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말

  과거 어느 해보다 다사다 했  2010년도  막 어가는 시 에  습니다. 

지  1년간 우리 사 보 학 는 우리 라 사 보 도  미래  지  해 

여러 원들  각 야에  학술연  책  그리고 책 안  개  해 열

심  노 한 한 해 다고 평해 니다. 

  산․고 라는 시  경  우리 사 보 도에 지는 도 과 과 가 사

 한 심사가 어 는 가운   해 마지막 학술 는 [ 비  

 퇴  노후보 도]를 주  그간  연 결과를 하고 하는 

리   하 습니다. 본 학술 에 는 비   다가 는 퇴를 계

 우리 라 노후보 도   주 를 다시 검해 보고 공 , 사 연  향

과 노후 득보  강 를 한 책 안들  논  것 니다. 

  아울러 한 보건사 연 원과 복지재 DB학술 를 공동  개 하게 었습니

다. 본 는 한 보건사 연 원  새 게 한 복지재 DB를 처  용하여 복

지 달체계  심에  는 지  사 복지지  가 과 원  하고 

안  색하는 뜻  리가  것  합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시겠지만  한 해 우리 학  알차고 한 마 리를 

해  계 학술 에 원 여러 들  많  심과 참여를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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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보 학      하 





      사

  늘 신 가운 도 「2010 복지재 DB 학술 」에 참 해 주신 ,  

학계 가 여러 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 를 공동주 할 수 게 

허락해주신 한 사 보 학  하  님  비 하여  학술 를 비해 주신 

사 보 학  운 원 들과 사  담당 들께도 감사  말씀  합니다.

근 우리 라는 사 보험  숙과 복지 책   재 지  꾸  가하고 

습니다. 특  지  10년 동안에 우리 라는 생 보  , 산  고 사업  

, 사 복지 비스  충 등  복지사업  산  격  가하고 습니다. 

 해 복지재 지 에 한  학계, 민들  심  는 시 에 습니다. 

그러  지 지 에 한 보가 하여 복지재  다각도  살펴보는  한계가 

었  것  사실 니다. 재 앙  지 는 각각  재 보시스 (D-Brain, 

e-hozo)  운 하고 습니다. 하지만 들 보시스 들  각각  보가 독립  생

산할 뿐 연계 하거  포  할 수 는 시스  지 못하 고, 특  

 재 능 과 복지수  등  감안한 지  생산과 비 가능 에 한계가 었

 것  사실 니다. 

복지재 DB는 앙  지 단체, 단체  재  능별 사업별 계별

 하 고, 앙  지  복지재  할 수 는 14개  지 를 생산하

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 보를 공개하  해 VIEW를 하

고 만간 공개할 니다. 

  러한 미에  늘「복지재 DB 학술 」는 그동안  복지재 DB  용가능

과 개  색하고 향후 용  고할 수 는 향  논 할 수 는 

한 리가  것 라 생각합니다. 

   늘 사 를 맡아주실 지 행 연 원  삼주 실 님과 동네 도

사 복지 학  태수 수님, 를 해주실 고  태  수님,  지  

수님, 주   수님, 릭  승  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 한 

 해주실 지   여러 께도 감사말씀 드리  만 사를 마 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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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건사 연 원  원    용 하





프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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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정책과제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을 보는 시각: 위기에서 기회로

1.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갖는 의미

전후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급상승한 1955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

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하는 베이비 부머는 2010년에 첫출생자인 1955년

출생자가 일반적인 정년연령으로 여겨지는 55세가 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베이비 부머는 2010년 현재 약 7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

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저변에는 베이비 부머가 10년에 걸쳐 기업의 근로현상을 떠나게

되면서 생산현장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자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하

락이 시작되며, 사회복지비용을 증대시켜 국가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

다. 또한 이들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특성과 욕구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더불어

이들이 여론주도층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도 이들의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의 은퇴1)가 한국의 거시경제경제에 미

1)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이라는 표현 대신 ‘은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베이비 부머 전체

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던 베이비 부머만을 관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 부머의 관점을 배제하고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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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정호성 외, 2010). 첫째, 향후 10년간 정년 대상자는

최대 140만～150만으로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 효과는 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노동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근속 상용근로자가 베이비 부머의 약 1/3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2009년 기준으로 베이비 부머중 취업자는 549.1만명이며, 상용근로

자는 189.1만명에 불과하다. 정호성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10면간 연평균 14만～15

만명의 베이비 부머가 정년을 맞아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세대에 비하

여 약 8만명 정도 추가적인 은퇴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상당수가 다른 고용형태로 노동시장

에 재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험적 분석 결

과베이비 부머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보유주신을 일시에 대량 처분할 가능성과 주택의

대량 처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분석결과 가

구주의 연령과 주식보융 여부 및 보유금액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

제로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주식을 보유한 계층이 나이가 들어도 주식을 처분하기보

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대비 (순)금융부채의 비율

이 타 연령대와 유사한 등 베이비 부머의 가계 재무사항이 타 연령대에 비해 그리 취약하

지 않고 가계부채 조정 시에도 장기간에 걸쳐 주택처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60대 초

반까지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여 주택처분의 진행도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 번째,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한 재정부담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KDI

(문형표 외, 2004)는 2010～2020년 GDP 대비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 증가폭이 연간 0.2%p

이하에 머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한국조세원은 보건 및 복지지출이 2010년 GDP의

7.2%에서 2020년 8.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박형수 외, 2008). 한편, 정호성 외

(2010)의 연구에서도 OECD 선진국의 고령자 관련 지출과 성장률 간의 관계를 적용하여 실

시한 분석에 기초하여 2010년～2018년 기간 중 성장률은 연평균 0.15%p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4.2～3.9%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관련 지출 증대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GDP 손실은 연평균 7.3조원(2009년 가격)으로 2009년

GDP의 0.7%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추계에 의하면 은퇴에 따른 고령자 관련 지

출 증대가 가장 심각한 2019년에도 성장률은 3.9%로 2001～2005년 OECD 선진국 평균 성장

률인 2.4%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베이비 부머가 우리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그 근거가

매우 약한 것이며,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로의 진입은 우리

사회에 우려와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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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로의 진입이 우리사회의 정책기조의 변화의 계기로 작동하려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적인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정

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생산성

은 화폐적 가치로 측정되는 교환적 가치를 가진 활동만을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한다. 즉,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생산성의 주요개념이며, 한 사회의

생산성은 GNP로 측정된다. 반면 사회적 생산성은 이러한 화폐적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화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산물도 그 사회의 가치에 바람직

하지 않다면 사회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사회구성원이 가족, 사회, 그리고 제도에 기여하

는 내용은 단지 화폐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특히 노인들은 아이디어, 보호, 사랑, 정

보 등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세대이전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

다(Uhlenberg, 2000). 한 사회의 생산성은 교육수준, 기대수명, 유병률, 개인적인 자율성의 수

준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심리적인 생산성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

키고 개인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배가시키는 활동에의 참여로 확대된다(Birren, 2001). 그러

므로 생산성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인 것은 확실하지만, 가시화

되지 않은 사회적․심리적 생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기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과 가족의 양립 정

책은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을 넘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work-life balance policy)로의 발

전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논의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논의의 초기단계이

기 때문에 주로 일과 부모 역할의 양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지원 욕구가 큰 유자녀

남녀근로자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홍승아 외, 2010). 그러나 앞서 일과 가정의 양

립을 지원해온 서구의 경우 생애주기의 개념을 적용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

층만 아니라 노인부양, 본인의 중념 및 노후설계에 맞추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야 한

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생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노동시간 배

분을 새롭게 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Calman, 2005). 이러한 가족생활에 요

구되는 시간, 훈련 및 교육의 시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인생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기조는 연령과 무관하게 개인이 욕구와 상황에 따라 일-여가-

교육을 유연하게 배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다

음에 제시하고자 하는 연령통합적 정책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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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령통합적 사회는 연령분리적 사회와는 달리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Riley et al., 1994). 연령장벽이 없다고

하는 '유연한 연령기준'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하여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연한

삶을 의미한다. 즉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생애

동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체계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개

념으로 바뀌고 일터에서의 연령장벽이 유연화되어가는 경향들이 발견될 때, 또한 가족의

경우도 고조부모 등을 포함하는 다세대 친족구조로 변해가면서 한 사회의 연령통합의 정도

도 증대되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는 연령, 코호트 등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연령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경희 2004).

Ⅱ. 베이비 부머의 특성

베이비 부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정책입안자의 걱정어린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자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의 시각에서 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

펴보고자 한다.

1. 베이비 부머의 생애 경험2)

베이비 부머의 규모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노화에 따라 그 규모는 조금씩 감소

하며, 출생아수의 변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변화가 생게 된다. 1980년

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총인구수는 7,56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5%를 차지하였지만,

1990년에는 7,49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2000년에는 총 7,33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 2010년에는 총 7,12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모든 베이

비 부머가 노년기를 보내고 있을 2030년에는 베이비 부머는 총 6,134천 명으로 전체 인구

의 1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청의『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2010. 5.

7)과 손양민(2010) 『돈․밥․자유』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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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90년>

600,000 450,000 300,000 150,000 0 150,000 300,000 450,000 600,000

　0세

　3세

　6세

　9세

　12세

　15세

　18세

　21세

　24세

　27세

　30세

　33세

　36세

　39세

　42세

　45세

　48세

　51세

　54세

　57세

　60세

　63세

　66세

　69세

　72세

　75세

　78세

600,000 400,000 200,000 0 200,000 400,000 600,000

　0세

　4세

　8세

　12세

　16세

　20세

　24세

　28세

　32세

　36세

　40세

　44세

　48세

　52세

　56세

　60세

　64세

　68세

　72세

　76세

　80세

<2000년> <2005년>

600,000 450,000 300,000 150,000 0 150,000 300,000 450,000 600,000

　0세

　4세

　8세

　12세

　16세

　20세

　24세

　28세

　32세

　36세

　40세

　44세

　48세

　52세

　56세

　60세

　64세

　68세

　72세

　76세

　80세

600,000 400,000 200,000 0 200,000 400,000 600,000

　0세

　4세

　8세

　12세

　16세

　20세

　24세

　28세

　32세

　36세

　40세

　44세

　48세

　52세

　56세

　60세

　64세

　68세

　72세

　76세

　80세이상

<2010년> <2030년>

600,000 400,000 200,000 0 200,000 400,000 600,000

　0세

　4세

　8세

　12세

　16세

　20세

　24세

　28세

　32세

　36세

　40세

　44세

　48세

　52세

　56세

　60세

　64세

　68세

　72세

　76세

　80세

600,000 450,000 300,000 150,000 0 150,000 300,000 450,000 600,000

　0세

　4세

　8세

　12세

　16세

　20세

　24세

　28세

　32세

　36세

　40세

　44세

　48세

　52세

　56세

　60세

　64세

　68세

　72세

　76세

　80세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주: 진한부분은 각 년도 인구규모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도 출생자)

[그림 1]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1980~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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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는 인구집단으로서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사회가 유래없이 급속한 자

본주의 산업화, 정치적 민주화, 사회구조 변화와 같은 경험한 압축적 사회경제적 변화(장경

섭, 2009)를 청장년기에 온 몸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산업화과정에서 성장의 동력이고 산업

화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도 했지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

통까지 경험한 세대이다.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개인적인 삶을 희생한 회사형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 왔다. 주5일제 시행은 최근의 일로 베이비 부머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경험하

였는데, 2000년에 40～44세 연령층의 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었던 것에 비하여 2008년에는

189시간으로 약 20시간이 단축되었다.

한편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1960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에서 2009년 17,175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러한 소득수준 향상의 결과인 소비문화를 체화하게 되었다. 즉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전화의 보급 및 칼러TV, 자가용의 보편화, 아파트의 확산, 프로 스포

츠의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 외에도 계층 상승의 기회가 있었던 세대이다. 열악한 가정 및 교

육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기반으로 약 30%가 대학에 진학하여 계층상승 또

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대학교 교육을 위한 거주지 이동 외에도, 산업

화,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의 공장이나 서비스 업

에 취직하기 위한 이동 또한 빈번히 이루어졌다. 도시화율이 1960년의 28%에서 1990년의

80%로 급증한 것에서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인 변동기를 경험하였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 초중반에는 박정

희 유신정권 하에서, 정신교육, 교련수업, 교복 등 획일화된 문화와 표현의 억압를 경험하

였다. 한편, 그 후 80년대에 들어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 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의 흐

름에 동참하고 이끌어낸 세대이기도 하다.

가족을 둘러싼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의 흐름을 급속하게 경험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과

혼재를 경험하였다. 산업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라 전통적인 핵가족가

진행되었다. 3세대 가구의 비율이 1960년대에 30%이던 것이 2005년에는 8%대로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즉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부부관계, 남자는 일터에서 일을 하여 부양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가족성원을 돌보는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분담에 기초한 가족생활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지향성은 남성의 과도한 노동시간과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남성이 가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화

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증가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40%를 넘어서기 시

작하였다. 베이비 부머 여성은 자아실현이나 성취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성평등에 대

한 의식을 갖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실제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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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에 관한 견해로 표출되고 있는데, 통계청이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에 대하여 가정과 상관없이 취업해야 한다는 응답이 1998년에 30.8%에서 2002년의 40.9%,

2006년에 47.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평균 가구원 수(명) 5.56 5.2 4.6 3.8 3.1 2.76

1인 가구 구성비(%) - - 4.8 9 15.5 20.2

남성 평균초혼연령(세) - 26.7 26.4 27.9 29.3 31.6

여성 평균초혼연령(세) - 22.6 23.2 24.9 26.5 28.7

합계출산율 6 4.53 2.82 1.57 1.47 1.15

남성 기대수명(세) 58.99 58.67 61.78 67.29 72.25 76.54

여성 기대수명(세) 66.07 65.57 70.04 75.51 79.6 83.29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한경혜 (2010).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가족」. <표> 재인용.

<표 1> 가구 및 가족 관련 주요 변화 추이

2. 베이비 부머의 현주소3)

1) 인구 및 가족관련 특성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에 그들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학력자가 46.1%로 가장 높고 대학교 24.6%, 중학교 16.7%, 초등학교 이하는 8.7%

이다. 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약 28.5%로 그 이전 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등

학교 학력자까지 포함할 경우 7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이들이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높고 그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정보습득 능력

이 높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중 하나가 아파트의 확산이다. 실제 이들의 약 절

반 정도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세대의 경우 동 비율이 30%대인 것에 비

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일반화는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

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64.4%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 주택이 노

후생활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직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실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전국조사결과가 발표되

어 있지 않아 관심 있는 영역별 개별 조사결과를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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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초졸 이하 3,974 (63.5) 1,166 (26.3) 623 (8.7) 120 (1.2) 26 (0.4)

중학교 848 (13.5) 1,053 (23.7) 1,188 (16.7) 361 (3.7) 83 (1.1)

고등학교 895 (14.3) 1,484 (33.5) 3,286 (46.1) 4,562 (46.7) 1,975 (27.0)

대학교 475 (7.6) 619 (14.0) 1,752 (24.6) 4,231 (43.3) 5,045 (68.8)

대학원 62 (1.0) 114 (2.6) 281 (3.9) 498 (5.1) 201 (2.7)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연령은 2005년도 기준

주: 박시내․심규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의 <표 4-19> 재인용.

<표 2>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 (단위: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단 독 주 택 3,743 (59.8) 2,060 (46.4) 2,541 (35.6) 3,068 (31.4) 3,036 (41.4)

아 파 트 1,783 (28.5) 1,731 (39.0) 3,584 (50.3) 5,285 (54.1) 2,922 (39.9)

연 립 주 택 199 (3.2) 173 (3.9) 266 (3.7) 332 (3.4) 255 (3.5)

다 세 대 333 (5.3) 316 (7.1) 523 (7.3) 808 (8.3) 614 (8.4)

기 타 199 (3.2) 157 (3.5) 217 (3.0) 280 (2.9) 503 (6.9)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주: 박시내․심규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의 <표 4-26> 재인용.

<표 3> 베이비 부머의 주택 유형 (단위: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20~41)

60+ 51~59세 30~41세 19~29세

자 가 4,834 (78.0) 3,267 (74.0) 4,567 (64.4) 5,019 (51.6) 3,711 (52.6)

전 세 636 (10.3) 522 (11.8) 1,257 (17.7) 2,682 (27.6) 1,536 (21.8)

월 세 492 (7.9) 480 (10.9) 992 (14.0) 1,554 (16.0) 1,421 (20.2)

기 타 239 (3.9) 147 (3.3) 280 (4.0) 463 (4.8) 384 (5.4)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주: 박시내․심규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의 <표 4-27> 재인용.

<표 4> 베이비 부머의 세대별 주택 형태 (단위: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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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코 호 트

1935-44 1945-54 1955-64 1965-74 1975-85

결혼~첫자녀 출생 전(형성기) 4.1 3.2 1.9 1.5 1.2

첫 자녀 출생~막내 자녀 출생 (확대기) 15.5 12.6 9.1 5.0 2.2

막내자녀 출생~첫 자녀 결혼 (확대 완료기) 9.3 12.9 17.1 21.2 24.0

첫 자녀 결혼~막내자녀 결혼 (축소기) 15.5 12.6 9.1 5.0 2.2

막내자녀 결혼~남편 사망 (축소 완료기) -5.8 -2.6 1.4 10.2 15.0

남편 사망~아내 사망 (해체기) 5.9 7.0 7.6 7.6 7.2

전체 기간 44.5 45.7 46.2 50.5 51.8

자료: 공세권 외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표 5> 결혼코호트에 따른 가족생활주기 (단위 :년)

구분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0명 142 (4.0) 54 (2.5) 106 (3.1) 303 (7.1) 314 (36.5)

1명 219 (6.1) 197 (9.0) 529 (15.4) 959 (22.3) 350 (40.7)

2명 401 (11.2) 923 (42.0) 2,215 (64.2) 2,593 (60.2) 180 (20.9)

3이상 2,830 (78.8) 1,022 (46.5) 598 (17.3) 44 (10.4) 16 (1.8)

평균자녀수 4.0명 2.5명 2.0명 1.8명 0.9명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연령은 2005년도 기준

주: 통계청,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의 <표 4-18> 재인용.

<표 6> 베이비 부머의 자녀 수 (단위: 천 명, %, 명)

이들의 가족과련 실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는 특

징을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상 베이비 부머가 경험할 빈둥우리기간이 길어져 자녀 없이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자녀 수 또한 감소하여 2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어 노후

생활에 있어 자녀의 가용성(availability) 자체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세대관계와 관련해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동

시에 수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센드위치 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율을 낮

지만 비동거 부모에 대하여 다수가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동거나 경

제적 부양이 장남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남 중심의 부모 부양행태에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소득수준이 높은 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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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주 부모 배우자 부모

동거율 10.1 0.7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율 70.7 60.9

가구소득 대비 지원액 비중 4.8 1.8

평균: 4.7%

자료: 김지경, 「베이비 붐 세대와 경제적 부양 부담」, 2010.

<표 7> 베이비 부머의 부모부양 실태

고등학교이하 자녀 대학생 자녀

월 평균 가구 생활비 대비

자녀 사교육비 지출 비중
17.4% 14.5%

자료: 김지경, 「베이비 붐 세대와 경제적 부양 부담」, 2010.

<표 8> 베이비 부머의 자녀교육비 지출

음식·숙박

(13%)

교육

(21%)

오락·문화

(5%)
통신

(6%)

교통

(11%)

보건

(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3%)

주거·수도·

광열(9%)

의류·신발

(6%)

주류·담배

(1%)

식료품·

비주류음료

(13%)

기타상품·

서비스(7%)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3] 40~49세군의 소비지출 구조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김지경, 2010) 부모부양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가치관보다는 현실

적인 경제적 여건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 가구주 부모를 중심으

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가부장적인 경제적 부양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월 생활비의 17.5%(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14.5%(대학생 자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 학술대회 자료집

- 12 -

구 분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선호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스스로 마련 53.6 50.3 46.7 33.2

가족 및 자녀 5.9 8.7 12.1 22.6

국가 39.9 40.6 40.9 44.2

기타 0.7 0.4 0.3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063) (1,393) (1,095) (406)

유배우 상태시 거주형태

배우자와만 살고 싶다 67.8 74.2 73.8 69.8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9.4 9.1 14.5 19.5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 22.5 16.4 11.5 10.7

기타 0.2 0.3 0.1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989) (708) (659) (241)

무배우 상태시 거주형태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겠다 30.1 32.2 36.0 30.7

자녀와 살겠다 20.1 29.1 39.2 44.5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 49.4 38.3 24.1 24.9

기타 0.4 0.4 0.6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989) (708) (661) (248)

자료: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표 9〉연령별 건강악화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단위: %)

녀)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교육비 부담은 소비지출 구조에도 나타나고 있

는데, 전체 소비 지출 중 교육비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이 베이비 부머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녀와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노후와 관련해

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선호하는 노후준비방법으로 가족 및 자녀라는

응답은 매우 적으며, 희망거주형태에서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현노인세대에

비하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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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 실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베이비 부머의 고용율은 75.8%, 취업

자는 549만명이다. 베이비 부머중 상용근로자는 189만명으로 26.1%를 자치하고 있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 187만, 고용주 자영주 185만명으로 이를 합하면 베이비 부머의 약 50%에 달

하는 규모이다.

베이비 부머의 고용율은 이전 세대인 1945～1949년생, 1950～1954년생에 비하여 고용율

은 약 4～7%p 높은 수준이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2.3%로 1945～1949년생의 29.4%,

1950～1954년생의 28.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상용근로자는

2009년 약 189만명으로 동 세대 전체 취업자의 2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세대인

1945～1954년생의 2000년 기준 상용근로자 95만명에 비하여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취업

기회나 정규직 취업기회가 타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

한 상용근로자 비율은 상당기간 동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하락 속도가 빨라질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정호성 외, 2010).

세대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2000년 기준 1945～1949년생 69.3% 28.4%

2005년 기준 1950～1954년생 71.4% 27.0%

2010년 기준 베이비 부머 75.8% 22.3%

자료: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0> 세대별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세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45～1949년생 17.6 17.0 16.7 14.8 15.4 13.8 12.6 11.5 11.0 10.5

1950～1954년생 19.7 19.0 18.5 18.9 19.3 19.3 9.6 19.2 18.9 18.9

베이비 부머 24.5 24.3 23.3 23.7 23.9 24.3 24.3 24.4 25.1 26.1

자료: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1> 세대별 상용근로자 비율의 변화(단위:%)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57.14세,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연령을 조사한 결과는 그 보다는 짧은 평균 53세(남자 55세, 여자 52세)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는 앞으로 3～7년 사이에 현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은 가구 내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여러 경로와 형태로 재취업을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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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대별 소득수준(‘09년 월평균)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율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 100

분석되고 있다(방하남․신일철, 2010). 그러나 이들이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은퇴전 직업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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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정년 [그림 5] 이직연령

*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조사결과('09.6.)」

* 자료: 통계청, 「2009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09.7.)」

3) 경제 상황

전체 연령대 중 40~49세 연령군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저축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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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보유 비중 [그림 9] 부동산 자산보유 현황(50~59세)

자료: 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6)」, 국가통계포털(KOSIS)

보여주는 흑자율은 많은 소비지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09년 40~49세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10.2만원으로 연령대 중 최고 수준이나, 흑자율은 18.5%로 연령대 중 최저

이다. 소비지출규모도 40~49세가 가장 크며, 높은 소비지출은 주로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

비에 기인한다. 2009년 40~49세 월평균 소비지출은 252.8만원으로 연령대 중 최고수준이다.

218.0
252.8

219.3

139.7

215.6

77.8
72.273.4

76.6
81.5

0

100

200

300

400

전체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0

25

50

75

100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만원) (%)

[그림 7] 연령대별 소비지출(‘09년 월평균)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베이비 부머의 현제의 자산은 부동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8%로 압도적이다. 또한 부동산 보유액(297.2백만원) 중 주택(16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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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인의 금융자산 추이 [그림 11] 연령대별 주식보유 현황(‘08년)

*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S)

* 자료: 한국거래소,「KRX Market 200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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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비중은 55.4%이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은행예금 등 대부분 유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식 등의 운용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남자는 82.6%가 여자는 68.3%가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노후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남

자는 국민연금을, 여성은 예금․적금․보험이 주요 준비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베이비 부머의 개인적 과제 및 정책적 과제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갖는 의미와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

여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베이비 부머의 개인적인 과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경험과 특성을 갖고 있는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꾸준히 자신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의 통합을 유지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생산성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적 생산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생산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노년기 진입

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위상의 변화,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와 각 역할간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

다. 이를 통하여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생활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

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사회에의 통합정도를 유

지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자신의 노후준비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가야 할 것이다. 현재 베이

비 부머는 제한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

점에 놓여있다. 많은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으며, 공적인 노후소득보장만으로는 자신이 기대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는 그 동안 경험해

온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노년기에도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므로, 경제적 자원의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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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와 양계제로의 변화 등과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

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체계와 부계중심의 가족관계속에서 성

장하였지만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양성평등사회와 양계제로의 변화등을 경험하게 되어 가치

관과 행동에 있어 복합성을 갖게 된 세대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체화시킨 베이비 부

머는 많지 않아 보인다. 생활시간 조사결과 남자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여자에 비하여 월

등히 적게 나타났다는 점(통계청, 2010)이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베이비 부머 남

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적응을 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남녀역할과 부부관계

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우리사회에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간의 이혼율이 높

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으로도 길어진 빈둥우리 시기, 노년기의 증대 등으로 이하여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부부관계가 갖는 중요은 매우 크다. 일터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으로 돌아온

남자들의 경우 가족내 아버지의 역할은 약화되었고 아내는 아내 나름의 네트워크와 생활양

식을 갖고 있어 부부관계의 재정립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비 부

머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독립, 은퇴 등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관계

의 재적응․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변한 여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하는

점이 최대의 과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경혜, 2010). 즉 부부관계의 양성평등성을 어떻

게 강화해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숙제는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들에게는 큰 과제가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 노인의 경우 노년기에는 여가를 즐기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을 점검하여 맞춤형의 노후설계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베이비 부머에게는 다양한 욕구와 상충되는 감정과 가치관 속에서 판단

하고 결정하여 노년기를 설계해가야 하는 숙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2. 제도적 준비 실태와 과제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많

은 숙제들이 적절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 먼저 베이비 부머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경제적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지만 제조업의 경우 이들의 은퇴로 인한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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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정호성 외, 2010) 숙련단절의 발생을 완화하기 위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능력에 다른 임금체계로 전환함

으로써 베이비 부머를 비롯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베이비

부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베이비

부머들이 갖고 이는 노하우를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공공부문과 사무직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 까지 확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베이비 부머의 은퇴를 이미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노력을 해왔으

며, 독일의 경우 55세 이상자 또는 고령자의 조기퇴직 감출시킨다는 목표 아래 ‘Initiative 50

Plus’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사회적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잠재된 자원봉사 욕구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제

공이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는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욕구가 다양하며 그러하 욕구를 적극

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베이비 부머들 자신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조직되고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지역사회에의 통합 정도도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남자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의 적극적 참여 또한 사회적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부부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들에게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

하다.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글로벌고령화대비지표(GAP)를 발표하면서 20

개국의 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는 12위로, 소득

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19위로 평가되었다. 즉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준비정도가 매우 낮

은 것이다. 특히 소득의 적절성 수준이 매우 낮은데 이는 바로 베이비 부머의 적절한 노후

소득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60세 미만 연령층의 소득의 81%이며 이 비율은

2020년에는 82%, 2030년에는 79%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부머들이 노년

기에 향유할 수 있는 소득은 노년기 이전의 약 80% 수준이 될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소비

와 생활양식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개국중 13개국이 노년기 이전 소득

과 같거나 많은 것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과 같은 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주요 노후소득원이었던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Jackson, Howe, and Nakahima, 2010). 2020년의 경우 사적이전소

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베이비 부머들은 더 이상 현세대 노인들이 누렸던 사적이전소득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신

스스로가 노후소득을 적극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예견되는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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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

과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러

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

는다.

셋째, 노화로 인하여 예견되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평균수명은 2008년 기준 평균 80.1세(여자 83.3세, 남자 76.5세)로, 베이비 부머는 향후

25～30년의 생존기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지속적인 생물학적 노화가 이루어질 것

이며, 이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의 규모와 점

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는 2003년의 경우 21.2%에서

2009년 31.4%로 증가하였고,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9년 현재 2,552천원으로 비노인층의

616천원에 비하여 4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신영석․남궁은하, 2010). 이러한 의료비 지출

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출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40~49세군의 소비 지출 중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이지만 노화에 따

른 이러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업의 활성화, 금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적 접근의 강화와 더불어 일차의료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생활에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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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 호
**

1.서론

최근 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후 비의 시 함이 화두가 되면서,'베이비붐 세 1)

'(55~63년생)의 노후 비에 상당한 심이 모아지는 듯 하다.이들 집단은 빠르면 올해부터

은퇴가 시작되어 2020년 경에는 본격 인 은퇴와 노인세 로 편입될 것으로 상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붐 세 712만명(체 인구의 약 14%)이 은퇴할 것으로 망

되고 이들의 거 은퇴는 개인,가정,사회의 불안정성 확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극 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2018년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

입하는 단계이라는 에서 베이비부머와 고령화는 매우 한 계를 갖고 있다.

2007년에 시작된 일본 베이비붐 세 은퇴 충격이 총인구 5%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로 재 일본이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해 3배 정도 큰 고통이 상될 수 있다는

에서 베이비 붐 세 에 한 심은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무엇보다도 1차 베이비붐 세

은퇴에 이어 1968~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 은퇴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에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 에 한 노후 비는 무엇보다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단

된다.최근 통계청 발표2)에 따르면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로 확장된 1,2차 베이비붐

세 인구는 1,6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총인구 34%에 달하는 거 집

단이다.이들이 은퇴하는 데 따른 충격은 2011년 시작돼 2030년까지 20년에 걸쳐 한국 경

제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동 기간 한국 경제는 자산가격 하락,실업률 증가,공 연

부실 심화,세수 감소 등 복합 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망된다.

이들 집단의 은퇴로 거시 측면에서는 국내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의 주축을 담당해왔던

만큼 은퇴 후 소비를 일 경우 내수경제의 상당한 축을 래할 것으로 상해 볼 수 있

1)미국 베이비 붐 세 :1946~64년 출생

한국 베이비부머 세 :1955~1963년생

일본 (団塊の世代 단카이세 :단괴세 )은 1947년~1949년 출생

2)통계청,̀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시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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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미시 측면에서는 이들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구조,부양의식 변화와 노후

비 부족으로 노후빈곤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이다.특히,1차 베이비붐 세 의 부

분은 자녀 양육과 부모부양 등으로 자신의 노후 비가 미흡하다는 에서 노후빈곤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베이비붐세 뿐 아니라 노인세 가 '빈곤노인'으로 락

하지 않도록 국민연 과 기 노령연 제도를 두고 있지만,포 범 와 여수 측면에서

여 히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문제시되고 있는 은 베이비붐 세 은퇴를 받쳐 후세 가 부족하다는 이

다.출산율은 1983년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재는 1명을 겨우 넘는 수 이다.이

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 으로 큰 어려움을 것으로 망된다.

물론 은퇴는 재의 베이비붐 세 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이 세 도 마찬가지로 경험

하 거나 하고 있다고 하겠다.그러나,은퇴 후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거나 달라지고 있다는

에 문제가 있다.베이비붐 세 가 장차 재 노인들보다 더 큰 경제 인 어려움에 직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로 된 은퇴설계가 이 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의 주축이 되고 한 곧 노인에 편입될 1차 베이비부머 세

를 심으로 노후 비 상태와 공 연 의 역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1장 서론에 이어,2장에서는 베이비붐 세 의 황과 노후 비

실태에 해 살펴본다.3장에서는 공 연 국민연 가입 수 실태에 해 살펴보

고 있다.4장에서는 베이비부머 세 를 한 공 연 역할에 해 살펴본다.제 5장에서는

요약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2.베이비붐 세 의 황과 노후 비 실태

가.베이비부머와 고령화 상

출산율 사망률의 동반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비 7%)에서 2019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고령

화에 노출될 망이다.이러한 고령화 추이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 추이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7.2%이던 것이,2010년 10.7%(3.5%p↑),2020년 15.1%(4.4%p↑), 2030년

23.1%(8.0%p↑),2020년 30.1%(7.0%p↑)로 증가하여 2040년 이후에는 30%를 과하는 격

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로 인해 세 간 부양 계를 나타내는 노령부양비

(65세 이상 인구/근로인구)는 2000년 10.8%에서 2020년 22.3%로 두 배 증가하고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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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070년 75.2%로 증 추세를 보일 망이다.

특히 은퇴연령에 어들 베이비붐 세 (55～63년생)인구는 2010년 약 712여만명 정도로

총인구의 14.6%수 이며,이들이 65세 노인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에는 고령

화 추이정도가 10년 단 기 으로 볼 때 20~30년에는 8.0%p증가,30~40년에는 7.0%p증가

로 이 의 ‘00~’10년 4.4%p증가,‘10~’20년 4.4%p증가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훨씬 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특히 2020년 이후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사회단계에서 고령

사회단계로 진입하는 시 이라는 에서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는 이러한 인구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노령부양비도 2000년 10.8%수 이던 것이,10년 후인 2010년에는 15.8%로 5.08%p

증가하고,2020에는 22.3%로 6.5%p증가하던 것이,2030년 37.3%(15.0%p증가),2040년

54.0%(16.7%p증가)로 증하는 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인구변화와 노령부양비 추이

(단 :천명,%)

연도
인구수 인구구성비 노령부양비

(B/A)체 18미만 18~64(A) 65+(B) 18미만 18-64 65이상

2000 47,008 12,077 31,536 3,395 25.7 67.1 7.2 10.8

2010 49,594 10,654 33,639 5,302 21.5 67.8 10.7 15.8

2020 50,650 8,624 34,358 7,667 17.0 67.8 15.1 22.3

2030 50,296 7,577 31,116 11,604 15.1 61.9 23.1 37.3

2040 48,204 6,754 26,917 14,533 14.0 55.8 30.1 54.0

2050 44,337 5,711 23,355 15,271 12.9 52.7 34.4 65.4

2060 39,599 4,992 20,277 14,330 12.6 51.2 36.2 70.7

2070 34,961 4,549 17,356 13,056 13.0 49.6 37.3 75.2

통계청,

한편,베이비붐 세 의 경활 황을 살펴보면,베이비붐 세 712만 명 임 근로자인

311만 명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추정된다.2010년 기 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용할 경우,추정 베이비 붐 세 532만 명이 취업자로 추정되며,이

자 업자 무 종사자를 제외한 임 근로자수는 312만 명으로 나타났다.베이비붐 세

의 은퇴를 타의로 인해 경제활동을 단하는 피고용자로 한정하고, 행 기업들의 정년

퇴직 연수를 55세로 가정했을 때,1955년생이 만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

비붐 세 의 직장으로 부터의 은퇴가 상되어 향후 10년 내에 약 312만명의 인구가 개인

의 경제 지 가 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제연구원,2009).한편,이들 집단과

함께 무 종사자와 비취업자를 포함한 베이비 붐 세 712만명은 향후 10년 후인 2020년부

터 2028년 사이에 모두 65세 이상 노인집단으로 편입될 망인데, 재의 노인인구 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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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수치로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향후 10년 사이에 지 의 노인인구의 2배가 될 것으

로 상되어,베이비 붐 세 에 한 진 은퇴계획이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모두

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베이비 붐 세 의 인구 경활 황

주:고용률,임 근로자 비율은 2008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 연령별 비율을 용

자료:통계청,장래인구추계,경제활동조사,2009; 경제연구원,2009재인용.

한편,노인가구(65세 이상)의 변화형태를 1994~2008년의 15년간의 가간을 통해 살펴보면,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1인 가구(노인독신)와 노인부부가구가 격히 증가하고,자녀동거

가구는 거의 50%수 으로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노인독신가구 비율은 13.6%(’94년)에서

19.7%(’08년)로 약 6.1%p증가,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6.8%(’94년)에서 47.1%(’08년)로 약

20.3%p증가한 반면,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54.7%(’94년)에서 27.6%(’08년)로 27.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이러한 상은 노인독신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는 장수

화와 련되고,자녀와의 동거감소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베이비 붐 세 의 노령기 가구형태 한 가족구

조와 약화된 부양의식하에서 노후를 맞이 하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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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인  가구형태  변화(1994~2008년)

(단 :%)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 특성의 변화 정책 제언 (1994~2008년),보건복지 Issue&Focus,제

55호,2010.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베이비붐 세 의 특징’엔 베이비부머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이들은 부모 공양에다 자녀 결혼비용까지 걱정하고 있다.정작 자신은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고,1년에 문화 술 공연을 한 번 람하기도 쉽지 않다.퇴직이 코앞

에 다가왔지만 노후 비로는 고작 국민연 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베이비붐 세 의 교육수 을 살펴보면,베이비붐 세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

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64.2%로, 체 평균(60.1%)보다 높았다.주로 경제 형

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부분(79.2%)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베이비붐 세

의 여자는 10명 7명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성별 격차는 크게 나타났

다.

<표 3>교육기회의 충족도 미충족이유(2008)

(단 :%)

계
충

족

미충

족 소계
경제

형 편

학교가

멀어서

시험실패,

학업부진

부모 등의

사고 방식

집 안

돌

질 병,

신체

장 애

기

타

2008 100.0 39.9 60.1 100.0 72.2 1.7 9.4 8.1 6.0 0.9 1.7

베이비부머 100.0 35.8 64.2 100.0 79.2 1.4 5.9 5.6 6.1 1.0 0.9

남 자 100.0 41.2 58.8 100.0 81.2 0.8 7.3 2.0 6.7 1.1 1.0

여 자 100.0 30.5 69.5 100.0 77.5 1.9 4.7 8.7 5.5 1.0 0.8

자료:통계청,(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 의 특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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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와 부모부양의식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가족에 한 부담이 매우 큰 세 로

나타나고 있다.즉,자녀에 한 경제 지원 정도와 련하여,‘자녀의 학교육비’는 베이

비부머의 99.1%가,‘자녀 결혼비용’은 90.0%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체 평균(각각

98.6%,8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부모부양 의식과 련하여,베이비부머 가구주의 부모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

는 경우는 30.8%인데 반해 체의 평균은 46.6%로 나타나,베이비부머 세 가 상 으로

부모부양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베이비붐 세 의 10명 7명은 부모 생활

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표 4>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2008,가구주)

(단 :%)

계
장남 는

맏며느리

아들 는

며느리

딸 는

사
모든 자녀

부 모

스스로

해 결

기 타

2008 100.0 14.6 10.5 1.9 25.9 46.6 0.5

베이비부머 100.0 18.8 13.9 2.4 33.6 30.8 0.6

도 시(동 부) 100.0 17.3 13.5 2.6 34.5 31.6 0.5

농어 (읍면부) 100.0 27.3 16.4 1.1 28.4 26.1 0.6

주 :1)부모 생존 가구주

자료:통계청,(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 의 특징,

2010.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 는 자녀와 부모세 와 자신의 세 모두에 해 부양의식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상 으로 노후에 한 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세 로 추측할

수 있다.

나.베이비부머의 노후 비 실태

노후 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는 80% 으며, 비방법으로는 국민연 이

38.5%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 (24.3%),사 연 (19.5%),기타 공 연 (7.1%)순

으로 나타났다.한편,노후 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비할 능력이 없어서(50.3%)’,‘비할

계획(39.8%)’로 나타났다.자녀에게 의탁하겠다는 비율은 2.5%로 나타나,노후 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세 도 자녀에 한 부양을 기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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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노후 비방법 (2009,18세 이상 인구)

(단 :%)

구분 계

비

하고

있음

비

하고

있지

않음

소계
국민

연

기타

공

연

사

연

퇴직 ,
부동

산

운용

기

타1)
소계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비할

계획

비

능력

없음

자녀

에게

의탁

2009 100.0 66.3 100.037.0 7.1 20.1 3.4 25.6 5.7 1.1 33.7 100.0 16.6 32.6 38.9 12.0

베이비부머 100.0 80.0 100.038.5 7.1 19.5 3.8 24.3 6.0 0.8 20.0 100.0 7.4 39.8 50.3 2.5

졸이하 100.0 59.6 100.042.0 1.6 18.1 1.6 32.0 4.3 0.4 40.4 100.0 8.5 33.4 53.4 4.7

졸 100.0 69.1 100.044.5 1.6 18.3 3.9 28.6 2.7 0.3 30.9 100.0 5.7 34.3 56.2 3.8

고 졸 100.0 81.9 100.040.7 4.7 20.6 3.8 24.6 5.5 0.2 18.1 100.0 8.6 41.4 48.5 1.5

졸이상 100.0 90.9 100.031.7 14.5 18.7 4.3 20.2 8.6 1.9 9.1 100.0 5.4 56.1 38.5 -

주 :1)주식,채권 등 포함

자료:통계청,(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 의 특징,

2010.

자신의 장래소득에 한 기 수 과 련하여,2009년 재 소득이 있는 베이비부머 인

구 앞으로 소득수 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5% 으며,‘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69.5% 다.이는 생애근로이력 50 반을 후하여

임 피크 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한다면,베이비 붐 세 의 향후 소득수 은 어드는

것이 당연한 측이라고 단된다.

