710+ .2802

자영업 -.4747 .2710 -.4327 .2735

비취업 -.7836** .2697 -.8169** .2712

가구원취업상태

(기준:상용)

임시일용 -.2463 .3231 -.2393 .3255

자영업 -.3749 .3241 -.3657 .3266

비취업 -.3524 .3026 -.3455 .3043

지역(기준:도시) -.2815** .1182

사례수 3791 3791 3320 3197

log likelihood -2389.9509 -2375.7961 -1964.6052 -1889.3189

<표 8> 빈곤탈출모형 추정결과

주 : 1. 시간에 따른 이행률의 변화는 가변수(year dummy)로 처리하여 통제함.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모형2]는 가구특성인 아동부양여부, 그리고 가구원수를 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원수가 많

을수록 빈곤탈출확률이 높아지며, 아동부양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구원수의 증가와 빈곤

탈출의 관계는 기존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가구원수가 많은 것이 가구의 경제적 부양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가 유의하게 해석될 수 있다. [모형3]에서는 가구의

취업관련특성인 취업가구원수와 가구주와 가구원의 취업상태를 더미변수화 하여 추가 투입하였는데, 취업

가구원수를 투입하자 가구원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구원의 취업상태는

빈곤탈출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가구주의 취업상태는 빈곤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용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임시·일용직이거나 비취업일

경우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낮아졌다. 마지막 [모형4]에서는 지역변수를 투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빈곤

탈출률의 차이를 보았다. 그 결과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빈곤탈출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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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가구주 연령

(기준:44세 미만)

45세-54세 -.0372 .1844 .0750 .1907 -.1054 .2520 -.0860 .2541

55세-64세 .7366*** .2246 .8788*** .2383 .6065* .2771 .6519* .2783

65세 이상 1.004*** .1860 .9897*** .2230 .3502 .2652 .2641 .2683

가구주성

(기준:남성) .2496* .1130 .0350 .1291 .0559 .1455 .0683 .1465

가구주교육수준

(기준:대졸)

초졸 .2059 .2395 .1886 .2513 -.0958 .2749 -.1663 .2788

중졸 -.2124 .2586 -.1980 .2691 -.5719+ .2972 -.5849+ .2996

고졸 .0313 .2175 .0437 .2261 -.15239 .2673 .0273 .1251

아동부양여부 .2368* .1025 .0334 .1240 -.0335 .0892

가구원 수 -.2683** .0785 -.0505 .0880 -.0336 .0892

취업가구원수 -.4929** .1437 -.4863** .1448

가구주취업상태

(기준:상용)

임시일용 1.131* .5104 1.152* .14477

자영업 1.897*** .5016 1.827*** .5041

비취업 1.989*** .4914 2.020*** .4942

가구원취업상태

(기준:상용)

임시일용 .2849 .5607 2.210 .5642

자영업 .0401 .5877 .0362 5929

비취업 .1466 .5454 .1479 .5485

지역(기준: 도시) .2593+ .13-2

사례 수 2605 2605 2275 2202

log likelihood -1405.8347 -1396.2248 -1192.6025 -1149.2952

수 있었다.

<표 9> 빈곤재진입모형 추정결과

주 : 1. 시간에 따른 이행률의 변화는 가변수(year dummy)로 처리하여 통제함.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9>는 빈곤재진입모형을 추정한 결과로 각 모형에 투입된 변수는 빈곤탈출모형과 동일하다. [모형1]

은 가구주의 인구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빈곤재진입확률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빈곤탈출모형

에서와 달리 재진입모형에서는 가구주 성별과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

상일 경우 그리고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 경우 빈곤재진입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가

구주일수록, 여성가구주일수록 빈곤으로부터의 위험이 높다는 기존의 일반적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형2]는 가구특성변수인 아동부양여부, 가구원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가구 내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빈곤 재진입 확률이 높았고, 취업가구원수는 많을수록

빈곤 재진입 확률이 낮았다. [모형3]은 취업특성변수인 취업가구원수와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상태변수

를 더미 변수화 하여 추가한 결과이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상태가 상용에 비해 임시, 일용, 자영업,

그리고 비 취업일 경우 빈곤 재진입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상용직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보다 자영업 그

리고 비 취업 가구주의 가구가 빈곤 재진입 확률이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취업특성변수를 투입하자 [모형1], [모형2]와는 달리 빈곤재진입의 연령효과가 감소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인데 인구학적 특성보다 취업특성이 빈곤지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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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곤탈출확률 빈곤재진입확률

가구

내적

특성

가구주

인구학적특성

가구주연령 45-54세(+) 55-64(+)

가구주성별 - -

가구주교육수준 - 중졸(+)

가구특성
아동부양여부 - -

가구원수 - -

취업관련특성

취업가구원수 (+) (+)

가구주취업상태 임시·일용, 비취업 (-) 임시·일용, 자영업, 비취업 (+)

가구원취업상태 - -

가구 외적 특성 지역 농어촌(-) 농어촌(+)

고 볼 수 있다. [모형4]는 지역변수를 새로이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빈곤 재진

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이가 빈곤이행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빈곤재진입모형 최종 추정결과 요약

종합하면, 빈곤탈출과 빈곤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유사한 형

태로 나타난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분석초점이었던 지역의 차이는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

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빈곤탈출확률은 낮아지고, 재진입확률은 높아져서 농어촌 지역의 빈곤문

제 해결을 위한 차별적 정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관련특성이 빈곤이행과 매우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음이 증명되었는데, 취업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상용직일수록 빈곤으로부터의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가구주 연령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 논의와는 달리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가구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65세 미만의 가구주 가구는 빈곤재진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노인가구주의 빈곤해결을 위해서도 좀 더 섬세한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2006~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우리나라 빈곤의 정

태적·동태적 양상을 파악하고, 특히 빈곤이행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태적 관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빈곤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도시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높고, 가구주의 학력은 낮았으며, 가구주 연령

이 높았다. 또한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았으며, 단독가구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빈곤층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은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데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 중 3분의

2가 1년 안에 빈곤에서 탈피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 가구의 경우 도시 가구에 비해 빈곤경험률, 반복빈곤

율 및 계속빈곤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가구내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빈곤이행의 도농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빈곤탈출확률은 낮아지고 빈곤재진입확률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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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 정책을 설계해왔던 우리나라 빈곤정책에 한계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주나 여성가구주는 빈곤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취업변수 및 지역변수는 빈곤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

한 본 연구결과에 기반해 볼 때, 특히 그동안 농어촌 빈곤의 문제를 인구학적 변화와 연관시켜 고령자 빈

곤 또는 여성 빈곤 대책으로 해결하려 했던 기존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 중심적인 접근에 의거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가장 대표

적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중앙집권적인 기초보장제도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기초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수급에 있어 지역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최저생계비 미충족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적게 들어가는 농어촌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

의 경우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인데,

비수급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

자 기준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농어촌 지역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범

위를 도시지역에 비해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의 지방분권화를 도입하

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기초보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으나, 이는 지역의 건전한 재정자립도가

우선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농업인 재해공제 등 그 실효성을 차치하고

서라도 제도적으로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비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은 미

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임시·일용직이거나 비취업일 경우

빈곤탈출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빈곤탈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빈곤이행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

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제활동가능 대상자를 위한 세밀한 노동시장 정책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비농어업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활동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열악함, 광범위한 지역면적과 저밀도 인구의 높

은 분산도, 복지 및 자활지원 인프라의 취약성, 주민센터 및 자활센터로의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빈곤

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제도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비농가 빈곤층의 안정적

근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특성이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관찰주기가 짧아 장기빈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특성에 의한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 주는 바, 개인 특성에 초점을 둔 기

존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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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직전(2005-2008 기간)의 계층별 소득․자산․부채 행태 분석

김태일1)․박상현2)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의 소득, 자산 및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런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횡단면 분석에 치

중했던 것과는 달리, 패널 분석을 함으로써 소득계층의 역동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중요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 째, 2005-2008 기간

동안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 및 자산격차는 감소하였다. 둘 째, 2005년에 저소득계층이었던 가구들 중 상

당수는 그 이후에 보다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하였다. 셋 째, 2005-2008 기간에 각 소득계층에서 금융순

자산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것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일하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

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가구를 전체로 한다

든가, 노동패널 등 다른 자료를 사용한다든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다시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의 이동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흥미있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소득계층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변한다. 하지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본 연구진에게는 다소 의외였다. 이 정도의 변화를 변화가 심하다고 해야 할 지, 혹은 적다

고 해야할 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최근 4년간의 변화 정도가 그 이전에 비하여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이 흥미있는 연구 의제를 던진 것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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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전에 소득계층

에 따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및 부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소득 양극화, 고용불안 및 근로빈곤 심화, 가계채무 급증 등의 현

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도 다수 존재한

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매년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들도 거의가 패널 분석이 아닌 매년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빈

곤’ 관련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매년에 대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가구단위의 수년에

걸친 패널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이러한 현상이 가구 수준에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계속 되는 것인지에 따라 함의하는 바가 다르며 그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의 소득계층별 소득 수준을 비교했더니 해가 갈수

록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자. 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에 하위 소득 계

층에 속했던 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2008년까지 줄곧 하위 소득 계층에 속한 경우(A라고 하자)

와 매년의 하위 소득 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달라져서 2005년에 하위 소득 계층에 속했던 가구

의 대부분은 2008년에는 더 이상 하위 소득 계층이 아닌 경우(B라고 하자)를 생각해 보자. 소득

양극화와 그에 따른 빈곤 심화 문제는 분명히 A와 B의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크게 다를 것이

며, 정책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년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가 A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B를 반영한 것인지를 규명하려면 패널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5-2008 기간에 대한 가구별 패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2000년대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 고용불안 및 근로빈곤 심화, 가계

채무 급증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유럽, 일본, 한국 등 각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아직도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는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으로부터 발생한 경제위기는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소득․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악화시켰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1997년 말 IMF경제위기를 통해 이를 경험한 바 있다.3) 한편 이러한 금융위기가 개별가구

에 미치는 충격은 개별가구의 소득, 자산 및 부채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말에 본격화된 금융위기가 소득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애초에는 금융위