직업별로는 기능노무(78.4%),농어업(74.8%),서비스 매(73.2%)의 경우 70% 이상이 향후

소득이 같거나 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문 리직은 49.4%가 증가할 것으로 측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문직을 제외한 직업의 부분이 상 으로 소득수 이

낮은 직업군이라는 에서 보면,베이비 붐 세 의 노후소득수 의 양극화 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6>장래 소득에 한 기 (2009)

(단 :%)

계 증가 동일 감소
크게 약간 약간 크게

2009 100.0 39.6 5.6 34.1 34.1 26.2 19.8 6.5

베이비부머 100.0 30.5 2.6 27.8 36.9 32.6 24.8 7.8

문 리 100.0 49.4 4.7 44.7 29.5 21.1 16.8 4.3

사 무 100.0 39.7 1.2 38.4 35.6 24.7 18.6 6.2

서비스 매 100.0 26.9 3.0 23.8 37.0 36.2 29.0 7.2

농 어 업 100.0 25.2 2.9 22.3 31.4 43.4 36.4 7.0

기능노무 100.0 21.6 1.6 20.0 40.4 38.0 27.2 10.7

주 :1) 재 소득 있는 사람을 상으로 분석

자료:통계청,(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 의 특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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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연령별 자산 보유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이상호(2010)에 의하면,노동패 (KLIPS)

1999년(제2차) 2008년(제11차)노동패 자료에 기 하여 연령계층별 총자산 융자산

보유 황을 살펴보면3),총자산 비 융자산의 비 (실질 액 기 )은 1999년 14.0%에서

2008년 10.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리고 연령 가 높아질수록 평균 융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 (1999

년:50-54세,2008년:55-59세)이후 융자산 보유 액과 비 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가구주 연령 별 융자산 곡선은 체로 역U자형(hump-shape)으로 나타나므로,이

러한 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장년기에 자산을 축 하고,은퇴 후 이를 노후

생활자 으로 쓴다는 생애주기가설(lifecyclehypothesis)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표 7>연령별 평균 자산 보유 황(실질 액 기 )

(만원,%)

주:()내는 총자산 비 융자산의 비 (%),여기서 총자산은 융자산 이외에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을 포 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한국노동패 조사,1999년(2차) 2008년(11차);이상호(2010)재인용

동 결과가 의미하는 특징은 첫째,1999년 조사자료에서는 자산보유액의 정 이 나타난

3)두 시 간 자산비교는 소비자물가지수(CPI,2005=100)를 이용하여 실질 액화한 후 비 을 구하고

있다(이상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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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 가구주 연령 50-54세인 반면,2008년 자료에서는 55-59세로 나타나 정 이 뒤로 이

동하 다는 과 둘째,1999년과 2008년 두 시 의 조사자료에서 자산의 수 이 정 에 도

달한 이후 비교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다(이상호,2010).셋째, 융

자산에 한 보유율이 10년에 걸쳐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진

외국에 비해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반 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개인측면에서

도 인 부의 증가는 있었지만,두 번째 특징에서 볼 때 축 된 자산이 은퇴 후 상당

히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고, 한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인해

노후 빈곤에 처할 우려가 있다.특히,기 여명 증가에 따른 고령기의 빈곤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짐작 한다. 한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를 이끄는 주

요세 인 을 고려한다면,베이비 부머의 보유 자산에 한 생애주기 리가 필요한 시

으로 단된다.

한편,노후 비의 충분성과 련하여,삼성생명 설문조사결과(‘09.12.)에 의하면 서울과 수

도권, 역시의 20세 이상 가장 2,000명 베이비붐세 (47~55세)578명을 상으로 분석

한 결과,베이비붐 세 (578명)는 은퇴 후 노후자 으로 월평균 205.1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이들이 재까지 비한 노후자 은 월평균 154.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되어,약 50만원 정도의 추가 인 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히,베이비붐 세

4명 가운데 1명은 비한 노후자 이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베이 붐 대 월평균 노후생활 필요자  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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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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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베이 붐 대가 준 한 월평균 노후생활자  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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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내부자료

3.베이비부머 세 의 국민연 용 연 재정

가.베이비부머 세 의 국민연 가입실태와 상 수 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베이비 부머 세 의 노후 비 수단으로 국민연 을 지

하고 있다.불과 몇 년 만하더라도 국민연 에 한 심도는 그리 높지 못한 편이었고,

불신의 상이기도 하 다.그러나,수 자 수가 많아지고,납부 비 여수 이 높다는

인식에 힘입어 국민연 을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그 다

면,이러한 베이비 부머세 의 국민연 가입실태와 상 수 액을 살펴 으로써 공 연

의 기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베이비붐 세 의 국민연 가입률(가입자 수/총인구)은 61.3%,소득신고율(가입자 수-

납부 외자수/총인구)은 47.1%로 나타났다.베이비붐 세 와 비교하여 30 의 국민연 가입

률(가입자 수/총인구)은 67.1%,소득신고율(가입자 수-납부 외자수/총인구)은 48.4%로 나타

났다.이를 베이비 붐 세 이후 세 인 30 와 비교하여 살펴보면,30 의 국민연 가입률

은 67.1%,소득신고율은 48.4%로 나타나,연령이 낮을수록 가입률과 소득신고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일반 으로 베이비 붐 세 는 제도도입시기에 이미 일정정도 이상 연령층이기

때문에 완 가입기간인 40년을 가입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후 세 보다 불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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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있고,가입율과 소득신고율 한 낮아서 베이비 붐 세 가 연 수 권 측면에서는

이후 세 보다는 다소 불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8>베이비붐 세 의 국민연 가입률

(단 :천명,‘09년 12월말)

구 분 총인구
가입자수 가입률

(%)

소득신고율

(%)계 소득신고자 납부 외자

베이비 붐 세

(46-54세)
7,380 4,526 3,475 1,051 61.3 47.1

30 (30~39세) 8,185 5,493 3,960 1,533 67.1 48.4

체 가입 상 연령

(18-59세)
31,960 18,547 13,494 5,052 58.0 42.2

자료: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둘째,소득분포를 살펴보면,베이비붐세 국민연 가입자의 월 소득분포는 100만원

이하가 43.4%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이에 비해 30 연령층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23.4%로 나타났으며 베이비 부머 보다 반 으로 소득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여수 측면에서 베이비 부머 세 가 이후 세 에 비해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때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4).두 집단 모두 소득수 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어 소득수

과 가입기간 간에 높은 상 계를 보인 것은 동일하다.사업장 가입자 비 을 보면,두

집단 모두 사업장 가입자 비 이 높지만 베이비붐세 에 비해 30 연령층의 사업장 가입

자 비 이 훨씬 높은 수 으로 나타났으며,이 한 두 집단 비교시 베이비 붐 세 의

여수 확보 측면에서 불리한 치에 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가입기간 측면에서 보면,베이비 붐 세 가 30 집단에 비해 가입기간과 소득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100만원 이하 소득자인 베이비 부

머는 약 59.4%로 매우 낮아 수 권 획득 여부가 불투명한 베이비 부머 세 가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물론 정확한 의미에서는 소득 체율 용시 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일반 으로 베이비 부머

세 가 높은 소득 체율을 용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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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베이붐세 월 소득분포

(단 :만명,%,‘09년 12월말)

구분

베이붐세 30

100만

원이

하

100~

200만

원

200

~300

만원

300만

원이

상

총계

100만

원이

하

100~

200만

원

200~

300만

원

300만

원이

상

총계

계

(비율)

151

(43.4)

98

(28.2)

33

(9.5)

66

(18.9)

348

(100)

926

(23.4)

1,328

(33.5)

800

(20.2)

907

(22.9)

3,960

(100.0)

사업장가입자 54 55 28 63 200 532 1,106 779 892 3,309

지역소득자 97 43 5 3 148 394 222 21 15 652

가

입

기

간

5년 미만 59.4 33.8 3.9 2.9 100 38.55 38.79 13.09 9.57 100.00

5～10년 47.1 41.7 6.3 4.9 100 23.25 37.60 21.82 17.33 100.00

10～20년 39.5 36.9 11.0 12.6 100 19.04 29.12 21.21 30.63 100.00

20년

이상
9.6 15.7 11.7 63.0 100 4.20 9.06 10.70 76.04 100.00

자료: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셋째,베이비붐세 국민연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가 약 194만명(55.7%)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약 26.7%이고 10년 이상인 자가 90%이상인 반면,여자의 경우에는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30 세 와 비교하면,이미 5

년~10년미만 가입자 비율 36.1%로 증하고 있어,향후 가입가능 기간을 고려하면 베이비

부머 세 보다 가입기간이 훨씬 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베이비붐세 가입기간 분포

구분

베이붐세 30

합계
5년

미만

5년～10

년 미만

10년～20

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5년

미만

5년～10

년 미만

10년～20

년 미만

20년

이상

계

(비율)

3,475 408 494 1,935 638 3,960 581 1,429 1,936 14

(100.0) (11.8) (14.2) (55.7) (18.4) (100.0) (14.7) (36.1) (48.9) (0.34)

남자

(비율)

2,289 39 107 1,533 610 2,657 309 892 1,448 8

(100.0) (1.7) (4.7) (67.0) (26.7) (100.0) (11.6) (33.6) (54.5) (0.30)

여자

(비율)

1,186 369 388 402 27 1,303 272 537 488 6

(100.0) (31.1) (32.7) (33.9) (2.3) (100.0) (20.9) (41.2) (37.4) (0.44)

주)2009년 12월 기 가입자를 상으로 가입기간을 산정(납부 외기간 포함)

(단 :천명,%,2009년 1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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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베이비붐세 상연 액 수익비 분포를 살펴본다.먼 , 상연 액은 10년 미

만 가입기간인 경우에는 약 289천원,10～20년인 경우에는 403천원 20년 이상인 경우에

는 701천원을 수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붐세 최소 137천원에서 최 886천

원까지 월 상연 액을 수 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상연 액은 2009년 12월까지의

가입을 기 으로 계산되었으며,향후 노령연 수 시 에는 가입기간 증가로 인해 더 커

질 수 있다.

<표 11>베이붐세 월 상연 액

(단 :천원,2010년 재가 기 )

구분 100만원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 평균

10년 미만 137～344 192～446 262～548 332～609 289

10～20년 137～470 192～622 262～774 332～866 403

20년 이상 213～477 428～634 571～792 715～886 701

주:평균 상연 액은 가입기간이 낮을수록 소득 가입자가 많아 구간 내 산술평균값보다 낮고,반

로 가입기간이 높을 경우 상 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많아 구간 내 산술평균값보다 높음

자료: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다음으로 수익비5)에 해 살펴보면,베이비붐 세 의 수익비는 모두 1이상으로 최 1.8

배에서 최 8.8배까지 분포되어 있다.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제도 기인 1988～

1990년부터 가입하 기 때문에 70～60%의 소득 체율을 용받음으로서 수익비가 매우 높

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한,수익비는 여산식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하여 소득층일수

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존재한다.여기서 가입기간이 낮은 계층

일 수록 부분 소득층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높아질수록 수익비는 낮아지는 것

한 국민연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 하고 있다.

반 으로 베이비 붐 세 는 국민연 도입 기세 이므로 제도 기의 특징이 높은

소득 체율에 한 이익은 향유하고 있지만,제도 도입 시 에 이미 40 후 인 을 감

안하면 가입기간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제도 도입시

에서 부분 낮은 소득수 으로 신청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수 의 성 측면에서

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5)수익비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가 비 생애기간 동안 수 하게 되는 연 총액의 가의 비

율로서 1이상인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연 을 수 하게 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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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베이붐세 수익비 분포

(단 :배)

구분 100만원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 총계

가입

기간

10년 미만 8.8～7.1 2.7～4.6 1.9～3.8 1.6～3.5 5.9

10～20년 8.8～3.9 2.7～2.6 1.9～2.1 1.6～2.0 4.0

20년 이상 7.6～3.6 3.4～2.4 2.2～2.0 1.9～1.8 2.4

자료)1):2010년 A값(179만원 용),각 소득구간의 최 소득과 최소가입기간을 용한 최

상연 액부터 최 소득과 최 가입기간을 용한 최 상연 액까지의 범 로 표 함.

2):다만 노령연 수 을 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고,베이비붐세 의 추가가입을 고

려하여 10년 미만 가입기간의 경우에는 10년 가입을 기 으로 분석함.

3):평균의 경우에는 각 소득구간별 가입자에 한 수익비의 가 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함.

나.국민연 장기 재정 망

이제 국민연 의 재정상태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건실할 공 노후소득보장을 해

국민연 에서 추가 으로 도움을 수 있는 지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연 은 기에 부과방식비용률을 상회하는 보험료율을 용해 옴으로써 지 까지 상

당한 립기 이 축 되어 왔다.지 까지 국민연 제도에서는 부과방식비용률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용해 오기는 하 으나,완 립에 필요한 보험료율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부

분 립의 형태를 띠고 있고,이로 인해 장기 으로 재정불안 요인을 갖고 있다.

국민연 제도는 앞으로 20～30년 사이에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

므로 립기 의 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즉, 여지출이 증가함

에 따라,2031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상회하게 되고,2044년에는 지출이 총

수입(보험료수입+기 투자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 자가 발생(기본가정에 따름)

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립기 은 당년도 수지 자가 발생하기 직 연도인 2043

년에 최고 2,465조원(1,056조,2005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 7월 국민연 법 개정으로 재정구조가 다소 호 되기는 하 으나,장기 으로는

여 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즉,2003년 재정계산에서는 2036년에 최 로 당년도 수지

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에 기 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나,2044년에 당기 수기 자

가 발생하고 2060년에 기 소진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기 이 소진되는 2060년의 보험료수입은 총지출의 39%수 에 불과하여 지 능

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보험료율의 격한 인상이나 규모의 국고보조가 필요한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한편, 안가정을 따르게 될 경우,기본가정과 비교하여 재정수지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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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개될 것으로 나타난다.최 로 당년도 수지 자가 발생하는 시 은 2047년,기 이

소진되는 연도는 2064년으로 추계되었으며,기본 인구가정에서의 수지 자 발생시 인

2044년,기 소진연도인 2060년보다 각각 3년,4년이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립기

수입 지출

수지차
립

배율

보험

료율

립기

(2005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 여

2008 248,133 41,374 23,808 17,566 6,792 6,373 34,582 31.4 9.00 228,854

2010 325,294 50,851 27,629 23,222 10,328 9,852 40,523 27.6 9.00 282,798

2015 575,098 75,710 39,147 36,562 17,623 17,283 58,087 29.3 9.00 437,613

2020 923,985 109,949 53,421 56,528 31,818 31,364 78,131 26.6 9.00 624,472

2025 1,304,447 135,363 69,007 66,356 55,202 54,614 80,161 22.2 9.00 798,498

2030 1,738,946 176,064 87,150 88,913 86,287 85,525 89,777 19.1 9.00 964,123

2035 2,131,048 204,311 105,365 98,946 129,556 128,588 74,755 15.9 9.00 1,070,136

2040 2,413,567 240,844 127,764 113,080 198,670 197,440 42,174 11.9 9.00 1,097,752

2043 2,464,507 252,055 140,901 111,154 244,861 243,454 7,194 10.0 9.00 1,056,269

2044 2,459,151 257,173 145,974 111,198 262,529 261,057 -5,356 9.4 9.00 1,033,307

2045 2,440,482 262,100 151,441 110,659 280,770 279,230 -18,669 8.8 9.00 1,005,355

2050 2,110,154 278,988 181,417 97,571 377,879 375,952 -98,891 5.8 9.00 787,331

2055 1,286,378 265,034 205,048 59,986 475,969 473,567 -210,935 3.1 9.00 434,721

2060 -214,225 231,684 231,684 0 596,793 593,799 -365,108 0.3 9.00 -65,571

2065 - 266,860 266,860 0 725,918 722,188 -459,058 - 9.00 -

2070 - 308,703 308,703 0 843,119 838,471 -534,416 - 9.00 -

2075 - 356,299 356,299 0 963,934 958,141 -607,635 - 9.00 -

2078 - 387,432 387,432 0 1,044,4381,037,827 -657,006 - 9.00 -

<표 13>국민연 재정수지 망 :기본가정

(단 :십억원,%)

주:기본가정 안가정 등 제 가정에 해서는 제2차 국민연 재정계산 보고서 참조

자료:국민연 재정계산 원회,2008국민연 재정계산 국민연 장기재정추계(제2차 국민연 재정계

산 보고서),2008.

그 동안 국민연 제도는 재정안정화를 심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국민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퇴색되었다는 지 이 있었다.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제도 개편시 기 노령연 제도가 국민연 제도의 보완책으로 등장하기도 하 지만, 여수

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 부머는 부모,그리고 자녀를 동시에 부양한다는 강한

책임의식이 있는 집단으로 상 으로 자신의 노후 비는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그나마 국민연 제도가 베이비 부머 세 에 도입되어 추진 에 있지만,충분한 가입기

간 확보가 부족하여 국민연 만으로는 노후를 책임 질 수 없는 상태이다. 한 소득 노

인의 70%를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 노령연 은 월 9만원 수 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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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는 은퇴를 맞고 노인세 로 편입되는 시 에 국민연 등

공 연 제도의 역할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앞서 지 한 바와

같이 국민연 재정문제로 인해 국민연 여를 베이비부머에게 추가 으로 지원하기란 상

당히 어려운 이 있다.따라서,국민연 제도의 가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지?추가

인 지원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기 노령연 확 등을 고

려하여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노후를 비할 필요가 있다.

4.베이비부머 세 를 한 공 연 역할 확 방향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 가 사회경제 으로 미칠 효과 뿐 아니라,이

들 세 개인에게 닥칠 노령화의 은 장담하기 어렵다.여기서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과 련하여 을 두고 살펴보고 있으므로 노령화에 직면하는 베이비 붐 세 의 노후소

득보장 책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일하는 은퇴자에 연 혜택을 강화하기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무엇보다 노인일

자리 창출을 통해 노후 비가 부족한 노인에 해서는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행 국민연 수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 수 자에 해서는 연 수 권을 확 보장하

는 정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다만,이러한 연 수 권의 확 보장을 획일 으로 하기 보

다는 소득 노인수 자를 우선 으로 상으로 하고,재정문제를 고려하여 확 해가는 정

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정년 납부기간 연장을 통한 사각지 완화와 여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행 국민연 제도는 59세까지 의무납부 하도록 하고 장기 으로 65세까지 연 지

시기를 연기하고 있으므로 은퇴 후 수 시 간의 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물론 임의계속

가입형태의 가입이 가능하지만,의무가입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사업장계속가입자의 경우를

볼 때 보험료 지원이 없어져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따라

서,정연연장 검토와 함께 64세까지 소득발생시 의무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이를 경우,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수 자의 증가와 함께 가입기간

연장으로 여수 이 상향되는 노인수 자가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셋째, 소득층 보험료지원 제도 도입 베이비 붐 세 에 한 한시 특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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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재 정부에서 검토 에 있는 소득층에 한 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특히 베이비 붐 세 와 련하여서는 국민연 제도가 국민

연 화가 되는 시 에서 볼 때 이미 40 후 던 계로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

하여 수 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하 더라도 연 수 이 낮은 수 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동 기간에 해서는 한시 으로 특별추납제도를 도입하여 수 권을 보장하는 것도 검토

상이라고 하겠다.여기서의 특별추납제도는 행 제도상의 추납제도와 달리,납부 외기간

이 없더라도 1988년 이후부터 은퇴시 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본

인의 원에 의해 특별히 추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인 용기간은

정책 으로 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임의가입 추납 활성화를 통해 수 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해서는

제도에 한 극 홍보를 통해 행 제도의 장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에 따라 수 권도 확 보장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편으로,이러한 무소득배우자 등 용제외자에 한 임의가입제도를 없애고 개별 수

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기여조건을 제로 개인단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수 권을 확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이는 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

가입구조 개편 논의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에서 실 가능한 안일 수 있다.

다섯째,부부가입기간합산제도(가칭)를 도입함으로써 연 수 권을 확 보장하는 것이다.

연 제도의 사각지 완화를 해 개별연 수 권을 지향하지만, 재 한 가구에 하나의

연 도 발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가구도 있다.이들 가구는 기 가입세 인 베이비 붐

세 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 해서는 부부가입기간합산제도(가칭)를 인

정함으로써 수 권을 확 보장하는 것이다.즉, 행 국민연 제도에서는 최소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 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부부가입자가 상당 수 존재할 수 있으

므로 부부단 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획득하게 될 경우 연

수 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베이비붐 세 은퇴를 계기로 경제 ㆍ사회 충격을 겪지 않기 해서는

선진국형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는 기존의 주요논의

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인 퇴직연 활성화를 통해 공사 연 의 균형 발 을 꽤

할 뿐 아니라,추가 으로 농지연 주택연 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통해

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사 연 과 농지 주택연 의 경우는 막

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노후보장 책에 효과 으로 근할 수 있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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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 있다.다만,이에 한 활성화가 건인데,정부에서는 이를 해 보유자산의

유동화 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연 소득은 없고 자산만 있는 노인세 에

해서는 자산을 담보로 연 을 지 하는 자산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기 노령연 제도와 기 생활보장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노인세 에 한 실질

인 노후 비마련이 필요하다.물론,기 노령연 제도 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공

소득보장 수혜율이 2009년 84.3%까지 확 되는 성과를 보 다는 정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는 여수 을 고려하지 않은 수 권 획득 측면에서의 평가이므로 질 평가

인 여수 의 실화가 필요한 시 에 있다.즉,다양한 제도조합과 연 제도 개선에도 불

구하고 실 으로 공 연 사각지 에 직면한 소득 베이비붐 세 에 해서는 이들이

은퇴하게 되는 시 에서 공공부조형 여수 을 실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재 소득층을 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용 상

을 연 수 권을 획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베이비붐 세 에게 까지 확 용함으로

써 이를 통해 축 된 융자산을 연 보험료로 납부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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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 DB 소개

고 경 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2010복지재정DB학술 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

자,토론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본 학술 회에 사회를 맡아주신 이삼주박사님,

이태수교수님께도 감사의 말 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그동안 복지재정분야의 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지표들을 생산하면

서 정부재정에 한 기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경험하 습니다.이러한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

으로 복지재정DB를 구축해 왔습니다.

복지재정DB는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복지 분야의 재정자료를 일정체계로 분류하여

시계열 이고 다각 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이 DB는 크게 일

반지표와 분석지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먼 일반지표는 이번 학술 회 참여자에게 제공

한 것과 같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련 기 통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 분석

지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생산한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복지재정DB는 년 말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정입니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고경환 외(2010),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한 연구(4차

년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 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걸음마 단계인 복지재정DB를 활용한 본 학술 회가 복지재정DB의 신뢰성을 높이

고 앞으로 활용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기 해 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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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 DB를 활용한

울시 25개 치 별 복지수준  격차

- 사회복지재 DB 형평  지 를 중심 로-

문 용 필

(서울시립 학교 일반 학원 사회복지학과)

Ⅰ.서 론

최근 사회복지재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앙정부 기 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에서 사회복지재정에 한 심이 높다.이러한 심은 앙정부 지자체의

체 산 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런

변화추이 속에서 최근 사회복지재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정원오 외,2009;김미

혜 외,2009),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그 이유는 재 재정경제부의 디지털 산회

계시스템,행정안 부의 지방재정 리시스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행ㆍ재정

시스템 등으로 산체계 시스템이 각기 다르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고경환,2010).각기

다른 부처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운 함에 따라 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계분석,지자체간

품목별ㆍ사업별 산분석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재정DB구축에 한 연구(1,2,

3차년도)가 지속되어왔다(고경환 외,2009).앞으로 총 5차년도까지 사회복지재정DB를 구축

하여 산의 기능별,회계별,사업별 등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특히 가치지향성,안정

성,성장성,형평성의 4가지 분석유형이 있는데,이 연구에서는 형평성 지표를 심으로 서

울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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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지출 사회보험지출
민간지출

범정지출 자발 지출

물, 여

-보건복지노동서비스

-공공구조

(재해구호 등)

,

물 여

-법정퇴직

-출산휴가 여

-유 질병 여

-보육비 지원

-학비 지원 등

-민간모 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복지사업

IMF

ILO

OECD

*자료:고경환 외,2000,“OECD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 지출 추계”보건복지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P37의 표 재인용.

[표 1]주요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재정의 범

특히 서울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서울 자치구의 기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고,사회복지지출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 다(김태일,

1998).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 련 국가사무 이 이후 복지 산 비 이 증하 다.이

결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재정에 따른 복지수 의 격차가 꾸 하게 벌어져

왔다(김상철 외,2010).

이 과정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재정DB 형평성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의 격차를 살펴본다.특히 2004-2006년 복지재정DB자료를 이용하여 서

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을 형평성이라는 분석지표를 가지고 재정측면에서 분석하려

한다. 한 복지재정DB를 통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지재정 증가추이를 확인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객 으로

검증한다.특히 형평성 이라는 분석지표를 에 두고 분석한다.이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수 의 격차를 확인하고,복지수 의 향상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 이다.

Ⅱ.이론 배경

1.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DB

사회복지재정에 한 개념에 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사회복지재정의 범 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달라진다.먼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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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정 의 정책 목 산정공식

1)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체 주민 수

1인당 사회복지비

다른 지역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와 비교 분석
사회복지비 /주민 수

2)사회복지 상 인구 1인

당 지원액

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사회복

지비와 비교 분석

사회복지비 /사회복

지 상 인구수

3)사회복지 상 인구 1인

당 국고보조

사회복지 상 인구

비 국고보조 비

지역 간 형평성 정도를

분석

사회복지 산 국

고보조 /사회복지

상 인구 수

4)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

지비 부담액

사회복지 상인구 비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비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합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역

간 형평성 정도를 분석

(사회복지비-사회복지

련 국고보조 ) /

사회복지 상자 수

*자료:고경환(2010),“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한 지방복지수 의 분석”,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

정기학술 회 자료집,p.34,박인화ㆍ이덕만,2008;김기원,1995.

[표 2]형평성의 4가지 지표

지출을 포함하는 정의가 있고(박능후,2002;노인철ㆍ김수 ,1995),정부 산제도에서 사회

복지 련 지출을 체 포함하는 정의가 있다(김교성ㆍ이재완,2000).본 연구에서는 OECD

의 추계방식에 따른 사회복지재정 개념을 기 으로 삼는다.OECD의 추계방식은 사회복지

지출(socialexpenditure)과 총 사회복지지출(grosssocialexpenditure),순 사회복지지출(netsocial

expenditure)로 구분한다.

사회복지재정DB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데이터를 심으로 구축된 자료

를 말한다(고경환 외,2009:37).사회복지재정DB는 우리나라 국 자치단체 250개의 재정을

사업별,회계별 그리고 재원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되어왔다(고경환 외,2007).

2.형평성 형평성 지표 개념

형평성 개념의 정의는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이는 1970년 롤즈(Rawls)와 노직(Nozick)

의 논쟁 등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그리고 이에 형평성 정의에 한 논의는 수직 형평성과

수평 형평성,사회 형평성 등의 차원과 속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Stone,1988:35-48;

Wilson&Wilson,1991:143-147;김기원,1995:재인용,NeilGilbert&HarrySpecht,1986).

이 연구에서는 기존 형평성 개념이 아닌 사회복지재정DB에서 개발된 ‘형평성’의 4가지 지

표를 사용한다.사회복지재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크게 가치지향성,안정성,성장성,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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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4가지 지표가 개발되었는데(고경환 외,2010),형평성 지표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사회복지비 /주민수),둘째,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액

(사회복지비 /사회복지 상 인구수),셋째,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 (사회복지

산 국고보조 /사회복지 상 인구수),넷째,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사회복

지비-사회복지 련 국고보조 )/사회복지 상 인구수]로 이루어져 있다.이와 같은 형평성

지표를 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복지수 의 격차를 분석하려

한다.

3.사회복지격차

사회복지격차는 사회복지수 에서의 지역격차를 의미한다.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격차

는 지역 간 삶의 질의 격차를 뜻하고,좁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의 수 상 지역 간 격차로

말한다(류진석,2000).사회복지격차는 지역주민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데,그 지역

간의 차이는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이로 인해 불균등한 지역 간의 차

이는 지역사회내의 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지역 간 불균등 발 은 균등하지 못한 상태

로 유지하게 되는데,이런 지역격차는 복지뿐만 아니라 소득,경제력,문화,정보 등의 반

격차를 의미하게 된다(홍 ,1999).지역 간 사회복지격차가 요한 이유는 복지수 의 지역

격차가 결국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있어 의미 있는 것은 기

자치 단체 간의,각각의 사회복지재정에 의해 향을 받고,격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4.선행연구 검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재정에 한 논의에 앞서 지 까지의 사회복지재정에

한 연구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재정에 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들 연구들

은 계량모델젝 근방법(economicmodelapproach)을 사용하여 근한다. 김교성ㆍ이재완

(2000)은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 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비율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개발비 비율,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복지지출 증감률로

악하 다.

김미혜ㆍ정진경(2003)도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을 시계열 분석을 하 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변화하는데,환경 요인에 의해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 다.특히 노인

인구의 증으로 차 사회복지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보았다.재정분권 이후

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산 변화에 해 연구한 김미혜ㆍ박은주ㆍ김민경(2009)은 사

회복지 산 변화의 결정요인이 재정자립도의 변화,지방정부의 유형,경제개발 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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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활수 자 비율 등으로 분석하 다.서상범ㆍ홍석자(2010)는 분권교부세 실시 후를

살펴서 복지 산의 지출 증가추이를 분석하고,그 요인으로 사회ㆍ경제 수요,복지수요

등으로 나타났다.

한 서울시 자치구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김태일(1998)은 서울시의 자치구를 상으

로 사회복지분야 산이 1995년 1기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후의 시기(1993-1997년)의 산

변화추이를 연구하 다.연구 결과 사회복지지출 격차는 지자체의 재정력 수 에 의해 결

정되었다고 하 다.박 길ㆍ이상일(2005)은 소득층 집 거주지역과 공 부조 재정의 지

역 불균형에 해 강서구,노원구,송 구,서 구의 복지 산을 심으로 보여 다.이를

통해 소득층이 집 거주하는 자치구가 그 지 않은 자치구에 비해 사회복지 산 부담으

로 인해 재정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연구이다.정원오ㆍ김성기(2009)

는 서울시 구로구의 2000-2007년 산서를 심으로 사회복지 재정 분석을 하 다.지방정

부 사회복지 산의 구조 특성과 그것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이 연구는 산

의 구체 인 내용분석을 하 다.자치구의 산구조가 어떻게 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지

보여 으로써 자치구의 산구조 분석이 요함을 보여 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재정에 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사회복지 산 지출변화요인을 살펴보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 산에

한 향요인에 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 다.그 지만 그동안 사회복

지재정을 비교ㆍ분석에 함에 있어 통일된 사회복지재정DB틀 안에서 사업별,회계별 그리고

재원별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재정DB틀에서 보려한다.지표

근방법(indicatorappoach)으로 3개년동안 구축된 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의 격차에 을 맞춰서 2004-2006년까지의 산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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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2004-2006년 사회복지재정DB자료를 이용하여 형평성 이라는 기 으로 시계열 인 격차

분석을 하려한다. 앙과 지방정부의 세부 차원의 기능별,회계별,사업별 등의 분석이

가능한 DB화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재정정책의 분석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4가지 분석지표-

가치지향성,안정성,성장성,형평성- 에서 형평성에 을 두고 연구하려 한다.형평성

심으로 첫째,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둘째,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액,셋째,사회

복지 상인구 1인당 국고부담액,넷째,자치단체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부담액을 심으로

분석한다.이를 통해 복지재정에 해 기능별,사업별,회계별 변화와 지방간 복지수 의

불균형과 격차 그리고 지역 간 복지수 을 시계열 이고 종합 인 분석을 한다.

1.조사 상

조사 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2004-2006년의 사회복지재정이다.사회복지재정을 일

인 기 으로 기능별,회계별,사업별 산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사 상으로 한

다.세부 으로 사회복지 산 카테고리 안에 지자체의 보조사업,자체사업,기타 등을 심

으로 살펴본다.사회복지 산 내에는 기 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보육,가족,여성,노인,

청소년,노동,보훈,일반사회복지,기타 등 11개 분야로 이루어져있다.

2.자료수집방법

2004-2006년까지의 사회복지재정에 해 구축된 사회복지재정DB1)를 기 로 한다.이 자

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원자료를 토 로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부 차원

의 기능별,회계별,사업별 등의 분석이 가능한 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한다.

3.분석방법 변수(4가지 분석지표,분석틀)

사회복지격차의 측정방법에 있어 지표 근법(indicatorapproach)이 있고,계량 모델 근

방법(econometricmodelapproach)이 있는데(류진석,2000),여기에서는 지표 근방법으로 서울

시 25개 자치구별의 사회복지격차를 측정하려 한다.지표 근방법은 자치구간의 사회복지

수 을 비교하고 이해하는데,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한다.이 때 자치구별 수요와 공

1)한국사회보장학회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년 제1회 사회복지재정DB활용 학술 회 에서 제공한

사회복지재정DB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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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보면서 수 계를 통해 객 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심으로 분석한다.

구체 인 지표로,형평성 지표이다.형평성 지표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첫째,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사회복지비 /주민 수),둘째,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액(사회복지비 /사회

복지 상인구 수),셋째,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 (사회복지 산 국고보조 /

사회복지 상 인구 수),넷째,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사회복지비-사회복지 련

국고보조 )/사회복지 상자 수]으로 이루어져있다.이와 같이 이상의 지표를 통해 사회

복지재정의 형평성을 비교,분석한다.

한 복지지출과 련하여 시계열 자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변이

계수를 사용한다.변이계수(CoefficientofVariation)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진다.

CVi=Si/Xi (CVi변이계수,Si표 편차,Xi는 평균)

변이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 평등에 가까진다.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에 가까워진

다.이 변이계수는 장기간에 걸친 지역 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악하기 해 시계열

방법을 사용한다(Williams,1965;홍 ,1999;FujitaandHu,2000;류진석,2002:100).이 변

이계수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단순비교(25개구),연도별(3개년)시계열 비

교,형평성의 4개 지표 비교 등을 시도한다.

Ⅳ.연구결과

사회복지 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복지사

업 업무를 떠넘긴 채 지원에는 인색한 데다 고령화 상과 사회양극화 상으로 사회복지

산 비 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 산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자치구별 부담률은

차 증가하고 있다.이를 실증 으로 살펴보기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의 격차

를 복지재정을 통하여 분석한다.

2004-2006년 사이에 자치구별 복지수 격차가 늘어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격차를 측정하고,분석함으로써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특히 복지

재정DB에서 개발한 ‘형평성’이라는 분석지표를 통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어느 정도의 복

지수 이 이루어고 있는지 비교(자치구간 비교)하려한다.이를 통해 앞으로의 복지재정DB구

축에 도움이 되고,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측정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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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값 비교(단 :원)

1.형평성의 4가지 지표 분석

지방복지재정DB를 분석할 때,분석유형으로 가치지향성,안정성,성장성,형평성이 있다.

이 에서 형평성은 지역 간 비교를 통한 동일 욕구,동일 혜택에 한 복지수 의 분석을

한다.아래에서는 형평성 내 4가지 지표를 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분석 하겠다.

1)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값 비교

사회복지비는 회계별,사업별로 나눠서 분류가 된다.매년 최종 산 기 으로 회계별(일

반회계,특별회계,기 ,공기업회계)로 나눠지고,사업별(보조사업,자체사업,기타)등으로

나눠진다.회계별 사업 내에서 사회복지부문 내에는 1)기 생활보장,2)취약계층지원,3)

보육,4)가족,5)여성,6)노인,7)청소년,8)노동,9)보훈,10)일반사회복지,11)기타 등

으로 구성된다.그 이외에 보건(보건의료,식품의약품안 ),교육(유아 등교육,평생,

직업교육),주택(국민주택-공동,주민)등으로 되어있다.

[그림 1]은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값 비교이다.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는 체 주민

수 1인당 사회복지비로 다른 지역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인

구 1인당 사회복지비(사회복지비 /주민 수)지표값 비교에서 2004년에는 25개 자치구 평균

보다 높은 구가 9개 구에 불과했다.나머지 구는 평균 이하 고,2005년에는 8개 구 고,

2006년에는 9개 구에 그쳤다. 반이 넘는 자치구가 평균 이하의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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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지표값 최고는 구,최 는 송 구로 나타났다(2006년 기 ).시계열 으로

보면,평균보다 높은 지표값을 가진 구들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꾸 하게 평균이상의

지표값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값 비교이다.변이계수가 2004년 0.292,2005년

0.261,2006년 0.242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변이계수 감소를 통해 불평등한 정도

가 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림 2]에서 평균값(X)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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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인구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값 비교

2)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 비교

[그림 3]은 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 비교이다.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액은

사회복지 상인구 수 1인당 사회복지비로 다른 지역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와 비교 분석

을 할 수 있다.이 때 사회복지 상 인구수는 65세 이상 노인 수,장애인 수,아동시설의

아동 수,보훈 상자 수 그리고 국민기 생활보장 상자 수로 한다(사회복지재정DB지표값

정의에 근거).

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사회복지비/사회복지 상인구수)비교를 보면,2004년 사

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이 지원액 평균보다 낮은 자치구가 15개 다.2005년에는 11

개,2006년에는 15개로 나타났다.이는 아직도 평균보다 낮은 1인당 지원액이 나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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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상 인구수(B):65세 이상 노인 수,장애인 수,아동시설의 아동 수,보훈 상자 수

그리고 국민기 생활보장 상자 수로 함.

[그림 3]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 비교(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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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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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상 인구 수(B):65세 이상 노인 수,장애인 수,아동시설의 아동 수,보훈 상자 수

그리고 국민기 생활보장 상자 수로 함.

[그림 5]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 비교(단 :원)

2004-2006년 사이에 락을 반복한 모습을 보 다.지표값 최고는 구,최 는 성북구로

나타났다(2006년 기 ).시계열 으로 보면,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이 평균보다 낮

은 수치를 나타내는 구들이 3년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이계수가 2004년 0.193,2005년 0.150,2006년 0.145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서

울시 25개 체의 변이계수를 보면,연도별로 차 불평등한 정도가 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각 자치구별 지표값을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2004-2006년까지 액의 변화추이

를 살펴보면,[그림 4]에서 평균값(X)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지원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 비교

[그림5]는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 지표값 비교이다.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

담액은 사회복지 상 인구 비 국고보조 비 으로 지역 간 형평성 정도를 분석을 할 수

있다.국고보조 은 사업비 지원하는 경상보조 과 자본형성의 자본보조 으로 구성된다(고

경환,2010).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사회복지 산 국고보조 /사회복지 상 인구수)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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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2004년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이 지원액 평균보다 낮은 자치구가 14개 다.

2005년에는 12개,2006년에는 15개로 나타났다.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이 높으면

양호한 지역으로 분석된다.사회복지 상 인구수가 높은 구인 노원구,강서구의 경우에는

평균 지표값 이상으로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을 보여 다.사회복지 상 인구수가

많음에도 국고부담액이 높게 나온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의미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표값 최고는 천구,최 는 서 구로 나타났다(2006년 기 ).

변이계수가 2004년 0.225,2005년 0.145로 내려갔다가 2006년 0.150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는 불평등한 정도가 2006년에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각 자치구별 지표값을

2004-2006년까지 액의 변화추이를 살펴 으로써 상 비교를 해보면,[그림6]에서 평균

값(X)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2005년과 2006년 사이의 변이계수 변화를 통해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

액이 증가하고,자치구별로 상이한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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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 비교

4)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 비교

[그림 7]은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 지표값 비교이다.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

비 부담액은 사회복지 상인구 비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비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

담액의 합계로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역 간 형평성 정도를 분석한다.이 때 사회복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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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는 65세 이상 노인 수,장애인 수,아동시설의 아동 수,보훈 상자 수 그리고 국민

기 생활보장 상자 수로 한다(사회복지재정DB지표값 정의에 근거).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

지비 부담액은 지역간의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비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과 사회

복지 상 인구수를 비교하기 한 지표이다.따라서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수 이 양호한 자

치구로 분석할 수 있다.즉,국고보조 이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수 을 살펴볼 수 있다.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사회복지비-사회복지 련 국고보조 )/사회복지 상

자수]비교를 보면,2004년 1인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이 부담액 평균보다 낮은 자치

구가 15개 다.2005년에 16개,2006년에 16개로 나타났다.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

담액이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강동구 서 구,용산구, 구 등으로 나타났다.지

표값 최고는 서 구,최 는 노원구로 나타났다(2006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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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상 인구수(B):65세 이상 노인 수,장애인 수,아동시설의 아동 수,보훈 상자 수

그리고 국민기 생활보장 상자 수로 함.