기 이전 시기부터 이후 시기(2009년)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소득, 소비, 자산 및

부채의 변화 행태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09년 자료는 아직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3) 1997년말 외환 및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이 대량 발생하고 임금이 하락하면서 소득․
소비지출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경제성장률은 1997년의 5.0%에서 -6.7%로 11.7%p나 하락하였고,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도 크게 위축(-11.4%)되었다(박종규, 200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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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로 분석 기간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 2009년 자료에 대한 분석이 첨가되면

본 연구 분석의 의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부채와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고, Ⅲ장에서는 자료와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Ⅴ장

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며,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논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부채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김학주(2004)는 IMF외환위기 전후의 가구주 취업형태에 따른 부채수준에 대하여 다양한 부채

부담지표(부채비중, 월평균 부채상환액, 부채부담률 등)들을 이용하여 가계 내 인적․경제적 자

원과 부채부담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1차(1998년)부터 5

차(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인적․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부채비중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가구주의 취업형태별 부채부담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구주와

배우자의 취업비율이 높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30대~40대인 집단의 부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4) 한편 가계 내 경제적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부채부담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가계평

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계평균자산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비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준변수인 미취업가구주를 가진 가계에 비해 일용직가계나 고용주가계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중(자산대비 부채부담)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배우자의 취업여부

가 부채비중의 증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구주의 취업형태별

부채부담률의 경우 가구주가 일용직,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가 상용직, 임시직, 또는 미취

업자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직 가구주를 둔 가계의 경우 28%대의

높은 부채부담을 보이고 있었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상환부담에서도 69%를 차지할 만큼 심각

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학주(2005)는『한국노동패널』1차(1998년)부터 5차(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5개 소득

계층에 따른 부채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세부 부채유형별 부채규모 보유가구비율의 실태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가계의 부채부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산대비 부채비중과 부채부담률에 있어서 최하위층

이 최상위계층에 비해 각각 2배, 3배정도 높아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상환부담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른 부채유형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계층이 낮

을수록 금융기관부채의 비중이 낮으며 사금융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저

소득계층일수록 비제도권 사금융부채 의존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소득층

의 과도한 부채상환부담과 높은 사채 의존률은 부채상환지출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가구의 소

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한국에서 30대~40대의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들이 보통 자산

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마련을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4 -

비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구내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높임으

로써 전반적인 복지를 저해할 수 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우영․김현정(2009)은 4차(2000년)부터 10차(2007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를 이용하여 가

계의 부채 보유 확률, 부채규모,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및 취업형태, 부동산 자산, 교육비 비중 등이 가계의 부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 경험이 있는 경우, 자영업가구가 임금근

로가구에 비해, 교육비비중이 클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규모 확대에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김학주(2004, 2005)의 연구는 IMF경제위기를 전후로 가구주의 취업형태(2004)와 소득계층

(2005)별로 가계의 부채부담을 다양한 부채부담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존의 소득보장중심적인 빈곤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과중한 부채부담의

해소 등 다양한 빈곤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고용주 가계와 자영업가계가 자산대비 부채비중이 높

지만 금융과 비금융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채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산 증식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타당하지만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영세 자

영업자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자산 증식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서 부채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다.

김우영․김현정(2009)의 연구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서 부채의 결정요인을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를 것인데, 이러한 점

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도 상용직인지 임시․일용직인지에 따라 크게 다를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교육비의 경우도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에 따라 소득계

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를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 소비의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

김대일(2007)은 2001년~2004년 기간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경제 내의 불평등도를 측

정함에 있어, 소득과 소비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적합한지를 항상소득가설에 기초하여 평가하

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과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과 소비의 연계가 중간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5) 또한 임금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자 가구, 그리고 무직자 가구의 소비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무직자 가구의 소비 지니

계수가 가장 높고,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가구 순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

만, 자영업자 가구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대체로 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

비의 불평등도가 양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 불평등도는

일시적 소득 요인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

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김대일(2007)은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의 경우 소득에 일시적인 

요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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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소비의 절대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소득보다 소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가구를 비교하면 소비에서의 빈곤율이 대

체로 자영업자 가구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항

상소득가설이 적용되는 경제라면, 복지의 불평등도의 측정에 있어서 소비의 불평등도가 보다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한다.

김학주(2006)는 『한국노동패널』 7차(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된 소득변수 이외에 소비지출을 주요한 지표로 하여, 소득계층

간 및 소득계층내 소비불평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비노인가구의 경우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계재정관련 요인

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6) 분석에 이용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배우자 유무, 자가보유여부 등이며, 가계재정관련 요인으로는 소득, 자산(금융자

산, 비금융자산), 부채(총 부채액과 부채부담)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동일 소득계층에서도

노년기 소비양극화가 심각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노인층의 소비불평등도가 중산층

또는 상위층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자가보

유 등이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

비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 자산, 부채 등에서 노인가구의 계층간 소비지출 격차가 비노인

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소정(2009)은 『한국노동패널』의 2차, 5차, 7차,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대상으

로 IMF경제위기 이후 소비측면의 불평등 구조와 소비 항목의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총소비지출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와 같은 필

수적인 비목은 지니계수, 불평등 기여도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반해 외식

비나 차량유지비 등의 비목은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계층 간의 격차가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비의 경우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지니계수가 감소했다

가,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노인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급증하고 불평등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김대일(2007)의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의 불

평등도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소비가 소득보다 경제 구성원의 효용

또는 복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라고 인정하더라도 과연 불평등도의 지표로서 더 타당하다

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인 필수재나 기호재 등과 같은 재화의 경

우 소비성향이 고정적이어서 소득의 변동에 관계없이 지출수준이 일정하다. 또한 주택구입이나

교육비 지출을 위해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의 경우 부채를 통해서 지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에 단순히 총소비액의 지니계수나 빈곤율 등을 통해 소비의 불평등도가 복지 지표로서 더 적합

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 및 자산, 부채 등은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

6) 이때 계층간 소비불평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각각 계층을 10분위와 

100분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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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가계의 소득 수준과 변동성, 소비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Ⅲ.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데이터

2006년(1차)부터 2009년(4차)까지의 가구용 자료와 가구원 자료 등을 이용한다. 「한국복지패

널」은 2006년에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 빈곤패널, 자활패널과 서울대학교의 한국

복지패널을 통합함으로써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복지수급실태, 복지욕구 등을 동태적으

로 파악하여 정책형성 및 평가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조사된 패널데이터이다.7)

분석대상은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 등 미취업자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대상 변수는 소득, 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순자산이다.

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채권 등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등을 합한 것이다. 즉, 공식적인 부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보증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 등

사적 성격의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금융순자산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

감한 것이다.

한편 본 분석에서는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별 소득, 자산, 부채를 비교한다.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구별로 가구원수가 상이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구의 경상소득을

동거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얻은 균등화소득을

통해서 소득계층을 5분위로 구분하였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http://www.koweps.re.kr/01_koweps/02_intr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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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총계

1 2 3 4 5

성별(남성) 75% 85% 91% 95% 95% 88%

연령

35세미만 6.6% 13.9% 25.6% 27.6% 26.4% 100%

35〜44세 7.7% 19.9% 22.8% 24.7% 24.9% 100%

45〜54세 12.4% 20.6% 20.6% 21.6% 24.8% 100%

55〜64세 27.9% 22.7% 16.4% 18.0% 15.1% 100%

65세이상 58.4% 22.9% 12.0% 4.1% 2.5% 100%

평균
59.95
(13.37)

49.86
(12.87)

45.16
(12.28)

43.25
(10.50)

43.30
(9.93)

48.30
(13.43)

학력

초졸이하 56% 29% 13% 7% 3% 22%

중졸이하 14% 16% 15% 11% 6% 12%

고졸이하 21% 39% 48% 42% 31% 36%

전문대재이상 10% 15% 24% 40% 60% 30%

가구원수
2.39
(1.13)

3.31
(1.24)

3.30
(1.23)

3.31
(1.11)

3.22
(1.19)

3.11
(1.23)

배우자유무 69% 80% 82% 84% 84% 80%

배우자취업여부 50% 40% 32% 36% 47% 41%

취업

형태

상용직 4.3% 15.3% 33.6% 52.6% 65.5% 34%

임시직 8.9% 22.2% 21.4% 15.6% 9.0% 15%

일용직 12.1% 17.4% 12.5% 5.9% 1.1% 10%

자활및공공근로 1.6% 0.8% 0.2% 0.0% 0.0% 1%

고용주 0.8% 1.1% 1.9% 3.2% 8.1% 3%

자영업 72.3% 43.2% 30.4% 22.7% 16.3% 37%

표본수 621 621 622 622 621 3108

Ⅳ.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소득계층별 가구주 및 가구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계는 200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1> 소득계층별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표 1>을 통해서 하위소득계층일수록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으며,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고, 취업형태가 일용직과 자영업 종사자가 매

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 특성으로서 가구원수가 적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 특이

한 점은 배우자의 취업비율이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주의 근로

만으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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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변이계수

1 644.96 1441.08 1672.01 1987.62 0.26

2 1611.14 2348.45 2643.30 2933.10 0.18

3 2477.72 3043.97 3542.85 3797.95 0.16

4 3646.41 4106.57 4509.72 4892.57 0.13

5 6236.15 6574.24 7190.13 7403.04 0.14

10분위

분배율
36.18 57.64 60.02 66.47 -

전체 평균 2969.27 3502.54 3911.27 4202.54 0.17

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644.96 767.57 958.09 1152.48

2 1611.14 1905.31 2109.19 2364.24

3 2477.72 2831.81 3105.09 3489.36

4 3646.41 4017.98 4441.45 4707.62

5 6236.15 7172.52 7933.05 8244.26

10분위 분배율 36.18 37.27 38.66 42.66

전체 평균 2969.27 3502.54 3911.27 4202.54

2. 소득계층별 소득, 자산, 부채의 변화

1) 소득의 변화

<표 2>와 <표 3>에는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평균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 2>는 매년

의 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 소득계층을 구성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연도별 횡단면 분석에 해당한

다. 이에 비하여 <표 3>은 2005년 소득을 기준으로 구성한 5분위 소득계층을 2008년까지 계속

이어서 분석한 것으로서 패널 분석에 해당한다. <표 3>에서 변이계수는 각 개인의 4년치 소득

에 대한 변이계수를 구한 후 이를 계층별로 평균한 것이다.

<표 2>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의 연도별 변화: 횡단면 분석

<표 3>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의 연도별 변화: 패널 분석

횡단면 분석인 <표 2>와 패널 분석인 <표 3>을 비교하면, 2005년을 제외한 다른 해의 경우

패널 분석에서 소득계층간 평균소득의 격차가 훨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한 현상

이다. 횡단면 분석은 매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한 것이므로 소득 크기 순서로 소

득계층이 정해지지만, 패널 분석은 2005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정한 것이므로 다른 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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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456.54 582.39 602.04 859.01

2 559.35 818.88 940.11 1123.47

3 1054.92 1451.04 1633.42 1757.85

4 1971.57 2531.49 2578.03 3164.65

5 5139.95 6634.60 7562.35 7922.19

10분위 분배율 19.76 21.12 20.39 25.02

합계 1866.69 2544.54 2837.49 3160.51

는 2005년과는 소득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패널 분석이 횡단면 분석보다 격차가

작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의미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십분위분배율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모두 횡단면 분석보다 패널 분석에서 훨씬 증가

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2008년에 더욱 심하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하위계층 중에서 상위계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는 2008년의 소득

을 비교해 보자.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계층을 보면 횡단면 분석인 <표 2>에 비하여 패널 분석

인 <표 3>의 소득이 2배가 넘는다. 이에 비하여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계층을 보면 횡단면 분석

인 <표 2>보다 패널 분석인 <표 3>의 소득이 크지만 그 정도가 얼마 안 된다. 이는 2005년에

최상위인 5분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2008년에도 여전히 최상위인 5분위계층에 속하

지만, 2005년에 최하위인 1분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2008년에는 최하위인 1분위계층

에서 탈출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2, 3, 4 계층에서는 횡단면 분석의 소득액이 패널 분석

의 소득액보다 작은데, 그 격차는 소득이 상승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패널 분석인 <표 3>의 변이계수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크다는 것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

수록 소득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단면 분석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십분위분배율이 증가한 것은 양극화가 감소한 것을 의미하

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전체 가구가 아닌 근로나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패널 자료에서는 통상 저소득 가구의 표본 탈락율이 높

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금융자산과 부채의 변화

(1) 금융자산의 변화

<표 4>와 <표 5>에는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평균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횡단

면 분석 결과이며, <표 5>는 패널 분석 결과이다.

<표 4> 소득계층별 금융자산의 변화: 횡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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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456.54 749.89 823.80 1012.68

2 559.35 1062.04 1140.81 1607.07

3 1054.92 1603.36 1954.02 2294.27

4 1971.57 2770.71 3200.79 3419.88

5 5139.95 6529.52 7093.79 7472.16

10분위 분배율 19.76 27.75 27.69 35.06

합계 1866.69 2544.54 2837.49 3160.51

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1006.23 853.44 891.87 939.01

2 1289.54 1295.63 1291.25 1408.54

3 1295.64 2083.57 1824.43 2102.98

4 1546.19 2029.49 1841.53 2387.63

5 2599.16 3116.44 3389.05 3702.39

10분위 분배율 88.33 68.96 64.42 63.41

합계 1547.13 1936.68 1916.99 2191.53

<표 5> 소득계층별 금융자산의 변화: 패널 분석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평균의 연도별 변화도 소득에 대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횡단면

분석에 비하여 패널 분석에서 소득계층별 격차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금융자산 격차의 감소 정

도는 소득 격차의 감소 정도에 비하여 작다. 이는 소득에 비하여 금융자산의 계층 간 이동성이

약함을 시사한다.

한편 금융자산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서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최근으로 올수록 십분위분배율

이 증가하여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금융부채의 변화

<표 6>과 <표 7>에는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평균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 6>은 횡단

면 분석 결과이며, <표 7>은 패널 분석 결과이다.

 

<표 6> 소득계층별 금융부채의 변화: 횡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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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1006.23 926.06 861.62 975.16

2 1289.54 1668.52 1505.24 1610.17

3 1295.64 1746.64 1524.65 1619.52

4 1546.19 1972.19 2243.53 2495.38

5 2599.16 3374.57 3460.15 4271.88

10분위 분배율 88.33 76.89 68.40 60.52

합계 1547.13 1936.68 1916.99 2191.53

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549.69 -271.05 -289.83 -80

2 -730.19 -476.75 -351.14 -285.07

3 -240.72 -632.53 -191.01 -345.13

4 425.38 502 736.5 777.02

5 2540.79 3518.16 4173.3 4219.8

합계 319.56 607.86 920.5 968.98

<표 7> 소득계층별 금융부채의 변화: 패널 분석

소득계층별 금융부채 평균의 연도별 변화는 소득이나 금융자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서,

횡단면 분석의 격차와 패널 분석의 격차의 크기가 유사하다. 그리고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2006년에는 패널 분석의 부채가 더 많지만, 2007년과 2008년에는 횡단면 분석의 부채가 더 많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부채는 소득이나 자산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부채의

많고 적음이 형편의 좋고 나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융부채의 십분위분배율을 보면 횡단면 분석이나 패널 분석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금융부

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 증가는 최상위소득계층의 부채 증가에 기

인한다.

  

(3) 금융순자산의 변화

  이번에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융순자산액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소득계층별 금융순자산의 변화: 횡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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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549.69 -176.17 -37.82 37.52

2 -730.19 -606.48 -364.43 -3.1

3 -240.72 -143.28 429.37 674.75

4 425.38 798.52 957.26 924.5

5 2540.79 3154.95 3633.64 3200.28

합계 319.56 607.86 920.5 968.98

<표 9> 소득계층별 금융순자산의 변화: 패널 분석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다. 즉 횡단면 분석에 비하여 패널

분석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가 더 작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최하위소득계층인 1분

위계층은 횡단면 분석에서는 -80만원이지만 패널 분석에서는 38만원이다. 2분위계층도 횡단면

분석에서는 -285만원이지만 패널 분석에서는 -3만원이다. 최상위소득계층인 5분위의 경우 횡단면

분석에서는 4,220만원이지만 패널 분석에서는 3,200만원이다.

한편 횡단면 분석이나 패널 분석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금융순자산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05-2008 기간의 소득계층 간 이동 분석

앞에서 수행한 소득계층별 평균소득에 대한 패널 분석은 2005년에는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했

던 가구들 중 상당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소득계층으로 옮긴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소득 기준으로 5분위소득의 각 계층에 속했던

가구들이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면 소득계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

하였다. 이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은 전체 가구인 경우와 (2005년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55세 미만인 경우의 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근로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가구주의 근로능력은

가구소득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는 소득계층 간 이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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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기준 소득계층

(전체가구 대상)

2005년 기준 소득계층

(54세 이하만)

1 2 3 4 5 1 2 3 4 5

소득

계층

(2008년

기준)

1 54.2 21.6 6.4 2.2 1.7 32.4 13.4 4.8 1.9 1.6

2 23.2 37.5 25.9 10.3 1.9 25.4 39.7 26.1 9.4 1.6

3 11.5 23.7 33.8 21.8 9.3 17.3 27.6 33.9 23.3 8.5

4 7.6 12.3 23.9 40.8 20.6 15.6 14.4 25.3 40.5 20.4

5 3.4 4.8 10.0 24.8 66.5 9.2 4.8 9.8 25.0 67.9

<표 10> 2005년과 2008년 기간의 소득계층 이동 분석

(단위: %)

먼저 전체가구에 대한 결과를 보자. 2005년에 최하위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구들 중에

서 2008년에도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절반이 조금 넘는 54.2%이다. 나머지 가구들은 상위소득

계층으로(2분위로 23.2%, 3분위로 11.5%, 4분위로 7.6%, 5분위로 3.4%) 이동했다. 한편 2005년도

에 2분위에 속했던 가구 중에서 2008년에도 2분위인 가구는 37.5%이며, 21.6%는 1분위로 소득계

층이 더 낮아졌다. 이에 비하여 나머지 40여%의 가구는 소득계층이 상향 이동(3분위로 23.7%, 4

분위로 12.3%, 5분위로 4.8%) 했다.

다음은 2005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55세 미만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자. 이 결

과에서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더욱 최하위소득계층의 상향이동 경향이 뚜렷하다.

2005년에 1분위 계층 가구 중 2008년에도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32.4%이다. 나머지 가구들은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했다. 2분위로 이동한 가구는 25.4%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유

사하지만 나머지 계층으로의 이동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3분위로

이동한 가구는 17.3%, 4분위로 이동한 가구는 15.6%, 5분위로 이동한 가구는 9.2%이다.