[그림 7]1인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 비교(단 :원)

변이계수가 2004년 0.541,2005년 0.415로 낮아졌다가 2006년 0.452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1인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이 2006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다.[그림8]

에서 평균값(X)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액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반면에 각 자치구별로는 각기 다른 증감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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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인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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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형평성 4가지 지표값의 변이계수 추이

5)형평성의 4개 지표값 사이의 변이계수 비교

지 까지 형평성 내 4개 지표값 각각 살펴보았다.[그림 9]에서 변이계수 추이를 통해

체 인 변화추이를 살펴본다.1)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2)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

액,3)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 ,4)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 등의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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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표를 비교하면, 체 으로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의 변이계수가 타 지표

값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2005년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이 낮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액,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 은 비

슷하게 나타나는데,2004년,2005년에는 사회복지 상 인구 1인당 국고보조 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2005년에는 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액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Ⅴ.결론 함의

OECD통계연보(Factbook)2010에 따르면,우리나라의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5년을 기 으로 OECD30개국 에서 최하 를 기록하 다.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과 련하여 서울시를 기 으로 살펴보았으며,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복지수 의 격차를 분석하 다.특히 2004-2006년의 3개년간 사회복지재정DB원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을 형평성 이라는 분석지표를 가지고 재정측면에

서 분석하 다.이 분석을 통하여 재정측면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 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객 으로 검증 하 는데,연도별 각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재정의 격차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변이계수를 통해 연도별로 불평등한 정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평성 이라는 분석지표를 에 두고 분석한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 인 복

지수 의 향상을 해서다.여기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회복지 상자

일반주민에게 사회복지재정이 얼마나 형평성있게 배분되는지 살펴보았다.2004-2006년까지

3개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형평성의 불평등 정도가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평성 4가지 지표값의 변이계수 추이변화 비교를 정리하면,1)인구 1인당 사회복지

비는 3년간 지속 으로 감소세를 보이고,2)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지원액은 3년간 지속

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반면에 3)사회복지 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 은 2004-2005년까지

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증가세를 보인다.4)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

도 2004-2005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이 높은 자치구와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액이 높은 자치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다.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담액이 높은 자치

구인 노원구,강서구는 사회복지 상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상 1인당 국고부

담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보다는 국고 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이 높은 자치구인 강남구,강동구,서 구는 국고

비 보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이는 재정자립도,분권교부세의 비

율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이상에서 형평성의 4가지 지표값을 통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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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복지수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앞으로 각 자치구별로 균형있는 복지수

향상을 해 필요한 부분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는 격차발생의 요인이 되는 요인들과 회계별,사업별로 상층별로 구성

된 각 자치구별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 한 사회복지재정DB의 2004-2006년 자료가 3년간

구축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지표값을 통해 살펴보았기에 다른 분석유형인 가치지향성,안정성,성장성의 분석유형은 고

려하지 않았다.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볼 의미가 있다. 한 특히 산배분에 있어서

정치 요인-자치구 구청자의 사회복지 산에 한 심정도,자치구 구청장의 소속정당,

집권정부의 정당 서울시장의 소속정당 등-에 의한 산결정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각

자치구별로 산차이에 한 요인분석도 차후에 연구해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보면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로부터 발된 격차

가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에 서울시 자치구 간 복지수요에 응하기 한 복지공 이 치열

해졌는데,이들 자치구 간 복지수요와 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

다.특히 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내 사회복지

상 체 주민들이 향을 받는 것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게 서울시는 자치구 간의 사회복지격차가 있었다.이와 같은 사회복지재정의 수요와

공 황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격차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가 있었다.앞으로도 사회복지

재정DB에 한 다각 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격차가 해소와 복

지수 향상을 살펴볼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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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 복지재  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인

모 지 환 이 섭

(불 학교 사회복지학과) (남 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Ⅰ.문제제기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사회복지부문

에서도 지방정부의 권한이 차 강화되고 있다.지난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

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시․군․구에 두는 것으로 명시하 으며,지역사회복지계

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사회복지 의체에 한 구성 운 지원 등에도 시군구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 다.특히,2005년부터는 기존의 국고보조 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산

편성권한을 지방으로 폭 이양하여 사무이양만이 아닌 재정에서의 지방분권도 이루어져

바야흐로 실질 인 지방분권시 가 진행되고 있다(김미혜 외,2009:189).지방분권화를 통

해 보다 민주 이고 참여 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 수요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정부 지도자가 유권자에 해서 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

으며,궁극 으로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Ter-Minassian,1997;홍 ,2001재인용).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앙권력의 이양과 자원분산을 통해 지역이 고루 발 할 수 있는

정치 토양을 제공했다는 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지방의회가 자율 입법권한을 가지

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법안을 제정하면,지역주민의 직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

부는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체

감도 높은 정책들을 집행하게 된다.그래서 지방자치는 권력이 집 된 앙권력 하에서는

보기 어려운 주민 착형 정책과 제도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 의 정치체제이다.

Crook(2003)이 지 한 로 지방분권은 공간 으로나 시간 으로 그리고 제도 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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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주민간의 계를 착시킴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욱 잘 인식하

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기민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 다.민주주

의를 엄 한 의미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다수결에 의한 정치 의사결정으로 정의한

다면,참여 민주주의의 완 한 실 은 그 본질상 지역주민에 의한 정치 의사결정인 지방

자치를 제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주요 잣 와 기 이 행정결정권자의

정치 이해득실과 결부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의사와 욕구에 의해 주도됨으로

써 진정한 의미의 복지자치를 실 할 수 있는 제도 발 이 마련되었다는 에서 그 의미

를 찾을 수 있다.즉,지역주민의 욕구가 정치 이해 계에 종속되었던 앙정치의 속성과

는 달리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복지를 정치의 주요 의제로 회복시키는 결정 인

계기가 되었다는 이다.물론,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착성이라고 하는 제도 특성으로 인

해 지역주민의 복지수 과 상 친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지방자치제도 그 자체

가 지역주민의 높은 복지수 을 담보하지는 못한다.즉,지방자치제도도 지역주민의 참여정

도나 지방의회의 정치사회 성숙도 등의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한 향을 받는다는

이고 이 같은 정치사회 조건은 지역의 재정여건 등의 경제 요인과도 호환 으로 결

합하면서 지역복지의 수 을 결정한다는 이다.따라서 지역복지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견인하고 있는 다양한 향요인들을 실증 으로 규명하

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지방정부의 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한 연구(Hick,

2009;서상범․홍석자,2010;조수 ,2009;김미혜․박은주․김민경,2009;이재완․김교성,

2007;장동호,2007;진재문,2006)가 차 많아지고,이 같은 연구경향은 2005년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강제되는 국고보조 과 순수

한 자체 산으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체 사회복지재정의 총량이나 사회

복지재정 총량의 비율을 기 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 련 향요인을 탐색하 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이 수혜자의 수나 사회복지시설 수 등 사실상 앙정부의

국고보조 에 의해 인 향을 받는다는 에서,사회복지 산 총량을 기 으로 분석

되는 이 같은 연구모형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한 정책 의지를 평가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실제로 2005년 170개 시․군․구의 사회복지 산 구성을 살펴보면,일반회계 산 비

사회복지 산의 비율은 19.3%로 비교 높지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은 각각 92.7%

와 7.3%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강혜

규 외,2006).국고보조사업은 산편성의 권한이 지방정부가 아닌 앙정부에 의해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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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발 될 수 없는 사업 역이다.결국,지방정부

의 사회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입체 으로 탐색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에 한 정책 노력이나 의지 혹은 산심의 의결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향력 등이 강력하게 개입되는 자체 산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을 재원부담 주체별로 별하고 자체사업 산

의 규모를 복지재정 자율성 정도로 정의하여 련 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재정의 자

율성은 지방정부가 가용자원을 복지사업에 자발 의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자치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요한 잣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의 재정부담주체별 산 황을 종속변수

로 복지재정운 의 자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이를 해 지방정부(시

군구)복지재정DB의 사회복지 각 분야별 산 시계열 자료와 지방재정 황 자료(재정자립

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 상자의 수,정책사업 비 등),그리고 기타 행정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검증하고 재정 요인과

사회복지수요 요인에 따른 복지재정자율성의 정도를 측하고자 한다.

Ⅱ.이론 배경

1.복지재정자율성의 개념 측정

지역복지의 수 은 해당 국가의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규정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지역별로 복지수요가 다르고 재정능력이 상이한 실은

앙과 지방의 행정 업무의 조정뿐만 아니라 재정 조율이 무엇보다도 요한 정책과제

1)국고보조 은 국가와 역자치단체,기 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체 산의 일정 부분씩을 분담

하는 응보조 (matchinggrants)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주는 국고보조 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가

확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액도 커지게 된다.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회복지 련 보조 산이 편

성되는 과정에서,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매년 해당 앙 서의 장에게 보조 의

산계상을 신청해야 하는데,이때 역자치단체는 할 기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 자자체의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종합한 후 앙 서에 산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한

해당 앙 서는 시도지시가 신청한 내역에 해 사업의 타당성,연내 집행가능성,지방비 부담 가

능성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앙 산기 에 산을 요구하게 된다.국고보조 의 이러한 배분논리

로 인하여 역설 이게도 소득층이 많이 거주하여 세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재정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높은 복지욕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은 수 의 복지지출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조수 ,2009: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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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상기시킨다.복지정책에 한 앙정부의 책임성은 지속 으로 유지하되 지역이 자체

정치 역량을 토 로 지역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해서는 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과 복지재정에 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제되어야 한다.여기서

재정자율성은 앙정부의 합리 인 재정 리를 제로 지방정부의 자체 권한을 가지고 자

율성 있는 재정운 을 실 할 수 있는 정도로서 지방자치의 수 을 가늠하는 잣 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세입기반의 확 와 함께 세출에 한 권한의 확 라고 하는 지방재정 자

율성의 확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한다면,복지재

정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이행을 한 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재정 자율성은 지방재정자율성의 개념과의 계 속에서 그 의미를 악할 수 있다.

고성철과 이승우(2003:130)에 따르면,지방재정 자율성은 앙정부의 통제,즉 지방재정의

타율 인 운 과 칭되는 개념으로 지방재정의 자주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한다.물론,지

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에서 자율성이라는

개념 사용에 상당히 신 해야하지만,그 개념 의미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 혹은 자주

의사결정에 따른 재정운용을 재정자율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외에도 지방재정의 자

율성은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련 재원조달 규모 방법의 결정에 있어 지방정부

의 자율 결정에 의존하는 것(엄명배,2003:57)혹은 재정자원에 한 자주 조달과 자유

로운 의사와 단에 따른 사용(김 조,2001:196;Kohtamaki&Lyytinen,2004)등으로 정의

된다.결국,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 의사결정(염명배,

2003;최원익,2008;김 조,2001;Chapman,1999)에 그 이 맞추어져 있고, 앙정부나

상 지방정부의 통제에 한 칭 개념(고성철․이승우,2003)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의 개념에 기 하여 복지재정 자율성을 정의하면,복지재정자율성

은 앙정부나 상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 의사에 의해 복지사업의 재정운

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복지재정자율성을 평가하는 요한 지표는

앙정부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자체사업의 산규모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다양성 가설(diversificationhypothesis)과 생산성 제고가설

(productivityenhancehypothesis)그리고 리바이어던 가설(Leviathanhypothesis)을 통해 그 효율성

이 강조된다.즉,재정자율성은 앙정부에 의한 독 재정운용보다 분권화된 시스템 하

에서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재의 최 공 을 실 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효

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이다.세부 으로 살펴보면,다양성 가설은 지방공공재에 따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권화를 통해 선호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토 개

선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고,생산성 제고가설은 분권화가 지방정부에 책임성과 의무를 이

하므로 주민의 선호 변화에 한 수용성뿐만 아니라 공공재 생산의 신 활동이 개

된다는 논리이다.마지막으로 리바이어던 가설은 Brennan과 Buchanan(1977,1980)이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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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로서 통 인 재정연방주의가 강조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분권화에 의해 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형에서 정부는 체계 인 세입 극 화를 추구하는 독

기 으로 정책수단인 분권화의 진 은 공공부문의 축소,지방정부간 경쟁 진을 유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병량 외,2008;김홍환,2010:114재인용).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복지재정의 자율성은 단일하고 일률 인 복지사업을 지양하고 복

지사업의 다양성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한 책임성과 의무를 강화

하고,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화두로 한 경쟁의식의 확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을 한 단계 진 시키는 정 결과를 상할 수 있다.

재정자율성은 그 개념의 다양성만큼이나 이를 측정하기 한 지표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

로 개발되고 있다.재정자율성과 련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세입자율성과 세출자율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고,측정개념도 지방정부 자율성(하혜

수,2001),지방정부 재정자율성(Oates,1985;이상용․하능식,2007;우명동,2008),혹은 재정

분권수 (Wayslenko,1987;Bahl&Linn,1992;Davoodi&Zou,1998;최병호 외,2001;임성일,

2003, 진권 외,2006,한동효․오시환,2008)등의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다.재정자율성의

측정지표를 보면,하혜수(2001)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자체재원의 규모로 측정하 고,

Oates(1985)는 재정자율성을 총세입 비 지방세입의 규모로 측정하 다.이외에도 이상용 외

(2007)와 우명동(2008)은 일반재정 비 지방재정의 비율,GDP 비 지방재정의 비율 그리고

총세출 비 지방세출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측정하 다.OECD(2009)도 재정자율

성을 다의 개념으로 악하고 재정자율성을 측정하기 한 세부지표로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조세재정의 비율,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이 재원의 비율 등을 제시하 다.

이처럼,재정자율성 측정 지표는 재정자율성의 정의에 따른 가장 효과 인 방식이 활용

되었다. 술한 바와 같이 재정자율성은 주로 앙정부 등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지방

자치단체가 자율 으로 활용 혹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의 규모라고 할 수 있고,이 같

은 정의에 가장 합하고 효과 인 측정지표는 총세입이나 세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

롭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 지방세 혹은 지방세 지출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주로 지방정부의 자율 재정운 의 정도를 측정

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이를 해 선행연구들은 체로 총재정규모에서 지방정부의

자율 재량에 따른 재정운 의 비율을 심으로 재정자율성을 측정하고 있다.이 같은 논

리에 따를 경우,복지재정의 자율성도 체 사회복지 산 비 지방정부의 자율 재정운

용의 정도인 자체사업 세출 세입 산의 비율로 그 개념이 측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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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지 까지의 선행연구는 체로 복지재정의 자율성보다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주제

로 이를 확 하기 한 방안을 탐색한 연구(김홍환,2010;박병희,2006;염명배,2003;신희

,1995)가 많았고,복지재정과 련해서는 복지재정의 자율성보다는 지방정부의 체 사

회복지 산을 종속변수로 그 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따라서 복지

재정의 자율성 정도나 그 정도에 향을 미치는 련 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

지 진행되지 못했다.후자의 연구는 주로 지방정부의 복지 산 지출의 규모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는데,가령,진재문(2007)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 결정요인을 연구하

고,이승용과 김흥식(1992)은 체 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산 비율을 종속변수로

역시와 도 그리고 시․군의 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술한 선행연구들은 지방의회의 구성형태나 자치단체장의 정당 등과 같은 정치 요인

이나 기 생활수 자와 장애인 등의 수 자 수를 사회 요인으로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복

지 산의 규모와의 인과 련성을 연구하 다.이들 연구는 지방자치의 결과로서 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 련 향요인을 규명했다는데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최근에는

체 사회복지 산보다는 특정 사회복지부분의 산과 련 변인들간의 계를 다룬 연구

들(서동명,2009;김숙경,2006)도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서상범과 홍석자(2010)는 16개 시․도를 상으로 복지 산

에 향을 미치는 련 향요인을 탐색하 는데,분석 결과 인구 도,재정자립도,1인당

지방세부담액, 년도 복지비지출비율 그리고 등록장애인 비율 등이 지방정부의 복지 산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개 역시․도를 상으로 한 조수 (2009)

의 연구에서도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사회보장비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으로

기 생활수 자 비율,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경제개발비 비율,그리고 단체장의 정당

시계열요소로서 연도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미혜 외(2009)는 2005년 복지재정분권화 시 을 기 으로 복지 산의 편성과 집행

에서 가장 깊은 향력을 행사하는 기 지방자치단체 229지역을 상으로 복지 산과 유의

미한 인과 련성을 가진 변수를 탐색하 는데,연구결과 수 자의 비율,재정자립도,경

제개발 산 변화, 년도 사회보장 산 비율,지역 그리고 수 자 비율 증감분과 재정자립

도 증감분이 복지 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사회복

지 상자의 비율이나 경제개발비의 비율 그리고 증주의 요인으로서 년도 복지 산 비

율 등과 복지 산과의 인과 련성을 논증한 조수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진재문(2007)도 사회복지 산 설명요인으로 지방자치제도 요인,경제상황 요인,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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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상 분석방법 투입변수 향변수

Akanbi

(2007)

African

Countires
회귀분석

1인당 실질 GDP,GDP 비 정부지출비

율,도시화비율,14세 이하 인구비율,

IMF,부패통제지수

1인당 실질 GDP,GDP 비

정부지출비율, 도시화비율,

14세 이하 인구비율,부패통

제지수

서상범․

홍석자

(2010)

16개

시도

통합

시계열

분석

1인당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지출비

율,선거투표율,정당경쟁,단체장소속정

당,1인당 지역내총생산,인구 도,재정

자립도,1인당 지방세부담액, 년도복지

비지출비율,기 생활수 자비율,등록장

애인비율,소년소녀가장비율,노인인구비

율,분권교부세 실시여부

인구 도,재정자립도,1인

당 지방세부담액, 년도복

지비지출비율,등록장애인비

율

조수

(2009)

16개

시도
회귀분석

재정자립도,기 생활수 자비율,65세

인구비율,장애인인구비율,경제개발비

비율,경제성장률,단체장 정당,연도

기 생활수 자비율, 65세

이상 노인비율,경제개발비

비율,단체장 정당,연도

최인규

(2009)

앙정부

노인복지

산

회귀분석

선거,조세부담율,외환 기,노인부양비

율,노인복지시설 생활자수,노령화지수,

년도복지 산 비율

선거,조세부담율,외환 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수,노

인부양비율,노령화 지수

김미혜․

박은주․

김민경

(2009)

229개

기 지방

자치단체

회귀분석

수 자비율,재정자립도,경제개발 산

변화, 년도 사회보장 산비율,지역,

수 자비율 증감분,재정자립도 증감분

수 자비율,재정자립도,경

제개발 산 변화, 년도 사

회보장 산비율,지역,재정

자립도 증감분

진재문

(2007)

16개

역시도

통합회귀

분석

빈곤자수,지방선거,단체장소속정당,

역의회다수당,경제고통지수,외환 기,

1인당 GRDP,1인당 지방세액, 년도

사회보장비율, 역시도

빈곤자수,지방선거, 역의

회 다수당,외환 기,1인당

GRDP,1인당 지방세액,

년도 사회보장비율

박고운․

박병

(2008)

230개

기 지방

자치단체

통합회귀

분석

지역,수 자비율,노령인구비율,경제개

발비비율,분권교부세실시 후,지방선

거,시설수,단체장 소속정당,재정자립

도,지방세부담액, 년도 사회보장비

지역,노령인구비율,수 자

비율,경제개발비비율,분권

교부세 실시 후,지방선거,

단체장 소속정당,지방세부

담액, 년도 사회보장비

김성수

(2008)

라북도

14개 시군
회귀분석

노인인구비율,자동차보유율,인구규모,

공무원수,투표율,주민지지도, 산증감

율,1인당 자체수입액,재정자립도,1인

당 지방세부담액,1인당세출 산액

노인인구비율,인구규모,공

무원수,1인당세출 산액

서동명

(2009)

205개

기 자치

단체

회귀분석

지역,장애인단체수,장애인복지조례수,

지배정당이념,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비

율,소득수 ,산업화율,등록장애인비율,

재활시설수,1인당 자체수입액,1인당 보

조 ,재정자주도

지역,장애인복지조례수,장

애인복지담당공무원수,소득

수 ,1인당보조 ,재정자

주도

<표 1>지방정부의 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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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요인,그리고 지방의 재정능력 요인, 증주의 요인 등으로 범주화하고 련 요인과

16개 역시․도 사회복지 산과의 인과 련성을 탐색하 다.분석 결과,빈곤자수,지

방선거, 역의회 다수당,외환 기,1인당 GRDP,1인당 지방세액,그리고 증주의 요인으

로 년도 사회보장비율 등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산의 향요인을 사회경제 요인,정치제도 요인,재정능력요인 그리고 증주

의 요인으로 범주화한 박고운과 박병 (2008)의 연구에서도 203개 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지역,노령인구비율,수 자비율,경제개발비비

율,분권교부세 실시 후,지방선거,단체장 소속정당,지방세부담액, 년도 사회보장비 등

이 제시되었다.이외에도 노인이나 장애인복지 산만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김성수(2008)와

서동명(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나 인구규모,공무원 수,1인당세출 산액,장애

인복지조례 수,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수,소득수 ,1인당 보조 ,재정자주도 등이 련

복지 산과 유의미한 인과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결정요인과 련된 선행연구가 향요인인 독립변수로 사회복지

수요를 심으로 한 인구학 요인에 을 맞추었다면,외국의 선행연구(Besley&Coate,

2000;Persson&Tabellini,2000;Revelli,2002)는 주로 정치 요인과 재정 요인에 주목하

다.가령,Persson과 Tabellini(2000)는 총선거가 국방 산과 사회복지 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논증하 고,Mixon과 Hobson(2001)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지출

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거에서도 상당한 향을 받는다는 을 증명하 다.Akanbi

(2007)도 1인당 실질 GDP나 GDP 비 정부지출 비율 등 재정 요인이 의료비의 부담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지방정부의 복지 산

의 설명요인을 사회 요인,정치 요인,재정 요인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고,각 범주에

사회복지수 자의 수나 단체장 혹은 의회의 소속정당 그리고 1인당 지방세액이나 소득수

등을 련 지표로 세분화하여 복지 산과의 련성을 탐색하고 있다.사회 요인에서는

주로 기 생활수 자수(조수 ,2009;김미혜 외,2009;진재문,2007;박고운․박병 ,2008),

노인인구비율(조수 ,2009;박고운․박병 ,2008;김성수,2008),장애인인구비율(서상범․

홍석자,2010)등이 복지 산과 유의미한 인과 련성을 보 고,정치 요인에서는 단체

장의 정당(조수 ,2009;진재문,2007;박고운․박병 ,2008)이나 지방선거 실시유무(최인

규,2009;진재문,2007;박고운․박병 ,2008;Mixon&Hobson,2001)등이 복지 산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재정 요인에서는 재정자립도(서상범․홍석

자,2010;김미혜 외,2009;서동명,2009)나 지방세부담액(서상범․홍석자,2010;최인규,

2009;진재문,2007;김성수,2008;서동명,2009)등이 지방정부의 복지 산과 유의미한 인



모지환․이 섭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145-

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연구방법

1.연구 상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 연구에서 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수 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한 지방정부의 규모에 한 명확한 기 설정과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편

성 집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의 범 의 설정에 한 문제이다.기존의 선

행연구들은 주로 역자치단체(서상범․홍석자,2010;조수 ,2009;진재문,2007)나 기 자

치단체(김미혜 외,2009;박고운․박병 ,2008;서동명,2009)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고,이

들 지역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향요인을 탐색하기도 했다.하

지만 지방정부는 역과 기 별로 다양한 사회경제 배경과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을 하나의 범주로 단일화하여 분석하는 것보다는 역과

기 로 구분하여 련 향요인을 개별 으로 탐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역자치단체는 앙정부의 산에 한 달자로서 역할이 주된 기능일 뿐 실제

로 산의 편성과 집행의 주된 역할은 기 자치단체에서 이행되고 있어 역보다는 기 자

치단체가 복지재정자율성이라고 하는 본 연구의 목 에 더욱 부합한 분석단 가 된다.따

라서 본 연구는 역보다는 230개 기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여 복지재정자

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산의 범 는 지방정부의 산서를 기 으로 사회개발비 내의 사회복

지비로 한정한다.사회복지비로는 사업 역별로 기 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보육,가족,

여성,노인,청소년,노동,보훈 그리고 일반사회복지와 기타로 범주화되어 있고,본 연구에

서는 각 역별 산을 합산한 총액을 사회복지 산의 범 로 설정하 다.

한편,본 연구는 분석을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구축한 복지재정DB를 심으로 지방

재정연감(2004~2006),통계청,재정고의 지방 산 련 지표(2004-2006),선거 리 원회 당

선인 명부(2004-2006)등을 활용하 다.복지재정DB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년여 걸쳐

구축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수 과 동향 등의 분석을 목 으로 개발되었다.특히,복지

재정DB는 복지부문의 기능별 재정정보 리와 함께 복지재정분야의 문화되고 종합 인

지표를 분석하는 연구조정기반을 목 으로 구축된 자료(고경환,2010:42)로서 지방정부의

복지 산이 각 사업별로 그리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재원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복지재

정자율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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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 정의 출처 단

종속

변수
복지재정 자율성

총 세출 산 사회복지분야 자

체 산 비율
복지재정DB 백분율

독립

변수

기 생활수 자비율
체 인구 비 기 생활수 자

비율
시군구주요통계 백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체 인구 비 65세 이상 노인인

구 비율
시군구주요통계 백분율

등록장애인인구 비율
체 인구 비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시군구주요통계 백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 체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방재정연감 원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지방재정연감 백분율

년 비 총 사회복지

증감율

2005년,2006년 총 사회복지 산

증감율
복지재정DB 백분율

복지재정분권 실시유무 2005년 복지재정분권 실시 복지재정DB 더미

단체장의 소속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앙선거 리 원회 더미

지방선거 실시 유무 2004-2006년 지방선거 실시 유무 앙선거 리 원회 더미

<표 2>변수의 정의

2.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복지재정자율성은 총세출 산 사회복지 련 자체사업 산 비율

로 측정하 다.많은 선행연구들이 종속변수로 국고보조 이 포함된 총사회복지 산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수요에 따른 앙정부의 일 보조 으로 추진

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개입될 수 없다.즉,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된 총사

회복지 산을 종속변수로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한 정책 의지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다.따라서 총사회복지 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산

향요인을 규명해온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한 정책 의지

를 분석하겠다고 하는 연구목 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

치단체의 순수한 사회복지정책에 한 정책 의지를 평가하고자 총세출 산 순수한 고

유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련 자체사업 산의 에산비율을 복지재정자율성으로 정

의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측정하 다.여기서 산액이 아닌 산비율로 측정한 이유는

산규모보다는 산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한 정책 의지를 확인하는데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총액은 사회복지재정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 재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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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보조사업지침이나 산지원 수 등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는 에서 산총액

의 수 으로 재정자율성을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술한 이론 논거를 토 로 복지재정자율성과 유의미한 인과

련성을 갖는 것으로 검증된 다양한 향요인을 사회 요인,정치 요인 그리고 행정

․재정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로 련 내용을 측정하기에 합한 지표들로 구

성하 다.먼 사회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수 자 기 생활수 자와 65세 이상 노인인

구 그리고 등록 장애인 비율로 구성하 고,정치 요인으로는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해당

연도의 지방선거 실시 유무를 더미화하여 측정하 다.단체장의 소속정당의 경우 무소속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을 기 변수로 더미화하여 측정하 고,지방선

거 실시 유무는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연도를 기 변수로 더미화하여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행정 ․재정 요인으로는 지역별 사회정치 환경의 다양성을 감안해 시․

군․구를 더미화하여 지역변수를 측정하 고,재정자립도와 2005년 지방이양사업 개시

후를 재정 요인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구성하 다.

한편,본 연구는 년 비 총사회복지 산 증감율과 국고보조사업 증감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해당변수의 통제하에 독립변수인 사회 요인과 정치 요인 그리고 행정 ․재

정 요인이 복지재정자율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 다.

3.분석방법

시계열분석은 모형구축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의 행동을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하고,

련 시계열 데이터를 특정 행동에 한 구조 규칙과 련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

인 복지재정자율성의 향요인과 련변인들의 추이에 따른 복지재정자율성의 정도를 측

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이와 련하여 고려해 볼 정량 인 방법으로 이함수모형

(tranferfunctionmodel)과 피드백이 존재할 경우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용시켜 볼 수도

있으나,복지재정DB자료의 한계와 특성으로 인해 통합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복지재정자율

성에 한 요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인과 계를 구체 으로 탐색 진단

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상 계분석 그리고 최소제곱

법(ordinaryleastsquare)에 기반한 통합시계열회귀분석(pooledtimeseriesanalysis)을 활용하 다.

통합회귀분석은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의 결합으로 시계열 횡단면 교란요인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본 연구는 지방선거 실시 여부와 복지재정분권 실시 유무를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횡단면 교란요인을 완화하고자 했다.아울러 시계열 자료에 따른 자

기상 문제는 Drubin-Watson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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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분석결과

1.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투입된 시계열자료(2004-2006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

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먼 ,복지재정자율성,즉 체 시군구의 총 산 비 사

회복지 산 비율은 2.08% 다.기 생활수 자는 4.44% 고,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인구

의 비율은 각각 12.9%와 4.5% 다.

구분 변수 평균 표 편차 사례수

종속변수 복지재정자율성 2.08023 1.716437 682

독립

변수

인구학

요인

기 생활비율 4.44577 2.524509 682

노인비율 12.95956 6.517925 682

장애인비율 4.50774 1.537522 682

재정

요인

재정자립도 29.641 17.0920 682

지방세부담액 218403.36 136103.651 682

사회복지증감율 13.57603 16.117876 682

복지재정분권 실시 유무 .6657 .47210 682

정치

요인

선거실시 유무 .3372 - 682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한나라당 .6305 - 682

민주당 .1540 - 682

무소속 .1217 - 682

<표 3>기술통계분석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9.64% 고,평균 지방세 부담액과 사회복

지 산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218,403.36원과 13.5% 다.한편,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은 한나라당이 63.05%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민주당 15.40%,그리고 무소속이 1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종속변수인 복지재정자율성의 지역별 추이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2004년에서 2005년까지는 복지재정자율성이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이 같은 결과는 2005년 이후 참여정부에서 실시된 복지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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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2006년

최소 최 평균 최소 최 평균 최소 최 평균

소도시(군) .17 6.20 1.76 .26 6.83 1.89 .13 6.17 1.64

소도시(시) .52 5.35 1.72 .45 6.62 2.16 .76 17.20 2.13

도시(구) .20 8.75 2.68 .21 18.79 2.89 .17 10.38 2.07

<표 4>지역별 복지재정자율성 추이

의 지방비부담액 감소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아울러,지역별로 복지재정자율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소도시보다는 소도시가 소도시보다는 도시의 복

지재정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규모별로 재정력의 차이가 복지재정자율성에도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같은 소도시나 소도시에서도 복지재정자율성이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

의 편차가 게는 4%에서 많게는 18%에 이르기까지 높게 나타났다.가령,2005년 도시의

복지재정자율성은 가장 낮은 곳이 0.21% 고,가장 높은 곳은 18.79%로 같은 도시 지역

내 복지재정자율성의 편차가 18.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복지재정자율성이 총세출 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복지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산

출되었다는 을 고려하면,지역별로 높은 복지재정자율성의 차이는 지역 간 복지불평 등

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2.지역별 사회복지 상자 재정력의 차이

복지재정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사회복지수요에 의해 상당한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즉,소도시와 소도시 그리고 도시 등 도시규모별로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여러 재정 지표와 노인인구를 비롯한 복지수요 련 지표들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에 한 검증을 통해 복지재정자율성과 인과 련성이 있는 향요인들의 설명에

보완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이를 해 지역별로 사회복지 상자와 재정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ANOVA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복지재정자율성을 비롯

한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이 모두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으로 살펴보면,복지재정자율성은 소도시보다는 도시와 도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가

령,군지역의 복지재정자율성은 1.76%에 불과한 반면, 도시의 복지재정자율성은 2.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별 사회복지수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 생활수 자와 노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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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표 편차 F p 사후검정

복지재정자율성

군(소도시) 1.76 1.09 12.731*** .000 B>A

시(도시) 2.00 1.46 C>B**

구(도시) 2.55 2.37 C>A***

기 생활비율

군(소도시) 6.52 2.08 252.992*** .000 A>B***

시(도시) 3.63 2.16 B>C***

구(도시) 2.74 1.30 A>C***

노인비율

군(소도시) 19.72 4.51 676.786*** .000 A>B***

시(도시) 10.09 4.07 B>C***

구(도시) 7.67 2.02 A>C***

장애인비율

군(소도시) 5.86 1.11 381.847*** .000 A>B***

시(도시) 4.17 1.23 B>C***

구(도시) 3.19 .73 A>C***

재정자립도

군(소도시) 16.10 7.27 208.214*** .000 B>A***

시(도시) 36.19 16.11 C>B

구(도시) 39.34 16.03 C>A***

사회복지증감율

군(소도시) 11.59 18.49 3.534* .030 B>A*

시(도시) 15.45 15.55 B>C

구(도시) 14.02 13.08 C>A

*p<05,**p<.01,***p<.001

<표 5>지역별 사회복지 상자 재정력의 차이

고 장애인인구는 도시보다는 도시, 도시 보다는 소도시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군

지역의 국민기 생활수 자의 비율은 6.52% 지만 도시의 기 생활수 자의 비율은 2.74

%에 불과해 소도시가 도시보다도 국민기 생활수 자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소도시인 군지역이 16.10%인 반면, 도시인 시와 도시인 구지역이 각각

36.19%와 39.34%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사회복지 산의 증감율도 군지역은 11.59%

지만 시와 구 지역은 모두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국민기 생활수 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수요는 도시보다는 소도

시가 높지만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재정력지수는 소도시보다는 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이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수요는 높지만 재정력이 낮은 소도시와 복지수요는 낮지만

재정력이 높은 도시와의 복지격차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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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기 생활비율 1

노인비율 .838*** 1

장애인비율 .838*** .878*** 1

재정자립도 -.761***-.754***-.752*** 1

지방세부담액 -.033 .049 .114** .235*** 1

사회복지증감율 -.089* -.083* .028 .065 .044 1

재정분권실시유무

(실시)
.036 .064 .221*** -.006 .074 .597*** 1

지방선거실시유무

(실시)
.005 .059 .225*** -.033 .099** .262*** .506*** 1

자치단체장

소속정당(무소속)
.322*** .307*** .292*** -.261*** .016 -.034 .007 .010 1

자치단체장

정당(한나라당)
-.437***-.357***-.398*** .342*** -.050 .085* .031 .064 -.486*** 1

자치단체장

정당(민주당)
.276*** .133*** .172*** -.133*** .048 -.066 -.068 -.132** -.159***-.557*** 1

복지재정자율성 -.259***-.191***-.271*** .284*** -.019 .100** .020 -.061 -.093* .105** -.035 1

*p<.05,**p<.01,***p<.001

<표 6>변수간 상 계 분석결과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복지재정자율성이 소도시보다는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분

석결과에 한 유의미한 해석을 제공해 다.

즉,재정력이 상 으로 건 하고 복지수요가 낮은 도시는 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재정력을 토 로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상 으로 많기 때문

에 복지재정자율성이 소도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이 같은 복지재정자율성의

차이는 소도시와 도시 간의 복지격차를 확 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하고,독립

변수에서 제외될 변수가 없는지를 검증하 다.상 계분석 결과,복지재정자율성은 국민

기 생활수 자 비율(r=-.259),노인인구 비율(-.191),장애인인구 비율(-.271),재정자립도

(.284),그리고 사회복지 산 증감율(.100)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국민기 생활수 자나 노인인구 그리고 장애인 인구 비율은 복지재정자율성과 부 (-)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산 증감율은 복지재정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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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치 요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복지재정자율성이 부 (-)혹은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자율성이 지방정부의 재정력의 정도와 소득 한계

계층 등의 복지 상자의 수요와 일정한 연 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재정력이 상

으로 높고 소득 취약계층 등의 복지수요가 낮을수록 지방정부의 복지자치에 의한 재정

운 의 자율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상 계분석 결과 주요 독립변수들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체 으로 변수 간 상 계가 .7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 이상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리고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ston계수도 1.967로 2에 근 하고 있으므로 기본 으로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다 공선성 진단 결과 다 공선성 계수(VIF)는 1.095~7.540의 범 로 그

수치가 10이하로 나타났고,공차한계값도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다 공선성도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학 요인에서는 기 생활수

자 비율(p<.01),노인인구 비율(p<.001)그리고 장애인인구 비율(p<.001)이 모두 복지재정자

율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생활수 자와 장애인인구 비율은 복

지재정자율성에 부 향을 노인인구의 비율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기 생활수 자와 장애인인구는 을수록 노인인구는 많을수록 복지재정자율성은 증가하는

것이다.이 같은 결과는 복지 산과 기 생활수 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상자의 비율과의

유의미한 인과 계를 논증한 여러 선행연구(서상범․홍석자,2010;조수 ,2009;김미혜 외,

2009;진재문,2007;박고운․박병 ,2008;김성수,2008)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하지만

인과 계의 방향에 해서는 술한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선행연구들은 주로 기

생활수 자의 비율과 장애인인구의 비율이 복지 산과 정의 인과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난데 반해,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반 로 부 인과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

은 결과는 선행연구가 주로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체 사회복지 산을 종속변수로 구성

하여 그 향 계를 탐색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치

단체의 자체사업 산인 복지재정자율성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향요인을 규명하고 있는

데 따른 차이로 보인다.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생활보장 산과 장애인복지 산은 다른 사

회복지 산의 유형보다도 국고보조사업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노인복지 산은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많은 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기 생활보장 산은 시․군․구 등 기 자치단체 체 사회복지 산의 약 30%이상

을 상회하고 있어 기 생활수 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한 자

체 산 편성에 재정 부담을 가지게 된다.이 같은 이유 때문에 기 생활수 자의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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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VIF

베타 t 베타 t 베타 t

기 생활수 자 -.211 -2.902** -.116 -1.533 -.154 -1.881 5.162

노인인구비율 .298 3.600*** .408 4.837*** .418 4.837*** 5.763

장애인인구비율 -.356 -4.294*** -.326 -3.408** -.312 -3.096** 7.834

재정자립도 .269 3.981*** .269 3.961*** 3.573

지방세부담액 -.075 -1.787 -.079 -1.871 1.368

사회복지증감율 .112 2.472* .111 2.439* 1.608

복지재정분권실시 .010 .202 .030 .575 2.085

지방선거실시 -.036 -.826 1.509

소속정당

무소속 -.017 -.327 2.144

한나라당 -.033 -.534 3.031

민주당 .028 .499 2.453

상수 16.176*** 4.319*** 4.049***
Durbin-

Watson=

1.967

R2 .094 .130 .134

adjustedR2 .090 .121 .119

F 23.483*** 14.372*** 9.393***

*p<.05,**p<.01,***p<.001

<표 7>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자율성 수 은 낮을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논리 추론이 분석결과에서도 논증되고 있다.인구학 요인만을 투입한 모형1의

조정결정계수는 0.9%이고,F값은 23.483으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다음으로 재정 요인에서는 재정자립도(p<.001)와 사회복지증감율(p<.05)이 복지재정자

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재정자립도가 높고, 년 비

사회복지 산의 증감율이 높을수록 복지재정자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

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산 그리고 사회복지 산 증가율과 사회복지 산 간의 인과

련성을 논증한 김미혜(2009)와 서동명(2009),그리고 진재문(2007),서상범과 홍성자(2010)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복지재정자율성의 재정 향요인으로 재정 여건과 사회

복지 산의 증감율이 제시된 이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자율 운용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라고 하는 구조 요인에 상당한 향을 받고 있다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편성이 년도의 산에 하여 그 증감분에 해서만 추가

으로 편성하는 증주의 방식에 의해서 향을 받고 있다는 을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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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 요인을 투입한 모형 3에서는 복지재정자율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요인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산 간에는 상호 인과 련성이 없음을 논증한 서상범과 홍석자(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물론,일부 선행연구(조수 ,2009;최인규,2009)에서는 이 둘

간의 유의미한 인과 련성이 검증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나 지방선거

실시 유무와 같은 정치 요인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과의 인과 계는 그 결과가 일

이지 못하다.이는 정치 요인의 경우 지역수 에 따른 분석 상과 분석된 자료의 시

기가 서로 상이한 결과에 연유한다.가령,조수 (2009)과 최인규(2009)의 연구는 16개 역

시․도와 앙정부를 분석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시․군․구의 기 자치단체를 분석

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시․도와 앙정부는 산의 집행보

다는 편성의 권한이 강하다는 에서 정치 요인에 의해 상당한 향을 받지만 기 자치

단체는 편성된 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더욱 강하다는 에서 정치 요인보다는 사회복지

수요나 공 요인 즉 사회복지 상자나 재정력의 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이 같은

행정권역을 기 으로 한 분석 상의 차이가 정치 요인과 사회복지 산의 인과 련성

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인구학 요인에 더하여 재정 요인을 투입한 모형 2와 정치 요인을 투입한 모

형 3의 조정결정계수는 각각 12.1%와 11.9% 고,F값은 각각 14.372와 9.393으로 나타나 두

회귀모형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지역은 규모별로 사회복지에 한 수요와 재정여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따라서 지

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 하게 탐색하기 해서는 도시규

모별로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시(도시)에서는 재정

요인의 사회복지증감율(p<.001)이 복지재정자율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

용하 다.군(소도시)에서는 인구학 요인을 비롯하여 투입된 모든 변수에서 복지재정자율

성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도시에서는 인구

학 요인인 기 생활수 자,노인인구 그리고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복지재정자율성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용하 다.