1분위소득계층이 상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계층이동’으로서 이는 값은 ‘2008년 소득계층- 2005

년 소득계층(혹은 2008년 소득계층 - 1)’이다. 가령 2005년에는 1분위 소득계층이었다가 2008년에

4분위 소득계층이 되었으면 이 가구의 ‘계층이동’ 값은 3이 된다. 독립변수는 가구주의 인적 특성

으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직종(상용직, 자영업) 유형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값들은 2005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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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 Beta 회귀계수 P>t

성별 0.217** 0.084 0.033
연령 -0.025*** -0.295 0.000

교육수준 0.135*** 0.172 0.000
건강상태 0.102*** 0.107 0.008
상용직 0.735*** 0.136 0.001
자영업 0.226* 0.089 0.050
상수항 1.165*** - 0.002

  0.27

자료수 581

<표 11> 최하위 소득계층의 계층이동에 대한 회귀분석

주1) ***P<0.01, **P<0.05, *P<0.1 임.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값을 보면 대체로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한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1분위계층에서 더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로인 경우에 비하여 상용직이나 자영업인 경우가 상

위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Beta 회귀계수값을 보면 계층의 상향 이동에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교

육수준과 직종 유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횡단면 소득·금융자산 격차의 연도별 변화 분석

앞에서 횡단면 분석으로 수행한 5분위 소득계층의 연도별 평균 소득액과 평균 금융자산액 추

이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계층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술하였듯이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다르다. 물론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가구주

가 일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저소득 계층일수록 탈락률이 높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5-2008 기간 동안 평균 소득과 금융자산의 소득계층 간 격차가 감

소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우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에는 각 가구의 인적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계층별 평균 소득과 금융자산의 격차를 분석하

기로 한다. 즉 소득과 금융자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계층 더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여기에 가

구의 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횡단면 회귀분석을 연도별로 실시한 후, 소득계층 더미 계수

값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소득계층 간 격차 중에서 소득계층 간 인적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을 제거한다.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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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수값 P>t 계수값 P>t 계수값 P>t 계수값 P>t

성별 0.073*** 0.000 0.052*** 0.001 0.063*** 0.000 0.091*** 0.000

교육수준 0.016*** 0.000 0.028*** 0.000 0.027*** 0.000 0.037*** 0.000

건강상태 0.011** 0.028 0.016*** 0.004 0.008 0.157 0.010* 0.081

연령 0.008*** 0.007 0.016*** 0.000 0.018*** 0.000 0.016*** 0.000

연령제곱*1000 -0.066** 0.021 -0.151*** 0.000 -0.167*** 0.000 -0.147*** 0.000

가족수 0.173*** 0.000 0.171*** 0.000 0.172*** 0.000 0.170*** 0.000

2분위 0.695*** 0.000 0.596*** 0.000 0.608*** 0.000 0.565*** 0.000

3분위 1.106*** 0.000 0.946*** 0.000 0.954*** 0.000 0.895*** 0.000

4분위 1.493*** 0.000 1.284*** 0.000 1.277*** 0.000 1.171*** 0.000

5분위 1.991*** 0.000 1.790*** 0.000 1.790*** 0.000 1.652*** 0.000

상수항 5.700*** 0.000 5.757*** 0.000 5.840*** 0.000 5.941*** 0.000

  0.90 0.90 0.89 0.88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수값 P>t 계수값 P>t 계수값 P>t 계수값 P>t

성별 0.543*** 0.001 0.211 0.149 0.033 0.786 0.106 0.396

교육수준 0.102*** 0.015 0.111*** 0.004 0.049 0.146 0.085** 0.011

건강상태 0.204*** 0.000 0.145*** 0.007 0.177*** 0.000 0.091* 0.052

연령 -0.067** 0.020 -0.082*** 0.002 -0.041* 0.061 -0.082*** 0.000

연령제곱*1000 0.996*** 0.000 1.063*** 0.000 0.685*** 0.000 0.992*** 0.000

가족수 -0.031 0.492 0.044 0.291 0.146*** 0.000 0.083*** 0.020

2분위 0.478*** 0.003 0.556*** 0.000 0.706*** 0.000 0.745*** 0.000

3분위 1.744*** 0.000 1.741*** 0.000 1.872*** 0.000 1.689*** 0.000

4분위 2.963*** 0.000 2.972*** 0.000 2.677*** 0.000 2.547*** 0.000

5분위 4.241*** 0.000 3.985*** 0.000 3.783*** 0.000 3.499*** 0.000

상수항 2.577*** 0.001 3.887*** 0.000 3.271*** 0.000 5.069*** 0.000

<표 12> 횡단면 소득 격차의 연도별 변화 분석

주1) ***P<0.01, **P<0.05, *P<0.1 임.

이 회귀분석에서 인적특성 변수들은 통제변수로서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이 변수들 회귀계수

의 부호와 크기를 보면 일반적인 소득의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값이

통상의 소득 회귀분석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은 소득계층 더미가 독립변수로서 포함되었기 때

문이다.

5분위 소득계층 중에서 1분위가 제외되었으므로, 각 소득분위 더미의 계수값은 1분위와의 격

차를 보여 준다. 소득분위 더미의 계수값을 보면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의 계수값들이 줄었고,

2006년과 2007년은 유사하며, 2007년에 비하여 2008년의 계수값이 다시 줄었다. 이는 소득의 계

층간 격차가 2005-2006 기간에 줄었고, 2006-2007 기간은 유사하며, 2007-2008 기간에 줄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회귀분석에 의하여 인적특성의 차이(혹은 변화)를 통제한 뒤의 결과도 이를 통제하지

않은 기술통계만의 분석과 유사하다. 즉 2005-2008 기간 중 최근으로 올수록 계층간 소득격차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자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자. 이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횡단면 금융자산 격차의 연도별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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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 0.28 0.30 0.26

로그금융부채
전체가구 하위 40%이하 상위 40%이상

계수값 P>t 계수값 P>t 계수값 P>t

가구주성별 0.201 0.384 -0.034 0.906 0.344 0.525

가구주 연령 0.103*** 0.015 0.112* 0.063 0.218** 0.021

연령제곱 -0.001*** 0.001 -0.001** 0.013 -0.003*** 0.005

배우자취업여부 0.368** 0.011 0.568** 0.016 0.313 0.176

가구원수 0.388*** 0.000 0.509*** 0.000 0.359*** 0.003

로그금융자산 -0.427*** 0.000 -0.334*** 0.000 -0.570*** 0.000

로그부동산자산 0.024 0.135 0.026 0.300 0.042* 0.086

소득

계층

2분위 0.469** 0.036 0.498** 0.021 - -

3분위 1.223*** 0.000 - - - -

4분위 1.340*** 0.000 - - - -

5분위 1.798*** 0.000 - - 0.540** 0.021

경상소득의 변이계수 0.298 0.107 0.107 0.572 1.304** 0.013

보건의료비비중 0.017* 0.070 0.023** 0.040 0.027 0.228

공교육비비중 0.003 0.809 0.016 0.347 -0.010 0.617

사교육비비중 0.020* 0.093 -0.014 0.466 0.037** 0.046

교통통신비비중 0.044*** 0.000 0.043*** 0.002 0.038*** 0.004

(상수) 1.753 0.108 0.578 0.739 1.656 0.466

Adjusted R2 0.135 0.158 0.100

표본수 3102 1238 1241

주1) ***P<0.01, **P<0.05, *P<0.1 임.

금융자산의 경우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에 의하여 인적특성의 차이(혹은 변화)를 통제

한 뒤의 결과도 이를 통제하지 않은 기술통계만의 분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2005-2008

기간 중 최근으로 올수록 최하위와 최상위 계층간 금융 자산 격차는 감소하였다.

5. 금융부채에 대한 횡단면 회귀분석(2008년)

지금까지 본 연구의 분석은 2005-2008년 기간의 소득계층간 소득과 자산, 부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초점을 다소 바꿔서 금융부채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기로 한

다. 서론에서 논의하였듯이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또한 2008

년 말의 금융위기는 가계의 금융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시기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 현황이 어떠하며 이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물론 추후에 금융위기 이후의 분석과 연계되면 더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 금융부채 발생원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종속변수는 금융부채의 자연로그값이며, 독립변수는 가구주 인적특성, 가구원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규모, 가구의 소비특성 등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가구, 하

위40%(1, 2분위), 상위40%(4, 5분위)로 각각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4 > 금융부채에 대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2008년만

주1) ***P<0.01, **P<0.05, *P<0.1 임. 종속변수는 로그금융부채임. 4차년도(2008년)을 기준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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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5분위수.

먼저 가구주 연령을 보면 대략 50세 정도까지는 부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역

U자 형을 그림을 알 수 있다.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상위소득계층에 비하여 좀 더 높은 연령까지

부채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상위소득계층의 연령에 따른 부채의 증가 및

감소 속도가 하위소득계층보다 더 빠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취업은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지만 상위소득계층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가구소득이 유사할 때(즉 같은 소득계층에 속해 있을 때),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는 소비지출액이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소비지출의 부담이 부

채로 이어지는 것은 상위소득계층보다는 주로 하위소득계층에서 발생할 것이다). 혹은 역으로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갚기 위하여 배우자가 더 적극적으로 취업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저소득계층에

서 더 심하다는 것도 상식과 부합한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금융부채가 적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상위소득계층에서 더 뚜렷

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대출을 하고, 이것이 가

계부채에 큰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자산액과 금융부채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은 그다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의 자료에서 부동산 자산액에 측정오차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소득에 변동이 많을수록 부채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현상은 상위소득계층에서만 그

렇고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하위소득계층에서는 보건의료비와 교통통신비가 금융부채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

냈고, 상위소득계층에서는 사교육비와 교통통신비가 금융부채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

다. 하위소득계층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그리고 상위소득계층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부채와 관

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통통신비 지출이 양 계층 모두에서

부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소 예상 밖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의 소득,

자산 및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런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횡단면 분석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패널 분석을 함으로써 소득계층의 역동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이

다. 첫 째, 2005-2008 기간 동안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 및 자산격차는 감소하였다. 둘 째, 2005년

에 저소득계층이었던 가구들 중 상당수는 그 이후에 보다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하였다. 셋 째,

2005-2008 기간에 각 소득계층에서 금융순자산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것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가

구주가 일하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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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분

석대상 가구를 전체로 한다든가, 노동패널 등 다른 자료를 사용한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본 연구

의 분석을 다시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의 이동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흥미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계층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변한다. 하지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본 연구진에게는 다소 의외였다. 이 정도의 변화를 변화가 심하

다고 해야 할 지, 혹은 적다고 해야할 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최근 4년간

의 변화 정도가 그 이전에 비하여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이 흥미있는 연구 의제를 던진 것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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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Ó�Ér�ÃÐ°ú9}¦̀�כ��'a$í
e��>�
ÆÒ&ñ
�<Ê(consistent).

#Q�"����Ãº�� �̧	��½Óõ�����'as�\O��̀¦M:Õª���Ãº\�¦JYÚ�|+8�s����<Ê.

[O�"î
���Ãº��JYÚ�|+8�s���� LS��H->	ÜïMÎ34�\�¦ÆÒ&ñ
�<Ê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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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î
���Ãº��?/Òqt&h�����â
Äº

[O�"î
���Ãº��50Ú�|+8�(�̧	��½Óõ�����'aH�d)s���� LS��H �̂>�&h�Ü¼�Ð ú̧�3lwH�d

?/Òqt$í
_���H"é¶

I ×�æ¹כô�Ç���Ãº\�¦��ä¼aË>(omitted variables)
I Xü< Y��1lxr�\����&ñ
H�d(simultaneity)
I "é¶���õ����õ�\�¦ ú̧�3lw���d���<Ê(��Ë̈�Ð�r))

?/Òqt$í
_�K����Õþ�

I ��ä¼�2;���Ãº(¢̧��Hs�ü<Ä»��ô�Ç���Ãº)\�¦Äº���\�V,�6£§. s�~½ÓZO��Ér omitted

variables_��â
ÄºK����Õþ�s�÷&t�ëß� simultaneity_�K����Õþ��Érîß�H�d
I �̧½̈���Ãº(Z)\�¦��6 x: �̧½̈���Ãº��HgC�»j�\�s�#Q����¦Äºo�_����½̈(:£¤y�

[O�"î
���Ãº)ü< ®̧�Áo>Å]�s�e��#Q���<Ê

MÎ3]�@)ç�e����HJYÚ�|_�@¬£��Ø�æì�ry�e��Ü¼������õ��'a>�\�¦ÆÒ&ñ
½+ÉÃºe��6£§

ô�Çu�2�¤ (�¦�9@/�<Æ�§) J�V,���«Ñ\�"fü@Òqt$í
õ����õ�$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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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ªaË>: ?/Òqt$í
_����õ�

−4 −2 0 2 4 6 8

−
5

0
5

10

x

y

&h����=�ÃÐ°úכ,z�́���=ÆÒ&ñ
°ú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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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éß����õ�J�V,�

S �éß����X<s���

I Cross sectional variation�̀¦s�6 x�<Ê
I ×�æ¹כô�Ç���Ãº\�¦��ä¼wn=0A+«>s�e��6£§ (�t�ëß� “s��Qs��Qô�Ç���Ãº[þtëß��¦&ñ
r�(����”��¦

ú́�����"f�Å�#Q°ú�Ãº�̧e��6£§)
I Simultaneity_��â
Äº\���H �̧½̈���Ãº(�'aº��$í
e����Hü@Òqt���Ãº)\�¦¹1Ô�����<Ê

J�V,�X<s���

I ���Ãº��¿º��t�~½Ó�¾ÓÜ¼�Ð����o�<Ê (cross sectional & temporal variation). s�

¿º��t�\�¦ �̧¿ºs�6 x½+ÉÃºe��6£§

I ¾º|ÃÌ�)a���Ãº_�%ò
�¾Ós�¬¹�>�����z��. S �éß����X<s���_��â
Äº�Ð��ë�H]j���8

4�¤ú̧�½+ÉÃºe��6£§

I #��Qr�l�\�����2;��«Ñ��e��Ü¼Ù¼�Ðü@Òqt$í
_�>h¥Æ�s��84�¤ú̧��<Ê. õ���_� �̧��H

���Ãº��H “ü@Òqt&h�”(<�Ê�Érs�p����&ñ
÷&#Qe��6£§){9���_�s��¦�&³F	כ �̧��H���Ãº��H

“?/Òqt&h�”{9�Ãºe��6£§.

%3�x9�ô�Ç(<�Ê�ÉrÃº�<Æ&h����)ì�r$3�s¹כ�½̈H�d

ô�Çu�2�¤ (�¦�9@/�<Æ�§) J�V,���«Ñ\�"fü@Òqt$í
õ����õ�$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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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Ñ\�¦#Qb�G>���Ò�¦������	כ

1 J�V,���«Ñ\�¦S �éß������«Ñ�Ð��7
"fì�r$3�: &ñ
�Ð_��ª��̀¦×�¦s��¦ i\�����2;
���1lxëß��̀¦s�6 x���H�	כ

1 y��y��_�l�çß�\�@/K�"fì�r$3�: õ���°ú̀�כ¦ �̧½̈���Ãº�Ð�̧��6 x½+ÉÃºe��6£§(õ���ü<

�&³F���H�Ð:�x�'aº��÷&#Qe���¦,õ�����Hs�p����&ñ
÷&#Qe��Ü¼Ù¼�Ð “ü@Òqt&h�”e��)
2 >h���Z>��Ð���l�çß�\�����2; î̈
ç�H�̀¦ ½̈�<Ê (be)

2 J�V,�X<s���_�&ñ
�Ð\�¦ �̧¿ºs�6 x

1 J�V,�e���̀¦Áºr���¦Áº�̧|	� OLS (Pooled OLS)
2 [O�"î
���Ãº_�%3�x9�ô�Çü@Òqt$í
��&ñ
��¦J�V,���«Ñ½̈�̧\�¦þj@/ô�Çs�6 x (re)
3 ‘>h���Z>��Ð�¦Ä»ô�Ç ò́õ�’\�¦]jü@��¦�����[O�"î
���Ãº��%3�x9�y�ü@Òqt&h�s����¦

��&ñ
 (fd, fe)
4 ‘>h���Z>��Ð�¦Ä»ô�Ç ò́õ�’\�¦���&ñ
ô�ÇÊê ‘õ�����Hs�p����&ñ
÷&#Qe����’��H��z�́�̀¦

s�6 x�#����õ��'a>�\�¦ÆÒ&ñ
�<Ê (dpd)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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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éß����ì�r$3�I:l�çß�Z>�ì�r$3�

�̧+þA: y��y��_� t\�@/�#� yit = αt + βtXit + vit

(reg y x if year==2005 ¢̧��H reg y i.year##c.x)

�â
Äº\�����õ���_� X, y°úכs�Äº���\��í�<Ê÷&�¦,õ���°úכ[þts� IV�Ð��6 xH�d

y�� t���� i\�����2;���1lxëß��̀¦s�6 x�#�>�Ãº\�¦ÆÒ&ñ
(S �éß����ì�r$3�)

ëß�{9� vit\�ô�Ç>h���_�?/F�&h�5Åq$í
($í
���,ü@�̧,0px§4�1px)s��í�<Ê�#e���¦, Xit�̧

s��Qô�Ç5Åq$í
õ��'aº���#e�������,s�/BN:�x_�5Åq$í
Ü¼�Ð���K� Xü< y��s�\�

�'a>���e����H�§Ü¼�Ð�Ð{9�Ãºe��6£	כ

s���H���õ��'a>�����m���]j3_¹כ��è�Ð���ô�Ç��)ç�+8�->	ÜïMÎ34�e��

s��â
Äº���Ãº[þt_�õ���°ú̧�כ s�?/F�&h�5Åq$í
\�_�K�%ò
�¾Ó�̀¦~ÃÎl�M:ë�H\�

õ������Ãº��H �̧½̈���Ãº�Ð"f��{©��t�·ú§6£§. ?/F�&h�5Åq$í
õ�Áº�'aô�Ç
ü@Òqt���Ãº\�¦ �̧½̈���Ãº�Ð��6 xK������HX<s�������Ãº\�¦¹1Ôl���~1�t�·ú§6£§

7£x��ì�r�̀¦��6 x����Þ�¶¹1Þ�̀¦Ãºe��6£§: 	�ì�rÊê�r),	�ì�r�)aõ������Ãº\�¦
�̧½̈���Ãº�Ð��6 x1px (1lxI�&h�J�V,��ÃÐ�¦)

ô�Çu�2�¤ (�¦�9@/�<Æ�§) J�V,���«Ñ\�"fü@Òqt$í
õ����õ�$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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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éß����ì�r$3�II:>h���Z>� î̈
ç�Hs�6 x (be)

X_�>�Ãº��H���l�çß�\����5g"f1lx{9�����¦4�§

ȳi\�¦ X̄i\�@/�#��r): ȳi = α + X̄iβ + v̄i

i\�����2;���1lxÜ¼�ÐÂÒ'����Ãº[þt_� î̈
ç�H[þt_��'a>�\�¦¶ú�(R4�§

“Between-groupÆÒ&ñ
|¾Ó” (xtreg y x, be)

Stata: xtreg y x1 x2, be [vce(r)]

X̄iü<?/F�&h�5Åq$í
(�'a8£¤îß�H�d)s��'aº���#e��Ü¼���ÆÒ&ñ
|¾Ó�Ér¼#��¾ÓH�d
I s��Qô�Ç?/Òqt$í
�̀¦�FG4�¤��9���S �éß����ì�r$3�\�"fü<��ðøÍ��t��ÐáÔ2�¤r����Ãº��

�̧½̈���Ãº\�¦¹1Ô�����<Ê

I ��m����&h�{©�y� ú́���¦�Å�#Q������

X��?/F�&h�5Åq$í
õ�Áº�'aô�Ç�â
Äº���̧,ëß�{9� Xit�� yit−1\�_��#�%ò
�¾Ó�̀¦

~ÃÎÜ¼��� î̈
ç�H[O�"î
���Ãº(X̄i)��H î̈
ç�H�̧	��½Ó(v̄i)õ��©��'a�̀¦°ú��¦ beÆÒ&ñ
|¾Ó�Ér

#Q�FMz��(biased)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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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çß�Z>�S �éß����ì�r$3�õ� BE����{©�ô�Ç�â
Äº

��{©�½+É �̧|	�

l�çß�Z>�S �éß����ì�r$3� BE

Xitü< vit��Áº�'a Xis�� vitü<Áº�'a (�8y©��<Ê)

– X_�>�Ãº��B�l�\�1lx{9� (��m������×�æî̈
ç�HÆÒ&ñ
)

>�Ãº��B�l�1lx{9�ô�Ç�â
Äº BEü<l�çß�Z>�ÆÒ&ñ
_�q��§
I BE\�"f î̈
ç�H�̀¦ ½̈�����§êøÍ�½Ó_����1lx(ú̧�6£§)s������t���HìøÍ���,[O�"î
���Ãº_�

���1lx;�¤(��� ñ)�̧�����|9�Äº�9��e��6£§
I Áº%Á	s����Ér����H��� ñü< ú̧�6£§×�æ#QÖ¼�8��s	כ ú́§s�×�¦#Q×¼Ö¼��\��������&ñ
H�d

I BE_���6 x�Ér ‘ô=�<Æ&h�’ë�H]j���1pw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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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l�çß�Z>�S �éß����ì�r$3�õ� BE��z�́J����H�â
Äº