다만,기 생활수 자와 장애인인구의 비율은 도시의 복지재정자율성에 부 (-) 향을

미친 반면,노인인구의 비율은 복지재정자율성에 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는 기 생활수 자와 장애인인구는 을수록 그리고 노인인구는 많을수록 복지재

정자율성이 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여 심의 공공부조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련 인구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 시킴으로써

지방정부가 자체 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치재정의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이다.특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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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시) 군(소도시) 구(도시)

베타 t 베타 t 베타 t

기 생활수 자 -.197 -2.112* -.179 -1.079 -.260 -2.483*

노인인구비율 -.164 -1.418 .312 1.952 .337 3.776***

장애인인구비율 .085 .691 -.104 -.647 -.362 -3.990***

재정자립도 .054 .473 .243 1.813 .119 .898

지방세부담액 -.111 -1.105 -.112 -1.476 -.050 -.443

사회복지증감율 .077 1.108 .467 4.950*** .016 .155

복지재정분권실시 .022 .273 -.188 -1.765 .089 .741

지방선거실시 -.113 -1.427 .051 .657 -.051 -.628

소속정당

무소속 -.111 -1.205 .089 .939 -.035 -.451

한나라당 -.091 -.925 .072 .614 -.024 -.224

민주당 -.013 -.133 .139 1.306 .034 .349

N 225 220 207

상수 4.135*** .856 2.807**

R
2

.086 .175 252

adjustedR2 .045 .131 209

F 2.087* 4.007*** 5.960***

*p<.05,**p<.01,***p<.001

<표 8>지역별 복지재정 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수 자와 장애인인구는 노인인구에 비해 정치 향력이 상 으로 낮아 지방정부로

하여 련 정책의 개발이나 투자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하지만,노인인구는 그 정치 향력 때문에 인구의 규모에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한 투자의 규모도 증가시키게 된다.결국, 도시에서 복지재정자율성이 사회

복지 상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문제와 기

자치단체장의 정치 실리라고 하는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각 도시 유형별 모형의 조정결정계수는 도시가 4.5% 고,소도시와 도시가 각

각 13.1.%와 20.9% 다.아울러 도시의 F값은 2.087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p<.05),소도시와 도시도 F값도 각각 4.007과 5.960으로 나타나 두 회귀모형도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하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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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논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산을 통해서 구체화된다.지역은 복지정책의 물 토 가

되는 재정 인 여건에서부터 기 생활수 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 의지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정치 ․경제 ․사회 조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불평 등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래한다.

지방자치의 건강한 성장과 발 을 해서는 지역의 정치 권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특히, 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특성상 지역복지 수

의 반 인 향상을 해서는 지역의 사회 환경과 복지수요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

자치가 실 되어야 한다.

복지자치는 지방정부가 가용 자원을 최 한 동원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복지정책을 개

발하고 집행할 때 실 될 수 있다.이를 해서는 앙정부의 보편사업인 국고보조사업 이

외에 지방정부가 자체 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복지재정의 자율성이 확

되어야 한다.복지재정자율성은 체 산에서 순수한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자체사업의

구성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한 정책 의지나 노력을 평가하

는 요한 기 이 된다.하지만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종속변수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

업이 합산된 체 사회복지 산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산 결정요

인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한 의지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9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은 그 재원의 구성이

국고보조 으로 구성되어 있고,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기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복지에 한 정책 의지나 노력에 계없이 련법에 의해서 그 정도가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회복지 산을 종속변수로 그 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즉 복지재정

자율성을 종속변수로 기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산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을 탐색하

고,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복지의 재정 환경과 인구학 환경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가령,군지역의 복지재정자율성은 1.76%에 불과한 반면, 도시의 복지재정자

율성은 2.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정책에 한 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이나

의지는 소도시보다는 도시 그리고 도시 지역이 높았다.이에 반해 지역별 사회복지수

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 생활수 자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인구는 도시보다는

도시, 도시 보다는 소도시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군지역의 국민기 생활수 자의 비

율은 6.52% 지만 도시의 기 생활수 자의 비율은 2.74%에 불과해 소도시가 도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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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민기 생활수 자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특히,복지재정자율성과 높은 상

계를 가지는 재정자립도도 군지역이 16.10%인 반면, 도시인 시와 도시인 구지역이 각

각 36.19%와 39.34%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사회복지 산의 증감율도 군지역은

11.59% 지만 시와 구지역은 모두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복지재정자율성은 인구학 요인에서 국민기 생활수 자 비율이나 노인인구 비율

그리고 장애인인구 비율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재정 요인에서

는 여러 연구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산의 년 비 증감율이 복지

재정자율성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기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재정자율성이 지방정부의 재정력의 정도와 소득 한계계층 등의 복지 상자의

수요와 일정한 연 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재정력이 상 으로 높고 소득 취약

계층 등의 복지수요가 낮은 기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복지자치에 의한 재정운 의 자율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복지재정자율성은 선거실시의 유무나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등의 정치 요인보

다는 국민기 생활수 자 비율이나 노인인구 비율 그리고 장애인인구 비율과 같은 인구학

요인과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산의 증감율 등의 재정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통 인 복지수요계층이 증가하고 그리고 재정 여건

이 정 일수록 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자원에서 순수한 자체 산으로 사회복지에 투자

하는 복지재정자율성이 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아울러 년 비 사회복지 산의 증감

율과 복지재정자율성 간의 유의미한 인과 련성은 행 기 지방자치단체의 산편성방

식이 년도의 산을 기 으로 그 가감분을 산정하여 편성하는 증주의 방식을 고수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정자율성은 지역별로도 그 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도시인 시의 경우 인구학 요인보다는 재정 요인 그 에서도 사회복지증감율

만이 복지재정자율성과 유의미한 향을 미친 반면, 도시에서는 기 생활수 자 비율을

비롯한 인구학 요인이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다.이 같은 결과

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산의 편성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시군구를 한 단 로 구성하여 기

자치단체 복지 산의 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합리 이지 않음을 보여 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기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자율성을 확 하기 한 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규모별로 사회복지에 한 수요와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에서 앙정부의 국고보조 의 보조방식과 교부세 교부방식이 지역별 재

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합리 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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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재정자율성도 체 사업의 약 90% 이상을 상회하는 국고보조사업에 한 지방비

의무부담액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복지수요는 높지만 재정 여건이 낮은 소도시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한 지방비 부담액이 도시나 도시보다는 상 으로 높다는

에서 복지재정의 자율 운용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제한 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기 지

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게 자율 이면서도 효과 인 복지자치를 실 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의 앙지원 의 보조 혹은 교부방식

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역자치단체도 내 시군구의 재정 편차를 고려하여 역단 의 사회복지사

업에 한 보조 의 지원에 차별성을 두어 재정 여건이 낮은 기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기 지방자치단체의 산편성방식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복지재정의 자율성은 년 비 사회복지 산의 증감율이라고 하는 증주의

요소에 향을 받고 있다.이는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산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산을 년도를 기 으로 해당 사업

수요의 가감분만을 고려하여 산을 편성하는 증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주의 산편성방식은 사업의 안정 운 이라고 하는 나름의 정 효과를 가지고 있

지만 련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평가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 인 사업이 성 으

로 편성되는 폐해를 차단할 수 없다.이는 재정 여건이 낮은 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합리 인 재정운 을 해함으로써 다른 재정 부담을 가 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따

라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회기의 종료이후 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산으로 실시

하는 기존 사업을 객 이고 종합 으로 평가하여 소모성 혹은 낭비성 산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본 연구는 이 같은 정책 함의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인 복지재정DB가 2004～

2006년까지의 3년에 불과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즉,충분한

시계열자료를 토 로 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자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

으로 탐색하지 못해 연구의 결과가 특정시기에 제한되어 있다는 이다.이 같은 한계는

향후 복지재정DB의 지속 인 자료구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아울러,

본 연구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한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를 탐색하기

해 총 산에서 기 지방자치단체가 순수 자체 산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산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련 향요인을 규명함으로서 지방이양사업에 한 연구를 포 하지 못한 한

계를 가진다.즉,60여개가 넘는 지방이양사업도 분권교부세 이외의 지방비 부담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에서 이 부분에 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했

지만,복지재정DB의 한계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다.이 부분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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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특성을 고려한

퇴직급여제도의 실효성
*

이 정 화

(성균 학교 국정 리 학원)

I.서 론

1.퇴직연 제도

퇴직연 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립하던 퇴직 제도를 체하여, 융기 에 매년 퇴직

해당 액을 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 는 일시 의 형태로 지 받음으로써

보다 안정 인 노후소득의 보장을 도모한다.이는 기존의 퇴직 제도가 퇴직 간정산제

실시,연 제의 도입,이직률 상승,짧아진 근속기간 등으로 은퇴 비를 한 수단으로 유

명무실화되는 단 을 보완하고자 하며,기업도산에 따른 지 불능의 험을 해소하고 변화

된 자산 리 환경에 응하며 노후재원 보존을 도모하기 한 목 으로 2005년 12월 도입

되었다1).

*본문은 2008년 노동부에서 주최한 제2회 퇴직연 학(원)생 논문공모 의 우수상 수상작을 수정‧

발 시킨 것입니다.당시 논문의 심사평을 해주신 심사 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기존의 그동안 퇴직 립 일부를 보험사 는 은행 등에 탁 운용하 던 퇴직보험 신

탁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는 수익자로 하여 통령령

이 정하는 퇴직보험 는 퇴직일시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 는 연 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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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 여보장법 제4조제1항2) 제5조3)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퇴직 제도 개

인퇴직계좌,확정 여형퇴직연 ,확정기여형퇴직연 으로 구성된 퇴직 여제도 하나 이

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었다.따라서 퇴직 시 퇴직 여를 퇴직 제도에서처럼 일시

으로 수령하거나 조건 충족 시에는 연 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확정 여형(DB,Defined

Benefit)을 선택할 경우 퇴직연 립 의 운용을 사용자에게 맡길 수 있고 근로자의 추가

부담 납부가 가능하며,확정기여형(DC,DefinedContribution)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체

으로 운용 가능하다.그리고 개인퇴직계좌제도(IRA,IndividualRetirementAccount)는근로자가

퇴직 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 일시 을 자기 명의 계좌에 립했다가 연 등 노

후자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로,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짧은 우리나라 근로자

의 특성을 히 반 한다면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을 것이다4). 한 실 으로 퇴직

연 을 운 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기업이 근로자 표의 동의

를 얻어 ‘IRA특례(기업형IRA)’의 형태로 용․운 할 수 있다5).

2.운 황

퇴직 여제도가 도입된 지 5년여가 지난 2010년 9월 재 5인 이상 사업장을 기 으로

체 상용근로자의 23.7%(1,837,445명)6)가 가입되어 있다.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월평균 약

24,142명이 가입하 으며,2006년 9월 기 13만8천여명이었던 가입자규모는 이후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4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하 다.

한 것으로 본다.다만,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 의 액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의 액보

다 어서는 아니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그 효

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제4조(퇴직 여제도의 설정)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여를 지 하기 하여 퇴직

여제도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다만,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5조(퇴직 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 여제도

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2천3백60만여명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18.9%(447만여명),1년 이상-3년 미만이 23.5%(555만여명),3년 이상-5년 미만이 11.9%(280만여명),5

년 이상-10년 미만이 16.6%(391만여명),10년 이상이 29.1%(687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한 특례)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원으로 하여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 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6)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황(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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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가입자(근로자)수7) (명,%)

계
확정 여형

(DB)8)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A;IRA특례

개인형IRA)

체 상용근로자

비 가입률

2007.09 376,953 167,425(44.4) 162,993(43.2) 46,535(12.4)
4.8%

(2007.09기 )

2008.09 820,835 449,951(54.8) 306,095(37.3) 64,789(7.9)
12.0%

(2007년 평균 기 )

2009.09 1,477,265 960,545(65.02) 442,386(29.95) 74,334(5.0)
19.37%

(2007.12기 )

2010.09 1,837,445 1,168,729(63.6) 596,865(32.5) 71,851(3.9)
23.7%

(2008.12기 )

출처:고용노동부 퇴직연 통계자료

한 2010년 9월 재 5인 이상 사업장을 기 으로 한 퇴직 여제도의 도입률은 16.2%

(83,160개소)로 집계된다.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월 평균 1,293개소가 새로이 도입하 는

데,매년 10미만 10인 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이 체 도입소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한

다.그리고 우리나라 체 사업장 도입소의 유율도 상향추세를 보이며,공공기 의 도

입률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한 <표 3>을 통해 사업장규모별 여형태에 따른 도입 추이를 알 수 있다.사업장 규

모가 확 될수록 확정 여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소규모에서는 확정기여형이나 IRA특

례유형을 많이 채택한다.그리고 100인 이상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혼합형의 도입률

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퇴직연 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제공

하거나 사업장에 합하도록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0년 9월 재 된 퇴직연 사업자의 립 규모는 약 20조 3,089억원9)으로 추산

된다.2005년 163여억원으로 시작한 퇴직 여 립 은 2006년 2월에 이미 두 배 가까이인

313여억원에 이르 고,2006년 422억원 가량이 립된 이후 매년 100%이상의 성장률을 기

록해왔다.

7)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황(2008.12)

8)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복가입자를 순수통계로 작성한 수치임

9)업권별 회에 실 제출한 운용 리기 기 이며,‘10.7월 재 융감독원에 퇴직연 사업자로

등록된 기 은 53개소임

10)5인 이상 사업장 기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황

11)공공기 의 도입률 15.0%:기획재정부 분류(305개)와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141개)을 합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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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사업장규모별 도입 황 단 :개소

계
10인

미만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체 사업장 비

가입률10)

2007.09 8,620 - 5,418 2,489 553 64 96
4.8%

(2005년 기 )

2008.09 43,995 25,459 11,713 5,313 1,128 175 207
8.7%11)

(2006년 기 )

2009.09 62,268 32,858 18,199 8,500 2,103 295 313
12.0%12)

(2007.12기 )

2010.09 83,160 44,778 23,754 11,024 2,723 440 441
16.2%13)

(2008.12기 )

출처:고용노동부 퇴직연 통계자료

<표 3> 여형태에 따른 사업장규모별 도입 황(2010.09.) 단 :개소(%)

구분 계
확정 여형

(DB)14)

확정기여형

(DC)

혼합형

(DB&DC)

IRA특례

(기업)

계 83,160 27,742(33.4) 31,252(37.6) 1,147(1.4) 23,019(27.7)

10인 미만 44,778 9,300(20.8) 12,345(27.6) 114(0.3) 23,019(51.4)

10인-29인 23,754 10,160(42.7) 13,262(55.8) 332(1.4)

-

30인-99인 11,024 5,897(53.5) 4,740(43.0) 387(3.5)

100인-299인 2,723 1,813(66.6) 734(27.0) 176(6.5)

300인-499인 440 295(67.0) 106(24.1) 39(8.9)

500인 이상 441 277(62.8) 65(14.7) 99(22.4)

출처:고용노동부 퇴직연 통계자료

2010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를 상으로 하 던 용범 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 되었다.이를 통하여 그간 퇴직 제도에서도 제외되어 있던 4인

446개소(2008년) 67개소 도입

12)공공기 도입률 18.39%:기획재정부 분류 297개(2009년)와 행정안 부 분류 지방공기업 149개

(2008년)를 합한 총 446개소 82개소 도입

13)공공기 도입률 31.6%:기획재정부 분류 286개(2010년)와 행정안 부 분류 지방공기업 131개

(2009)을 합한 총 417개소 132개소 도입

14)DB가입자 수의 경우,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복가입자를 순수통계로 작성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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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퇴직 여 립 황15) (억원,%)

계
확정 여형

(DB)16)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A특례 개인형IRA

2007.09 16,526 10,967(66.4) 4,709(28.5) 850(5.1) -

2008.09 46,008 30,299(65.9) 12,601(27.4) 1,980(4.3) 1,127(2.4)

2009.09 91,047 58,653(64.42) 24,268(26.65) 3,073(3.38) 5,053(5.55)

2010.09 203,089 135,910(66.9) 41,989(20.7) 5,249(2.6) 19,941(9.8)

출처:고용노동부 퇴직연 통계자료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 를 해소하고 평등권을 보장하며,임 체불의 험 역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통하여 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비를 강화하며 사업

장과 근로자 모두의 노동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이에 따라 퇴직연 의 시장 규

모기 2015년 무렵에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상되는 등 향후 높은 발 망으로 인하

여 이미 융권 증권업계에서는 이를 선 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Ⅱ.퇴직 여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특성

이와 같이 퇴직연 사업자는 퇴직연 시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자산운용방식을 제공하며

사용자(사업장)는 이에 한 참여 개 의무를 지는 상황 속에서,퇴직연 제도의 궁극

주체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근로자퇴직 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 여제도의 상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

로자가 된다.그러나 친족인 가족종사자는 그 (의무)상에서 제외된다17).

둘째,근로자가 퇴직 여를 지 받기 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최소1년 이상이거나 4주

평균의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제4조제1항),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 시 여를 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18).

15)업권별 회에 실 제출한 운용 리기 기 임

16)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복가입자를 순수통계로 작성한 수치임

17)제3조(용범 )(략)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용한다.다만,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에 하여는 용하지 아니한다.

18)시행령 제15조제2호 가입자가 퇴직연 사업자에 하여 직 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다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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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해당 사업장에 도입하게 될 퇴직 여제도 반의 사항은 노동조합 는 근로자

표19)와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 다.근로자퇴직 여보장법 제4조제3항20) 제4조

제4항21)에 의하면 도입하게 될 여제도의 종류,근로자의 용범 (일자리형태 종사상

지 ), 매자의 선택과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 이외의 사항들은 사업장

내 합의에 따라 자율 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이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그러나 그만큼 사업장 비의 노동조

합 는 근로자 표의 향력,혹은 노조 근로자 집단 내에서 개별 근로자의 치가 퇴

직 여제도의 설정 범 를 결정하는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퇴직 여제

도는 반드시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지만22)기존의 퇴직 제도를 확장한 제도이며 국민연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부담할 의무를 부과

하는 바,이 제도의 용에 있어서 기존의 4 보험 퇴직 의 용 양상이 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상된다23).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경제활동양상의 성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그 립 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19)노사합의란 퇴직연 제로 환하기 한 필수조건으로서 “근로자 표의 동의”를 말함.근로자

표란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말함 (근로기 법 제97조의 근로자 표의 개념과 같음,「퇴직연 업무편람」,노동부)

20)제4조제3항 사용자가 퇴직 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 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

직 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 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1)제4조제4항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 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2)제4장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

서는 아니된다.

23)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하는 국민연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4 보험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자 표 인 근로자 복리후생이라 할 수 있다.각 보험체계별로 사업장․근로자에 한 용

기 이 상이하나 기본 인 공통분모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 을 받는 상시근로자이다.

용 상이 되는 근로자는 폐질․사망․노령과 실업,업무상의 재해 그리고 질병 부상의 험에

한 안 망을 확보하게 된다.그리고 퇴직 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

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 하는 일시지 으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

장에 한하여 상시근로자를 상으로 용된다.이 두 체제는 모두 용 근로자 숫자만큼 일정한 비

율로 사용자(사업장)의 부담 이 발생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기피 성향이 다소 있었으나, 재는 각 보험이 4 보험으로 통합되는 등 법이 정비되었고 기 도

강화되고 있어 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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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체 남성 여성

계 24,172 14,086(100)　 10,086(100)

임

근로자

소계 17,178 71.1 9,862 70.0 7,316 72.5

상용근로자 10,280 42.5 6,737 47.8 3,543 35.1

임시근로자 5,089 21.1 2,112 15.0 2,977 29.5

일용근로자 1,809 7.5 1,013 7.2 796 7.9

비임

근로자

소계 6,994 28.9 4,224 30.0 2,770 27.5

자 업자 5,624 23.3 4,042 28.7 1,583 15.7

무 가족종사자 1,370 5.7 183 1.3 1,187 11.8

자료:통계청,「성‧종사상지 별 취업자」(2010.10.)

<표 5>성․종사상지 별 취업자(2010) 단 :명,(%)

여성 취업자에게도 효율 으로 용될 수 있는가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그동

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양 으로도 증가하 고 질 인 면에서도 크게 향상되

었으나,‘고용연계수 권(employment-basedentitlement)’(양재진,2008:332)원리에 기 한 사

회보험에 해서는 취약한 치에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체 인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낮으며 노동공 기간 역시 길지

않은 편이다.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생애기간동안 지속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근로활동상태의 단 과 재진입이 반복되는 집단, 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수완,2008:235).특히 두 번째 집단은 결혼

이나 출산 등 생애주기 사건의 향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이러한 경우는 다시 경제활동

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미취업의 비율이 높은 등 노동시장에서 상 으로 열

등한 조건에 치하게 되며 안정 으로 임 을 지 받지 못하거나 사회보장제도권 내에도

속하지 못할 수 있다(강성호 외,2009;김가율,2007;정진화,2007;한국여성연구원,2007).

이처럼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하여 열 에 있으므로,은퇴 후 개별 인 연 수

권의 획득 가능성 그 수 역시 열등한 상태로 귀결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다.먼 성별에

따른 취업자의 종사상지 를 살펴보았을 때, 체 취업자 수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1.4배가

량 많지만 임 근로자 비임 근로자의 분포도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세부

항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임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주로 상용근로자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차가 남성보다는 다.그리고 비임

근로자에서는 남성의 부분이 자 업자에 집 되어 있으나,여성의 경우 무 가족종사자

도 비임 근로자의 40%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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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체 남성 여성

1년 미만 1,385,519(18.8) 821,069(16.4) 564,450(23.7)

1-2년 1,952,468(26.5) 1,193,979(23.9) 758,489(31.8)

3-4년 1,082,005(14.7) 718,265(14.4) 363,740(15.3)

5-9년 1,417,997(19.2) 988,995(19.8) 429,001(18.0)

10-14년 634,908(8.6) 497,353(10.0) 137,554(5.8)

15-19년 434,465(5.9) 359,277(7.2) 75,188(3.2)

20-29년 408,976(5.5) 358,497(7.2) 50,479(2.1)

30년 이상 60,904(0.8) 56,061(1.1) 4,843(0.2)

계 7,377,241(100) 4,993,496(100) 2,383,745(10)

자료:통계청,「임 과 근로실태 (산업,근속년수,성별)」(2009)

<표 6>성별 근속연수(2009) 단 :명,(%)

그리고 퇴직 여에서 규정하는 근속기간과 련하여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여성의 근

속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24).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 비율이 여성에게

서 더욱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남성 16.4%,여성 23.7%),여성의 과반수이상이 근속연

수 2년 이하의 기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처럼 잦은 경제활동상태 변동으로

인한 문제 을 보완하는 장치로 개인퇴직계좌(IRA)를 꼽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퇴직 여제

도에서 지 되는 여만 립 가능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조건은 여 히 불가피

하다.

퇴직 여제도 도입 반의 과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험 노조를 비롯

한 근로자복지제도에 한 통계는 <표 7>과 같다.4 보험의 경우 정규근로자는 거의

100%에 가깝고, 견․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가입률도 높다.비정규근로자의 가입률

은 반가량이고 나머지는 더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산재보험은 그 특성상 다른 보험들과

비교할 때 상 으로 가입률이 높다.그 외 상여 의 혜택은 정규직 외에는 용비율이

낮고,퇴직 역시 견․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이다.노조가

입률은 체 으로 낮은 편이다.

지 까지 퇴직 여제도의 용기 과 여성의 경제활동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본 연구

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이 퇴직 여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한지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재까지 장기 으로 이루어진 패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경제

24)통상 인 하루 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고려하 을 때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의 요건은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단하는 바,본문에서는 ‘근속연수 1년 이상’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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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 산재보험 상여 퇴직 노조가입

체근로자 85.9 87.4 87.1 96.2 64.4 76.0 13.2

정규근로자 95.6 96.6 96.4 97.0 77.9 88.0 16.8

비정규근로자 51.9 49.7 46.8 92.3 21.5 38.0 2.0

재택‧가내근로자 15.2 18.3 21.0 73.5 13.3 16.9 0.3

견‧용역근로자 90.4 90.3 88.8 95.0 33.9 83.0 3.4

일일근로자 36.8 14.8 12.5 92.3 5.0 8.5 1.2

단시간근로자 27.1 25.4 24.7 82.9 7.8 22.8 0.7

기간제근로자 81.5 84.3 81.2 96.3 47.6 71.5 3.7

한시 근로자 25.1 17.5 17.7 84.2 12.8 12.3 0.6

자료:통계청,「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9)

*비정규근로자 체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제외하 음

<표 7>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9) 단 :%

활동상태 변동 황을 악하는 동시에 4 보험과 퇴직 의 용 범 에 한 분석을 통하

여 퇴직 여제도의 실효성을 유추함으로써,이 제도가 가입자 범 에 하여 보다 구체

이며 유연한 방향으로 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실증분석

1.분석자료 연구의 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 (KLIPS)의 제10차 개인용 자료

직업력 자료25)를 사용하 다.분석 상은 퇴직연 수 연령인 55세에 도달하지 않은 여

성 ,제1차(1998년)부터 제10차(2007년)까지의 모든 조사에 참여한 동시에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 경력이 한 번 이상 존재하는 개인 1.689명이다.즉,기 시 인 제10차에서 비취

업자 상태라 하더라도 제1차-제9차의 조사에서 한 번 이상 취업자 상태 던 기록이 있다면

분석 상에 포함된다.그리고 직업력과 련한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 상을 모두 포함하되,

25)한국노동패 (KLIPS)의 직업력(workhistory)자료는 1차 조사 시 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

한 회고 (retrospective)정보 1차 조사 이후에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련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이를 통하여 개인이 최 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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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퇴직 에 한 분석에서는 기 시 제10차에서 취업자 상태인 여성 설문에

응답한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주로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표본의 체 인 경향을 악하 으며,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의 기 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집단의 규모가 상이하므로 항목 간 비교보다는 항

목 내 분포도에 을 맞추어 해석을 진행하 다.용어 범주의 사용은 한국노동패

설문지의 기 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를 설정하 다.첫째,기 시 을 제10차(2007)

로 간주하고 이 시 에서의 자료를 사용하되,경제활동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인 ‘일자리발

견차수(jobwave)’와 ‘일자리차수(jobseq)’에서는 제1차-제9차 조사내용까지 모두 포함하 다.둘

째,해당 조사기간에서 응답한 경제활동의 기간은 모두 해당 연도에 1년 간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 으며 실제로는 더욱 짧을 수 있다.이와 련하여 셋째,경제활동상태 혹은 일자리

가 바 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휴식기는 감안하지 않았다.같은 맥락으로 넷째,한국노동패

의 직업력 자료에서는 ‘회고 (retrospective)일자리’에 하여 설문함으로서 해당 연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시 이외에 진행되었던 경제활동에 하여서도 설문하 으나,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고 연구의 명료성을 하여 제외

하 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양상과 사회보험 퇴직 용을 변수

로 설정하여 퇴직 여제도의 용 가능성을 유추해본다.

2.사용 변수

본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진입․퇴장,종사상의 치 그리고 4 보험․퇴

직 용이 모두 한 계임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고,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퇴직

여제도의 행 법령이 부합하는가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경제활동 변동에 한 분석에서는 패 자료의 제1차(1998년)-제10차(2007년)조사 내용을

통하여 10년 간 취업상태의 변동 황과 그 횟수를 유추해본다.여기서 사용하는 변수는

“일자리발견차수(jobwave)”와 ‘일자리순서(jobseq)’로,‘일자리발견차수’란 해당 직업이 조사된

차수를 의미하며 ‘일자리순서’는 개인이 가진 일자리의 순서를 나타낸다.두 변수 모두 동

일한 일자리에는 동일한 값이 부여되었고,10번의 설문 첫 번째 조사와 마지막 조사에

서 기록된 각각의 값을 사용한다.그리고 4 보험 퇴직 의 분석에서는 제도상 종사

상 지 가 나타난 제10차 취업자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일

자리발견차수와 일자리차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기 시 은 제10차(2007년)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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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사용변수26)

변수 설명 조사 상

일자리

발견차수

(jobwave)

- 해당 직업이 조사된 차수

모든

응답자

첫 번째 일자리발견차수

(jobwaveA)

제1차-제10차 기간 내 처음으로 취업자

상태 던 조사차수

마지막 일자리발견차수

(jobwaveB)

제1차-제10차 기간 내 마지막으로 취업자

상태 던 조사차수

일자리발견차수의 차

(jogwaveC)

제1차-제10차 기간 내 취업자 상태인 해

의 횟수

일자리

차수

(jobseq)

-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

첫 번째 자리차수 (jobseqA)
첫 번째 일자리발견차수의 생애 내 일자

리 순서

마지막 일자리차수 (jobseqB)
마지막 일자리발견차수의 생애 내 일자리

순서

일자리차수의 차 (jobseqC) 제1차-제10차 기간 내 획득한 일자리 수

사회보험
국민연 특수직역연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제10차 조사 시

취업자

임 근로자퇴직 법정 퇴직

3.연구내용

1)연령별 특성

체 표본의 연령 는 35세 미만,35세 이상 44세미만,45세 이상 54세 미만에 고루 분포

되어 있다.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기혼자의 비율이 61.5%(1,039명)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67.0%(1,131명)로 집계되었다. 한 기 시 인 제10차 조사 당시

취업자가 69.4%(1,173명) 비취업자가 30.6%(516명)이었다.

35세 미만 35세-44세 45세-54세 계

573(33.9) 540(32.0) 576(34.1) 1,689(100)

<표 9>연령 별 분포 단 :명(%)

26)“jobwave” “jobseq”에 붙는 A,B,C는 변수의 구분을 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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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차수
집단

제1차

(1998년)

제2차

(1999년)

제3차

(2000년)

제4차

(2001년)

제5차

(2002년)

제6차

(2003년)

제7차

(2004년)

제8차

(2005년)

제9차

(2006년)

제10차

(2007년)
계

체 22 30 28 34 59 45 74 82 134 1,181 1,689

35세 미만 6 7 9 12 21 21 29 38 62 368 573

35세-44세 8 16 13 11 18 11 21 27 30 385 540

45세-54세 8 7 6 11 20 13 24 17 42 428 576

<표 11>마지막 일자리발견차수(jobwaveB) 단 :명

2.경제활동양상 분석

1)‘일자리발견차수(jobwave)’

패 조사 시 경제활동이 진행 인 경우 응답하는 일자리발견차수에 하여 제1차-제10

차까지 모두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의 처음 마지막 차수를 분석하 다.먼 최 로 응

답되는 첫 번째 일자리발견차수의 경우,표본 내 여성의 43.6%(737명)가 제1차인 1998년에

취업자 상태(jobwaveA=1)으며 14.2%(240명)가 1999년부터27)경제활동을 진행하 다고 응

답하여(jobwaveA=2),조사의 반기에 표본의 상당수가 취업자 상태 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차수
집단

제1차

(1998년)

제2차

(1999년)

제3차

(2000년)

제4차

(2001년)

제5차

(2002년)

제6차

(2003년)

제7차

(2004년)

제8차

(2005년)

제9차

(2006년)

제10차

(2007년)
계

체 737 240 132 118 97 88 73 72 64 68 1,689

35세 미만 126 64 55 61 39 45 49 45 44 45 573

35세-44세 242 97 41 33 37 33 15 15 13 14 540

45세-54세 369 79 36 24 21 10 9 12 7 9 576

<표 10>‘첫 번째 일자리발견차수(jobwaveA)’ 단 :명

한 조사기간 내 마지막으로 취업자상태인 시 에 기록된 마지막 일자리발견차수

(jobwaveB)는 제1차 0.01%(22명)에서 시작하여 제9차의 0.08%(134명)까지 매우 조한 비율을

보이다가,연구에서 ‘재’로 간주하는 기 시 인 제10차에서는 체 표본의 69.9%인

1,181명이 취업자 상태(jobwaveB=10)인 것으로 악되었다.이 같은 경향은 3종류의 연령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7)1998년-2007년의 기간 1999년부터 시작하 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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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사기간 내 처음으로 취업자 상태인 조사차수와 마지막으로 취업자 상태인 조

사차수의 간격인,첫 번째 일자리발견차수와 마지막 일자리발견차수의 차(jobwaveC)를 산출

하 다.이 항목은 일자리의 연속 동질성 여부를 배제하고 1998년-2007년 동안 취업자

상태로 기록한 빈도의 합계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10년 내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총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체 으로는 10회의 모든 조사에서 취업자 상태(jobwaveC=10)인 집단이

32.1%(543명)로 가장 많고 9회(jobwaveC=9)가 11.4%(192명)로 뒤를 이었으며,1회(jobwaveC=1)

가 세 번째(10.4%,176명)로 집계되었다.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35세 미만의 집단에서만

체집단의 추세와 달리 모든 횟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45세 이상 54세 미만의 집단에서

는 10회(jobwaveC=10)의 비율이 특히 높다(50.0%,286명).

jobwaveC
집단

1 2 3 4 5 6 7 8 9 10 계

체 176 112 113 85 106 117 125 120 192 543 1,689

35세미만 93 59 64 48 45 48 57 39 52 68 573

35세-44세 53 37 26 20 40 33 35 36 71 189 540

45세-54세 30 16 23 17 21 36 33 45 69 286 576

<표 12>‘일자리발견차수의 차 (jobwaveC)’ 단 :명(%)

이상의 10년 내 일자리발견차수를 통하여 근속유무에 계없이 취업자 상태의 기간이 얼

마나 되는가에 한 유추가 가능하 다.우리나라의 연공서열체계에 기 한 임 제도를 고

려할 때, 결과에서 나타난 높은 취업자 상태의 횟수가 같은 일자리에서 꾸 히 지속되

었다면 해당 여성의 임 직 는 상당히 향상되었을 것이며 개인별 퇴직연 조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수치가 경제활동의 단 없이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한 결과인가?이 질문을 해결하기 하여 다음 내용에서는 일자리차수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2)‘일자리차수(jobseq)’

‘일자리차수’란 개인이 가진 일자리의 순서로,각 조사에서 응답한 경제활동이 생애 몇

번째 경제활동인가에 한 내용이다.때문에 동일한 일자리에는 같은 값이 부여되었고 제1

차부터 응답한 값이 2이상일 수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첫 번째 일자리차수(jobseqA)”

는 조사기간 내 첫 번째로 기록된 경제활동인 “첫 번째 일자리발견차수(jobwaveA)”의 일자

리차수를 의미하며,“마지막 일자리차수(jobseqB)”역시 ‘마지막 일자리발견차수(jobwaveB)’의

일자리차수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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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1998년-2007년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조사된 일

자리는 생애 첫 번째 일자리(jobseqA=1)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7.3%,630명),2번

째(jobseqA=2)와 3번째(jobseqA=3)가 각각 32.1%(543명)와 17.0%(287명)로 그 뒤를 이었다.하

지만 35세 이상의 두 집단(35세 이상-44세 이하,45세 이상-54세 이하)에서는 2번째 직업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

차수
집단(세)

1 2 3 4 5 6 7 8 9 10 계

체 630 543 287 131 51 30 11 2 2 2 1,689

35세 미만 356 130 49 31 6 0 0 0 1 0 573

35세-44세 100 198 138 58 24 13 7 2 0 0 540

45세-54세 174 215 100 42 21 17 4 0 1 2 576

<표 13>‘첫 번째 일자리차수(jobseqA)’ 단 :명

마지막 일자리차수는 3번째(jobseqB=3;23.0%,372명) 2번째(jobseqB=2;21.4%,361명)

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는 1번째(jobseqB=1;17.8%,301명)가 높았는

데,4번째-6번째 역시 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35세미만 집단의

경우 1번째-3번째가 비슷하지만,35세 이상의 두 집단에서는 4번째까지도 상당수 분포되어

있었다.

조사

차수
집단(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체 301 361 372 250 160 123 54 31 22 9 4 2 1,689

35세미만 166 136 122 60 38 30 8 10 3 0 0 0 573

35세-44세 48 92 127 101 68 50 23 14 12 2 2 1 540

45세-54세 87 133 123 89 54 43 23 7 7 7 2 1 576

<표 14>‘마지막 일자리차수(jobseqB)’ 단 :명

지 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반 으로 첫 번째 일자리차수는 낮은 숫자를 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마지막 일자리차수는 더욱 많은 값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8년-2007년의 10년을 체 기간으로 보았을 때, 체로 반부에 생애 첫 번째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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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번째 일자리로 시작하지만 이후 경제활동의 단 재시작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지

막 일자리차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일자리차수와 마지막 일자리차수의 차(jobseqC)를 통하여 첫 일자리차수

의 값에 계없이 1998년-2007년 동안에 몇 번의 경제활동 변동이 발생하 는가에 한 내

용을 분석하 다.여기에서도 해당 경제활동의 지속기간을 배제하 으므로 일자리차수가

같다 하더라도 유지기간은 각기 상이한데,마찬가지로 ‘일자리발견차수(jobwave)’와의 교차를

통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그 결과 반 으로는 지속기간을 불문하고 1998년-2007년 동안 종사한 일자리 가짓수가

1가지(jobseqC=1)․2가지(jobseqC=2)․3가지(jobseqC=3)로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다. 한 4회

-6회도 지 않은 응답률을 보 다.35세미만 집단에서는 1회-3회도 비슷하 고,35세 이상

연령 에서는 2개-4개의 응답률이 높았다.

jobseqC
집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체 301 361 372 250 160 123 54 31 22 9 4 2 1,689

35세 미만 166 136 122 60 38 30 8 10 3 0 0 0 573

35세-44세 48 92 127 101 68 50 23 14 12 2 2 1 540

45세-54세 87 133 123 89 54 43 23 7 7 7 2 1 576

<표 15>‘일자리차수의 차(jobseqC)’ 단 :명

3)교차 빈도분석

이상의 첫 번째와 마지막의 일자리발견차수 일자리차수의 차이값을 분석한 내용에서

는 각각을 독립 인 변수로 간주하 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이에 두 변수

를 교차하여 그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몇 년 간에 걸쳐 몇 회의 경제활동 변동이 있었는지

를 추측하 다.

먼 ‘일자리발견차수의 차(jobwaveC)’를 기 으로,앞선 분석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난 10회(jobwaveC=10)의 집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이를 ‘일자리차수의 차(jobseqC)’와 교

차시켰을 때,[jobwaveC=10,jobseqC=1]의 비율인 11.1%(188명)을 시작으로 ‘일자리차수의 차

(jobseqC)’의 값이 증가할수록 빈도수가 차 감소하 다.즉,일자리발견차수의 측면에서는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모두에서 동일하게 취업자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지속 으로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한 사례는 11%가량에 불과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이를 ‘일자

리차수의 차(jobseqC)’의 기 으로 보았을 때에는,이 역시 10년이라는 시간의 어느 기간 동

안 하나의 일자리를 소유하 다는 경우(jobseqC=1)가 가장 많으며 가짓수가 증가할수록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 회 복지재정DB학술 회 자료집

-17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 2 3 4 5 6 7 8 9 10

710

422

284

154

71
31 9 5 1 2

176 176
112

113

85 106 117 125

192

543

<그림 1>‘일자리발견차수의 차(jobwaveC)’와 일자리차수의 차(jobseq)의 분포

jobseqC

jobwaveC
1 2 3 4 5 6 7 8 9 10 계

1 174 1 - 1 - - - - - - 176

2 88 23 - - - - - - 1 - 112

3 72 26 15 - - - - - - - 113

4 30 36 16 2 1 - - - - - 85

5 39 38 24 3 2 - - - - - 106

6 33 41 25 13 2 3 - - - - 117

7 29 39 37 13 5 1 - 1 - - 125

8 20 43 29 20 6 1 1 - - - 120

9 37 64 42 31 12 4 1 - - 1 192

10 188 111 96 71 43 22 7 4 - 1 543

계 710 422 284 154 71 31 9 5 1 2 1.689

<표 16>'일자리발견차수의 차(jobwaveC)'와 '일자리차수의 차(jobseqC)' 단 :명

차 응답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표본 체 으로는 10년에 걸쳐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진

경우(jobseqC=1andjobwave=10)의 비율이 가장 크며(11.1%,188명),10년 1년간 1회만 취

업자 상태 다는 응답(jobseqC=1andjobwave=1)이 두 번째로 높음(10.3%,174명)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즉,35세 미만의 집단

에서는 1년간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진 경우(jobseqC=1andjobwave=1)가 가장 많고(3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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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36.4%,92명)그 다음은 2년간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진 경우(jobseqC=1andjobwave

=2)가 많다(35세 미만 집단의 18.3%,46명).그리고 35세 이상-44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1년

간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진 경우(jobseqC=1andjobwave=1) 10년간 한 가지 일자리를 가

진 경우(jobseqC=1andjobwave=10)가 비슷하 다(25.0%,53명;25.9%,55명).반면 45세 이상

-54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1년간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진 경우(jobseqC=1andjobwave=1)가

45.0%(113명)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동 단 재개’에

한 선행연구들과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결과로 보인다28).

이상으로 10년 간 이루어진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기간 횟수에 한 내용을 살펴보았

다.연구 진행의 시작 부분에서 밝혔듯 경제활동은 모두 해당 연도의 1년간 진행한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은 더욱 짧을 수도 있으며 경제활동상태가 바 면서 발생

할 수 있는 휴식기는 배제하 다.그러나 이 같은 제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략 으로

여성의 빈번한 노동시장 진입 퇴장에 한 흐름이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 일반 통

념을 다시 한 번 증명하 다. 한 미혼의 확률이 높은 30 미만의 집단이 나머지 집단들

과 다른 경향을 보임으로,혼인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한 선행연구를 재확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3.사회보험․퇴직 용

연구의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 퇴직 의 용을 통하여 퇴직 여제도의

용 범 를 추측하되,이는 종사상 지 가 나타난 제10차 취업자 임 근로자에게만

용되는 항목이므로 분석 상 역시 그와 같이 설정하 다.먼 경제활동유형을 통하여 임

근로자 비임 근로자와 구체 인 종사상의 지 를 악하고,항목에 합하게 분석

상을 축소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1)종사상 지

논문의 서론에서 제시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 듯 취업형태 종사상지 와

사회보험․퇴직 의 용은 한 계를 갖는다.그리고 상 으로 노동조건이 불안정

한 임시직․일용직의 성별 내 분포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욱 높음 역시 통계자료

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연구의 분석 상에서는 체 으로 임 근로자가 비임 근로자보다 많았으며 임 근로자

에서도 상용직의 비 이 가장 크고,각 연령 내 상용직 종사자의 비율은 연령의 증가

에 따라 감소하는 동시에 비임 근로자의 비율이 차 증가하 다.

28)이 내용에 한 결과는 지면상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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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35세미만 35세-44세 45세-54세 계

임

근로자

상용직 259 171 149 579

임시직 74 69 48 191

일용직 18 27 41 86

비임

근로자

고용주․자 업자 9 55 91 155

가족종사자 4 64 94 162

계 364 386 423 1,173

<표 17>종사상지 의 분포 단 :명

2)사회보험․퇴직 ․노조 유무 용 황

사회보험․퇴직 ․노조 유무 용 황에 한 분석에서는 비임 근로자(317명)와 미

용사업장 근로자 무응답자(467명)를 제외한 389명만을 상을 삼았다.

4 보험 퇴직 용 황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35세 미만에서는 반 으로 가

입자 수가 비가입자 수를 과하거나 엇비슷한 수 이지만,35세 이상의 두 집단에서는 응

답자에 해당하는 표본의 크기도 작을 뿐 아니라 미가입자가 가입자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한

다(단,특수직역연 가입자는 특수한 가입기 으로 인하여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단된

다).이는 연령과 직 인 계가 있음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 양상의 변화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함이 옳으므로 다른 변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10회의 조사 동안의 일자리와 련한 두 변수를 보면,취업자 상태 던 총 횟

수인 ‘일자리발견차수의 차(jobwaveC)’보다는 10년 간 가진 직업의 횟수인 ‘일자리차수의 차

(jobseqC)’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반 으로 사회보험 가입 퇴직 제도 용에

‘그 다’라는 응답자는 이 값이 1일 때(jobseqC=1)에서 2(jobseqC=2)로 진행될 때 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이직 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재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사

회보험이나 퇴직 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확률이 감소하거나, 는 그 혜택을 받는 종사

상지 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재개

와 더불어 근로조건이 하향화되는 경향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것이다.

한 상용직 임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 의 용비율은 미 용의 2배 가량인 반면 사

회보험 가입여부는 가입과 미가입의 집단이 비슷하다.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미가

입상태가 훨씬 많으며 퇴직 미 용 비율도 높은데,이 같은 양상은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더욱 취약한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노조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10%남짓에 불과하

으며(38명),‘모른다’는 응답도 7%가량(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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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정책 시사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면서 노후소득 비의 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도입된 퇴직 여제도는 앞으로 개인의 생애동안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장기 이고 진 인 노후 소득의 축 과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

장치로서 기능하리라는 망이다.그러나 체 노동시장의 평균 근로유지기간과 연공서열

체계의 임 구조를 일 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상자의 선정을 사업장 자체 규정에 자율

으로 맡기는 재의 모호한 법령이 다른 사각지 를 양산할 것으로 상된다.다시

말하면, 재처럼 종사상 지 가 사회 안 망을 포함한 근로자 복리후생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경제활동의 연속성이 짧은 여성에게 어떠한 정도의 퇴직 여제도가

용될 수 있을까에 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을 맞추어 경제활동의

변동사항 4 보험․퇴직 제도의 용에 한 분석을 통하여 퇴직 여제도의 실효성에

한 논의를 개해보았다.분석 상의 여성들은 퇴직 여 수 연령인 55세 미만의 연령

로 구성되었으며,70%가량이 기혼여성이다.

먼 퇴직 여제도의 가입 기 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한가에

한 사항은 ‘일자리발견차수(jobwave)’ ‘일자리차수(jobseq)’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두 항

목을 독립 으로 분석한 결과 본 표본의 여성들은 제1회(1998년)부터 제10회(2007)년의 패

조사 동안 체 으로 조사 반기부터 취업자 상태 으며,후반기 역시 상당수의 여성이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한 10회의 설문 당시 처음으로 응답한 경제활동은 해당 여성의

생애 첫 번째 는 두 번째의 일자리인 경우가 다수 으며,마지막으로 조사된 일자리

역시 4회 이상의 값에까지 표본이 넓게 분포하여 조사기간 내 이직 는 경제활동의 단

재개가 발생하 음을 악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하여 ‘일자리발견차수(jobwave)’ ‘일자리차수(jobseq)'

의 처음과 마지막 수치를 차감함으로,1998년-2007년 동안 취업자 상태 던 기간과 몇 번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후 이들을 교차시켜 분석하 다.그 결과 ‘일자리차수(jobseq)’를

기 으로 하 을 때 10회의 모든 조사에서 취업자 상태인 집단이 가장 많았는데(32.1%,543

명),이에 변동횟수인 일자리차수를 교차시킨 결과 하나의 직업을 10년 간 유지한 비율은

11.1%(188명)에 불과하 다. 한 ‘일자리차수(jobseq)’를 기 으로 분석하면 조사기간 동안

진행된 취업이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체의 42.0%(710명)로 가장 높았다. 한 두 변수

각각의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의 차를 교차시켰을 때,가장 높은 비율은 10년에 걸쳐 한 가

지 일자리를 가진 경우(jobseqC=1andjobwave=10)이며(11.1%,188명)그 다음으로 10년 1

년간 1회만 취업자 상태 다는 응답(jobseqC=1andjobwave=1)이 높다(10.3%,174명)는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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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임 제도 측면에서 보아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 임을 간주할 때,총 ‘일자

리발견차수(jobwave)’값은 10(jobwaveC=10)에 가까운 동시에 최종 ‘일자리차수(jobseq)’가 1

(jobseqC=1)로 수렴할수록 바람직한 상태라는 단이 가능하다.이를 제로 할 때 근속기간

이 길지 못한 여성 취업자에게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1년’의 퇴직 여 수 조건은 1.689명

의 표본에서 열 명 한명 꼴인 10.3%,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기 으로 한다면 23.7%가

제외됨을 나타낸다. 한 앞서 밝혔듯이 본문에서는 실업 혹은 이직의 발생 기간을 제외하

기 때문에,그 외의 집단에서도 계속근로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의 4 보험과 퇴직 의 용 황을 통하여 새로운 퇴직 여제도 용

상자의 범 를 추측해보았다.분석 상으로 걸러진 표본 389명 사회보험의 평균 가입률

은 50%가량이며 법정퇴직 제공 사업장의 근무 비율은 55.0%(214명)로 나타났다.35세 이

상의 두 집단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어들 뿐 아니라 미가입률이 격하게 상승함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임시직‧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던 분석 상의 경제활동 양상과도 련한 것으

로 볼 수 있다.이는 한 ‘일자리차수(jobseq)’와 련하여 더욱 명확하게 설명된다.4가지

사회보험 모두에서 경제활동 변동의 최종 내용인 일자리차수 차(jobseqC)의 값이 1에서 2로

증가할 때 가입률이 크게 감하는 것이 확인된다(국민연 93명→24명,직장의료보험 106

명→28명,고용보험 98명→25명,산재보험 94명→20명).마지막으로 종사상 지 를 기 으로

삼았을 때는 상용직 임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 의 용비율은 미 용의 2배가량인 반면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가입과 미가입 집단의 크기가 비슷하 다.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에

서는 미가입상태가 훨씬 많으며 퇴직 미 용 비율도 높은데,일용직이 임시직보다 더욱

취약한 조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경제활동상태가 빈번하게 변동되거나 이직이 잦다면 근로조건

이 하향화되어 근로자의 복지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장 는 근로조건에 취업하는 가능성

한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본다.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한 가지의 일자리를 1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지속한 비율이 지 않은

과 상용직 임 근로자가 4 보험 가입에 명확한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는데,해당

상용직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더욱 세부 으로 살펴본다면 한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는 단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가 향후 보충해나가야 할 사항을 지 하고자 한다.첫 번째는 연구

의 분석방법으로,본문에서는 어떠한 기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상이하 기

때문에 표본 내 빈도의 분석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그러나 여기에 생애사분석을 통한 이

행률 분석 등 보다 정교한 통계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함의를 지닐 수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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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 본 연구에서 제외하 던 근속기간 실업․이직의 기간,그리고

‘회고 일자리’등을 추가 으로 고려한다면 더욱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한 향후 퇴직 여제도의 용에 하여 취업형태․종사상지 ․성․연령 등 다양한

에서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이 분야에 한 양질의 연구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2.정책 함의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시장과 가족 내의 치,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입장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노동시장 사회는 동일한 여성의 상이한 치에 하여 한쪽에서는 탈퇴를

진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진입을 제한하는 이 잣 를 제시한다. 통 인 가치와 경

제 발 에 의한 여성의 역할 간 모순은 여 히 한국 사회와 가족,성별 계 사이에서 특

징으로 남아있다.그러므로 여성의 각기 상이한 경제활동여건,취업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정진화,2007:105).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련한 퇴직 여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본연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계속근로기간조건 불충족의

험이나 연령 증가에 비례하는 경제활동 단 경험으로 인하여 퇴직 여가 용되지 않는

종사상 지 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잦은 이직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한

립식의 개인퇴직계좌나 축 된 퇴직 을 연 형식으로 지 하겠다는 퇴직 여제도의 취

지 역시 퇴색하게 된다. 한 행법상 퇴직 여제도는 가입자의 용범 와 사업장 내 상

품의 선택,그리고 매회사 선정에 있어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표자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이처럼 자율 결정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업종 사

업장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그만큼 편향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 역시 높다.노사가 합의에 도달하기 해서는 실제로 사업장에

존재하는 노조를 통하여 상을 진행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의견 표명에 있어서 요한 변수는 (前)자의 경우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향력일 것이며 후(後)자라면 개별 근로자의 실질 ․심리 종사상 치로 상할 수 있

기 때문이다.그러나 일정한 기 을 규정하는 법령이 부재하고 재처럼 제도 시행이 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 듯이 상 으로 취약한 조건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제도의 용에서 수동 이며 종속 인 입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하더라도 종사상 지 간 업무의 양이나 질 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한 퇴직 여제도 역시 개인의 입장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체제로

서의 안 하나이며 가입자 부담액이 발생하므로 모든 경우에 필수 요건이라 단정 짓

거나 강제 으로 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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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권리와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퇴직 여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매개로 축

되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는 부가 가치창출의 가인 동

시에 개인 직업력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퇴직 여제도의 궁극 주체자인 근로자에게 기

본 인 선택권은 주어져야 한다. 한 비정규․비임 근로가 열 하다는 평가를 일반화하

는 것도 옳지 않다.이러한 형태의 근로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

하고,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선택 으로 능력을 실행할 수 있

는 이 이 되기 때문이다

제도는 이상의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권리가 사업장 내 의사결정과정에 종속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정책 상집단이 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련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아직까지 퇴직 여제도가 우리나라 체 사업장으로 확 되지 않은

만큼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므로,이 같은 요건들을 보완한다면 극 으로 가입자

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진정한 취지를 더욱 효과 으로 실 하는 제

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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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노동시장 경험과 빈곤

신 구 부 가 청 이 혜 정

(한국노동연구원)

Ⅰ.머리말

외환 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 한

사안으로 두되었다.외환 기 이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그러나 이제

는 빈곤층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거나 고용 상태에 있는데도 경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에 한 심이 제고되고 있다.빈곤층에 한 사회 보호라는 심에서 노동시장 요인

으로 심사항이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을 기 으로 정의되는 빈곤의 특성상 가구주의 소득이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가구주의 실직은 빈곤층으로 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러한 가운

데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비교 이른 나이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매우 불안정한 일자

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으로 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그간 빈곤 연구들은 노인,아동,여성 등 통 인 빈곤 연구의 주요 상들에 한 연

구들로 분화되어 왔으나,최근 들어 심을 받고 있는 노동시장 요인과 련해서는 근로빈

곤 집단을 하나의 상으로 설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

로 그 상을 한정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라는 것이 하나의 단 사건이라기보다는 다년간에 걸친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에서 고령자의 재의 경제 상태와 노동시장에서의 지 는

개인이 과거로부터 재까지 진행해온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인 향을 미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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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그러한 결과 어떤 개인은 실업이나 불안정한 근로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다른 개인은 남들보다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노동시장에서 보냈을 는 보내고 있을 고령층의 근로이력을 통해

서 고령층의 빈곤을 설명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근로생애가 빈곤과 어떤 계를 맺고 있는가를 경험 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기존 연구 검토

1.경제 기 이후 새로운 빈곤층의 두

우리나라의 빈곤연구는 1998년 경제 기 경험을 기 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경제 기

이 빈곤에 한 연구는 소득분배를 심으로 빈곤률을 측정하여 체 빈곤층의 규모를

알아내고,시기별 변화를 추정해서 빈곤층을 이기 한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연구들

이 많았다(이정우․황성 ,1998;박찬용 외 1999;박순일,2000,이정우․이성림,2001).이

러한 연구들은 추정에 이용한 자료나 연구자들이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빈곤

층의 규모가 매우 달라졌으며 그에 따른 정책 제안도 다르게 제시되었다.그러나 1998년

경제 기 이후 연구자들은 빈곤에 한 정의와 상 없이 우리나라 빈곤층 규모가 두 배정

도 늘어난다는 에 주목하며 빈곤의 진입과 탈출,근로빈곤,빈곤과 사회안 망 등 다각도

에서 빈곤에 한 연구가 증하 다.

우선 1998년 경제 기 이후 빈곤층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거주지역,가

구주의 연령,성별,학력 등에 따른 빈곤률의 차이를 심으로 빈곤 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을 집 으로 밝 내고,이들에 한 정책 근의 필요성에 한 연구들이 주를 이

루었다.이들 연구에 따르면 경제 기 이 에는 도시보다는 소도시,도시지역 보다는

농어 지역의 빈곤률이 높게 나타나지만,경제 기 이후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빈곤

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체 빈곤률이 높아진다는 데 을 맞추어 경제 기가 도시지역

빈곤증가의 원인임을 밝 내고 있다(이정우․이성림,2001).박용찬 외(1999)의 연구에서도

경제 기는 표 인 빈곤집단으로 알려진 노인가구주나 편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의 빈곤

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이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연

구결과를 보여 으로써 근로빈곤에 한 문제를 본격 으로 드러냈다.구인회(2001)의 연구

도 1998년 경제 기 이후 통 으로 빈곤집단으로 알려진 노인가구,편부모가구 집단은

여 히 높은 빈곤률을 지니고 있지만,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새로운 빈곤집단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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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을 노동패 을 종단으로 이용하여 분석하 다.즉,경제 기로 인한 실업인구의

증이 빈곤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음을 밝 냈으며,실업후 재취업을 한 집단은 빈곤을

탈피할 확률이 높은 반면 실업후 임 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떠돌면서 제 로

된 일자리로 재취업 하지 못한 집단은 여 히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 빈곤의 주된

원인이 경제 기로 인한 실직과 고용불안정에 있다고 지 하 다.

2.일자리의 특성 고용의 질이 빈곤에 미치는 향

경제 기 이후 근로빈곤에 한 연구가 집 으로 이루어지면서,일반 으로 일을 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가 임 그리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질 낮은 일

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공통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임 에 종사하는

개인이 그 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빈곤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재호 2005;김종숙 외,2006;노 명 외,2003;노 명 외 2004;여지 ,2003;석재은,

2004;송호근,2002;박경숙,2005).임시직,계약직 그리고 세자 업 등 비정규직에 종사

하는 개인이 정규직에 종사하는 개인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임

상은 비숙련,낮은 교육수 ,고령,여성과 같은 변수들과 상 계를 가지고 있다(김

교성,2006).해외 연구사례에서도 1980년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의 양극화

는 부유한 노동자와 상 으로 빈곤한 노동자 간의 임 격차로 이어지면서 빈곤을 낳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연구되었다(OECD,1998;Atkinson,1998;DanzigerandGottschalk,1995;

FösterandPearson,2002;MarlierandPonthieux,2000;Shipler,2004).

근로빈곤층의 직업 이력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부분의 근로빈곤층은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일자리도 임시일용직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임시일용직,자 업,무 가족종사자 그리고 실업자의 빈

곤 확률은 높다(노 명 외,2003;노 명 외 2004). 재호(2005)가 노동패 자료를 연구에서

임 근로자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서 자 업자나 임 근로자와 자 업자가 동시에 함께 살

고 있는 가구들의 빈곤 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의 요성보다 취업한 일자

리의 질,특히 임 과 고용안정성과 같은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인지가 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한 Barbier(2002)는 근로빈곤에 한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때 임 뿐만 아니라 소득을 기반으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훈련과

기회의 가능성,그리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자녀돌 과 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와

같은 여러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해야 의미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 다.

이러한 일자리의 질 문제는 빈곤 지 에 있어서 성별차이와도 련이 깊다.근로빈곤층

의 성별과 련된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의 참여가 여성들의 경제 독립을 가능하게 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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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로 임 임시직을 심으로 남성에 일자리에 비해 노동조건의 하향 평 화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는 오히려 근로빈곤 여성들의 빈곤이탈에 발목을 잡는 역할

을 한다는 을 지 하고 있다(여지 ,2003;석재은,2004;송호근,2002;김종숙 외,2006;

홍백의․김혜연,2007).특히 50세 이상의 코호트의 여성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 하면

부분 결혼과 출산을 기 으로 노동시장의 참여가 단 되며,직업력이 단 되면서 재취업

할 경우 임 임시직을 떠 돌 수밖에 없는 실이 더욱 문제이다(한 ․장지연,2000).김

은하(2008)는 한국노동패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의 특성이 빈곤 지 에 미치는 향

성별차이를 심으로 분석하 다.분석결과 남성은 근로경험이나 경력이 빈곤진입과 빈곤

탈피에 향을 주지만 여성에게는 이러한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았고,여성들은 상용직

비 자 업인 경우에 빈곤진입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 그만큼 여성의

상용직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을 보여주었다. 한 가구주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빈곤

험은 통계 으로 어지지만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는 교육수 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으며,근로소득의 증가도 남성보다 덜 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여,여성

이 교육을 통한 경제 이익이 상 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윤홍식 외

2005;USBC,1991;England,1992).그러므로 여성들이 교육수 을 높이고 경제활동이 증가한

다 하더라도 남성과 상 인 차별로 이차노동시장으로 려나거나 임 단순임시직에

머물러 있다면 근로빈곤 여성들 역시 증가할 것이므로 단순한 일자리 창출의 노력보다 노

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일수 있는 정책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3.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축 된 경험이 빈곤에 미치는 향

재 일자리의 특성 뿐 아니라 과거 일자리 이력은 근로빈곤의 결정 원인이 된다(박경

숙,2001;장지연,2003;박경숙,2006;이성용․방하남,2009).이병희(2005)는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 변화를 분석하 는데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취업상태 유지비율이 낮고,

고용상태 변화가 심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반복 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상

훈(2007)의 연구에서도 근로빈곤층은 임시직,비임 근로,미취업 상태를 반복 으로 경험하

며 취업과 실업을 드나들고 있으며,취업상태에서의 이동도 주로 임시직 일용직에서 불안

정한 일자리를 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최옥 (2005)의 연구는 노동패

조사 6개년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DecentJob)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는 사실을 밝 냈다.최옥 (2008)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원인이 노동시장에

서 겪는 불안정한 노동 경험이라는 에 주목하여 이들의 직업력을 분석하 는데,근로빈

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근로기간이 었던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참여 경험했

다는 이라는 것을 밝 냈다.박경숙 외(2005)와 장원 ․정수남(2005)연구에서도 근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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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층은 업종으로 볼 때에는 제조업,서비스업에서,직종으로 보면 단순노무직과 단순서비스

직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에 반복 으로 진입 진입순서하는 특성을 보이며 불안정한 노동

경험복 으속 으로 하고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그러므로 재의 일자리의 특성이 빈곤

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임 의 질 낮은 일자리를 지속 으로 진입하고 퇴출되는 과정

에서 근로빈곤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러므로 이들 연구에서 공통 으로 요구하는 정책

함의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최소한 기본 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임 받을 수 있

는 일자리와 이를 통해 근로유인일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보다 극 인 정책과

동시에 고용상태의 불안정성의 경험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Ⅲ.자 료

1.분석 자료

고령자의 노동시장 경험과 빈곤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고령화연구패 조사(KoreanLongitudinalStudyofAgeing:이하

KLoSA)이다.KLoSA는 2006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만 45세 이상 고령자 10,254명을

패 로 구축하고,고령화 련 이슈들을 심으로 면 조사를 시작하 다.이 연구에서 사

용한 자료는 2008년에 수행한 제2차 기본조사 자료인데,기본조사는 2년 간격으로 시행되

기 때문에 2006년 제1차 기본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이 자료와 더불어 2007년에

수집한 직업력조사 자료도 결합하여 사용하 다.직업력조사 자료에는 패 들의 15세 이후

1년 단 로 일한 일자리에 한 주요 정보들이 담겨 있다.

제2차 기본조사에서는 8,688명에 한 자료가 있으며,직업력조사 자료에는 9,026명의 자

료가 조사되어 있다.이 가운데 2007년 기 으로 50세 이상 연령자 7,527명 상으로 분석

하 다.

일반 으로 빈곤은 가구 소득을 가지고 단하므로 빈곤 가구를 분석 단 로 하는 연구

들도 많이 진행되었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빈곤 여부는 가구 단 로 규정하되,1)분석 단

는 고령자 개인으로 한다.비록 빈곤의 결정이 가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

지만,그러한 경우 부분 가구의 특성을 가구주의 특성을 심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서 이 연구의 분석 상인 고령자층의 특성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김교성,

1)빈곤 규정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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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세 이상 50~64세 65세 이상

7,527(100.0) 3,729(49.5) 3,798(50.5)

성별
여성 4,242(56.4) 2,037(54.6) 2,205(58.1)

남성 3,285(43.6) 1,692(45.4) 1,593(41.9)

배우자

유무

없음 1,862(24.7) 473(12.7) 1,389(36.6)

있음 5,665(75.3) 3,256(87.3) 2,409(63.4)

최종 학력

졸이하 3,882(51.6) 1,216(32.6) 2,666(70.2)

졸 1,285(17.1) 837(22.4) 448(11.8)

고졸 1,690(22.5) 1,248(33.5) 442(11.6)

졸이상 670(8.9) 428(11.5) 242(6.4)

세 구성

단독세 857(11.4) 224(6.0) 633(16.7)

부부세 3,050(40.5) 1,374(36.8) 1,676(44.1)

2세 2,435(32.4) 1,688(45.3) 747(19.7)

3세 876(11.6) 338(9.1) 538(14.2)

기타 309(4.1) 105(2.8) 204(5.4)

가구원수

1명 857(11.4) 224(6.0) 633(16.7)

2명 3,404(45.2) 1,509(40.5) 1,895(49.9)

3명 1,506(20.0) 976(26.2) 530(14.0)

4명 941(12.5) 655(17.6) 286(7.5)

5명 이상 819(10.9) 365(9.8) 454(12.0)

가구내 취업자수

0명 2,371(31.5) 585(15.7) 1,786(47.0)

1명 2,458(32.7) 1,305(35.0) 1,153(30.4)

2명 1,776(23.6) 1,178(31.6) 598(15.7)

3명 이상 922(12.2) 661(17.7) 261(6.9)

재

취업 여부

미취업 4,710(62.6) 1,689(45.3) 3,021(79.5)

취업 2,817(37.4) 2,040(54.7) 777(20.5)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제2차 기본조사(2008).

<표 1>분석 상의 주요 특성 단 :명(%)

2010).특히 여성 고령층은 남성과 노동시장 이력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 상자들의 기본 인 특성들은 <표 1>에 나와 있다. 체 표본 가운데 50~64세

이상 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 비 은 약 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체 으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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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 조 더 많다.분석 상자의 학력은 졸 이하가 52%로 가장 많았고,50~64세

년층에서는 고졸이 34%로 졸 이하 33%와 비슷한 비 이다.세 구성은 연령층에 따라

약간 다른데 50~64세 년층은 2세 구성이 45%,부부세 구성이 37% 고,65세 이상

고령층은 부부세 44%,2세 는 20%,단독 세 가 17%로 나타났다. 재 취업하고 있

는 고령자는 37% 정도 는데,50~64세 연령층은 약 55%,65세 이상 고령층은 약 20%

다.

2.변수 구성

빈곤을 측정하기 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일반 으로 빈곤과 상 빈곤이

리 사용되지만,그 기 을 소득으로 할 것이냐,지출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불어 소득과 지출의 구성 항목을 어떤 기 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규정한 빈곤은 가구 총소득을 기 으로 한 상 빈곤이다.상 빈곤의 기

은 빈곤 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가구원수의 제곱근)를 반 한

가구소득의 50%미만으로 하여,이 소득보다 은 가구에 속한 개인을 빈곤으로 정의하

다.KLoSA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만 패 로 구축하여 조사하 기 때문에 고령자 거

주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알

수 없다.이로 인하여 상 빈곤을 규정하기 한 평균 가구 소득의 값은 한국노동패

(KLIPS)자료를 통해서 구하 다.2)

이를 통해 구한 고령자의 상 빈곤율을 살펴보면 체 고령자의 40%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50~64세 년층은 24%인 반면,65세 이상 고령층은 56%로 나타나서 우리나

라 고령층의 반 이상이 상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참고로 앙생활보장 원회

에서 발표한 2007년 최 생계비를 기 으로 보았을 때, 고령자의 약 31%가 빈곤 상

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09년 빈곤통계연보 에 따르면,2007년 시장소득을

기 으로 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상 빈곤율은 각각 46.2%,56.7%로서(김태

완 외,2010),KLoSA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46.3%,56.0%의 수치는 기존 통계와 어

느 정도 일 성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3)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경험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첫

째, 재 근로 여부 일자리 특성이다.둘째,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여기에서는 조사 시

2)노동패 2007년 가구(5,116가구)의 가구소득은 1,690만원이었다.

3)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이 통계에는 농어 가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따

라서 KLoSA수치와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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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세 이상 50~64세 65세 이상

상 빈곤
1)

비빈곤 4,514(60.0) 2,841(76.2) 1,643(44.0)

빈 곤 3,013(40.0) 888(23.8) 2,125(56.0)

빈곤
2)

비빈곤 5,162(68.6) 3,121(83.7) 2,041(53.7)

빈 곤 2,365(31.4) 608(16.3) 1,757(46.3)

주 1)상 빈곤 규정을 한 가구 소득은 2008년 노동패 자료의 2007년 가구소득을 기 으로 함.

주 2) 빈곤 규정은 2007년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함.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제2차 기본조사(2008).

<표 2>분석 자료에 나타난 빈곤 분포(2007년) 단 :명(%)

까지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를 생애 주된 일자리로 간주하고,이 일자리의 종사상

지 와 근로년수를 변수화하 다.4)셋째, 체 근로생애의 특성이다. 체 총 근로기간과

총 일자리수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재까지의 일자리에 한 종사상지 를 바탕으로 사건

연쇄분석(EventSequenceAnalysis)을 바탕으로 유형화하 다.

사건연쇄분석은 데이터를 각 시 에서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각 데이터 계열을 하나의

단 로 취 한다(Macindoe&Abbott,2004).그리고 매 시 에 따른 과거 경험을 순서에 따라

배열해 보고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 내고자 한다.각각의

사건연쇄들 간의 유사성 여부는 최 일치법(OptimalMatchingMethod)이라는 방법으로 측정

된다.이 게 하여 유사하다고 단되는 유형화가 이루어지면 각 유형에 속한 사례들이 주

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게 된다(장지연․이혜정,2009).

사건계열분석을 용하여 개인의 노동시장 이력을 유형화한 연구는 최근 들어 몇몇 연구

들에서 시도되었다(한 ․장지연,2000;장지연․이혜정,2008;최옥 ,2005,2008;반정호,

2009).특히 장지연․이혜정(2009)의 연구에서는 KLoSA직업력조사 자료를 가지고 사건계열

분석을 통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경험을 13개로 유형화하 는데,이 연구에서도 이를 응

용하여 근로생애의 종사상지 특성으로 유형화하 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장지연․이혜정(2009)의 결과를 차용하여 사건계열분석을 통한 응답

자들의 노동시장 경력을 13개로 구분하 다(<표 3> 참조).이는 각 연령 시 에서 응답자

의 종사상지 를 5개의 상태로 나 후 이의 배열에 따라 유사한 사례끼리 묶는 것이다.

이 분석에 사용된 종사상 지 는,상시 임 근로, 포가 있는 자 업,농림어업 종사,불안

정 근로,그리고 미취업 등이다.여기서 불안정 근로 지 는 KLoSA의 직업력조사에서,일

용직 임 근로, 포가 없는 자 업,무 가족종사,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등 4가

지 상태로 조사한 것을 하나의 상태로 묶은 것이다.이 사건연쇄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2차

4) 재 일자리 특성과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의 분포는 부표 1에 나타냈다.



신 구․부가청․이혜정 / 고령자의 노동시장 경험과 빈곤

-193-

구분 50세 이상 50~64세

주로 상시 임 근로자로 계속 일하는 유형 748(11.0) 450(13.5)

상시 임 근로자로 일하다가 후반부에 기타로 환한 유형 427(6.3) 241(7.2)

잠시 임 근로자로 일하다가 포가 있는 자 업자로 환한 유형 275(4.1) 187(5.6)

주로 포가 있는 자 업자로 일하는 유형 572(8.4) 318(9.5)

주로 기타로 일하는 유형 936(13.8) 304(9.1)

기타에서 일하다가 상시임 근로자/포 있는 자 업자로 환한 유형 362(5.3) 196(5.9)

주로 농축임어업에서 종사하는 유형 956(14.1) 304(9.1)

처음에는 농축임어업에서 일하다가 기타로 환한 유형 212(3.1) 67(2.0)

간에 쉬다가 상시임 근로자나 포가 있는 자 업자로 일하는 유형 429(6.3) 293(8.8)

간에 쉬다가 포가 있는 자 업업자로 일하는 유형 213(3.1) 144(4.3)

간에 쉬다가 기타로 일하는 유형 401(5.9) 234(7.0)

을 때 잠시 일하는 유형 887(13.1) 463(13.9)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유형 366(5.4) 138(4.1)

체 6,784(100) 3,339(100)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직업력조사(2007).

<표 3>사건연쇄분석을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이력의 유형화 단 :명(%)

기본조사에서 응답하 으나 직업력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사례 158명,그리고 사건연쇄

간에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형화하지 못한 585명 등 총 743명이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

이 게 13개로 유형화된 노동시장 경험을 연구자가 단하여 비슷하다고 단하는 것을

묶어서 <표 4>와 같이 8개의 유형으로 축소하 다.8개의 유형은 ① 주로 상시 임 근로

자로 계속 일하는 유형(11.0%),② 상시 임 근로자로 일하다가 후반부에 기타로 환한 유

형(6.3%),③ 주로 포가 있는 자 업자로 일하는 유형(12.5%),④ 주로 기타로 일하는 유

형(13.8%),⑤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시임 근로자나 포가 있는 자 업으로 환한 유형

(11.7%),⑥ 주로 농림어업에서 종사하는 유형(17.2%),⑦ 생애 후반에 자 업이나 불안정하

게 일한 유형(9.1%),⑧ 거의 일하지 않은 유형(18.5%)등이다. 상을 50~64세 연령층으로

제한하면,① 주로 상시 임 근로자로 계속 일하는 유형,③ 주로 포가 있는 자 업자로

일하는 유형,⑤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상시임 근로자나 포가 있는 자 업으로

환한 유형 등은 약간 늘어났고,④ 주로 기타로 일하는 유형,⑥ 농림어업에서 종사하는

유형은 상 으로 많이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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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세 이상 50~64세

주로 상시 임 근로자로 계속 일하는 유형 748(11.0) 450(13.5)

상시 임 근로자로 일하다가 후반부에 기타로 환한 유형 427(6.3) 241(7.2)

주로 포가 있는 자 업자로 일하는 유형 847(12.5) 505(15.1)

주로 기타로 일하는 유형 936(13.8) 304(9.1)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시임 근로자나 포가 있는 자 업으로 환 791(11.7) 489(14.6)

주로 농림어업에서 종사하는 유형 1,168(17.2) 371(11.1)

생애 후반에 자 업이나 불안정하게 일한 유형 614(9.1) 378(11.3)

거의 일하지 않은 유형 1,253(18.5) 601(18.0)

체 6,784(100) 3,339(100)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직업력조사(2007).

<표 4>분석에서 사용한 근로생애 종사상지 유형화 단 :명(%)

Ⅳ.분석 결과

1.노동시장 경험에 따른 빈곤 실태

외환 기 이 까지 우리나라에서 빈곤 문제는 일자리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없는 일부 계

층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었다.그러나 외환 기 이후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일

을 하면서도 빈곤한 사람들에 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하 다.

근로빈곤에 한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퇴장이 빈곤에 향을 미치는

큰 요인임을 지 하고 있지만,동시에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빈곤을 으로 방하지는

못한다는 도 지 하고 있다.불안정한 근로상태에서 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 이 많아졌기 때문에 취업의 질이 요하다는 것이다.

<표 5>의 빈곤 비빈곤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비 이 나와 있다.<표 5>에 나타나

있는 3가지 구분은 일반 으로 근로빈곤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취업 빈곤층,5)경제활동 빈

곤층,6)근로능력 빈곤층에7)해당한다(홍경 ,2005).우선 비빈곤층에서 취업자,경제활동참

5)취업 빈곤층은 재 취업 이면서도 빈곤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6)경제활동 빈곤층은 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어도 6개월 이내에 경제활동을 수행했던 사람

들을 말한다.이 연구에서는 재 경제활동 상태에 있지 않지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취업했었고,

재의 비경제활동의 사유가 연로와 심신장애가 아닌 사람들,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이 아닌 사

람들로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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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근로능력자 비율이 빈곤층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은 빈곤층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따라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 다.비빈곤

층 고령자의 약 54%가 미취업자인 반면,빈곤층의 미취업자 비율은 75%로 비빈곤층보다

약 20%p높다.즉 여 히 취업률을 높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고령층은 건강이나 육체 기능의 하 등으로 다른 연령 와는 다르게 취업 제

한의 가능성이 더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 을 감안하여 근로능력을 가졌으면서

취업을 하지 않은 비율을 살펴보자.비빈곤층의 경우 근로능력자 3,146명 가운데 2,074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율이 66%이다.반면 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자 1,302명 가운데

취업자는 743명으로 57%에 그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빈곤층에

서 더 많다는 을 고려한다면 여 히 빈곤층의 취업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

로 보여진다.

구분 비빈곤 빈곤 체

재취업 여부
미취업자 2440(54.1) 2270(75.3) 4710(62.6)

취업자 2074(45.9) 743(24.7) 2817(37.4)

경제활동 여부
비경제활동자 2352(52.1) 2220(73.7) 4572(60.7)

경제활동자
1)

2162(47.9) 793(26.3) 2955(39.3)

근로능력 여부
비근로능력자 1368(30.3) 1711(56.8) 3079(40.9)

근로능력자
1)

3146(69.7) 1302(43.2) 4448(59.1)

체 4514(100.0) 3013(100.0) 7527(100.0)

주 1)경제활동자와 근로능력자에 해서는 주6)과 주7)을 참조.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제2차 기본조사(2008).

<표 5>빈곤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련 특성 단 :명(%)

그러면 고령자의 재 과거 노동시장 경험에 따라 빈곤율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살펴보자.앞의 에 밝힌 것처럼 노동시장 특성은 재 일자리,생애 주된 일자리,

그리고 근로생애 체 등 3가지로 나 어 볼 것이다.

먼 재 취업자 고령층을 상으로 그 일자리 특성에 따라 빈곤 비 이 어떻게 달라

지는가를 살펴보자.종사상지 에 따라 살펴보면 상용직으로 일하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같은 종사상지 라 하더라도 50~64세 년층의 빈곤율이 더 낮아서 취업자라

7)근로능력 빈곤층은 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경제활동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재 비경제활

동의 사유가 연로와 심신장애가 아닌 사람들,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들 에 퇴직이 아닌 사람들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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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50세 이상 50~64세 50세 이상 50~64세

체 22.1 12.4 33.6 21.8

종사상

지

상용직 8.3 5.1 16.6 14.5

임시직 36.6 25.0 29.5 24.0

일용직 25.2 19.6 45.6 28.3

고용/자 28.2 15.4 37.8 20.4

무 가족 23.5 16.0 35.5 26.0

근속

년수

1~4년 25.1 15.1 33.2 23.2

5~9년 15.4 10.8 18.1 14.8

10~19년 11.1 7.2 20.0 10.7

20~29년 12.5 9.8 25.1 21.2

30년 이상 47.1 20.9 56.2 34.6

근로

시간

36시간 이하 40.1 26.6 48.5 30.5

37~48시간 15.8 8.5 30.6 21.8

49~60시간 18.4 10.7 26.5 18.6

60시간 이상 21.7 12.4 23.8 15.8

직업

리자/()문가 5.2 4.3 5.3 4.2

사무직 8.1 5.4 6.5 -

서비스직 17.1 10.1 12.8 12.4

매직 21.8 15.2 27.3 19.8

기능/조립 11.7 10.1 23.5 17.4

단순노무 25.4 14.0 41.3 27.3

농림어업 44.6 28.4 54.6 40.2

산업

농림어업 43.8 27.6 54.2 38.9

공업 5.4 2.8 25.0 17.1

기가스수도/건설 17.2 14.4 33.3 26.3

도소매/숙박음식 14.6 8.7 20.7 14.4

운수/통신 9.4 8.1 16.7 16.7

융/임 /사회서비스 17.3 11.5 26.4 21.1

행정/교육/복지/오락/국제 12.3 8.6 26.3 16.9

개인서비스 32.5 17.1 28.8 21.9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제2차 기본조사(2008).

<표 6> 일자리 특성별 빈곤율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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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50세 이상 50~64세 50세 이상 50~64세

체 35.5 18.2 43.9 28.6

종사상

지

상시 임 근로자 26.3 11.6 30.9 22.9

일용 임 근로자 58.2 32.4 55.7 34.5

포가 있는 자 업자 29.4 18.7 34.3 21.7

포가 없는 자 업자 42.7 26.9 46.8 29.6

농림어업종사자 51.0 30.5 59.8 46.2

무 가족종사자 39.4 20.4 48.9 34.2

근속

년수

1~9년 36.8 25.7 33.8 24.0

10~19년 29.7 17.1 40.6 28.5

20~29년 33.1 17.1 47.0 32.2

30년 이상 43.8 18.8 59.2 42.0

주:동시에 다양한 일을 한 경우는 사례수가 어 생략하 음.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제2차 기본조사(2008)와 직업력조사(2007).

<표 7>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별 빈곤율 단 :%

하더라도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빈곤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여성 일용직의 빈곤율은

약 46%로 일용직 여성의 반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근로기간에 따라서는,근속년수가 짧거나 아니면 아주 긴 경우에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같은 일자리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빈곤율이 50%내

외라는 사실은 결국 일자리 자체가 빈곤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임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상 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일하는 일자리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36시간 이하로 일하는 고령층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았다.여성

고령층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빈곤율도 조 씩 낮아졌으나,남성은 48시간보다 긴 경우에는

오히려 빈곤율이 높아져서 임 는 소득이 어서 근로시간이 긴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일자리 직업에 따라서는 리자/문가,사무직 등에서 빈곤율이 낮았으나 사례수가

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빈곤율이 높은 직업은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

직이다.특히 여성에게서 이 직업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역시 고령층 여성

에게서 이 직업의 빈곤율이 높았다.산업별 빈곤율은 역시 농림어업인 경우,그리고 개인서

비스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근속년수가

긴 사람들의 빈곤율이 높았는데,이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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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에 따른 빈곤율 분포를 살펴보자.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은 종사상지 와 근속년수로 나 어 살펴보았다(<표 7>참조).먼 지 할 것은 앞서

재 일자리에 따른 빈곤율과 분석 상이 다르다는 이다.생애 주된 일자리의 분석은

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일을 한 사람을 상으로 한

것이다.앞서 살펴본 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층에 비하여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남녀 모두 생애 주된 일자리가 일용 임 근로자,농림어업 종사자, 포가 없는 자 업자

인 경우 빈곤율이 높았다.50~64세 년층 남성,여성들 빈곤율도 마찬가지로 이들 종사상

지 에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생애 주된 일자리 근속년수에 따른 빈곤율 역시

근속년수가 3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생애 체에 한 빈곤 실태를 살펴보자.<표 8>은 고령자 근로생애

특성을 총일자리수,총근로년수,그리고 종사상지 를 바탕으로 한 근로생애 유형 8가지에

한 빈곤율을 정리한 것이다.먼 일자리수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례

수가 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평생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거의 빈곤에 빠져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여성은 평생 일자리가 없었던 사례가 제법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비록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빈곤율은 체 빈곤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일자리수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일자리가 6개 이상

인 경우,즉 일자리 이동이 많은 경우 빈곤율이 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근로년수에 따라서는 남성은 근속년수가 20년 미만과 40년 이상인 집단에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년 미만은 상 으로 짧은 근로기간으로 인하여 빈곤율이 높고,

40년 이상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농림어업종사자의 비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여성은 근속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 빈곤율이 더 낮고 30년 이상 근로기간을 가진

집단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근로생애 유형에 따른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자.남성의 경우 주로 상시 임 근

로자로 일한 경우나 포가 있는 자 업자로 일한 경우 빈곤율이 낮았고,기타로 주로 일

했거나 농림어업에서 일한 경우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64세 년층에서는 50

세 이상 체 고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기타,즉 불안정한 상태로 주로 일한 사람들의

빈곤율이 농림어업에서 일한 집단의 빈곤율보다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65

세 고령층에서는 농림어업에서 일한 경우가 더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여성

은 주로 기타로 일한 유형과 농림어업에서 일한 유형간의 차이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근로생애 특성에 따라 살펴본 빈곤층의 일자리 근속년수가 비빈곤

층의 근속년수보다 반 으로 더 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이에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별로 종사상지 를 감안하여 일자리 근로년수,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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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50세 이상 50~64세 50세 이상 50~64세

체 35.6 18.4 43.3 28.1

총

일자리수

0 87.5 100.0 37.5 21.1

1개 26.2 10.9 36.6 23.7

2개 35.0 15.2 45.3 27.2

3개 34.8 17.0 45.4 29.6

4개 39.2 16.4 47.2 31.9

5개 31.4 19.0 43.7 27.5

6개 이상 38.2 24.1 49.3 35.8

총

근로

년수

0년 87.5 100.0 37.6 21.6

1~19년 58.3 45.5 33.5 22.8

20~29년 19.8 14.2 38.5 28.0

30~39년 23.7 14.8 44.2 32.2

40년 이상 46.9 27.0 59.7 43.5

근로

생애

유형

주로 상시 임 근로 유형 20.4 6.4 31.4 27.3

임 근로에서 기타근로 환 30.9 13.1 27.9 20.9

주로 포 자 업자 유형 30.5 18.7 38.0 22.9

주로 기타근로 유형 58.7 37.1 58.4 43.7

기타에서 상시임 /자 환 34.0 21.3 36.5 25.2

주로 농림어업 유형 50.5 31.3 56.1 40.0

간에 포 자 /기타 환 38.9 26.0 35.2 24.7

일하지 않거나 짧게 일한 유형 72.5 72.2 38.3 24.2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제2차 기본조사(2008)와 직업력조사(2007).