X<s���: yit = α + βxit + ui + εit, α = 1, β = 1, xit = ui + wit (n = 100, T = 4)

ÆÒ&ñ
~½ÓZO�

1 y�� tZ>��Ð yit\�¦ 1, xit\��r)

2 y�� tZ>��Ð yit\�¦ 1, xit, yit−1\��r)

3 y�� tZ>��Ð∆yit\�¦∆xit\��r)

4 y�� tZ>��Ð yit\�¦ 1, xit\��r), (1, xit−1, yit−1)�̀¦ �̧½̈���Ãº�Ð��6 x

5 BE (���l�çß� î̈
ç�H��6 x)

���õ�(1000���ìøÍ4�¤z�́+«>, β̂_� î̈
ç�H)

β t ~½ÓZO�1 ~½ÓZO�2 ~½ÓZO�3 ~½ÓZO�4 BE

2 1.502 1.250 1.001 2.003
1 3 1.499 1.249 1.002 2.005 1.801

4 1.505 1.255 1.001 2.004

ô�Çu�2�¤ (�¦�9@/�<Æ�§) J�V,���«Ñ\�"fü@Òqt$í
õ����õ�$í
 KOWEPS�<ÆÕüt@/�r (17 Sep 2010) 14 / 40



S �éß����&ñ
�Ð\�¦s�6 x½+ÉM:ÅÒ_�&h�

1 ü@Òqt$í
ë�H]j

I yit = α + βXit + (ui + εit)\�"f Xit(�'a8£¤÷&��H>h���Z>�5Åq$í
)ü< ui(�'a8£¤îß�÷&��H?/F�&h�5Åq$í
)��

�©� ñ�'aº��s�\O�>�ëß�[þt#Q���<Ê

I s�\�¦0AK�"f��H��0pxô�Çô�Ç ú́§�Ér¹כ�è[þt�̀¦�'a8£¤�#� X\�¦Û�æÂÒ�>�ëß�[þt�¦ ui\���H

randomô�Ç¹כ�è[þtëß�z����¿º��H�s�ô�Ç~½ÓZO�s�H�d	כ
I s���H���²DG���Ãº¾º|ÃÌ_�0A+«>�̀¦þj�è�o���H���e	כ

2 BE¿ì>ý$��÷7B�¤�<��?
I BE����{©�½+É �̧|	��\�"f��×�æ\� �̂¦ RE���8 ò́Ö�¦&h�e��.
I Õª!3�\��̧Ô�¦½̈��¦ BE\�¦��6 x���Hs�Ä»?

F r�çß�	�"é¶�̀¦Áºr���¦���<Ê

F >h���çß�(between groups)_��'a>�\�×¼�Q��e����HZO�gË:$í
�̀¦¹1Ô�¦���<Ê

I J�V,�X<s���_� variation

1 Within-group variation: y��>h���_�r�çß�\�����2;���1lx
2 Between-group variation: �©�s�ô�Ç>h���[þtçß�_�	�s�

I r�çß�	�"é¶�̀¦���©�(abstract)��¦��½+ÉM: BE\�¦s�6 x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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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ì�r$3�I: Random Effects �̧+þA

��&ñ
 (Random effects)
I X��H%3�x9�y�ü@Òqt&h� (X���&³F���HÓüt�:rõ���_�Áº���0A&h��§êøÍ�½Ó\�_�K�"f�̧%ò
�¾Ó�̀¦îß�~ÃÎ6£§)
I X��H y\�%ò
�¾Ó�̀¦p�u���H?/F�&h�5Åq$í
(r�çß�\����5gÔ�¦���)õ��©��'a\O�6£§
I X_�>�Ãº��H���l�çß�\�1lx{9��<Ê

Ãºd��Ü¼�Ð³ð�&³: yit = α + βXit + ui + εit

I ui: y\�%ò
�¾Ó�̀¦p�u���Hr�çß�Ô�¦���_�?/F�&h�5Åq$í
(>hZ>�ò́õ� individual effects)
I εit: í�H���y�Áº���0A&h¹כ�����è (idiosyncratic error)
I Xitü< ui��HÁº�'a�<Ê

I Xisü< εit��H �̧��H s, t\�"fÁº�'a�<Ê(%3�x9�ô�Çü@Òqt$í
). õ���_� ε°úכs��&³F�x9�p�A�_�

X°úכ\�%ò
�¾Ó�̀¦p�u�t�·ú§6£§

“Random effects”_�>pw
I >hZ>�ò́õ� ui�� XìḿÜï�ç¡MÎ3�}"T�ª£���a�(random)}¹z�́�&³H�d
I ���²DG Xü< ui��Áº�'a�����H>pw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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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Effects �̧+þA_�ÆÒ&ñ


1 Pooled OLS (reg y x)
I J�V,��Ð"f_�$í
|9��̀¦Áºr���¦ �̧��HX<s���\�¦ô�ÇX< �̧�� OLS
I yit = α + βXit + (ui + εit)\�"f[O�"î
���Ãº�� �̧	��½Óõ�1lqwn�s�Ù¼�Ð consistent
I y��>h���çß�(‘ÕªÒ�̈çß�’)\�"f�Ð1lqwn�s��¦1lxì�ríß��̀¦°ú���H���¦��8���̧ô�Ç
>h���?/(‘ÕªÒ�̈?/’)\�"f��H �̧	��½Ós��©� ñ�'aº���̀¦��f��

F Õª�QÙ¼�ÐÕªÒ�̈?/\�{9�ìøÍ&h����ì�ríß�½̈�̧\�¦)�6 x���H vce(cluster id) �̀v����̀¦

ÅÒ#Q�� t°úכõ� p°úכs� �̀¦��2£§
F ¢̧ ÕªÒ�̈?/\� �̧	��½Ó_���l��©��'aÜ¼�Ð���K� OLS��H BLUE����_��

2 Feasible GLS: “Random effects estimator” (xtreg y x, re)
I ui�� iid, εit�� iid, uiü< εit��"f�Ð1lqwn�, �̧¿º î̈
ç�H 0,ì�ríß��Ér σ2

u , σ2
εs����<Ê

I �̧	��½Ó ui + εit_�ÕªÒ�̈?/x9�ÕªÒ�̈çß�ì�ríß�õ�/BNì�ríß�_�d���̀¦ ½̈ô�ÇÊê σ2
u , σ2

ε�̀¦

ÆÒ&ñ
�#� FGLS\�¦�<Ê⇒ “Random effects estimator”
I ‘%3�x9�ô�Çü@Òqt$í
’_���&ñ
s� �̀��¦0A_�ì�ríß�½̈�̧_���&ñ
s� ú́�Ü¼��� REÆÒ&ñ
|¾Ó�Ér

consistent����"f efficient�<Ê
I ì�ríß�½̈�̧_���&ñ
s�d�¦o���� consistent�t�ëß� vce(r) �̀v����̀¦��6 xK����<Ê.

<�Ê�Ér PA��6 x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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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pulation-averaged (PA) �̧+þA
I Pooled FGLS (7á§�8{9�ìøÍ&h�����©�S!�\�"f)

F xtreg y x, pa corr(independent): OLSü< (��_�)1lx{9�
F xtreg y x, pa corr(exchangeable): reü<��H��

F xtreg y x, pa corr(ar k): AR(k)r�>�\P�Ä»+þA
F xtreg y x, pa corr(unstructured): y���½Ó�̀¦ÆÒ&ñ

F xtreg y x, pa corr(nonstationary g): lag=g��t���HÆÒ&ñ
,Õªs��©��Ér 0
F
1px1px

I q����+þA �̧+þA\�"f�̧��6 x��0px

I xtgee\�¦ÂÒ2£§

4 |��J�V,�: xtglsü< xtpcse

���¹כ

reg; xtreg, re; xtreg, pa; xtgee; xtgls; xtpcse

�̧¿º random effects ([O�"î
���Ãºü< ui + εit������'aîß�H�d)

ô�Çu�2�¤ (�¦�9@/�<Æ�§) J�V,���«Ñ\�"fü@Òqt$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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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OLS, RE_�q��§

X<s���Òqt$í
~½ÓZO�

I ui ∼ N(0, 1)

I Xit = wit ¢̧��H Xit = ui + wit. #�l�"f wit ∼ N(0, 1)

I yit = 1 + βxit + ui + εit, β = 1, εit ∼ N(0, 1)

I n = 100, T = 4, 1ëß����ìøÍ4�¤

���õ�

E(Xitui) = 0

~½ÓZO� î̈
ç�H SD

BE 0.9988 0.2247
OLS 1.0000 0.0696
RE 1.0003 0.0556

E(Xitui) 6= 0

~½ÓZO� î̈
ç�H SD

BE 1.8006 0.0601
OLS 1.4968 0.0531
RE 1.3833 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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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ì�r$3�II: Fixed Effects �̧+þA

��&ñ


I X��H%3�x9�y�ü@Òqt&h� (X���&³F���HÓüt�:rõ���_� y°úכ\�_�K�"f�̧%ò
�¾Ó�̀¦îß�~ÃÎ6£§)
I X_�>�Ãº��H���l�çß�\�1lx{9��<Ê

�̧+þAs� yit = α + βXit + (ui + εit){9�M:

I Xitü< ui��H correlate÷&#Q�̧a%~6£§ (ui = “fixed effects”)
I Õª�Q�� Xisü< εit��H#Q�"� t, s\�@/K�"f�̧�'aº��s�\O�6£§

ui\�¦ ‘�̧	��½Ó’Ü¼�Ð2[/åLK�"f��Hîß�H�d

¿º��t�/'î�r~½ÓZO�

1 7£x��ì�rs�6 x

2 î̈
ç�HÜ¼�ÐÂÒ'�#Á	#Qèß�&ñ
�̧\�¦s�6 x

s�¿º~½ÓZO��Ér OLS_��â
Äº��\�¦Ãºe��Ü¼�� GLS��H1l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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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þA_�ÆÒ&ñ


Point: ui\�¦�è���<Ê

1 	�ì�r: ∆yit = β∆Xit + ∆εit (reg d.y d.x, vce(cluster id) [nocons])
2 Within-group���8̈�: yit − ȳi = β(Xit − X̄it) + (εit − ε̄it) (xtreg y x, fe)

ui��H�è��÷&�¦,���8̈��)a[O�"î
���Ãºü<���8̈��)a �̧	��½Ó�Ér1lqwn� (X��H ε\�@/�#�%3�x9�y�

ü@Òqt&h�s����¦�%i�l�M:ë�H)

���8̈��)a �̧	��½Ó(y��y��∆εitü< εit − ε̄it)\���l��©��'a(1lx{9�ô�Ç i_��â
Äº)s��>rF��<Ê.

�̧	��½Ó(εit)\�s�ì�ríß�$í
�̧\O��¦��l��©��'a�̧\O����¦���. s�M:
1 	�ì�rÊê pooled OLS��H&ñ
�Ð\�¦ ò́Ö�¦&h�Ü¼�Ðs�6 x�t�3lw�<Ê. Withing-group

���8̈��Ð��W=� ò́Ö�¦&h�

2 Within-group���8̈�Êê pooled OLS��H efficient�<Ê! ⇒ “Fixed EffectsÆÒ&ñ
|¾Ó”

�̧	��½Ó\�s�ì�ríß�$í
s�����l��©��'as�e��Ü¼���Within-group���8̈�Êê FGLS
��6 x (Stata"î
§î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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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Ð�¦

Within-groupÆÒ&ñ
ZO�õ� 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LSDV)
I LSDV =>h����8p�\�¦�í�<Êr�v��¦ �̧��H ui (i = 1, . . . , n)ü< β\�¦ OLS�ÐÆÒ&ñ
�<Ê
I LSDV = Within-group (¢-a���y�1lx{9�)

r�çß�ò́õ�

I yit = α + γt + βXit + ui + εit

I r�çß��8p����Ãº[þt�̀¦���Ér[O�"î
���Ãºü<1lx{9��>�2[/åL����H�d

i t d1 d2 d3 · · · t1 t2 t3

1 1 1 0 0 1 0 0

1 2 1 0 0 0 1 0

1 3 1 0 0 0 0 1

2 1 0 1 0 1 0 0

2 2 0 1 0 0 1 0

2 3 0 1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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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 FD, FE_�q��§

X<s���Òqt$í
~½ÓZO�

I ui ∼ N(0, 1)

I Xit = wit ¢̧��H Xit = ui + wit. #�l�"f wit ∼ N(0, 1)

I yit = 1 + βxit + ui + εit, β = 1, εit ∼ N(0, 1)

I n = 100, T = 4, 1ëß����ìøÍ4�¤

���õ�

E(Xitui) = 0

~½ÓZO� î̈
ç�H SD

BE 0.9988 0.2247
RE 1.0003 0.0556
FD 1.0004 0.0661
FE 1.0005 0.0577

E(Xitui) 6= 0

~½ÓZO� î̈
ç�H SD

BE 1.8006 0.0601
RE 1.3833 0.0622
FD 1.0004 0.0661
FE 1.0005 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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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
[þt,ÅÒ_�&h�

>�Ãº��1lx{9�ô�Çt����&ñ
: r�çß��8p�,r�çß��8p�×[O�"î
���Ãº�í�<Ê
xtreg y i.year##c.x, fe vce(r)
test 2002.year#c.x 2003.year#c.x 2004.year#c.x

>hZ>�ò́õ�(ui)���>rF����Ht����&ñ
: Breusch-Pagan test (xttest0)

[O�"î
���Ãºü<>hZ>�ò́õ�(ui)��"f�Ð�'aº��÷&#Qe����Ht����&ñ

I H0: �'aº��÷&#Qe��t�·ú§6£§
I FE��H��ÂÒçß�\� consistent; RE��H H0s� ú́��̀¦M: consistent��¦ efficient�<Ê
I Hausman���&ñ
 (hausman fe re)

εit\���l��©��'a(°ú �Ér i,�©�s�ô�Ç t��s�)õ�s�ì�ríß�$í
(�©�s�ô�Ç i��s�)s�e��Ü¼���
I y�� iZ>��Ð]j���\O���Hì�ríß��̀¦ÆÒ&ñ
ô�Ç��6£§s�\�¦ i\����5g î̈
ç�H
I Stata\�"f��H vce(robust) �̀v�����6 x

I �ÃÐ�¦: s��â
Äº RE�� efficient�t�·ú§l�M:ë�H\� Hausman test��îß�H�d

s��©�\�"f��H X��*8�D�BZ�JYÚ�|+8�s����¦�%i�6£§
I X��H������̀¦]jü@��¦��H Y_����&ñ

ò%�_���¹כ�¾Ó�̀¦���)�~ÃÎt�·ú§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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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ò́õ� �̧+þA_¹כ����

l��:r��&ñ


1 �̧	��½Ó = ui + εit

2 [O�"î
���Ãº(X)��H εitü<1lqwn�

RE
I [O�"î
���Ãºü< ui��Áº�'a���� consistent (ÕªXO�t�·ú§Ü¼��� inconsistent)
I uiü< εit��Áº�'a��¦ εit�� ‘Ñþ�Ò�oú̧�6£§’s���� efficient (OLS�� FE�Ð����6£§)

FE
I Õªzª� consistent
I εit��1lqwn��)a�§êøÍ�½Ós���� ò́Ö�¦&h�e��

BE
I [O�"î
���Ãºü< ui��Áº�'aK����<Ê

I S �éß�����'a>�\�|9�×�æ�<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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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a\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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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¹כ���� (pdata1.pdf)
-------------------------------------------------------------------------------

Variable | be ols_r re_r fe fe_r
-------------+-----------------------------------------------------------------

x | -.43838902 -.07629686 -.07629686 .06160501 .06160501
| .06180563 .02414259 .02414259 .04169161 .02829005
| 0.0000 0.0021 0.0016 0.1406 0.0318

_cons | -.03063277 -.03605449 -.03605449 -.03811934 -.03811934
| .03201721 .0370716 .0370716 .03498776 .0004236
| 0.3410 0.3331 0.3308 0.2768 0.0000

-------------+-----------------------------------------------------------------
N | 400 400 400 400 400

r2_a | .33248392 .00838779 -.32477417 .00475508
-------------------------------------------------------------------------------

legend: b/se/p

. xttest0

Test: Var(u) = 0
chi2(1) = 0.19

Prob > chi2 = 0.6650

. hausman fe re
chi2(1) = (b-B)’[(V_b-V_B)^(-1)](b-B)

= 46.65
Prob>chi2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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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ú̧�ô�Ç �̧+þA (Hausmanõ� Taylor)

�̧+þA: yit = β1X1,it + β2X2,it + γ1Z1,t + γ2Z2,t + ui + εit

I �̧��H[O�"î
���Ãº��H ε\�@/�#�%3�x9�y�ü@Òqt&h�

I X=r�çß�\���������<Ê, Z: r�çß�\����5gÔ�¦���
I “1”=uiü<Áº�'a, “2”=uiü<����'aH�d

ÆÒ&ñ


I X2ü< Z2��\O�Ü¼���: RE
I β1, β2: FE (Z���è��÷&Ù¼�Ð γ��HÆÒ&ñ
Ô�¦��)
I γ2\�¦ÆÒ&ñ
��¦z�·Ü¼���?

X2ü< Z2��e���̀¦M:_�ÆÒ&ñ
 (Hausman and Taylor, 1981)
I X2��H X2,it − X̄2,i\�¦ �̧½̈���Ãº�Ð��6 x

I Z2��H X̄1,i\�¦ �̧½̈���Ãº�Ð��6 x

I X1_�Ì�	Ãº��Ø�æì�r���� γ2\�¦ÆÒ&ñ
½+ÉÃºe��6£§

I xthtaylor y x1 z1, endo(x2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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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ì�r$3�III:1lxI�&h�J�V,�

t��FK��t�[O�"î
���Ãº��H*8�D�BZ�JYÚ�|+8�s����%i�6£§.

Äº���\� yit−1s�e��Ü¼���? %3�x9�y�ü@Òqt&h�s�t�·ú§6£§

y��ÆÒ&ñ
~½ÓZO�s�[O�"î
���Ãº_�ü@Òqt$í
�̀¦ëß�7á¤r�v���Ht��Ð�����<Ê

each t : yit = α + δyit−1 + (ui + εit)

BE : ȳi = α + δȳi,−1 + (ui + ε̄i)

OLS : yit = α + δyit−1 + (ui + εit)

RE : yit − θȳi = (1− θ)α + δ(yit−1 − θȳi,−1) + (1− θ)ui + (εit − θε̄i)

FD : yit − yit−1 = δ(yit−1 − yit−2) + (εit − εit−1)

FE : yit − ȳi = δ(yit−1 − ȳi,−1) + (εit − ε̄i)

ui���>rF����Hô�Ç��Áº�̧�	כ ü@Òqt$í
�̀¦ëß�7á¤r�v�t�·ú§6£§

#Qb�G>�ÆÒ&ñ
½+É�?�����	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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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1lxI�&h�J�V,�

X<s���: yit = 0 + δyit−1 + (ui + εit), δ = 0.5, i = 1, . . . , 400, t = 1, . . . , 4

1ëß����_�z�́+«>Ü¼�ÐÂÒ'� δ = 0.5\�¦ÆÒ&ñ
ô�Ç°úכ[þt_� î̈
ç�Hõ�³ðï�r¼#�	�

be ols re fd fe

mean 0.9833 0.8744 0.8744 -0.2499 0.0881
sd 0.0091 0.0114 0.0114 0.0251 0.0276

�ÃÐ�¦: ui��\O�Ü¼��� ols(ü< re)��Hë�H]j\O�6£§

be ols re fd fe

mean 0.8861 0.4991 0.4991 -0.2499 0.1881
sd 0.0233 0.0217 0.0217 0.0251 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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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qt$í
ë�H]j

�̧+þA: yit = α + βXit + δyit−1 + (ui + εit)