<표 8>근로생애 특성별 빈곤율 단 :%

생애 총근로년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다.세 가지 일자리 특성 모두에서 빈곤층이 비빈

곤층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재 일자리에서 리자/문가,사무직,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고령층의

근속년수만 비빈곤 집단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다른 직업에서는 빈곤층의 근로년수가 더

길었다.반면 여성은 리자/문가 직종과 사무직 직종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리

자 등 직업에서는 비빈곤층 여성 고령층이,사무직에서는 빈곤 고령층의 근속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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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재

일자리

직종

리자/()문가 8.4 19.1 5.0 13.9

사무직 9.6 16.0 19.0 9.9

서비스직 27.1 15.3 6.1 8.6

매직 19.9 16.2 14.9 14.6

기능/조립 16.3 14.9 14.4 10.5

단순노무 6.4 9.6 7.9 6.2

농림어업 39.6 32.9 35.1 34.5

합계 22.8 17.3 17.4 13.4

생애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

상시 임 근로자 21.4 21.8 10.2 10.0

일용 임 근로자 24.9 21.1 17.7 11.4

포가 있는 자 업자 23.7 21.0 17.8 14.9

포가없는자 업자 19.4 17.0 17.7 13.1

농림어업종사자 37.5 33.4 34.5 31.8

무 가족종사자 19.7 21.3 28.1 22.5

합계 26.9 23.2 22.9 16.7

근로

생애

유형

주로 상시 임 근로 유형 42.6 36.9 38.5 34.8

임 근로에서 기타근로 환 39.0 35.6 35.1 31.5

주로 포 자 업자 유형 42.4 38.3 38.0 34.0

주로 기타근로 유형 45.8 41.8 46.4 42.3

기타에서 상시임 /자 환 39.0 35.6 24.2 21.3

주로 농림어업 유형 50.9 46.1 45.8 42.8

간에 포 자 /기타 환 33.6 31.6 24.7 22.2

일하지 않거나 짧게 일한 유형 14.9 17.0 8.4 5.8

합계 44.0 38.6 30.0 22.5

자료:고령화연구패 조사 제2차 기본조사(2008)와 직업력조사(2007).

<표 9> 고령자의 근로생애 특성 빈곤 여부에 따른 일자리별 근로년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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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애 노동시장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향

고령자의 노동시장 경험과 빈곤이 갖는 연 성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근로생

애 체 특성,생애 주된 일자리, 재 일자리 등 고령자의 일자리 특성이 빈곤에 빠질

확률과 어떤 계를 맺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

수는 빈곤 여부이며,빈곤이면 1의 값을,그 지 않으면 0을 값을 갖는다.회귀분석은 남녀

간 노동시장 경험이 상이한 을 감안하여 남녀를 별도로 나 어 분석하 고,50~64세

년층이 65세 이상 연령을 포함한 체 고령층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나

어서 분석하 다.각 일자리 특성 변수 외에 연령,배우자 유무,학력,세 구성,가구원수,

가구내 취업자수,순자산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표 10>부터 <표 13>에 그 결과

를 나타내었다.

먼 체 근로생애의 특성과 빈곤과의 계를 살펴보자.근로생애의 특성 변수로는 종

사상지 에 따른 8가지 유형,총 일자리수,총 근로기간 등이다. 고령층의 근로생애와 빈

곤의 계를 분석한 <표 10>을 보자.먼 남성 고령자의 경우 생애 총일자리수가 많을

수록 빈곤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총근로년수가 많을수록 빈곤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앞서 총근로년수가 40년이 넘는 집단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었는데,종사상

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총근로기간이 길수록 빈곤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고령자들은 총근로년수가 길수록 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여성 고령층의 경우는 통계 인 유의미성을 보 고,50~64세 년층의 경우도 총근

로년수와 빈곤의 계가 통계 인 유의미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러스 계를 보여주

고 있다.이는 근로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계속하더라도 빈곤 상태에 계

속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생애근로의 종사상지 를 유형화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남성 고령자의 경우 상

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근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로 기타상태로 근로를 한 유형’에 비

하여 부분의 근로생애 유형들에서 빈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장 안정

인 근로유형인 ‘주로 상시임 근로자로 일한 유형’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 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주로 기타 상태로 일한 유형’은 ‘일을 하지 않거나 짧게 근로한 유형’에 비

해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빈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50~64세 년

층에서는 ‘주로 상시임 근로로 일한 유형,’‘상시임 근로로 일하다가 후반기에 기타 근로

로 환한 유형’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빈곤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년층의 경우는 ‘주로 포 자 업자로 일한 유형,’‘기타 상태에서 상시임 /

포 자 업자로 환한 유형,’ 간에 쉬다가 포 자 업/기타 상태로 일한 유형‘에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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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
남성 여자

체 45~64세 체 45~64세

유 배우자 0.661(0.254)** -0.994(0.396)** 0.905(0.153)** 0.305(0.240)　

세 구성

(기 :

부부세 )

단독세 0.726(0.317)** -0.395(0.517)　 1.055(0.175)** 0.765(0.294)**

2세 0.250(0.180)　 0.210(0.258)　 0.382(0.149)** 0.420(0.212)**

3세 0.264(0.379)　 0.462(0.485)　 0.335(0.299)　 0.625(0.458)　

기타 세 1.124(0.368)** 0.499(0.651)　 0.815(0.268)** 0.866(0.424)**

가구원 수 -0.237(0.103)** 0.117(0.133)　 -0.270(0.078)** -0.064(0.122)　

취업자 수 -0.671(0.063)** -0.757(0.097)** -0.847(0.055)** -0.963(0.084)**

순자산 -0.016(0.003)** -0.010(0.004)** -0.024(0.002)** -0.019(0.004)**

연령 0.077(0.008)** 0.079(0.025)** 0.036(0.006)** 0.051(0.016)**

학력

졸 -0.297(0.134)**-0.436(0.218)** -0.381(0.117)** -0.447(0.152)**

고졸 -0.388(0.133)**-0.521(0.215)** -0.692(0.137)** -0.725(0.172)**

졸 이상 -0.907(0.184)** -1.583(0.352)** -0.837(0.303)** -1.262(0.411)**

총일자리수 0.053(0.023)** 0.106(0.036)** 0.027(0.025)　 0.043(0.038)　

총근로년수 -0.018(0.008)** -0.037(0.018)** 0.021(0.005)** 0.013(0.009)　

근로생애

유형

(기 :

주로

기타)

주로 상시 임 근로 유형 -1.508(0.198)** -1.478(0.319)** -0.833(0.318)** -0.681(0.426)　

임 근로에서 기타근로 환 -0.955(0.213)** -0.961(0.329)** -0.800(0.343)** -0.716(0.459)　

주로 포 자 업자 유형 -0.751(0.190)** -0.295(0.278)　 -0.412(0.196)** -0.918(0.294)**

기타에서 상시임 /자 환 -0.904(0.238)** -0.486(0.351)　 -0.278(0.167)† -0.675(0.251)**

주로 농림어업 유형 -0.264(0.185)　 0.318(0.285)　 -0.017(0.144)　 -0.081(0.253)　

간에 포 자 /기타 환 -0.560(0.336)† -0.514(0.447)　 -0.226(0.168)　 -0.449(0.258)†

짧게 일한 유형 0.305(0.493)　 0.579(0.774)　 0.069(0.192)　 -0.507(0.311)　

상수항 -3.167(0.538)** -2.450(1.256)† -2.034(0.461)** -2.410(0.971)**

Cox&SnellR
2

0.289　　 0.184　　 0.316　　 0.221　　

-2LL 　2757.722　 　1121.230　 　3877.736　 　1742.478　

사례수 　2855　 　1470　 　3927　 　1869　

**:p<0.05,†:p<0.10

<표 10> 고령층의 근로생애 특성과 빈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곤의 확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자 업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로 인하여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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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남성 여성

체 45~64세 체 45~64세

유 배우자 0.655(0.246)**-1.180(0.377)** 0.892(0.156)** 0.380(0.239)　

세 구성

(기 :

부부세 )

단독세 0.588(0.297)**-0.359(0.470)　 1.051(0.180)** 0.874(0.294)**

2세 0.234(0.170)　 0.303(0.246)　 0.433(0.151)** 0.586(0.211)**

3세 0.502(0.356)　 0.749(0.465)　 0.654(0.302)** 1.147(0.448)**

기타 세 1.226(0.337)** 0.788(0.597)　 0.973(0.272)　 1.106(0.413)**

가구원 수 -0.285(0.097)** 0.040(0.130)　 -0.336(0.080)**-0.213(0.122)†

취업자 수 -0.669(0.060)**-0.755(0.091)**-0.861(0.055)**-0.951(0.082)**

순자산 -0.019(0.002)**-0.014(0.004)**-0.024(0.003)**-0.019(0.004)**

연령 0.081(0.007)** 0.102(0.022)** 0.031(0.006)** 0.053(0.015)**

학력

졸 -0.276(0.126)**-0.441(0.205)**-0.361(0.121)**-0.438(0.153)**

고졸 -0.408(0.125)**-0.613(0.201)**-0.578(0.142)**-0.568(0.172)**

졸 이상 -0.955(0.171)**-1.701(0.323)**-1.442(0.347)**-1.622(0.462)**

총근로년수 -0.022(0.007)**-0.043(0.016)** 0.010(0.005)** 0.008(0.008)　

종사상지

(기 :기타)

상시 임 근로자 -0.914(0.14)**-0.613(0.218)**-0.321(0.109)**-0.282(0.146)†

포가 있는 자 업자 -0.445(0.149)** 0.067(0.225)　 -0.309(0.128)**-0.416(0.182)**

농림어업종사자 0.062(0.155)　 0.594(0.253)**-0.076(0.141)　 0.027(0.251)　

주된 근로년수 -0.003(0.005)　 -0.010(0.009)　 0.014(0.005)** 0.016(0.010)†

상수항 -3.086(0.501)**-2.816(1.187)**-1.427(0.438)** -2.638(0.94)**

Cox&SnellR2 　0.280　 0.163　　 0.321　　 0.229　　

-2LL 　3120.758　 　1271.822　 　3717.957　 　1732.632　

사례수 3212　 　1651　 　3777　 　1851　

주 1:종사상지 의 기 변수인 기타 집단은 일용 임 근로자, 포가 없는 자 업자,무 가족종사

자,동시에 다양한 일을 한 경우임.

주 2:**:p<0.05,†:p<0.10

<표 11> 고령층의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과 빈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가 빈곤과 맺는 계를 살펴보자.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으로

는 종사상지 ,근속년수를 투입하 으며, 체 근속년수를 통제변수로 추를 투입하 다.

원래 직업력조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 는 상시 임 근로자,일용 임 근로

자, 포가 있는 자 업자, 포가 없는 자 업자,농어업종사자,무 가족종사자,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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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을 한 자 등 모두 7가지 형식으로 나 었으나,이 연구에서는 일용 임 근로자,

포가 없는 자 업자,농어업종사자,무 가족종사자,동시에 다양한 일을 한 자 등을 기

타 상태로 통합하여 종사상지 변수의 기 집단으로 삼았다.

남성 고령층 생애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 와 빈곤과의 계를 보면 상시 임 근로

자로, 포가 있는 자 업자로 일한 경우 기타 상태로 일한 사람들보다 빈곤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농림어업종사자로 일한 사람들은 기타상태로 일을 한 사람들

에 비하여 빈곤과의 계가 러스로 나타났으나 통계 인 유의미성은 없었다.

총근로년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년수 빈곤 감소 효과는 통계 인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했다.반면 여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빈곤

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총근로년수가 길어져도 빈곤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 일자리 특성과 빈곤과의 계를 살펴보자.50세 이상 고령층 남성에

하여 분석한 결과,근속년수를 제외한 재 일자리의 특성이 모두 빈곤 여부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길수록 빈곤 가능성은 떨어졌다. 한

재 일자리 근속년수도 빈곤과 마이 스 계를 맺고 있었으나 통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단순노무직을 기 집단으로 살펴본 종사상지 에 따른 빈곤 여부는 경 /문직이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빈곤 가능성이 떨어졌고, 매직에서 일하는 경우 단순노무직보다 빈

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매직과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다른 직

종들은 모두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빈곤과 마이 스 계 으나 통계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공업을 기 집단으로 살펴본 각 산업들은 공업에 비하여 모두 빈곤에 빠질 확

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림어업, 융/임 /사회서비스업,행정/교육/복지 서비

스업,개인서비스업 등에서는 빈곤 가능성의 효과가 높았다.

50~64세 년층 남성만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체 고령층을 상으로 분석한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다만 통제변수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 가능성을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학력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즉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학력이 인 자본의 효과,즉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여성 고령층의 경우 종사상지 나 산업과 빈곤 여부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직업에 따라서 경 /문직,사무직,서

비스직 등이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빈곤의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는 50~64세 년층에서도 학력이 빈곤 여부와 맺는 계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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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남성 여성

체 50~64세 체 50~64세

유 배우자 0.210(0.494)　 -0.616(0.615) 0.417(0.417)　 -0.070(0.491)　

세 구성

(기 :

부부세 )

단독세 0.183(0.554)　 -0.109(0.751) 0.489(0.452)　 0.326(0.545)　

2세 0.576(0.264)** 0.568(0.340)† 0.474(0.353) 0.189(0.412)　

3세 0.975(0.529)† 1.448(0.617)** 1.539(0.755)** 1.506(0.837)**

기타 세 1.389(0.562)** 0.842(0.784) 0.976(0.628) 0.106(0.846)

가구원 수 -0.128(0.143) 0.026(0.172) -0.009(0.209) 0.265(0.242)　

취업자 수 -0.392(0.118)** -0.476(0.146)** -1.211(0.189)** -1.307(0.215)**

순자산 -0.024(0.005)** -0.018(0.006)** -0.024(0.007)** -0.025(0.008)**

연령 0.108(0.013)** 0.072(0.027)** 0.100(0.017)** 0.112(0.030)**

학력

졸 -0.229(0.211)　 -0.521(0.302)† -0.159(0.262)　 -0.164(0.284)　

고졸 -0.048(0.196) -0.122(0.273) 0.095(0.304) 0.002(0.328)　

졸 이상 -0.728(0.340)　 -1.175(0.463)** -0.978(0.903)　 -18.868(5923.811)　

종사상지

(기 :

일용직)

상용직 -0.621(0.335)†　 -0.958(0.413)** -0.531(0.347)　 -0.201(0.389)　

임시직 0.244(0.381) 0.185(0.491) -0.288(0.380) 0.060(0.429)　

고용/자 0.117(0.323) -0.088(0.395) -0.112(0.365) -0.165(0.438)

무 가족 -0.150(0.693)　 -0.332(0.914) 0.238(0.401)　 0.772(0.467)†

직업 근로년수 -0.008(0.005)　 -0.010(0.009) -0.011(0.008)　 -0.020(0.012)†　

직업 주당근로시간 -0.011(0.005)**　 -0.019(0.007)** -0.011(0.006)** -0.012(0.007)　

직업

(기 :

단순노무)

리자/(즌)문가 -0.881(0.411)**　 -0.674(0.485) -2.185(0.745)**　 -1.177(0.873)　

사무직 -0.477(0.408) -0.216(0.520) -1.838(0.835)** -20.117(6681.027)　

서비스직 -0.137(0.401) 0.186(0.531) -1.029(0.350)** -0.667(0.377)†　

매직 1.062(0.520)** 1.778(0.725)** -0.050(0.394) 0.519(0.453)　

기능/조립 -0.047(0.270) 0.266(0.329) -0.392(0.516) -0.161(0.559)　

농림어업직 0.078(0.718)　 1.445(1.219) -0.504(0.540)　 -0.370(0.782)　

산업

(기 :

공업)

농림어업 1.307(0.772)† 0.797(1.267) 0.756(0.643)　 1.009(0.843)　

기가스수도/건설 0.944(0.414)** 1.123(0.549)** 0.006(0.648) 0.228(0.709)　

도소매/숙박음식 0.007(0.573) -0.388(0.802) -0.144(0.464) -0.088(0.508)　

운수/통신 0.148(0.454) 0.470(0.590) -0.159(1.326) 0.164(1.419)　

융/임 /사회서비스 1.403(0.419)** 1.881(0.585)** 0.005(0.481) 0.133(0.531)　

행정/교육/복지/오락/국제 1.242(0.461)** 1.723(0.606)** 0.173(0.505) 0.103(0.570)　

개인서비스 1.679(0.402)**　 1.622(0.562)** 0.374(0.448)　 0.584(0.491)　

상수항 -7.201(1.061)**　 -4.540(1.809)** -4.002(1.230)**　 -5.012(1.870)†

Cox&SnellR
2

0.225 0.119 0.318 0.211

-2LL 1207.617 692.844 732.252 517.206

사례수 1633 1207 882 685

**:p<0.05,†:p<0.10

<표 12> 고령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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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재의

빈곤 상태가 어떤 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이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근로생애 체를 종사상지 를 심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불안정한 노동

시장 지 로 근로생애를 보낸 이들의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총일자리

수가 많은 고령자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이러한 결과를 말해 다고 할 수

있다.그 지만 생애 근로기간이 긴 고령자일수록 빈곤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가장 오랫동안 일을 한 일자리를 생애 주된 일자리로 간주하여 살펴본 결과,역시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 를 가진 고령자들으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

나 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기간은 총근로기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유의미한 향력

을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재 취업하고 있는 고령자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근로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낮았지만, 직업에서의 근속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일자리의 종사상지 는 일용직 임 근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용직만이 빈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직업들은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일자리

특성과 빈곤과의 계에 한 분석 결과 학력은 빈곤에 별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

러나 고령층의 빈곤에 한 인 자본의 향력의 약화가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가 빈곤과 맺는 계에 하여 살펴보자.빈곤 가구 연구에서 자주

지 하는 가구내 취업자수는 고령자에게도 빈곤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연령 역시 빈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이 많아질수록 빈곤

확률은 높아지는데,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구성상 특성에 따라(장지연․이혜정,2008),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큰 소득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공 이 소득도 부족하여 개인이 축

한 자산의 감소가 꾸 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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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

석 상 훈

(국민연 연구원)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 』1-3차 조사의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와 주 건강상태간의 계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주 건강상태의 결정요인

을 살펴보았다.분석결과에 의하면,첫째 우리나라 은퇴자의 약 40%이상이 건강상의 이유

로 생애 근로를 마감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된 사유는 노화보다는 질환에 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둘째,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남성은 여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주 건강상태가 좋

은 않은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남녀 간의 주 건강 격차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확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은퇴자는 미은퇴자와 비

교할 때 주 건강상태가 좋은 않은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특히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경우에 두드려졌다.셋째,주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으

로는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질환을 보

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 건강상태는 증가하

다가 이후 감소하 으며,교육수 에 따라 건강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그리고 공 연

을 수 받고 있거나 여성은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 주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Ⅰ.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 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더불어 외환 기 이후 진행된 조기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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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하여 은퇴 은퇴 후의 삶에 한 심과 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

다.이에 따라 련 연구들이 최근 물 터질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를 주제별로 정

리하면,은퇴 결정에 한 연구(김지경,2004,2005;안종범․ 승훈,2004등),은퇴 이후의

소득원에 한 연구(김수완․조유미,2005,최효미,2007등),은퇴시에 필요한 정 소득

체율에 한 연구(원종욱,2000;여윤경,2002;안종범․ 승훈,2005;백은 ,2008등),은퇴

자산의 충분성에 한 연구(여윤경 외,2005;백은 ,2008등),그리고 은퇴 후의 소비 변

화에 한 연구(안종범․ 승훈,2004;석상훈․장선구,2009)등이 있다.이와 같이 최근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연구는 경제 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해 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퇴와 련해서 앞으로 증 하는 노인인구 집단의 건강상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노인이 됨에 따라 신체 질병과 정신 질환들이 늘어난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년까지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만성 인 건강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달

리게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이를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구의

조기은퇴 문제와 연 하여 살펴보면,은퇴 이후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오히려 일의 부담이나 스트 스로부터 벗어나 건강이 더욱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은퇴 이후에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사회

경제 으로 볼 때,조기은퇴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조기은퇴 이후의 건강 악

화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치료와 휴양의 부담이 개인과 가

계 그리고 경제에 좋지 않은 향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에서 은퇴 이후의

건강상태의 변화는 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으며,연구 결과로부터 고령화 사회를

비하는 정책에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이승렬,2007).

이와 같이 건강과 은퇴에 한 연구가 사회 으로 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서는 그 동안 개인의 건강과 은퇴를 조사한 자료가 충분히 축 되지 않아 건강과 은퇴의

상 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이와 련해서는 손용진(2005)과 이승렬

(2007)등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손용진(2005)은『한국노동패 』의 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를 한 집단이 2년 과 비교하여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 비율이 상승하 으며,비은퇴

자 집단은 이 비율이 오히려 어들었음을 확인하 다.이와 련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이승렬(2007)은『한국노동패 』의 2003-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고 인식하는 경우에 은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화

하게 되면 은퇴하게 될 확률이 남성 48.5%,여성 36.9%로 나타났다.그리고 건강문제로 은

퇴한 고령자의 경우 건강 로우도 상 으로 낮은 수 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객 건강상태로 나타나는 건강자산도 차 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에서는 익숙하지만 학술 으로나 정책 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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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에 한 기 정보를 확장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으로 이들 추 조사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간의

계를 은퇴자의 은퇴사유와 은퇴 후의 장단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그리고 3장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성별,은퇴여부별,연령별로 비교하고,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확

률효과(Randomeffects)OrderedProbit모형을 원용하여 은퇴자의 건강상태가 어떠한 요인과

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Ⅱ. 고령자의 은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국민노후보장패 』은 국민연 공단 산하 국민연 연구원에

서 고령자의 노후 비 노후생활을 지속 으로 악하기 하여 2005년 당시 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약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

여 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는 종단면 자료이다.『국민노후보장패 』은

지 까지 세 차례의 본조사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 조사인 2009년 3차 조사에서 원표본 유

지율은 83.0%로 나타나 표본 유지율은 양호한 편이다.본 조사에서는 가구의 경제상황,

고령자의 고용 황 퇴직,은퇴,노후생활,건강,가족 계,노후소득보장 황 등 노후생

활 반에 걸친 주제들을 포 으로 조사한다.

이제 본격 인 분석에 앞서 은퇴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국민노후보장

패 』에서 정의하고 있는 은퇴의 정의를 따랐다.본 패 조사에서는 은퇴를 “생계를 목

으로 근로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이 정의에 따라 먼 조

사시 에 비취업자를 상으로 이들에게 “만 15세 이후 근로 소득활동을 한 이 있습

니까?”라고 묻고 이에 해 근로 소득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개인에 해 다시

“ 재 귀하는 은퇴하셨습니까?1)”라고 질문하고 은퇴상태에 있는 개인을 은퇴자로 정의한다.

이 같은 개념은 개인의 주 인 평가와 재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1)1차 조사에서는 은퇴를 ‘부분은퇴’와 ‘완 은퇴’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여기서,부분은퇴는 근로

소득활동을 지속하고는 있지만,고령이나 건강악화 는 새로운 고용계약 등으로 종 의 소득

근로시간(임 근로자),경 참여 사업규모(고용주/자 업자)를 히 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완 은퇴는 3차 조사의 은퇴의 정의와 일치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를 일 성을

해 1차 조사에서는 완 은퇴로 응답한 개인을 은퇴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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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남자 여자

1.건강/고령 42.9 43.2 42.8

-노화 13.8 15.2 13.1

-질환 29.1 28.0 29.7

2.정년/조기/명 퇴직 산/폐업 19.9 35.6 11.0

3.근로조건 불만 13.7 10.3 15.7

4.결혼/출산/육아/수발 15.5 3.7 22.1

5.가계여유/여가 6.0 6.6 5.7

6.기타 2.0 0.6 2.7

합계 100.0 100.0 100.0

주:3차년도 횡단가 치를 용함.

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3차 조사 원자료

<표 1>은퇴 사유(다 응답) (단 :%)

경험이 반 된 정의로 평가될 수 있다(김지경,2005).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정의된 은퇴자를 상으로 본 패 조사에서는 “귀하의 은퇴 결정에

있어 가장 큰 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직 인 은퇴사유를 측

정하고 있다.실제 13개 항목으로 측정한 은퇴사유를 <표 1>과 같이 “1.건강/고령”,“2.

정년퇴직/조기퇴직/명 퇴직/산/폐업으로”,“3.근로조건 불만”,“4.결혼/출산/육아/수발”,

“5.가계여유 는 여가를 즐기기 해”등 5가지로 범주화하 다.이와 같은 분류에 입각

하여 <표 1>에서는 은퇴사유의 분포를 성별로 나 어 제시하 다. 체 인 주된 은퇴사

유를 살펴보면,“건강상의 이유”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건강상의 이유에

서는 “노화”(13.8%)보다는 “질환”(29.1%)에 의해 계속 일을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생

애 근로를 그만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다음으로 “정년/조기/명 퇴직/산/폐업”(19.9%)

과 “결혼/출산/육아/수발”(15.5%)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성별로 나 어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에 따른 은퇴가 성별에 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은퇴사유로 나타났다.본인의 건강

이외의 사유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정년/조기/명 퇴직/

산/폐업”(35.6%)과 “근로조건 불만”(13.7%)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고,여성의 경우는 “결

혼/출산/육아수발”(22.1%),“근로조건 불만”(15.7%)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은퇴가 일자리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여건에 기인하는 결과의 성격이 강하고

여성의 은퇴는 가족여건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은퇴자를 규명하는데 있

어서 이와 같은 은퇴 사유를 건강과 건강 이외의 사유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의 차

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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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패 조사에서 동일한 은퇴자를 상으로 은퇴 과 비교하여 나빠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좋아진 것은 무엇인지를 측정하고 있다.먼 ,은퇴자가 은퇴 과 비교할

때 나빠진 것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39.6%)”,“건강이 나빠지고 장애가 발생한다

(22.1%)”,그리고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20.3%)”의 순으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이는 세 은퇴자들은 은퇴 과 비교하여 경제 인 요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 당장 먹고 살아갈 실에 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에 한

우려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체 남자 여자

1.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9.6 37.6 40.8

2.건강이 나빠지고 장애가 발생한다. 22.1 21.2 22.7

3.할 일이 없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3 22.4 19.0

4.가족 내에서 지 가 낮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3.8 4.7 3.3

5.생산 이고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 느껴진다. 10.9 11.2 10.8

6.친구/동료와의 계가 단 된다. 3.1 3.0 3.2

7.기타 0.1 0.0 0.2

합계 100.0 100.0 100.0

주:3차년도 횡단가 치를 용함.

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3차 조사 원자료

<표 2>은퇴 단 (다 응답) (단 :%)

이번에는 반 로 동일한 은퇴자를 상으로 은퇴 과 비교하여 은퇴 후에 좋아진 것에

해서는 “일에서 오는 스트 스로부터 자유롭다(40.9%)”,“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

어 좋다(21.8%)”,“직장 사회의 얽매인 인간 계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낀다(17.0%)”의 순

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은퇴자는 일이나 직정에서 받았던 스트 스가 경감되거나 완 히 없

어짐으로써 건강상태에 정 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은퇴로 여가를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됨으로써 은퇴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질

수도 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비자발 인 실업을 겪고 강제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심리 인 향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

으며 인류교류 축소,활동 감소,수입 감소 등은 은퇴자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요소로 작

용하기도 한다.이들 요소는 심지어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따라서 고령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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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와 건강상태는 매우 한 계에 있으며 은퇴를 한 뒤 건강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변

화할지에 해서는 섣불리 측하기 힘들다.

체 남자 여자

1.직장 사회의 얽매인 인간 계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낀다 17.0 19.7 15.5

2.일에서 오는 스트 스로부터 자유롭다 40.9 40.9 40.8

3.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좋다 21.8 18.1 23.9

4.여가와 스포츠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좋다 15.1 16.0 14.6

5. 사활동 시간을 가져서 좋다 1.4 0.8 1.8

6.여행의 기회와 시간이 생겨 좋다 3.4 4.3 2.9

7.건강이 더 좋아졌다 0.4 0.2 0.5

8.기타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주:3차 조사 횡단가 치를 용함.

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3차 조사 원자료

<표 3>은퇴 장 (다 응답) (단 :%)

Ⅲ. 고령자의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주 건강상태(self-

ratedhealth)를 사용한다.IdlerandBenyamini(1997)는 주 건강상태를 (1)기존에 사용되었

던 변수들보다 건강상태와 건강 험 요소를 측정하는데 더 포 이며 정확한 측정지표이

며,(2) 재의 건강 정도와 궤 을 다는 효과 인 평가수단이라고 주장한다.그리고 (3)

결과 으로 건강상태에 효과를 미치는 활동에 향력을 행사하고,(4)건강의 악화를 늦출

수 있는 자원의 유무를 반 하는 지표라고 그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주 건강상태는 다루기 쉽게 간단하며 보편 으로 용이 가능하다는 으로 인해 건

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용되어 왔으며,건강 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건강상태에 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자 그 질문에서 묻고 있는 바 로 총체 인 건강

상태를 변한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주 건강상태는 질병의 증상을 포 하고 재와

미래의 건강상태에 해 총체 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이런 들로 볼 때 고령자의 주 건강상태는 신체



석상훈 / 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

-215-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 ,경제 요인의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다.특히,질병 손상과

같은 건강 해요인이 빈번하고 노화와 함께 건강의 쇠퇴와 응력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건강상태에 한 인식과

이에 한 향 요인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국민노후보장패 』에서 주 건강은 “귀하의 신체 건강상태는 재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하여,“1.매우 좋지 않다”,“2.좋지 않은 편이다”,“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5.매우 좋다”의 5 척도로 조사되어 있다.<표 4>를 보면,먼 에

띄는 사실은 체 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그리고 은퇴여부별로는 미은퇴자에 비해 은퇴자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매우 좋지 않다”와 “2.좋지 않은 편이다”를 “건강하지 않

다”로 통합하고 “4.좋은 편이다”와 “5.매우 좋다”를 “건강하다”로 통합하여 분류한다면,

체 으로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고령자 43.55%이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고령자는 31.51%이다.이를 성별로 나 어 보면,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

고 인식하는 비율이 34.39%이며,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0.37%로 상 으로 건강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

하는 비율이 50.18%이며,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5.12%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

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그리고 은퇴 여부로 나 어 보면,은퇴자의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61.31%이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8.70%인데

반하여,미은퇴자의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1.23%이며 건강하다고 인

식하는 비율은 40.41%에 달하고 있다.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체

체 10.51 33.04 24.93 27.22 4.29 100.00

남자 8.85 25.54 25.24 34.56 5.81 100.00

여자 11.72 38.46 24.70 21.93 3.19 100.00

은퇴자 20.23 41.08 19.99 16.78 1.92 100.00

미은퇴자 3.77 27.46 28.36 34.48 5.93 100.00

주:3차 조사 횡단 가 치 용

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3차 조사 원자료

<표 4>주 건강상태(2009년) (단 :%)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주 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먼 ,남녀 간 주

건강 차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확 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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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여성은 남성보다 기 수명이 더 길지만,역설 으로 여성 자신의 건강이 나쁘

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주 건강에 기 한 ‘남녀 건강/사망률 역설(유병률

역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를 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많은 연구자

들에게 정향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2

2
.5

3
3
.5

50 60 70 80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주:3차 조사 횡단 가 치 용

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3차 조사 원자료

[그림 1]연령별 주 건강상태 비교1(성별)

김승곤(2009)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주 건강수 에 역설 인 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설명의 조합으로 설명 가능하다.첫 번째 설명은 남녀 간에 생물학 심

리 인 요인의 차이 때문에 만성질환 분포가 차이가 있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여성이 자신

의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한다는 것이다.주 건강상태에 요한 향을 미치는 몇몇 만

성질환에서 여성의 유병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이러한 만성질환 분포의 성별

차이는 우선 남녀 간의 생물학 ,유 차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남녀 간에는 호르몬

작용의 차이,만성질환에 한 면역능력이나 처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이런 차이는 다

시 남녀 간 만성질환 분포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성별 만성질환의 분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떤 만성질환에 해서는

여성이 더 많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한다는 것이다.그 원인에 하여 두 가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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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가능하다.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여성은 건강에 한 평가의 ‘태도’가 남성과 다르다

는 것이다.즉,동일한 신체 이상에 하여 여성이 더 민감하게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그 이유에 하여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시각은 여성

은 조 만 몸에 이상이 느껴져도,남성들만큼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남성보다 쉽게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다른 시각에 의하면,이와 반 로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도 더 신 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더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것

이다.여성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하여 더 많이 알고 있고,자산의 건강에 하여 더

많은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있으며,따라서 건강에 한 면 조사에서 자신의 건강상 문제

를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명은 주 건강의 성별 차이는 만성질환 이외 요인의 성별 차이

가 주된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다.이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건강이 나

쁘다고 보고하는 사람의 비율에서 남녀 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이에

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은퇴자와 미은퇴자 간의 주 건강 차이는 [그림 2]와 같이 나이가 많아지면

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를 성별로 나 어 보면 남녀 간에 다른 양상으

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먼 ,60세 이 에 은퇴한 남성 은퇴자는 건강이 좋지 않

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건강은 60세까지 조 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60세 이후에

는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미은퇴자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건

강에 한 인식이 차 악화되어 은퇴자가 인식하는 건강수 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의 건강

격차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고령자

의 건강상태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은퇴여부와 함께 반드시 성별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의 주 건강상태를 은퇴 사유를 기 으로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경

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그림 3]과 같이 건강을 이유로 은퇴하는 경

우에는 주 으로 인식하는 건강도 매우 좋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 않는 반면에,건강 이외의 사유로 은퇴하는 경우에는

미은퇴자가 인식하는 건강상태와 그리 크지 않으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들 간 격차는 사

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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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3차 조사 원자료

[그림 2]연령별 주 건강상태 비교 2(은퇴여부×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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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건강 이 )

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3차 조사 원자료

[그림 3]연령별 주 건강상태 비교 3(은퇴사유별)

Ⅳ. 고령자의 건강상태 결정요인

1.분석방법2)

주 건강상태의 결정요인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하여 많이 사용되는 계량모형이

확률효과(random effects)OrderedProbit모형이다.다른 선형모형이 아닌 이 모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 으로 찰되는 건강상태가의 정도가 연속 인 변수가 아니고 서수

(ordinal)이고 숨겨진(latent)변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 인 선형방법에 의

한 추정은 많은 계량 문제 을 내표하게 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 순

서형 로빗 모형이다.그러나 횡단면분석인 순서형 로빗 모형은 개인 간의 이질성을 모

형에 반 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 패 분석형태를 도입하여 이질성을 모형에 반 한 모

형이 확률효과 순서형 로빗 모형이다.

은퇴가 개인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먼 개인 의 번째

조사에서 은퇴 여부를  라 하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잠재 인 변수(latentvariable)

를  
 라 한다면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모형에 한 설명은 강성진(2009)의 연구를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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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기에서  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되며, 는 교란항

(disturbanceterm)이다.식 (1)을 벡터 형태로 간단히 다시 쓰면 식 (2)-식 (5)와 같다.

(2) 
   ′  ,     ′

(3)        ′

(4)    

(5) ∼ 
 ,∼ 

 ,     

 






 
 는 잠재변수이기 때문에  

 를 기수 (cardinal)으로는 알 수 없으며,서수 (ordinal)으

로만  
 의 수 을 평가할 수 있다.다음으로 를 추정해야할 모수들이며, 는 개인의

은퇴여부,성별,연령,학력 등 인구사회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독립변수이다.

다음으로 교란항을 살펴보면,는 체 교란항이며, 와 로 구성되어 있다. 는 분

산이 
이고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그리고 는 개인 특정 고정효과

를 나타내며,분산이 
이고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의 교란항

들은 다음의 3가지 가정을 만족함을 가정한다.

①     ,
   

,     ,if≠ ,≠

②     

③     ,
   

,   ,if≠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는 기수 으로 측정되지 않는 잠재변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측

정되는 데이터는 식 (6)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6)    if 
 ≤3)

    if ≤ 
 ≤ 

3)본 연구에서는 Limdep 로그램을 통하여 확률효과 OrderedProbit모형을 추정하 으며,Limdep에서

는   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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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 
 ≤ 

주 건강상태의 수 인  
 에 의해 결정되지만, 는 개인의 응답을 통해

측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수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는 경계(threshold)인 

(cut)에 따라 1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지며 각 수는 같은 구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정도의 순서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 식 (6)과 식 (3)～식 (5)을 이용하여 최우추정법

(MaximumLikelihoodEstimation)을 용하면 식 (7)～식 (9)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의 식 (8)

을 최 화 시키는 ,∼,를 추정할 수 있다.

(7) 
  



     ⋯  

(8)   ⋯    
 ∞

∞


  



  

(9)      ′,     ′

식 (7)에서 L은 LogLikelihood이며,   ⋯  는 개인 가 1기부터 T기까지 각

각     ⋯ 의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이다.는 정규분포의 정규분포함수

(cumulativenormaldistributionfunction)를 나타낸다. 는 번째 경계(threshold)에서 독립변수

의 효과(  
′ )를 뺀 값을, 는   번째 경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뺀 값을 나타낸다.

식 (7)-식 (9)이 나타내는 것은 각 개인이     ⋯ 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들

의 곱을 최 화 시키는 ,,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분석결과

이제 본격 으로 은퇴 여부를 포함하여 독립변수들이 주 건강상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도록 하자.이를 하여 여기서는 분석 개인의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균

형패 자료(balancedpaneldata)로 구성하여 개인 간 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기 해

앞서 설명한 확률효과 OrderedProbit모형을 사용한다.추정에 사용된 표본은 6,608명의

19,824개 측치이며 이들의 특성은 <표 5>와 같다.종속변수로는 “1.매우 좋지 않다”,“2.

좋지 않은 편이다”,“3.보통이다”,“4.좋은 편이다”,“5.매우 좋다”로 하는 주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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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사용되었으며,독립변수로는 먼 은퇴 여부가 사용되었다.은퇴와 미은퇴를 구분하되

은퇴의 경우도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사람과 건강 이외의 이유로 은퇴한 사람으로 나 었

다.여기에서 미은퇴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 다. 한 건강상태와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되는 것은 연령이므로 이를 설명변수에 포함하 다.이 밖에 개인의 특성을 나

타내는 변수로는 학력(고졸 미만과 고졸 이상으로 분류하고 고졸 이상을 비교집단으로 설

정)을 포함하 다.학력은 개인의 소득수 이나 직업선택을 결정하면서 건강에도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리고 객 인 건강상태도 주 인 건강상태에 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되어 설명변수에 포함하 다.마지막으로 공 연 수 ,배우자 유무,거주

지역 등에 따라 주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설명변수에

포함하 다.

1차 조사(2005년) 2차 조사(2007년) 3차 조사(2009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건강수 2.768 1.092 2.745 1.058 2.807 1.073

은퇴(건강) 0.198 0.398 0.224 0.417 0.296 0.457

은퇴(건강 이외) 0.054 0.226 0.059 0.236 0.118 0.323

성별(남성=1) 0.417 0.493 0.417 0.493 0.417 0.493

연령 61.472 9.353 63.472 9.353 65.470 9.353

학력(고졸 이상=1) 0.305 0.461 0.305 0.461 0.307 0.461

공 연 수 여부(수 =1) 0.142 0.350 0.183 0.386 0.243 0.429

질환/장애유무(있음=1) 0.436 0.496 0.560 0.496 0.573 0.495

배우자유무(있음=1) 0.804 0.397 0.786 0.410 0.757 0.429

지역(서울/역시=1) 0.451 0.498 0.448 0.497 0.443 0.497

주:종단가 치를 용함.