6 x#Q

I exogenous (strictly exogenous): y\�%ò
�¾Ó�̀¦p�u�l�ëß���¦ ε�ÐÂÒ'�����ï

%ò
�¾Ó�̀¦~ÃÎt�·ú§6£§ (\V: ÒqtÓüt�<Æ&h�,t�o�&h�:£¤$í
,ÂÒ�̧,r�çß�ò́õ�,ÆÒ[j)
I predetermined (weakly exogenous): õ���_� ε°úכ\�_�K�%ò
�¾Ó�̀¦~ÃÎ�̀¦Ãº

e��Ü¼���&³F�r�&h�\�"f��H y\�_�K�%ò
�¾Ó�̀¦~ÃÎt�·ú§6£§ (\V: yit−1)
I endogenous: contemporarily�̧ ?/Òqt&h�e�� (\V: �è1pqõ��èq�)

“S �éß����”Û¼�Qî�r]X���HZO�õ� “J�V,�”Û¼�Qî�r]X���HZO�
I S �éß����: “�̧	��½Óõ�Áº�'a��¦[O�"î
���Ãºü<�'aº���)a �̧½̈���Ãº\�¦¹1Ô��. . . ”
I J�V,�: “õ������Ãº\�¦s�6 x���. . . ”

1lxI�&h�J�V,�X<s���l�ZO�

I IV/GMM
I Time seriesl�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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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½ÓZO�

Difference GMM
I �¦&ñ
ò́õ�\�¦]j���l�0AK�	�ì�r: ∆yit = δ∆yit−1 + ∆εit

I 	�ì�r�)a �̧	��½Ó�Ér εit − εit−1���X< yi1, . . . , yit−2��H∆εitü<Áº�'a�<Ê. Õª�QÙ¼�Ð

yi1, . . . , yit−2\�¦ �̧½̈���Ãº�Ð��6 x (Anderson and Hsiao, 1981; Arellano and Bond, 1991)
I ë�H]j&h�: ëß�{9� y_�'��I��� persistent���� yit−2ü<∆yit−1 ��s�_��©��'a�'a>���

±ú��¦ ‘weak instrument’ë�H]j��Òqt�̂� (0Aá¤Ü¼�Ð�©�{©�y�u�ÄºgË>)

System GMM
I yit = α + δyit−1 + (ui + εit)�r)d��\�"f yit−1�Ér ui M:ë�H\� �̧	��½Óõ� correlated.
I ∆yit\�"f��H ui��]j��÷&�¦ εit, εit−1, εit−2, . . .\�ëß�_��>r�<Ê

I Õª�QÙ¼�Ð∆yit−1�Ér (ui + εit)ü<Áº�'a�<Ê

I System GMM�Ér Difference GMMõ�s� Level GMM�̀¦���½+Ë�<Ê (Arellano and Bover,

1995; Blundell and Bond, 1998)
I Persistencyü<���ÂÒ�)aë�H]j��H\O�t�ëß�,>h���Z>� ò́õ���B�Äº��ØÔ��� biasH�d

Stata: xtabond, xtdpd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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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1 Exogenous, predetermined, endogenous[O�"î
���Ãº\�¦���&ñ

2 AR	�Ãº\�¦���&ñ

3 ÆÒ&ñ
 (xtabond ¢̧��H xtdpdsys)
4 Specification test:

(��) �̧½̈���Ãº[þts�ü@Òqt&h����t�, (��) �̧	��½Ór�>�\P��©��'as�\O���Ht�

Stata\V]j
1. xtabond y x1 x2, pre(x3 x4) endo(x5 x6) lags(2)

2. estat sargan // (¡´)

3. xtabond y x1 x2, pre(x3 x4) endo(x5 x6) lags(2) vce(r)

4. estat abond // (£´)

ÅÒ_�&h�

I Sargan test��H H0�̀¦G�×þ�K����<Ê. vce(r)õ���H°ú s���6 x½+ÉÃº\O�6£§

I estat abond��H∆εit\�r�>�\P��©��'a�̀¦���&ñ
�<Ê.

ú̧�÷&�9���: 1	� =l�y��, 2	�s��©� =G�×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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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

X<s���:

yit = αi + ρyit−1 + βxit + εit

xit = αi + γyit−1 + φxit−1 + vit

Truth: β = 0.3, ρ = 0.3, γ = 0.2, φ = 0.4

Sample size: n = 4000, T = 4

���õ�: pdpd1.pdf

I LSDV: ρ\�¦ ú̧�3lwÆÒ&ñ
���HìøÍ��� β��HÕªXO�1pw�>�ÆÒ&ñ
�<Ê

I xtabond: Þ�¶¹1Þ6£§
I xtdpdsys: Þ�¶¹1Þ6£§
I 0A_�\V\�"f x��H predetermined. ‘Exogenous’�Ðt�&ñ
�������õ���B�Äºîß�a%~6£§

ô�Çu�2�¤ (�¦�9@/�<Æ�§) J�V,���«Ñ\�"fü@Òqt$í
õ����õ�$í
 KOWEPS�<ÆÕüt@/�r (17 Sep 2010) 35 / 40



\V]j���õ¹כ����

------------------------------------------------------------------
Variable | lsdv dif_exo dif_pre dif_ndo

-------------+----------------------------------------------------
y |

L1. | -.13838339 .3442571 .30705388 .29744838
| .00975516 .02144302 .01863517 .02158902
| 0.0000 0.0000 0.0000 0.0000
|

x | .24992698 .1673871 .30745768 .34788117
| .01152908 .01452451 .02317831 .0531302
| 0.0000 0.0000 0.0000 0.0000

_cons | -.01213085 -.01064747 -.00978589 -.00953235
| .0000929 .00997415 .0095299 .00946093
| 0.0000 0.2857 0.3045 0.3137

-------------+----------------------------------------------------
N | 12000 8000 8000 8000

------------------------------------------------------------------
legend: b/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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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Ò_�&h�,{9�ìøÍ�o

s�ì�ríß�$í
õ� Sargan���&ñ
 (estat sargan)
I s�ì�ríß�$í
�>rF�r� vce(r) �̀v�����6 x

I Sargan���&ñ
�Ér vce(r) �̀v���õ�°ú s���6 x½+ÉÃº\O�6£§

I s�ì�ríß�$í
�>rF�r� Sargan���&ñ
�Ér �̀¦���Ér)Áº��[O��̀¦�-Áº��ÅÒl�y���<Ê (l�y������

s�ì�ríß�$í
�̀¦��Ò����H�d?)

r�çß�ò́õ�

I {9�ìøÍ&h�Ü¼�ÐÄº���\�r�çß�ò́õ��� exogenousô�Ç���Ãº�Ð"f[þt#Qy��

I r�çß��8p�\�¦���_�ü@Òqt&h����[O�"î
���Ãº�Ðçß�ÅÒ����ë�H]j\O�6£§

I >�Ãº���̂��r�çß�\���������o���� interaction�½Ó�̀¦�í�<Êr�(��

�=õ���7áx5Åq���Ãº\�¦�í�<Êr�v���H��?

Äº���\� yit−1s�\O�Ü¼���?
I xtabondü< xtdpdsys��HÄº���\� yit−1, yit−21pxs�e��#Q����6 x��0px

I Äº���\� yit−1s�\O�Ü¼���7á§�8{9�ìøÍ&h����"î
§î
#Q xtdpd\�¦��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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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½Ó/���½Ó7áx5Åq���Ãº, Censored�r)�̧+þA1px

S �éß����_��â
Äº\���H logit, probit, oprobit, tobit1px1px ú́§s�e��6£§

J�V,�_��â
Äº

I FE = ui\�@/K�#Q�"���&ñ
�̧ �t�·ú§6£§

I RE = ui_�ì�r�í\�@/ô�Ç��&ñ
�̀¦�<Ê

J�V,�\�"f[O�"î
���Ãº��ü@Òqt&h�s����

1 Random effects: �̧¿º~½ÓZO�s�e��6£§
2 Fixed effects: �̧|	�ÂÒMLE (s��½Ó=xtlogit, Count=xtpoisson/xtnbreg1px)

1lxI�&h� �̧+þA

I Fixed effects
F ëß�7á¤Û¼�Qî�r (/'î�r)~½ÓZO�s�Z>��Ð\O�6£§
F Õªzª����+þA�̧+þAÜ¼�ÐÆÒ&ñ
(K�ú<�̧Z>��Ð���:�xu�·ú§6£§)

I Random effects ¢̧��H Population-averaged model

ô�Çu�2�¤ (�¦�9@/�<Æ�§) J�V,���«Ñ\�"fü@Òqt$í
õ����õ�$í
 KOWEPS�<ÆÕüt@/�r (17 Sep 2010) 39 / 40



���¹כ

J�V,� �̧+þA\�"f¾º|ÃÌ���Ãºë�H]j��H>hZ>�ò́õ�\�¦�í�<Êr�(��Ü¼�Ð+�#QÖ¼&ñ
�̧

K����H�d

J�V,� �̧+þA\�"f Simultaneity�Ð���ô�Ç?/Òqt$í
�Ér “õ���”\�¦ �̧½̈���Ãº�Ð
��6 x�<ÊÜ¼�Ð+�K�����<Ê

���+þA�̧+þA_��â
Äº1lxI�&h�J�V,�X<s��� �̧+þA�̀¦��6 x�<ÊÜ¼�Ð+� ú́§�Ér�â
ÄºÑüt

��(¾º|ÃÌ���Ãºü<?/Òqt$í
)K����½+ÉÃºe��6£§

���+þA1lxI�&h�J�V,��̧+þA_��â
Äº exogenous, predetermined, endogenous
[O�"î
���Ãº_�_�p�\�¦ì�r"î
y�s�K���¦s�\�¦t�&ñ
½+ÉÃºe��#Q���<Ê

q����+þA �̧+þA(\V: s��½Ó7áx5Åq���Ãº, CountX<s���, Censored�r)�̧+þA1px)�Ér
��f��¢-a���ô�Çs��:r&h�µ1Ï���s�s�ÀÒ#Qt�t�·ú§��¤6£§. ô�Ç¿º��t��â
Äº\�¦
]jü@���� Random effects �̧+þAs���#���~½ÓZO��̀¦��6 x�<ÊÜ¼�Ð+�ë�H]j\�¦
Äº�r�<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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