자료:국민연 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 1-3차 조사 원자료

<표 5>기 통계

이와 같은 독립변수들이 주 건강상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확률효과 OrderedProbit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첫째,건강상의 사유로

은퇴하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주 건강상태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

는 반면에 건강 이외에 은퇴하는 경우에는 여성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강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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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남자 여자

은퇴(건강)
-0.620***

(0.027)

-0.752***

(0.045)

-0.550***

(0.034)

은퇴(건강 이외)
0.045

(0.042)

-0.090

(0.071)

0.098*

(0.052)

성별
0.290***

(0.029)

연령
0.079***

(0.002)

0.082***

(0.004)

0.082***

(0.002)

연령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학력
0.518***

(0.030)

0.553***

(0.042)

0.489***

(0.046)

공 연 수 여부
0.125***

(0.030)

0.110***

(0.039)

0.177***

(0.048)

질환/장애유무
-0.982***

(0.020)

-0.953***

(0.032)

-1.002***

(0.026)

배우자유무
0.062

(0.031)

-0.091

(0.062)

0.116***

(0.036)

지역
0.048*

(0.025)

0.048

(0.040)

0.051

(0.032)

2007년
0.154***

(0.020)

0.101***

(0.031)

0.187***

(0.027)

2009년
0.312***

(0.020)

0.223***

(0.032)

0.364***

(0.027)

nu(1)
1.776***

(0.019)

1.592***

(0.030)

1.872***

(0.024)

nu(2)
2.768***

(0.023)

2.559***

(0.036)

2.885***

(0.030)

nu(3)
4.589***

(0.033)

4.438***

(0.049)

4.643***

(0.046)

sigma
0.766***

(0.014)

0.769***

(0.022)

0.758***

(0.019)

N 19,824 7,926  11,898

Loglikelihood -23,772.62 -9,791.601 -13,927.1

주: 호 안은 표 오차 값임.***은 1%,**은 5%,*은 10%에서 유의함.

<표 6>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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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남성과 여성 은퇴자 모두는 미은퇴자에 비하여 상 으로 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다.그리고 건강 이외의 이유로 은퇴한 여성은 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경우와 비교할 때,주 건강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 이외의 이유로 은퇴할 경우에도 여 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주 건강상태에 있어서 성별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 으로 더 높은 건강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남성에 비해

기 수명이 상 으로 더 길지만 여성의 건강수 이 더 낮은 이유에 해서는 앞서 언

하 지만 이에 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의 제

곱에 해서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나이의 증가와 더불어 주 건강

상태가 개선되다가 다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교육수 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수

이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는 좋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교육은 학력주의

(credentialism)를 통한 구조 이 을 통해서 혹은 인 자본(humancapital)의 강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직업 ,경제 지 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사회 지원(socialsupport)혹은 통

제감(senseofcontrol)과 같은 심리사회학 자원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기 으로 건강에 이득

을 주는 핵심 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교육에 따른 건강의 격차가 성인기에 걸쳐 어떻

게 변화하는지의 주제는 일생에 걸친 격차의 강화 혹은 약화라고 하는 이론 정책 함의

가 큰 주제이다(김진 ,2008).

다섯째, 고령자의 사회경제 특성 담고 있는 공 연 의 수 여부에 따른 주 건

강상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공 연 의 수 여

부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함께 고령자 가구의 경제상황을 반 하고 있으며 공 연

을 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건강상태에 있

다는 사실을 보여 다.

여섯째,객 인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

두에서 주 건강상태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객 인 건강상태가

주 인 건강상태와 음(-)의 상 성을 보임을 보여주며 질환 장애 보유가 개인의 주

건강상태에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다.

일곱째,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은 여성에 경우에만 유의

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여성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주 건강상태가 좋

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과 련하여 서울과 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체 으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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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은퇴(건강) 0.084 0.110 -0.061 -0.119 -0.014

은퇴(건강 이외) -0.005 -0.009 0.004 0.010 0.001

성별 -0.032 -0.060 0.022 0.061 0.008

연령 -0.009 -0.016 0.006 0.017 0.002

연령
2

<0.001 <0.001 <0.001 <0.001 <0.001

학력 -0.052 -0.110 0.031 0.113 0.018

공 연 수 여부 -0.014 -0.026 0.009 0.027 0.004

질환/장애유무 0.108 0.195 -0.067 -0.204 -0.032

배우자유무 -0.007 -0.012 0.005 0.013 0.002

지역 -0.005 -0.010 0.004 0.010 0.001

남성

은퇴(건강) 0.088 0.144 -0.036 -0.168 -0.028

은퇴(건강 이외) 0.009 0.019 -0.002 -0.021 -0.004

연령 -0.007 -0.017 0.001 0.019 0.004

연령
2

<0.001 <0.001 <0.001 <0.001 <0.001

학력 -0.047 -0.115 0.003 0.130 0.030

공 연 수 여부 -0.010 -0.023 0.001 0.026 0.006

질환/장애유무 0.089 0.191 -0.012 -0.219 -0.050

배우자유무 0.008 0.019 -0.001 -0.022 -0.005

지역(서울=1) -0.004 -0.010 0.001 0.012 0.002

여성

은퇴(건강) 0.084 0.083 -0.070 -0.089 -0.008

은퇴(건강 이외) -0.013 -0.018 0.011 0.018 0.002

연령 -0.011 -0.014 0.010 0.014 0.002

연령2 <0.001 <0.001 <0.001 <0.001 <0.001

학력 -0.056 -0.099 0.047 0.095 0.012

공 연 수 여부 -0.022 -0.033 0.020 0.033 0.004

질환/장애유무 0.127 0.182 -0.101 -0.183 -0.024

배우자유무 -0.016 -0.020 0.014 0.020 0.002

지역 -0.007 -0.009 0.006 0.009 0.001

<표 7>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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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연도별로도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4).

<표 6>의 OrderedProbit실증분석 결과는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는 H에 한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에 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따라서 독립변수들이 실제 응답되

는 형태 즉 순서형(ordered)의 건강상태(H)에 미치는 향은 비선형 이게 된다.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의 번째 응답에 한 한계효과()는 아래 식 (10)과 같이 유도된다.

(10) 

  
    ′ ′ 

<표 7>는 실증분석의 모형을 기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주요 변수들의 한계확률

효과를 측정한 표이다. 체 인 결과를 보면,응답확률의 변화는 “보통이다”,“만족스럽다”

에서 크게 나타났다.은퇴(건강)의 한계효과를 보면,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할 경우 “매우 좋

지 않다”,“좋지 않다”의 응답확률은 각각 0.084%,0.110%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

통이다”,“좋은 편이다”,“매우 좋다”의 응답확률은 각각 0.061%,0.119%,0.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다른 개인 특성과 련된 변수들이 실증분석결과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면 “매우 좋지 않다”,“좋지 않다”의 응답확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며,

“보통이다”,“좋은 편이다”,“매우 좋다”의 응답확률을 증가시킨다.반면,실증분석결과가 음

의 효과를 나타내면 반 로 해석된다. 체 으로 주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객 인 건강상태가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으며,다음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

하는 경우와 교육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Ⅴ.결 론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 』1-3차 조사의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와 주 건강상태간의 계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주 건강상태의 결정요인

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첫째 우리나라 은퇴자의 약 40%이상이 건강상의 이유로 생애 근로

를 마감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된 사유는 노화보다는 질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4)주 건강상태가 연도별로 양(+)의 효과를 보이는 이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은 다음 조

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서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건강상태와 표본이탈에 해서 살펴보아야

하나 추후 연구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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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외의 사유로 은퇴하는 경우에는 남성의 은퇴자는 일자리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여건

에 기인하는 결과의 성격이 강하고 여성의 은퇴자는 가족여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남성은 여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주 건강상태가 좋은

않은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남녀 간의 주 건강 격차는 나

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확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은퇴자는 미은퇴자와 비교

할 때 주 건강상태가 좋은 않은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강

을 이유로 은퇴한 경우에 두드려졌다.

셋째,주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률효과 OrderedProbit모형으로 분석결과에

따르면,건강을 이유로 은퇴한 사람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 추정치 부호로 볼 때,은퇴자

일수록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 건강상태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 으며,교육수

에 따라 건강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그리고 공 연 을 수 받고 있거나 여성은 남편

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 주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은퇴가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를 들어 공사연 수

과 같은 경제 인 요인으로 조기은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은퇴가 의료비용과 건강 투

자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에 사회 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할 수 있다.그리

고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요성이 높아질 것이다.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정책계획의 수립에 있어 은퇴의 건강효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먼 표본이탈과 련하여 건강상

태와 련이 깊지만 이에 해서는 모형에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률효과 OrderedProbit

모형에서 주 건강상태와 은퇴와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앞으로 확

률효과 OrderedProbit모형에서 표본이탈과 내성성을 반 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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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제도의 사회보장적 특 :

금전적 가치에 의한 평가

CharacteristicsofReverseMortgagesasSocialSecurity:

focusedonMoney'sWorth

마 승 렬

(공무원연 공단 GEPS연구소)

한국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을 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2007년 7월부터 주택연

제도를 시행하 으며,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 정으로

있다.본 연구에서는 가치(MW)의 평가를 통해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인 주택연

과 농지연 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보장 특성을 수치 인 크기로 확인해 보고자

하 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즉시연 상품과 역모기지 상품을 상으로 수요자 측

면과 공 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크기를 상호 비교하 다.분석결과

즉시연 상품의 경우 가치는 공 자 측면에서는 확률분포도의 앙값이 1.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은 0.94정도의

값을 보여주었다.반면 역모기지의 경우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이 1.0을 히 과하 고,공 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은 1.0의

값에 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와 같이 수요자 측면에서의 가치의

앙값이 1.0을 히 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가 사회보장제도

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주제어 :사회보장제도,공 보증 역모기지,주택연 ,농지연 ,즉시연 ,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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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UN의 고령화사회 분류기 에 의하면 체인구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7%이

상∼14%미만인 사회는 “고령화 사회”,14%이상∼20%미만인 사회는 “고령사회”,20%이상인

사회는 “ 고령사회”로 분류된다.통계청의 추계인구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2.9%이므로 한국은 재 “고령화 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주지하는 바와 같

이 한국은 세계 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과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상되며,

지 으로부터 11년 후인 2021년도가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20%를 과하여

“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상되어지고 있다1).

장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노후생활에 한 비

가 부족한 경우 은퇴 이후의 빈곤과 노인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 인 노후 생활을 한 소득보장 문제는 고령화사회에서 우리가 해

결해야할 가장 긴 한 당면 과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수명의

연장,경제의 성장 등에 의한 시 환경 변화는 노후 소득보장 문제에 있어서 공 연

제도 만으로는 차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진 되고 있으며,이러한 이유로 부

분의 국가에서는 공 ⋅사 소득보장제도가 상호 력하는 다계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

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김성숙외 6명(2010)).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부터 제1차 베이비 붐 세 2)가 은퇴하기 시작할 것으로 상된

다.통계청의 추계인구 공표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 이들은 체 인구의 약 14.6%에 해

당하는 71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공 연 등 은퇴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붐 세 의 노후보장을 한 사회 보장 장치가

보단계에 있는 실정이다.<그림 1>은 다계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

고 있다.<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갖

추고는 있지만 공 보장제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 3)과 사 소득보장제도4)가

1)한국의 농 사회는 도시지역에 비해 약 20년 이상 고령화가 앞서 진행되어 왔는데,통계청(2007)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체농가인구 3,304,000명 65세 이상 인구수가 1,018,000명으로 체 농가인

구의 30.8%에 해당하여 농 사회는 이미 심각한 “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실정이다.(마승렬외

(2008)참조.

2)한국 쟁 직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 인 1963년 까지 태어난 세 를 제1차

베이비붐 세 로 분류한다.

3)국민연 제도는 1988년도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으로 처음 도입 되었고,

1995년도에 농어 주민을 포함하고,1999년도에는 자 업자를 포함한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제

도가 확 용되어 1999년도부터는 본격 인 국민 연 화 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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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도입 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한 다각도의 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연 과 역모기지(주택연 )등의 다양한 연 상품의 구입을 통

해 미비한 공 연 을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1>노후 소득보장체계

역모기지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들과 같이 고액의 주택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생활비

에 사용할 이 부족한 노인계층에게 소유주택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통계청(2000)의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가

구의 경우 소득액이 최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단독가구의 경우 56.3%,부부가구의

경우 35.2%로서 이들 노인계층의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었다.반면에 통계청

(2006)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 황 자료에 의하면 연령 60세 이상의 경우5)보유하고 있

는 총자산 3억2천만원(순자산 2억9천만원) 부동산 평가액이 2억7천만원으로 부동산이 보

유자산의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부에서는 최근 속도로 진

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보 단계에 있는 국민연 6)등 노후보

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산보유 실태를 고려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주택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 다.주택연 제도는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출 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노후 주거안정

4)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사 소득보장제도 퇴직연 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한편,개인연 상품은 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완화책의 일환으로 1994년

세제 격 개인연 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이후 2000년에 일시납 개인연 상품이 도입되고,

2002년에 변액연 이 도입되어 상품 구성면에서는 선진국 면모를 갖추고 있다.(신종욱(2010)참조).

5)60세 이상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6명이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8.7세임.

6)국민연 제도의 도입 기인 상황에서는 이미 장년층에 도달한 세 의 경우 실질 인 국민연

의 가입기간이 10여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흔히 언 되는 국민연 제도의 성숙기에 있어서

의 50∼60%수 의 소득 체율은 단지 명목상의 수치에 불과하며,이들 계층에 있어서의 국민연

의 실제 소득 체율은 기껏해야 15% 후에 지나지 않는다.(노 명 외8명(20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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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보장해 수 있는 보충연 으로서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해 수

있을 것이라는 기 하에서 2007년 7월부터 국내에서도 주택연 제도가 본격 으로 시행되

게 되었다.주택연 은 3년이 경과한 시 까지 공 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 제도는 도시형 역모기지제도로서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이 을 농어 지역의 노인들은 함께 향유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즉,도

시노인들에 비해 상 으로 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 노인들의 경우 가의 주택

을 담보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만한 연 액 수 을 기 할 수 없는 실정이다.(마승렬 외

2(2008)참조).통계청(200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 지역의 경우 체 농가 경 주 연

령이 65세 이상의 연 수 농가는 228,000가구로 확인되며,이들 약 84%에 해당하는

191,000가구가 공 연 개인연 을 모두 포함하는 연간 연 총액이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농 노인들에 있어서는 노후 생활안정을 한 연 의 역할은 기 할 수 없는 상

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 농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 2003년도 소득실태 조사(박

식(2004))결과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2인기 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이

체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 노인들 75.5%의 노인들은 노후생활

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편,통계청의 2005년 농가경제지표 자료

에 의하면 60세 이상 농 노인들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는 평균 으로 3,500만원∼5,000만원

정도의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며,이들 연령계층에서 소유한 토지는 평균 으로 1억5,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따라서 농 지역의 경우에는 이

들 토지(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 상품이 개발되어 운 될 수 있다면 농 노인들의 노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동 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 노인들의 자산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지(논,밭,과수원)를 담

보로 하는 새로운 역모기지(농지연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 으며,동 제도는 2011년 1월부

터 시행 정으로 있다7).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분의 농 노인들은 노후 생활이 어려워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향후 농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농지연 제도가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 해 본다.

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 제도와 내년부터 시행 정으로 있는 농지연 제도 모두 공

보증에 의해 운 되는 역모기지제도이다.공 보증 역모기지제도는 노인주택(농지)소유자

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농지)를 담보로 출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액을 연 형태로

지 받거나 는 계약 내용에 따른 액을 지 받은 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주로 사망

시)에 총 출원리 (출잔액)을 상환하는 제도이다.차입자의 경우 출받은 원리 은 계약

이 종료될 때까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 에서 출원리

7)농지연 포탈(http://fplove.or.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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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환되는데,이때 원리 상환 채무는 출종료 시 의 주택(농지)가치의 범 이내로 제

한되는 비소구권(non-recourselimit)규정이 용되기 때문에 차입자에게 주택(농지)이외의 다

른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의 상환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한 출종료 시 에

서 평가된 주택(농지)가치가 출원리 을 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상속권자에게 돌려

다.이 경우에 있어서 역모기지 출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손해부분의 보장과 함께 출자

가 지불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차입자들이 지속 으로 월지 을 받을 수 있도

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공 기 에서 시행하는 역모기지보험(보증)8)을 통해 해결한다.이와

같이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는 동 제도의 운 과 련한 리스크를 보증자인 공 기 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9),다른 융상품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출이율이 용된다.

한 낮은 출이율에도 불구하고 출이 종료될 때까지는 출원리 의 도상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비소구권 규정이 용되는 등 일반 인 모기지론 는 개인연 상품과

는 히 구분되는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한 사

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제도는 기본 으로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농지)을 담보로 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 담보물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 월지 산

정을 한 계리모형을 살펴보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농지)가치를 기 으로 하여 보험의

일반원리인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월지 수 이 결정된다.따라서 동일한 연령계층에

서는 주택(농지)의 가치가 클수록 월지 의 크기 한 크게 되는 구조로 모형화 되어 있

으며,제도 운 에 요구되는 보험(보증)료 한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차입자가 액을 부담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10).이러한 을 고려할 때 역모기지의 사회보장 특성은 일반 인

사회보험이나 공 부조에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으로는

이러한 역모기지제도의 운 형태로 인해 동 제도를 개인연 등 노후 생활안정을 해 구

8)주택연 의 보증업무는 “한국주택 융공사법” 련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주택 융공사에서 수행하

며,농지연 의 보증업무는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련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농어

공사에서 수행할 정으로 있다.주택연 의 경우 출자 역할은 민간 융기 이 담당 하고 있지

만 농지연 의 경우에는 주택연 에서와는 달리 한국농어 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출자의 기능도

수행한다.

9)역모기지는 미래 주택(농지)가치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장기 출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택(농지)

가치의 변화 는 이자율의 변동에 의한 시장리스크와 사망률 변화에 따르는 장수리스크 등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다.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직 취 하기에는 어려운 특성을 가지므

로 공 기 에서 련 리스크를 보증하는 공 보증 상품으로 운 된다.공 보증 없이 역모기지

상품이 운 될 수도 있지만 이때의 상품은 공 보증이 용되는 상품에 비해 상 으로 보수 인

형태로 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역모기지의 보증료는 출의 일부로서 출원리 에 포함되는 구조로 모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차

입자의 주머니에서 직 납입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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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일반 인 융상품과 특별히 구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

로 취 하는데 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의 사회보장 특성을 수치 인 크기로 확인해 보

고자하며,이를 한 측정도구로서 가치(MW;Money'sworth)를 이용하고자 한다.

가치(MW)는 연 상품의 일시납 보험료가 1원인 경우 향후 주기 으로 받게 될 연

액의 기 가를 의미한다(CanonandTonks(2005)). 가치는 연 상품 간의 가치 비교

는 연 상품을 다른 자산의 가치와 비교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측정도

구이다.그동안 가치 평가에 한 연구는 주로 공 연 는 개인연 상품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Brown,Mitchell,andPoterba(2000),CanonandTonks(2005,2009),

Mitchell,Poterba,Warshawsky,andBrown(1999),신종욱(2010),마승렬․김정주(2010),마승렬

(2010)등의 연구가 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의 사회보장 특성을 확인하기 해 역모기지제도

의 가치를 평가 후 이를 생보사에서 취 하고 있는 일시납 즉시지 연 (SPIA;

SinglePremiumImmediateAnnuities,이하 “즉시연 ”이라 한다.)의 가치와 상호 비교

해 보고자 한다.즉시연 은 노후 비가 부족한 베이비 붐 세 등을 해 개발되어있는

개인연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은퇴 시 일시 으로 수령한 퇴직 등 자산을 활용

하여 즉시연 을 구입하면 상품을 구입한 다음 달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월 정기 으로

연 을 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따라서 연 의 지 형태에 있어서는 공 보증 역모기

지와 즉시연 상품이 상호 유사하여 비교 상으로 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우리는

즉시연 과 공 보증 역모기지의 가치를 각각 평가한 후 그 크기를 상호 비교해

으로서 역모기지제도의 사회보장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역모기지제도 황을 개 하고,제3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할 분석모형과 자료에 하여 설명한다.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며,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Ⅱ.역모기지제도 황

주택담보 역모기지인 주택연 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었는데,<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연 은 출시 이후 재까지 지속 인 성장세를 보

여주고 있으며11)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질 것으로 상되어지고 있다.

11)한국주택 융공사 DB를 이용해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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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주택연 가입건수 보증공 액

주택연 의 운 에 따르는 보증업무는 한국주택 융공사에서 담당하며 출업무는 융

회사에서 취 하고 있다12).따라서 주택연 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주택소유자들은 <그림

3>에서와 같은 차를 통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13).

12)주택연 을 매하는 융회사는 2010년 11월 재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총 10개 회사이다.

13)한국주택 융공사(http://www.hf.go.kr)에서 인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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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주택연 이용 차

한편 2011년부터 시행 정인 농지연 은 동 제도 운 에 따르는 보증업무와 출업무를

모두 한국농어 공사에서 취 14)하기 때문에 이용 차가 주택연 에서와는 조 다르게 진

행된다.<그림4>는 농 노인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농지연 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차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15).

<그림 4>농지연 이용 차

역모기지를 이용하더라도 담보물에 한 소유권은 출이 종료될 때까지 차입자에게 있

으므로 농지연 이용자는 연 을 받으면서 동시에 담보농지를 직 경작하거나 는 임

할 수 있어 연 이외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16).

14)농지연 의 출 재원은 농지 리기 이다.즉,농지 리기 에서 한국농어 공사에 기 을 여

한 후 출 종료 시에 한국농어 공사로부터 상환 받는 구조로 출이 이루어진다.

15)농지연 포탈(http://www.fplove.or.kr)에서 인용하 음.

16)이때,주택연 이용자들은 임차료를 지 하지 않고 소유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므로 에는

보이지 않는 수익이지만 실제로는 임차료 비용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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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분석모형 자료

1.월지 산정모형

1)주택연 의 월지 산정모형17)

주택연 은 식(1)과 같이 기 손해액 가(PVEL)와 기 보험료 가(PVMIP)의 값이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지 할 정 월지 ()을 결정한다.(마승렬(2008)등 참조).

   
  




   
∙  





  



 
     ∙    (1)

여기서  =기 보험료의 가

 =기 손해액의 가

 =시 t=0에서의 기보험료

 =연령 인 가입자의 한계연령인 100세까지 남겨진 기간(월수)

 =시 t에서의 월보험료;  ×

 =월지 (연 )

 =보험료율

 =시 t에서의 출잔액;

    

 =연령 인 가입자의 출이   세까지 생존할 확률

 18) =연령   세의 조기⋅사망률

 =기 이율

  =시 t에서의 주택가치;   ×  


 =주택가격상승률

17)농지연 에서의 담보 상은 농지(논․밭⋅과수원)이므로 농지연 모형에서는 주택연 모형에 용

되는 주택가격()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농지가격()과 농지가격상승률()로 변경된다.월지

산정방법은 농지연 에서도 주택연 과 동일하게 기 손해액의 가()와 기 보험료의

가()의 값이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따라서 역모기지의 월

지 산정모형은 주택연 과 농지연 간에 근본 인 차이가 없으므로 주택연 모형을 심으로

설명하고 농지연 모형에 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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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 의 월지 수 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될 수 있다.

 


  





 

 



  


(2)

여기서  = 주택연 의 월지

 = 주택연 의 순 출한도액 (=총 출한도액-가입비(=))

2)즉시연 의 월연 액 산정모형

공시이율19)의 변화에 따라 매기 지 되는 연 액의 크기가 변화되는 리연동형 일시납

즉시연 (종신형)에 있어서 t기에 지 할 연 액의 크기()를 생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한다.

 


  

   


 



× 


(3)

여기서  ≡   에 지 되는 연 액

 ≡ 순보험료; ×,=사업비율

 ≡ 한계연령

 ≡ 즉시연 가입자의 연령

 ≡   에 지 할 연 액 산정에 용되는 공시이율

 ≡ 연령 세 가입자의  세에서의 생존확률20)

18)    
 × .여기서  


=연령  세 여자의 기 사망확률,=조기상환율

19)공시이율은 상품별로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공시기 이율을 기 으로 정해지는데,공시기 이율은

공시기 이율 산출시 (매월 16일)기 으로 직 3개월에 한 정기 이율,회사채수익률,약

출이율을 가 이동평균하고,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공시하는 이율을 말

한다.구체 내용은 보험개발원(2010)의 “생명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용에 한 세부기 ”참조.

20)종신형 연 의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생존확률 는 2009년 10월 이후 부터는 제6회 경험생명표

가 용되어 진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6회 경험생명표의 자료 구입이 어려운 계로 실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발표된 제5회 경험표(2005년도 생명표)를 기 로 하여 여기에 국민생

명표 상의 연도별 개선율을 용,2009년도 생명표를 생성 후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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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산정모형

1)주택연 의 가치21)

(1)주택연 출자의 가치

주택연 의 출자는 출이 종료될 때까지 월지 액()과 보험료()22)를 차입자와

보증자에게 각각 지 하므로 출자가 매월 지 하는 총지 액()은 이들 액을

합한 액이다.따라서 주택연 의 공 에 따른 출자의 가치( )는 총지

액의 경과월별 합계액 가()와 매월 되는 출원리 가

() 출종료확률(
)을 이용하여 식(4)와 같이 구할 수 있다23).

  
  




 ×  (4)

여기서  =주택연 출자의 가치

 =t시 에서의 출원리 (출잔액)의 가

  


 =t시 에서의 총지 액 가

 





 


 =t시 에서의 출종료확률

(연 가입자 동일세 생명표 상의 생존확률을 이용한 경우)

식(4)에서 출종료확률 
는 연 가입자 동일세 (cohort)생명표 상의 생존확률24)을 사

용하여 구한 값인데 t시 에서의 출종료확률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5)

21)주택연 과 농지연 의 가치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되므로 가치의 산정모

형에 한 설명에 있어서도 주택연 의 경우를 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2) 회보험료 에는 일시납 보험료  ×가 포함된다.

23)Ma,Lew,andSynn(2010)은 그들의 연구에서 기간생명표(periodlifetable)를 용하여 주택연 의

가치를 평가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Maetal.(2010)의 선행연구에서 와는 달리 기간생명표

를 용하지 않고 보다 실 근을 해 동일세 (cohort)생명표를 사용하여 가치를 평

가하고 있다는데 양자 간의 차이 이 있다.

24)신종욱(2010)은 그의 연구에서 인구 체와 개인연 가입자 각각의 동일세 생명표를 작성한 후

그 값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신종욱(2010)에서 제시한 동일세 생명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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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연 가입자 동일세 생명표 상 연령 세 가입자의  세에서의 생존확

률을 의미하며,이때의 연령   세의 조기⋅사망률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여기

서  
 는 연 가입자 동일세 생명표를 사용하여 구한 연령  세의 기 사망확률이다.

 
   

 ×  (6)

(2)주택연 차입자의 가치( )

소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 을 구입한 차입자는 출자로부터 매월 약정된 액()을

연 형태로 지 받게 된다. 한 주택연 제도에서는 차입자의 최종 채무액 크기를 주택가

치의 크기 이내로 제한 (비소구권 용)하므로 주택가치 이상으로는 출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5).따라서 차입자의 t시 채무액( )은 다음과 같이 된다.

    (7)

시간의 경과에 따른 t시 에서의 출잔액(),차입자채무액( ) 주택가치

(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6).

<그림 5> 출잔액,차입자채무액 주택가치 추이(시)

25)만일 출종료시 에서 출잔액이 주택가치를 과하는 경우( )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

생하면 이는 보증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궁극 으로 이 경우에도 출자는 손실을 입지 않는다.

26)Ma,Lew,andSynn(2010)에서 인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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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 의 구입에 따른 차입자의 가치( )는 월지 (연 )액의 경

과월별 합계액 가()와 매월 되는 차입자 채무액 가

( ) 출종료확률(
)을 이용하여 식(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8)

여기서  = 주택연 차입자의 가치

 = t시 에서의 월지 (연 )액 가

 







  = t시 에서의 차입자 채무액의 가

   


2)즉시연 의 가치

재 국내 생명보험회사에서 매하는 즉시연 상품에 있어서 매월 지 될 실제 연 액

의 크기를 결정하는 공시이율은 변동 리(adjustableinterestrate)이므로 연 액의 크기 한

매기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연 수 기간동안 액이 변동하게 된다.연 액을 결정하

는 공시이율이 향후 지속 으로 변동하고,이에 따라 연 액의 크기도 달라지는 변동 리

형 연 상품의 경우 가치(MW)의 평가를 해서는 공시이율의 확률과정을 고려한

시뮬 이션 분석이 필요하다.이때, 리변동형 즉시연 (종신형)의 가입자 측면에서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27).

 




  




 



 × 
 


 (9)

여기서  ≡ 리변동형 즉시연 가입자의 가치

 ≡ 시 t에서의 지 연 액


 ≡ 연령 세 가입자의  세에서의 생존확률

(연 가입자 동일세 생명표 상의 생존확률)

 ≡ 만기 t인 무 험증권의 수익률

 ≡ 일시납 업보험료

27)종신형이 아닌 확정기간형 즉시연 의 가치 평가에 한 국내 연구로는 마승렬(2010)의 연

구를 참조할 수 있다.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 회 복지재정DB학술 회 자료집

-242-

한편, 리변동형 즉시연 (종신형)의 공 자(보험자)측면에서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10)

여기서  ≡ 리변동형 즉시연 보험자의 가치

 ≡ 시 t=0에서의 순보험료

 ×

 ≡ 사업비율

3.자료

본 연구에서는 즉시연 과 역모기지(주택연 과 농지연 )각각의 상품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역모기지
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가입자 연령 70세 70세 가입자 연령 70세

담보물 가치 1억원 1억원 일시납보험료 1억원

월지 354,960원 380,000원 연 액
변동 액

(20년 지 보증)

실제 출 리
CD+연 1.1%

(변동 리)

연 4%

(고정 리)
부리이율

공시이율

(변동 리)

주)1.주택연 의 월지 은 한국주택 융공사 홈페이지의 연 조회계산기를 이용해 산정한 액이며,

농지연 의 월지 은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0.09.13)에서의 상 연 액을 참조하 음.

2.농지연 에 용되는 실제 출이자율 연 4%(고정 리)는 한겨례(www.hani.co.kr2010.09.19등록)기

사 내용을 참조하여 용한 것임.

3.즉시연 에서의 순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94%수 (사업비율 6%가정)이고,부리이율로 사용되

는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공표하는 공시기 이율을 용하며,최 보장 리는 연2%

를 용하여 분석함.

4.매기 지 되는 즉시연 액의 크기는 공시이율의 변화에 따라 3개월에 1회씩 액을 조정하는 것

으로 가정함.

<표 1>분석에 사용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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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지 추이 비교

즉시연 에서 종신토록 지 되는 연 액의 크기는 변동 리인 공시이율에 연동되어 매기

변화하게 된다.따라서 연 액의 변화 추이를 생성하기 해서는 이에 앞서 공시이율의 변

화추이를 생성하여야 한다.마승렬(2010)은 확정기간형 즉시연 상품의 가치를 평

가하기 한 연구에서 공시이율의 확률 과정을 생성하기 해 2002.01-2010.01간의 공시

이율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Vasicek(1977)모형의 라미터를 추정하 으며,다음과 같이 이

산형(discretisedform)으로 변환한 Vasicek모형을 이용하여 공시이율의 확률 과정을 생성하

기 한 시뮬 이션 분석에 사용하 다.

∆ ∆∆ (11)

여기서  = 시 t에서의 공시이율

 = 평균복귀 속도

 = 평균복귀 수

 = 이자율 과정의 변동성

 = 표 정규확률변수;

최우추정법 (MaximumLikelihood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한 라미터는 <표 2>에서와

같았다.

라미터   

추정치 0.3521 0.0489 0.0043

주)마승렬(2010)에서 인용.

<표 2>공시이율 라미터 추정결과

앞의 식(3)에 의하면   에서의 공시이율()의 크기와 연 액()의 크기는 상호 비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즉,공시이율이 높아지면 연 액의 크기도 상 으로 커지게

되며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연 액의 크기도 상 으로 작아지게 된다.이제 역모기지와

즉시연 의 월지 (연 액)추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그림에

서 A1～A10은 즉시연 의 확률 과정을 시한 것이며,pmt_H는 주택연 의 월지 ,

pmt_L은 농지연 의 월지 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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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상품별 월지 추이 (시)

그림에서 우리는 즉시연 에서의 월지 크기가 농지연 는 주택연 에 비해 상

으로 큰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즉시연 은

연 지 이 20년간만 보장되며,20년이 과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연

이 지 되지 않는다.반면에 역모기지는 가입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 생존 시에는 배우

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 을 지 받을 수 있고, 출 종료 시 에서 평가된 주택가격 는

농지가격이 그때까지의 출잔액(outstandingloanbalance)의 크기보다 더 큰 경우에는 차액을

상속권자에게 지 하게 된다. 한 주택연 의 경우에는 주택에 한 소유권이 유지되어

소유주택에 종신토록 거주할 수 있으므로 매월 지 되는 연 액 이외의 별도의 임차료 수

익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농지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지에

한 소유권이 종신토록 유지되므로 매월 지 받는 연 액 이외에 자경 는 임 를 통한 별

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0.09.13)참조).따라서 즉시

연 과 역모기지는 상품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이들 간의 가치를 비교할 때 매월 지 되는

연 액의 크기만으로는 직 인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주택가격과 농지가격 추이

본 연구에서는 기하 라운운동(GBM;geometricBrownianmotion)모형을 이용하여 시

∆ 에서의 주택가격을 생성하고자 하며 이를 해 식(12)와 같은 이산형식을 이용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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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여기서  = 시 t에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의 기 상승률

 = 주택가격의 변동성

 =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 정규확률변수

(standardizednormalrandomvariable)

본 연구에서는 미래 주택가격의 생성을 해 GBM모형에 용할 라미터 값은 국민

은행에서 제공해주는 1986년1월～2010년8월까지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 3.54%,표 편차

10.99%를 용하여 분석하며,농지가격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해주는 94년

1/4분기～2010년2/4분기까지의 농지(논⋅밭)평균상승률 2.78%,표 편차 4.88%를 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3)역모기지의 실제 출이자율 추이

주택연 의 경우 출실행 이후 실제 출에 용되는 리는 변동 리로서 CD수익률에

연 1.1%의 마진이 가산되어 부과된다.따라서 주택연 의 출잔액에 한 흐름을 생

성하기 해서는 CD수익률의 확률과정 도출이 필요하다.마승렬⋅김정주(2010)의 연구에서

는 Vasicek모형을 이용하여 CD수익률의 확률과정을 생성하 는데, 라미터 추정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라미터   

추정치 0.6094 0.0404 0.0083

주)1.마승렬⋅김정주(2010)에서 인용.

2.2001.01∼2010.01간의한국은행 제공 월별 CD유통수익률 자료에 하여 최우추정법(MLE:

maximumlikelihood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 음.

<표 3>CD수익율 라미터 추정결과

4)할인율의 기간구조

역모기지와 즉시연 의 실제 흐름의 가를 산정하기 해서는 할인율로 용할 이

자율 경로가 필요하다.Haugen(2001)에 의하면 만기가 t인 채권(bond)의 만기수익률()은 다

28)본 연구에서는 농지가격의 확률과정도 GBM모형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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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표 된다.

  
 (13)

본 연구의 실제 분석에서는 다양한 경로의 수익률곡선을 생성하기 해 다음과 같이

Haugen(2001)모형을 수정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마승렬․김정주(2010)참조).

  
 




(14)

단,
  

여기서  = 시 t=0에서의 만기가 가장 짧은 채권의 수익률

 = 구간   의 균등분포 확률변수

본 연구에서의 할인율 기간구조 생성 모형에 용할 라미터 값은 마승렬․김정주(2010)

에서 추정한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추정치 -0.03212032 -0.00000048 0.2510310 0.05709336 -0.005 0.005

주)마승렬․김정주(2010)에서 인용함.

<표 4> 용 라미터

Ⅳ.분석결과

1.수요자 측면에서의 가치 비교

본 연구에서는 먼 수요자(역모기지와 즉시연 의 가입자)측면에서의 가치를 평

가하기 해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 다.<그림 7>은 각각의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3만회씩 시행한 시뮬 이션 분석결과의 확률분포도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그림에서 MW(A)_Annuitant:즉시연 가입자의 가치,MW(H)_Borrower:주택연

가입자의 가치,MW(FL)_Borrower:농지연 가입자의 가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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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수요자 측면의 가치 확률분포도 비교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연 가입자와 농지연 가입자의

가치의 확률분포도는 즉시연 가입자의 가치 확률분포도에 비해 우측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즉시연 의 가치에 비해 주택연

과 농지연 의 가치가 상 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이때

각각의 수요자 측면에서의 가치 확률분포도 상의 앙값(median)은 다음과 같았다.

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앙값 0.9439 1.0865 1.1548

<표 5>수요자 측면에서의 가치

즉시연 과 같은 개인연 상품의 가치는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거래비

용(transactioncost)의 발생으로 인해 1.0보다 작은 값을 보여주는 것이 통상 이다29).본 연

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연 의 경우 확률분포도의 앙값이 1.0865,농지연 의 경우

1.1548의 매우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주택연 과 농지

연 의 경우에는 즉시연 과는 달리 확률분포도가 우측으로 길게 늘어진 로그정규분포 형태

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주택연 과 농지연 의 경우 미래의 주택가격 는

농지가격의 확률 변화 추이에 따라서는 매우 높은 가치를 실 할 가능성도 내포하

고 있음을 말해 다.본 연구에서는 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에 있어서 수요자의

가치가 1.0을 과할 확률을 확인해 보았는데 각각 <표 6>과 <그림 8>에서와 같았다.

29)Mitchelletal.(199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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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1.0 과 확률 3.00% 72.76% 100%

<표 6>수요자의 가치가 1.0을 과할 확률

<그림 8>수요자의 가치가 1.0을 과할 확률



마승렬 /역모기지제도의 사회보장 특성: 가치에 의한 평가

-249-

2.공 자 측면에서의 가치 비교

<그림 9>는 공 자 측면에서의 가치 비교를 해 시행한 시뮬 이션 분석결과의

확률분포도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MW(A)_Insurer:즉시연 공 자의

가치,MW(H)_Lender:주택연 공 자의 가치,MW(FL)_Lender:농지연 공

자의 가치를 각각 의미함.)

<그림 9>공 자 측면의 가치 확률분포도 비교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지연 공 자와 주택연 공 자의

가치의 확률분포도는 즉시연 공 자의 가치 확률분포도에 비해 좌측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공 자의 입장에서는 즉시연 의 가치에 비해 주택연

과 농지연 의 가치가 상 으로 더 작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이때

각각의 공 자 측면에서의 가치 확률분포도 상의 앙값(median)은 다음과 같았다.

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앙값 0.9959 0.9254 0.8294

<표 7>공 자 측면에서의 가치

본 연구에서는 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에 있어서 공 자의 가치가 1.0을

과할 확률을 확인해 보았는데 각각 <표 8>과 <그림 10>에서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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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1.0 과 확률 45.40% 2.93% 0.00%

<표 8>공 자의 가치가 1.0을 과할 확률

<그림 10>공 자의 가치가 1.0을 과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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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결과의 정리

지 까지 즉시연 상품과 공 보증 역모기지 상품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평가한 수요

자 측면과 공 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종합 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는 공 보증 역모

기지 상품인 주택연 과 농지연 의 사회보장 성격을 수치 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시연 주택연 농지연

수요자
앙값 0.9439 1.0865 1.1548

1.0 과 확률 3.00% 72.76% 100%

공 자
앙값 0.9959 0.9254 0.8294

1.0 과 확률 45.40% 2.93% 0.00%

<표 9> 가치의 비교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 생보사에서 자체 상품으로 개발하여 매하

는 즉시연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상으로 평가한 가치는 공

자 측면에서는 확률분포도의 앙값이 1.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30),수요자 측

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은 0.94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상은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즉시연 상품운 과 련한 거래비용을 소비자 측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주택연 과 농지연 의 경우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이 1.0을 히 과하고 있는 반면 공 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

은 1.0의 값에 히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공 보증 역모기지

제도인 주택연 과 농지연 은 상품 운 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공 자 측에서 으로 부

담하는 구조로 운 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며,특히 수요자 측면에서의 가치 앙

값이 1.0을 히 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가 일종의 사회보

장제도라는 사실을 수치 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본 연구에서는 즉시연 의 공 자 측면 가치의 평가에 순보험료를 용하여 평가하 는

데,사업비를 포함한 업보험료를 기 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공 자 측면 가치의

앙값은 1.0을 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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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가

속도로 진 되어가고 있지만 공 연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아직까지 매우 미비한 실정

이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역모기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 고,노후 소득보장을

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2007년 7월부터 주택연 이 출시되기에 이르 다. 한 도

시노인들에 비해 상 으로 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 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만한 연 액 수 을 기 할 수 없다는 과 농가 자산의

부분이 농지로 구성되어있다는 농가 자산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

모기지제도인 농지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 으며,동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 정으

로 있다.

그동안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비용,의료비 등에 많은 자 을 소비함으로서 은퇴 이후

부분의 노인들은 주택자산 이외에는 남겨진 자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 제도는 고액의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자산소유의 주택에 그 로 거주하면서도 주택자산을 유동화하여 생

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다. 재 주택연 의 공 량은 지속 으로 늘어나

고 있는 추세에 있다.향후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동 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농지연 제도 한

시행이 되면 생활이 어려워 노인질병에 시달리면서도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농 노인들이 이제는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며,이로 인해 향후 농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농지연 제도가 일

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된다.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모기지제도는 기본 으로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농지)을 담보로 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 담보물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 월지 산정을 한 계리모형을 살펴보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농지)가치를 기 으로 하여 보험의 일반원리인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월지

수 이 결정되며,제도 운 에 요구되는 보증료 한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차입자가

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따라서 이러한 역모기지제도의 운 형태로 인해 동

제도를 일반 인 융상품과 특별히 구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

로 취 하는데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의 사회

보장 특성을 수치 인 크기로 확인해 보고자하 으며,이를 한 측정도구로서

가치(MW)를 이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역모기지제도의 가치를 평가 후 이를 생보

사에서 취 하고 있는 즉시연 의 가치와 상호 비교하 다.즉시연 은 시 에서

일시납 보험료(:1억원)를 납입하여 즉시연 을 구입하면 상품을 구입한 다음 달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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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이르기까지 매월 연 을 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따라서 연 의 지 형태에 있어

서는 공 보증 역모기지와 즉시연 상품이 상호 유사하여 비교 상으로 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즉시연 상품과 공 보증 역모기지 상품을 상으로 수요자

측면과 공 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크기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분석결

과 즉시연 상품의 경우 가치는 공 자 측면에서는 확률분포도의 앙값이 1.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은 0.94정도의

값을 보여주었다.한편,주택연 과 농지연 의 경우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이 1.0을 히 과하고 있는 반면 공 자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의

앙값은 1.0의 값에 히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수요자 측면에서의

가치의 앙값이 1.0을 히 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

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수치 으로 명백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택연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며,농지연 제도는 2011년도부터 시행 정

으로 있다.그러나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는 아직까지 시행 기 단계에 있으며 지 방법

의 다양화 등 향후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농지를 담보로 운 하는

역모기지제도인 농지연 제도는 세계 으로 유례가 없으며 한국에서 최 로 시행하고자 하

는 제도이다.앞으로 역모기지제도의 운 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아무쪼록 지속 인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공 보증 역모기지제도가 다층 노후소득보

장체계에 있어서 요한 한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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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

조 정 아

(숭실 학교)

Ⅰ.연구의 필요성

최근 베이비붐 세 의 은퇴가 우리 사회와 학계의 주요 심사로 등장하 다.삼성경제

연구소(2010)에서는 베이비붐세 의 은퇴는 노동시장의 효과를 비롯한 사회 반에 걸친

부정 향에 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 8년 후인 2018년에는 우리 사

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의료기술의 발 으로 평균 수명은 과거에

비해 더 연장되는 추세에 있고,노인세 에 한 자녀의 부양 의식은 약화되고 있다.

한편 한 연구결과(조용수․김기승,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60 이상의 노인의 경우 상

빈곤율은 다른 연령 에 비해 심각하게 높게 나타났다.더군다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노인세 를 한 공 노후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속

에서 이 생애주기의 빈곤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지 않기 해서, 한 노년기에 성공 인

노화를 이루며,평안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해서는 노년기 이 부터 개인 차원과 사

회 차원의 경제 노후 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노후 비에 해 일반 인구를 상으로 한 연구는 1990년 후반

부터 지속 으로 수행되어왔다.그 결과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검증

되었고 정책수립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제껏 장애인의 노후생활이나 노후

비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 다.그러나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빈곤문제1)가 심각한 수 이며,장애인 역시 건강하고 성공 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 회 복지재정DB학술 회 자료집

-256-

있는 존재이다.이러한 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일반 인구집단에서 장애인 인구로 상의

을 이동하여 장애인의 노후 비실태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노년기에 빈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 경제 노후를 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에 함의를 제공해야 할 시

기라고 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실태를 악하고,장애인의 경제 노

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노후보장에 한 정책 함의를 제시

하고자 한다.이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장애인의 노후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둘째,장애인의 인구사회 특성,경제 특성,장애 련 특성,건강 특성에 따라 노

후 비율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셋째,장애인의 인구사회 특성,경제 특성,장애 련

특성,건강 특성에 따라 노후 비 방법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넷째,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다섯째,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방법(사 노후

비,공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에 한 실증 분석을 통해 그동안 사회 으로나 학계에서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 으나 요한 역인 장애인의 노후보장에 한 기 인 자료와 정책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선행연구 검토

1.노후 비 선행연구

노후 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행복하고 성공 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한 과정과 계획이다(박창제,2008).따라서 노후 비는 비단 경제 차원에 한정되지 않

고,신체 ,정서 ,사회 차원에 걸쳐 다차원 으로 진행된다.이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배계희(1989)는 노후 비행동을 신체 ,경제 ,정서 비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1)장애인은 빈곤에 처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차상 층실태조

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 생활보장 수 가구가 될 비율이 비장애인 가구의 5배). 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일반 도시근로가구 소득에 비해 월등히 낮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의 반을 약간 넘고 있다. 국 규

모의 장애인고용패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인이 주 계층인식을 악한 결과,하층으로 응답한

경우가 64%로 반을 넘게 차지했고,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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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일(2000)은 노후 비를 신체 ,경제 ,정서 ,여가 차원으로 구분하 다.비교 최근

연구인 조추용․송미 ․이근선(2009), 귀연․배문조(2010)도 역시 노후 비를 신체 ,경

제 ,정서 ,여가 비로 구분하 다.한편 2008년 이후부터는 노후 비를 다양한 차원

에서 근한 연구 이외에 특정 차원에 국한하여 근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노후의

경제 비(김년희․유두련,2008;박창제,2008;이신 ,2009)에 집 하여 요인을 밝힌 연

구들과 년층의 사회 노후 비(김백수․이정화,2010)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

다.

노후 비의 여러 차원 에서도 특히 경제 차원의 비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Morgan&Eckert(2007)는 개인이 노후자 비에 무 심하고 어떤 비 행동도 하지 않

을 경우 노후의 경제 여건은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 한다.노후에 비한 경제

비가 없을 경우 노후 빈곤상태로 락할 가능성이 높고,이는 자녀 세 에 한 부담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이에 한 사회 부담도 증가할뿐더러 이는 노후의 건강,사회

활동 여가 활동에 다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노후를 한 한 경제

비는 건강의 잠재력을 최 화하는데 필수 이며(Montgomery,2007)노후 생활의 질을 보

장하는데 요한 요소(박창제,2008)이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비의 다양한

역을 다루기 보다 우선 경제 노후 비에 집 하여 장애인의 경제 노후 실태와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경제 노후 비 실태와 향 요인

2004년 국 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 따르면 노후를

해 경제 비를 한 노인의 비율은 체의 28.3%로 나타났다.비교 최근에 실시된 조

사 결과(이소정,2009)를 보면 국 45~64세 장년층의 경제 노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노후 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 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자료 45~59세

에 해당하는 18,354명을 상으로 경제 노후 비에 한 자료를 분석한 박창제(2008)의

경우 응답자의 74.4%가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상 연령 에 따라 경제

노후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재까지 장애인을 상으로 한 경제 노후 비율과

그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상 으로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빈

곤율이 높고, 반 인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장애인 집단의 경우 경제 노후 비율은

일반집단에 비해 더 낮을 것으로 측되었는데,실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

의 경제 노후 비율을 10.6%로 매우 열악한 수 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결과 인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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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경제 요인,건강 요인 등이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

체 으로 살펴보면,성별의 경우 주로 남성이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박창제,2008;이선 ,2010;조추용․송미 ․이근선,2009)으로 나타났다.학력

의 경우 교육수 이 높을수록 경제 노후 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박창제,2008;이

소정,2009;홍성희․곽인숙,2006;Foster,1996)으로 나타났다.연령 변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경제 노후 비에 정 인 향을 미친 경우(이신 ,2010;조추용․송미 ․이근선,

2009;홍성희․곽인숙,2006)도 있는 반면 연령이 부 향을 미치거나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혼인상태 변수의 경우 유배우자일 경우 경제 노후 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박창제,2008;김년희․유두련,2008)으로 나타났다.

경제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이신 ,2009;조추

용․송미 ․이근선,2009),총자산이 많을수록(이지은,2000),소득이 높은 계층이(정경희

외,2005), 재 소득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박창제,2008),취업을 한 경우(박창제,

2008)경제 노후 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에 불과하다.김년희․유두련(2008)의

연구에서보면 50 와 60 여성의 경우 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까지 국내에서 장애인을 상으로 경제 노후 비에 해 연구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인구사회 요인,

경제 요인,건강 요인 이외에 장애인 집단의 고유한 특성인 장애 련 요인(장애유형,장

애등 )을 모형에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 건강요인에서도 재의 건강상태

변수 이외에,장애를 제외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 수 과 도움제공자 유무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에

건강 차원의 다양한 특성이 갖는 향력을 밝 내어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Ⅲ.연구방법

1.연구모형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여부와 주된 노후 비방법(사 /공 비)에 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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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모형

2.분석자료

본 연구모형 검증을 해서 2차 자료를 사용하 다.연구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

년째 구축해온‘장애인고용패 ’자료 에서 제2차년도(2009)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분

석 상은 2차년도조사를 완료한 장애인 에서 30세 이상인2)4,440명이다.

장애인 고용패 자료는 공신력있는 한국장애인공단에서 국의 장애인을 상으로 확률표

본추출방법을 용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

지 방 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서 한국 장애인의 실태와 각종 계들을 분석하기에 합

한 자료라고 단한다.

기본 으로 장애인고용패 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 으로

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 조사하는 종단

조사이다.조사 상은 상은 2008년도 기 만 15~75세의 등록장애인(제주지역 제외)에

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장애인이다.조사를 한 표본추출은

통계청의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자정보와 지자체의‘등록장애인명부’를 활용하

여 등록장애인의 특성을 표할 수 있고 시도별로도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

하여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 다(김호진․류정진․장 석․류기섭,2008).

3.변수측정

본 연구 모형 검증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3-1>에 제시하

다.

2)장애인고용패 조사에서 노후 비 련 문항은 2009년 조사당시 만30세이상(1979이 출생자만)으

로 제한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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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정의 변수측정

노후 비여부

60세 이후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해 노후

자 을 안정 으로 얻을 수 있도록 경제활

동 기간에 미리 비해두는 것

:1,아니오:0

노후 비방법

공 노후 비 국가운 공 연 가입 수령

사 노후 비

축, ,민감 융 개인연 가입

수령,퇴직연 ,퇴직보험 가입

수령,주식,펀드 채권 운용,부동산(월

세 는 세 )이용, 축성 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수령,기타

성별 성 남:1,여:0

연령 나이 나이

학력 교육기간
최종학력을 교육년수로

환산

혼인상태
유배우자 재 결혼:1

무배우자 미혼,이혼,별거,사별:0

기 생활보장

수 가구여부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

수 가구:1

비수 가구:0

주

계층인식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할 때 본인

이 생각하는 사회경제 지
하층:1, 하층:2, 상층:3,상층:4

취업상태 취업,미취업(실업,비경제활동상태) 취업:1,미취업:0

주택소유여부 주택 소유 형태
자가주택소유:1

그 외(월세,사 세,무상,기타):0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 분류 분류

용

신체외부장애,감각장애,정신 장애,

신체내부장애

장애정도 장애등 에 따라 증,경 으로 분류 증:1,경증:0

주 건강 주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좋은편,좋지않은편,

매우 좋지않은편

만성질환여부 장애이외의 만성 인 질병 앓음 만성질환있음:1,없음:0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한 정도
필요없다:1,매우필요하다:4

도움제공자

유무

장애로 인해 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

람
있다:1,없다:0

<표 3-1>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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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방법

본 연구모형 검증을 해 연구자는 SPSS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분석에는 기술통계

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방법을 용하 다.

Ⅳ.분석 결과

1.응답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성별 분포의 경우 남자가

62.5%로 여자보다 1.6배정도 더 많았다.연령의 경우 40 와 50 가 각각 26.1%,42%로 가

장 많았다.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자가 62.1%로 응답자의 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유배우자 다음으로 미혼(13.4%),이혼(12.5%),사별(10.4%),별거(1.7%)순이었다.집

소유형태의 경우 자가소유가 47.4% ·월세가 46.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다.취업상태를 보면 취업인 경우가 40.8%,미취업인 경우가 59.2%로 나타났다.주 사

회계층인식의 경우 본인이 사회경제 으로 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체의

93.4%를 차지하고 있었다.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구 여부의 경우 비수 가구의 경우

체의 66.3%로 수 가구(33.7%)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장애유형의 경우 신체외부장애가 6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다음으로 감각장

애(24.2%),신체내부장애(7.0),정신 장애(6.3)순으로 나타났다.장애정도의 경우 경증이

58.5%로 증에 비해 17%많았다.

재 건강상태의 경우 좋지않거나 매우좋지 않은 경우가 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었

고,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는 53.8%를 차지했다.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보면 필요한 경우(약간 필요와 매우 필요)가 43.9%,필요없다고 한 경우가 56.1%로

나타났다.일상생활에서 도움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35.1%를 차지했다.

체 응답자의 노후 비여부와 노후 비 방법,노후 비의 충분성에 한 빈도분석 결과

체 응답자 노후 비를 하는 경우는 10.6%에 불과하 다. 노후 비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 노후 비방법 질문에 해서는 공 노후 비방법(국가운 공 연 가입 수령)

이 46.8%로 거의 과반에 가까운 비율이 공 연 으로 노후 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러나 노후 비의 충분성의 경우 70.1%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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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775 62.5

여 1665 37.5

연령

30 448 10.1

40 1159 26.1

50 1864 42.0

60 780 17.6

70 189 4.3

혼인상태

미혼 594 13.4

유배우 2757 62.1

이혼 553 12.5

사별 462 10.4

별거 74 1.7

집 소유형태

자가 2101 47.4

세 397 8.9

월세 1665 37.5

사 세 35 0.8

무상 221 5.0

기타 17 0.4

취업상태
취업 1810 40.8

미취업 2630 59.2

주 사회계층 인식

하층 2839 64.0

하층 1304 29.4

상층 284 6.4

상층 10 0.2

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구여부

수 가구 1494 33.7

비수 가구 2945 66.3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2771 62.4

감각장애 1075 24.2

정신 장애 281 6.3

신체내부장애 313 7.0

장애정도
증 1884 41.5

경증 2596 58.5

<표 4-1>응답자의 일반 특성



조정아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실태와 결정요인

-263-

변수 빈도 백분율

재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579 13.0

좋지 않은 편이다 2298 51.8

좋은 편이다 1486 33.5

매우 좋다 77 1.7

만성질병

보유여부

만성질병 있음 2389 53.8

만성질병 없음 2051 46.2

일상생활

타인의 도움필요

정도

필요없다 865 19.5

필요없다 1625 36.6

약간필요하다 123 27.8

매우필요하다 714 16.1

도움제공자

유무

있음 1559 35.1

없음 2881 64.9

노후 비

여부

노후 비 함 472 10.6

노후 비 하지않음 3968 89.4

노후 비

방법

공 노후 비

(국가운 공 연 가입

수령)

221 46.8

사

노후

비

축, 123 26.1

민간 융개인연 31 6.6

퇴직연 ,퇴직보험

가입 수령
29 6.1

주식,펀드,채권

운용
4 .8

부동산이용

(월세 는 세 이용)
24 5.1

축성보험 37 7.8

기타 3 .6

노후 비

충분성

그 지 않다 71 15.1

그 지 않다 259 55.0

그 다 134 28.5

매우그 다 7 1.4

<표 4-1>응답자의 일반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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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실태

1)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율 실태

본 연구 상의 인구사회 특성,장애 련 특성,건강 련 특성 변수들과 경제 노후

비 여부에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각 변수뵬 경제 노후 비 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노후 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

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

록 노후 비를 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즉,무학집단에서는 3.1%에 불

과하던 노후 비 비율이 졸 6.5%, 졸 9.9%,고졸 14.5%, 졸 집단에서는 29.7%인 것으

로 학력에서 고학력으로 갈수록 노후 비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연령의 경우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 노후 비를 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혼인상태의 경우

무배우자집단은 4.6%가,유배우자 집단은 14.3%가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 소

유형태의 경우 자가주택 소유집단은 16.8%가 /월세 등의 집단은 5.1%가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상태의 경우 취업 집단의 경우 20.6%,미취업집단의 경우 3.8%가 노

후 비를 하고 있었다.주 계층인식의 경우 상 으로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노후

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층으로 인식한 집단은 3.6%만이 노후 비를 하는

반면 상층은 40.5%,상층은 40%가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생활보장법 수

가구는 0.7%가 노후 비를 하는 반면 비수 가구는 15.7%가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장애유형의 경우 정신 장애의 노후 비 비율이 가장 낮았고,나머지 신체외부,

감가,신체내부 장애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장애정도의 경우 증에 비해서는 경

증 집단의 노후 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이 좋을수록 노후 비를 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나

타냈다.만성질병여부의 경우 만성질병이 없는 집단일수록 노후 비 비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일상생활에 타인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노후 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타

인이 도움이 필요없는( 필요없음과 필요없음)집단은 31.6%가 노후 비를 하는 반면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의 경우 11.1%가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움제공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노후 비를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정아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실태와 결정요인

-265-

변수 속성 노후 비 하지않음(%) 노후 비 함(%) Chi-Square

성별
여성 1536(92.3) 129(7.7)

23.305***
남성 2432(87.6) 343(12.4)

학력

무학 658(96.9) 21(3.1)

205.772***

졸 1204(93.5) 84(6.5)

졸 788(90.1) 87(9.9)

고졸 1096(85.5) 184(14.5)

졸 222(70.3) 94(29.7)

연령

30 388(86.6) 60(13.4)

25.600***

40 1006(86.8) 153(13.2)

50 1679(90.1) 185(9.9)

60 713(91.4) 67(8.6)

70 182(96.3) 7(3.7)

혼인상태
무배우자 1605(95.4) 78(4.6)

102.568***
유배우자 2363(85.7) 394(14.3)

집 소유형태
/월세 등 2217(94.9) 118(5.1)

161.833***
자가주택소유 1747(83.2) 354(16.8)

취업여부
취업 1437(79.4) 373(20.6)

320.160***
미취업 2531(96.2) 99(3.8)

주

계층인식

하층 2736(96.4) 103(3.6)

522.005***
하층 1054(80.8) 250(19.2)

상층 169(59.5) 115(40.5)

상층 6(60.0) 4(40.0)

기 생보수 여

부

수 가구 1483(99.3) 11(0.7)
232.114***

비수 가구 2484(84.3) 461(15.7)

장애유형

신체외부 2466(89.0) 305(11.0)

16.385***
감각 950(88.4) 125(11.6)

정신 271(96.4) 10(3.6)

신체내부 281(89.8) 32(10.2)

장애정도
증 1720(93.3) 124(6.7)

50.650***
경증 2248(86.6) 348(13.4)

재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560(96.7) 19(3.3)

146.985***
좋지 않은 편이다 2111(91.9) 187(8.1)

좋은 편이다 1248(84.0) 238(16.0)

매우 좋다 49(63.6) 28(36.4)

만성질병
있음 2174(91.9) 215(9.0)

14.482***
없음 1794(87.5) 257(12.5)

일상생활 타인

도움 필요정도

필요없다 687(79.4) 178(20.6)

140.324***
필요없다 1446(89.0) 179(11.0)

약간필요하다 1150(93.0) 86(7.0)

매우필요하다 685(95.9) 29(4.1)

도움제공자
있음 1446(92.8) 113(7.2)

28.933***
없음 2522(87.5) 359(12.5)

<표 4-2>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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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방법 실태

앞서 개인 특성별 노후 비여부를 분석한 결과 각 특성에 따른 노후 비여부가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특성별 노후 비방법에는 성별,학력,연령,취업,주

계층인식,수 가구여부,만성질병유무 변수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성별

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 노후 비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학력의 경우 주로

학력 집단(무학, 졸, 졸)이 공 노후 비를 더 많이 하 고,고졸 졸 집단에서

는 사 노후 비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연령의 경우 30~40 에서는 사 노후 비를,

50 에서는 56.2%가 공 노후 비를,60 에서는 거의 반에 가까운 비율로(공 노후

비:사 노후 비=49.3:50.7),70 에서는 공 노후 비 비율이 57.1%로 나타났다.취업상태

의 경우 취업집단의 경우 50.7%,미취업집단의 경우 62.6%가 사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계층인식에 따른 노후 비방법 차이를 보면 상층이상의 경우 사 노

후 비를 더 많이 하 다.기 생활보장 수 자 가구의 경우에는 90.9%가 사 노후 비를

한다고 응답하 고,비수 가구의 경우에는 52.3%만이 사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만성질병이 있는 집단은 54.4%가 공 노후 비를,만성질병이 업는 경우에는 59.5%가

사 노후 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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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속성 공 노후 비 사 노후 비 Chi-Square

성별
여성 43(33.3) 86(66.7)

12.972***
남성 178(51.9) 165(48.1)

학력

무학 12(57.1) 9(42.9)

9.019+

졸 43(51.2) 41(48.8)

졸 50(57.5) 37(42.5)

고졸 79(42.5) 107(57.5)

졸 37(39.4) 57(60.6)

연령

30 24(40.0) 36(60.0)

14.556**

40 56(36.6) 97(63.4)

50 104(56.2) 81(43.8)

60 33(49.3) 34(50.7)

70 4(57.1) 3(42.9)

혼인상태
무배우자 37(47.4) 41(52.6)

.014
유배우자 184(46.7) 210(53.3)

집 소유형태
/월세 등 50(42.4) 68(57.6)

1.251
자가주택소유 171(48.3) 183(51.7)

취업여부
취업 184(49.3) 189(50.7)

4.492*
미취업 37(37.4) 62(62.6)

주

계층인식

하층 59(57.3) 44(42.7)

12.235**
하층 121(48.4) 129(51.6)

상층 40(34.8) 75(65.2)

상층 1(25.0) 3(75.0)

기 생보수 여부
수 가구 1(9.1) 10(90.9)

6.439**
비수 가구 220(47.7) 241(52.3)

장애유형

신체외부 148(48.5) 157(51.5)

2.569
감각 55(44.0) 70(56.0)

정신 6(60.0) 4(40.0)

신체내부 12(37.5) 20(62.5)

장애정도
증 55(44.4) 69(55.6)

0.411
경증 166(47.7) 182(52.3)

재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11(57.9) 8(42.1)

3.165
좋지 않은 편이다 94(50.3) 93(49.7)

좋은 편이다 105(44.1) 133(55.9)

매우 좋다 11(39.3) 17(60.7)

만성질병
있음 117(54.4) 98(45.6)

9.152**
없음 104(40.5) 153(59.5)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정도

필요없다 77(43.3) 101(56.7)

2.235
필요없다 84(46.9) 95(53.1)

약간필요하다 45(52.3) 41(47.7)

매우필요하다 15(51.7) 14(48.3)

도움

제공자

있음 52(46.0) 61(54.0)
0.039

없음 169(47.1) 190(52.9)

<표 4-3>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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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SE) Exp(B)

인구

사회

요인

성별 .039(.129) 1.039

연령 -.008(.007) .992

학력 .094(.016)*** 1.099

혼인상태(유배우:1) -.247(.152) .781

경제

요인

기 생활보장

수 가구여부(수 :1)
1.830(.327)*** 6.237

주 계층인식 .928(.087)*** 2.529

주택소유여부(자가:1) -.293(.131)* .746

취업여부(취업:1) -1.246(.144)*** .288

장애 련

요인

신체외부&감각 .098(.377) 1.103

내부장애 -.108(.429) .898

장애등 (증:1) -.108(.142) .898

건강요인

재건강상태 .193(.100)+ 1.213

만성질환여부(있음:1) -.322(.123)** .725

도움필요정도 -.192(.091)* .825

도움제공자여부(있음:1) -.359(.172)* .698

상수 -4.567

ModelChi-Aquare 787.948***

-2Loglikelihood 2218.187

+p<.01,*p<.05,**p<.01,***p<.001

<표 4-4>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결정요인

3.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결정요인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은 x²=787.948,p<.001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학력,기 생활보장 수

여부,주 계층인식,주택 자가 소유여부,경제활동상태, 재 건강,만성질환유무,일

상생활에서 타인 도움필요수 ,도움 제공자 유무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 요인을 살펴보면 학력(교육년수)이 높을수록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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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요인 특성의 경우 기 생활보장 수 가구집단이 비수 가구에 비해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더 높고,사회계층에 해 주 으로 높게 인식할수록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높다. 한 자가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가,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노후 비를 할 확률

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특성 요인 변수 에서는 노후 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건강요인에서는 투입된 모든 변수(재 건강상태,만성질환유무,타인도움정도,도움제공

자 유무)가 장애인의 노후 비 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단할수록,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일상생활에서 타

인의 도움이 필요없을수록,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

다.

4.장애인의 노후 비방법(사 경제 노후 비방법 선택) 향 요인

장애인이 경제 노후 비를 하는데 있어서 요한 경제 노후 비방법으로 민간 융

개인 연 , 축,퇴직 연 , 축성 보험 등과 같은 사 경제 노후 비 방법을 선택 하

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은 x²=64.380,p<.001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사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성별,기 생활보장 수 여부,주 계층인식,

취업상태,만성질환 유무,타인의 도움 필요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 경제 노후 비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기 생활보장 수 가구에 비해 비수 가구일 경우,사회계층을 높게

인식할수록,취업을 한 경우,만성질환이 있는 경우,타인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할 경우 사

경제 노후 비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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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SE) Exp(B)

인구

사회

요인

성별 .769(.242)** 2.159

연령 -.025(.015) .976

학력 .024(.030) 1.024

혼인상태(유배우:1) -.257(.299) .774

경제

요인

기 생활보장

수 가구여부(수 :1)
-3.102(1.149)** .045

주 계층인식 .532(.162)** 1.702

주택소유여부(자가:1) .110(.266) 1.116

취업여부(취업:1) .546(.285)+ 1.727

장애 련

요인

신체외부&감각 -.898(.831) .407

내부장애 -1.240(.919) .289

장애등 (증:1) -.162(.259) .850

건강요인

재건강상태 -.013(.179) .987

만성질환여부(있음:1) .507(.233)* 1.661

도움필요정도 -.306.169)+ .737

도움제공자여부(있음:1) -.462(.341) .630

상수 4.830

Model

Chi-Aquare
64.380***

-2Loglikelihood 588.043

+p<.01,*p<.05,**p<.01,***p<.001

<표 4-5>장애인의 사 경제 노후 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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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노후보장 정책이나 이슈 논의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 집단

의 노후 비 실태와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일반인구를 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율은

10.6%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65세 이상 도시거주 노인을 분석 상으로 한 이신

(2009)의 연구에서 노후 비율은 53.6%, 국 규모의 여성 패 10,013명을 분석 상으로 한

김년희․유두련(2008)의 경우 55%,통계청 사회통계조사자료 고령자 18,354명을 분석한

박창제(2008)의 경우 74.4%로 나타났다.조사 상이나 연령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장

애인의 경제 노후 비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 이다.연령 별 장애인 경제 노후 비율

은 보면 30~40 의 경우 13.4%,13.2%로 10%가 넘은 반면 50 부터 70 까지는 모두 10%

미만의 비율을 나타냈다.생애주기별 경제 노후 비율도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낮을뿐더

러 노인기에 가깝거나 노인인 경우 경제 노후 비율이 더 낮아짐은 성인기 년기를 거

치면서 심화된 빈곤과 연 지어볼 때 장애인의 노년의 삶은 더욱 힘들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

둘째,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력,혼인상태,주 계층인

식,주택소유여부,취업여부,건강 활동성 요인변수(건강상태,만성질환,도움필요정도,

도움제공자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변수의 경우

경제 노후 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 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아지고 따라서 노후 비에 한 여유와 인식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선행연구(박창제,2008;홍성희․곽인숙,2006;Foster,1996)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

다.주 계층인식도 학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즉,본인의 사회경제 지

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상 으로 높은

학력과 소득은 노후 비에 한 여유와 함께 노후 비를 계획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재 유배우자는 경제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에 유배우자가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박창제

(200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장애상태가 결혼의 방해요

소로 작용하기도 하고,결혼을 유지하는데도 장애 요소가 복합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한

다.이런 을 감안해볼 때 아마도 무배우자(미혼,이혼,사별)의 경우 노후에 해 더 많이

의식하고 비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택소유여부의 경우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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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일반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박창제,2008;홍성희․곽

인숙;2006,Yuh&DeVaney.(1996)와는 상반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생

애과정에서 큰 재무 목표임을 고려할 때 주택을 소유하면 재정 여유가 발생되며 이는

곧 노후 비를 더 일 시작하게 하고,노후 비에 해 보다 극 일 수 있다.이것은 일

반인구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된다.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집을 장만하지 못한데서 오는 불안감이 노

후에 한 불안감과 함께 노후 비에 한 인식과 경제 노후 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취업상태의 향을 보면 본 연구 결과 미취업자의 경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역시 기존의 일반인구를 상으로 한 결과(박창제,2008)와는 상

반된 것이다.일반 으로 취업을 한 경우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과 취업유지가 어렵다보니 취업 자체가

곧 경제 노후 비로 여겨질 수 있다.

건강 활동성 변수들의 향력을 보면 상 으로 건강할수록,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덜 필요할수록,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장애인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게 필요할수록)본인의 노후에 해 보다 극 으로 인식하고

비하는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 결과 타인의 도움을

많이 필요할수록 극 인 노후 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장애인의 사 경제 노후 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기 생활보장 수 가

구여부,주 계층인식,취업여부,건강 활동성 요인변수(만성질환,도움필요정도)가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의 경우 남자가 사 경제 노후 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이것은 일반인구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요한 경제

노후 비방법으로 사 경제 노후 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박창제,2008)과는 반

되는 결과이다.장애인 집단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지 ,고용상태에서의

지 차이가(부분 남자가 우월한 지 )있음을 볼 때 상 으로 경제 여유가 있는 남성

이 공 노후 비를 기 하기 보다는 사 경제 노후 비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기 생활보장 수 가구 소속의 경우 사 경제 노후 비 선택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재 수 가구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 인 방법을 사용하여 노후

비를 선택할 여유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 주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사

경제 노후 비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높은 사회경제 치를

차지할수록 경제 여유가 더 많으며 이는 다양한 사 노후보장 방법들에 한 근성이

높아지고 노후 비에 한 필요성 인식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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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활동요인 변수 에서는 만성질환여부와 타인의 도움필요정도가 사 경제 노

후 비를 선택하는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경

제 노후 비방법으로 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도움

이 필요한 정도가 낮을수록 사 경제 노후 비방법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사 노후 비 차원에서는 장애인이 노후 비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으로 일자리

증 가 요구된다.비경제활동인구가 장애인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실에서 이들을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며,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한 취업 지원

제도 역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노후 비는 노년기에 가까워지는 시 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비해야 한다는 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다 극 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계발 로그램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장애로 인한 빈곤화 문제에 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체계가 마련되고 소득보장 수

이 실 인 수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공 노후소득보장은 재로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차 으로 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립 이외에 사 노후보장 비 방법을 찾고 생애 재

무설계를 도와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연구결과 학력이 낮을수록,주 사회경제 지 가 낮을수록,건강하지 못할

수록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는데,장애인 인구집단 내에서 이러한 특

성을 가진 장애인들이 노후 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 사회차원에서 지

원해야 한다. 를들면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은행이나 비 리단체가 실시하는 재무

교육을 장애아동과 장애 청소년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이나,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집단의

경우 일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까지 빈곤이 유지되거나 빈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차원에서 의료비에 한 보다 극 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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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동의 학업 취도

신 인 수 김

(주 학교)

Ⅰ.서 론

근래에 들어,아동의 학습부진 학업성취 문제는 아동 개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발 되고 있다(이화진 외,2009).류방란 (2010)은 빈곤층의 확 ,빈곤의

물림 경향이 심각해져 이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가정의 사회 경제 지

가 교육격차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 다.더 나아가 교육복지를 해서는 소외

집단의 생활세계,즉 거주지 부근의 지역사회 속에서 필요한 지원이 자발 이고 극 으

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 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 하여,지역사

회의 여건과 노력이 요함을 강조하 다.

지역사회여건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2009년 4월 15일 문가 세미나에서 2005~2009년

도 수능 성 을 분석하여 시도단 에서 1-4등 과 7-9등 비율을,시군구 단 에서 1-4등

비율의 상 20개 시군구를 제시하 고,시도간,시군구간,학교간의 표 수 평균 차

이도 분석하 다. 재 여러 가지 제한 이 있지만, 역 시․도,시군구 학교 단 로

국가수 학업성취도 수능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두 수의 상 이 반 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하 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하지만 이러한 실증 분석이 시작

된 것은 최근에 수능 국가수 학업성취도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부터이고,그동안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실증 인 데이터 는 증거(evidence)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부족

했다.2010년부터 법원의 확정 결에 따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능 성 자료가 지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 회 복지재정DB학술 회 자료집

-278-

역,학교,성별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연구자에게 공개 되었다(김양분 외,2010)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이 아동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어떤 련을 맺는지를

검토․분석함으로써,향후 사회복지 정책 아동 학생의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

를 통한 빈곤의 물림을 끊기 해 어떤 사회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의 기

를 마련할 것이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배경과 아동의 학업성

치도의 계를 알아보기 해,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DB와 2008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등학교 6학년 국어,수학 성 을 이용하 다.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산 지역 수 에

한 2004년-2006년 DB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작 공개하 으며,국가수 학업성

취도 평가는 2000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이종승,2009),2008년도부터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수조사로 환되었고,2009년 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 다.

Ⅱ.문헌연구 이론 배경

1.이론 배경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수 이 아동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서구를 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이러한 연구들은 때로,지역사회 자본의 향에 한 연구로 는

지역사회 빈곤 는 박탈의 향에 한 연구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 지역사회의 환

경이 직 으로 아동발달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족 기능이나 부모를 통해 간 으

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먼 ,Jencks와 Mayer

(1990)는 지역사회자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을 지역사회자원이론(neighborhoodinstitutional

resourcemodel),집합 사회화이론(collectivesocializationmodel), 염이론(contagionmodel),상

박탈감 모델(relativedeprivationmodel),경쟁모델(competitionmodel)등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첫째,지역사회자원이론(neighborhoodinstitutionalresourcemodel)은 지역사회에 아동 발

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는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도서 ,학원,공원,상담기 등 아동

련 제도나 시설의 수와 그 질 수 등 지역사회 자원의 정도에 따라 아동발달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설명하 다.둘째,집합 사회화이론(collectivesocializationmodel)은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사회 계와 모델링에 을 맞춘 모델로 아동양육이나 교육에 좋은 역할

모델이나 비공식 인 사회통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산층 성인의 정도와 역할에 따

라 아동발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 다.셋째, 염이론(contagionmodel)은 아동의 친구

들 사이의 계의 향 을 맞춘 모델로 지역사회의 특수한 규범이나 가치, 련 행동

등이 친한 아동들 간의 계를 통해 해져 아동발달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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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강력한 래집단의 압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학습되어 아동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넷째,상 박탈감 모델(relativedeprivationmodel)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자원이 부족한 구조 으로 불리한 여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상

으로 부유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아동에 비해 상 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이러

한 박탈감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유발하거나 학업성취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

명한다.마지막으로 경쟁모델(competitionmodel)에서는 지역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놓고 상호

간에 경쟁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발달이 달라짐을 설명한다(김 ,2008).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아동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환경은 지역사회의 사회 자본 수 이

나 경제 자본의 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지역 내 사회 자본의 향을 강조한 연구들은 아동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의 공동체나 지역사회 내의 사회 자본을 통해서 아동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

한다.Wilson(1991a:1991b)은 집합 사회화 모델(collectivesocializationmodel)을 통해,아동 발

달에 한 이웃환경의 향이 이웃 간의 통합성이나 상호신뢰,그리고 역할모델과 상호감

독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 하 다.즉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일

상생활에 한 지역사회 주민 간의 상호 감독이나 통제,그리고 상호 신뢰의 수 이 아동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ampson,Raudenbush,&Earls(1997)역시,비공식 사회통제

와 사회 통합 정도를 결합한 집합 효능감(collectiveefficacy)의 개념을 통해,이웃이나 지

역사회의 환경이 아동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 다.즉 공동체나 지역사회 내

의 부모들 간의 계나 연 의 수 ,아동교육에 한 상호 감독 보호나 신뢰,그리고

집합 규범에 따라 아동발달 수 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부모의 양육행 에 한 공

동체의 상호감독과 조언,모방 등에 따라 아동발달의 수 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

(Braatz&Putnam,1996;Lee&Croninger,1996).다시 말해,아동에 한 공동 양육의식이 부

족하고,사회 통합성이 떨어지며,서로 신뢰하지 못하고,바른 성인역할모델의 부재 등

험요소가 많은,즉 지역사회 자본의 수 이 낮은 지역사회의 경우,주변 환경에 민하게

반응하는 아동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 ,2006;2008;Zill,1984;

Homel&Burns,1987).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산이나

빈곤율 등과 같은 경제 수 을 심으로 한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기존 지역변인 분석 연구 고찰

기존 학업성취도 연구들 에 최근 학업성취도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지역변인을 주로

한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김진 ,민인식,최필선(2009)은 수능이 우리나라 등 교육의 최종 성과 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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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생각하고 지역간 학력편차를 연구하 다.성 이 우수한 학교는 도시와 그 주변

을 심으로 편 되어 있었고,특별/역시에 성취도 향상을 보여주는 학교가 많았다.평

화 비평 화를 지역변인으로 사용하 다.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김성식(2009)은 시군구

별 수능 성 을 지역 여건 변인의 향력을 심으로 분석하 다.이 연구에서 지역에 따

라서 학력 수 이 계층화 되어 나타난다면 그 지역 학생들이 받은 교육 경험의 차이가

심각하게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

육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될 수도 있고 반 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 다.이 연

구에서는 지역 수 의 변인으로 소득층비율(총인구 시군구별 기 생활수 권자 비율),

읍면지역(시지역과 그 외 지역 구분변인),재정자립도(행정안 부 지방재정세제국 공고 자

료),학원수,학원수강료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이 연구에서 시군구별 수능성 평균의

변량은 학생 수 의 변량에 비하여 볼 때 언어 19.3%,외국어 20.2%,수리 13.4%로 나타

났다.

김성식(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여건 변인의 향력을 정리해 보면,지역의 소득

층 비율이 높을수록 수능 성 이 낮게 나타났으나 그 향력은 크지 않았고,재정자립도,

소득층비율,학원수 등이 동일하더라도 시지역과 읍면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 의 차이는

9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다른 여건 변인이 통제되더라도 도시 농 간에

학력 격차가 상당 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시군구별 재정자립도는 상과 달리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할 경우 지역

의 재정자립도 수 은 수능 성 과 그다지 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능 성 이 높았다.5년 동안의 수

능 성 변화율에서는 소득층 비율은 향이 없었지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5년 동안

향력이 크지는 않지만,수능 성 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원수와 수강료는

변화율과는 무 했다.김성식(2009)의 연구의 결론은 수능 성 학교간 차이의 상당부분이

지역 여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소득층 비율이 높을수록,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서 5년

동안 수능 수의 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징 인 것은 지역 여건과 수능 성 은

상 이 매우 높았는데,지역여건 변인이 동일할 경우 평균보다 확연히 높은 수 을 보이는

지역은 여건 수 이 하 정도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 여건이 가장 좋은 편인

지역은 여 히 높은 성 수 을 유지하지만 그 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변화하 다.박 정,박종효(2009)에서도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사이의 평균성 차이

가 컸고,지역을 서울, 역시, 소도시,읍면지역으로 구분 분석하 다.김양분,이규재

(2009)는 문계 학생 수능 성 을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도서벽지와 읍면지역 학생들

의 학업수 이 소도시나 서울, 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서 벽지나 읍면지

역 문계고 학생들이 서울이나 역시의 문계고 학생들보다 수능에서 높은 학업성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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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양상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역규모별 분석과 상반된 것이다.2008년도를 기

으로 볼 때 도시지역의 경우 일반계와 문계 분포 비율이 75% 25%인데 비해,읍면

지역의 경우 54% 46%로 문계 분포 비율이 21%이상 높다.학생 비율역시 서울은

문계고 학생이 17.8%인데 반해,읍면지역은 42.9%에 이른다. 반 으로 도시지역(서울,

역시, 소도시)과 읍면․도서벽지 지역의 학업수 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 다.이화진,김

민정,이 식,손승 (2009)의 연구에서는 수능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뿐만 아니

라 TIMSS2007,PISA2006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사회경제 배경이 아동 학생

의 학업성취도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한 실효성 있는 제언을 고찰하 다.

조지민 외(2009)에서는 수능성 에 해 1-2등 비율 상 20개 시군구,시군구간 표

수 평균 차이,시군구별 2005년과 2009년도간 수능 성 1-2등 비율이 증가한 상 20개

시군구 8-9등 비율이 감소한 상 20개 시군구등에 해 분석하 고,수능성 과 국가

수 학업성취도 성 을 연계하여 시군구별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밖에 학생들의 학력격차(achievementgap)에 한 다양한 외국의 연구물들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배경과 학업성취의 문제를 연구하 다.Downew외(2009)는 지역차원에서 교육

격차를 이는 과정과 계획에 해 연구하고 학력격차를 효과 으로 이는 교육구에 해

논의하 다.Trumbull외(2003)는 학력격차문제를 교육에서의 문화 가치의 차이를 심으

로 minority의 문화 가치와 사회 자본의 효과에 해 논의하 다.Chenoweth(2008)는 시

카고와 디트로이트의 가난하고 작은 지역의 어려운 학교들에서 학업성취를 이끌어낸 학교

들의 사례를 소개하 다.Murphy(2010)는 지역사회의 환경 요인,인종 계층 간의 차이

를 원인으로 한 학력격차에 해 소개하고,사회 경제 배경에 기 한 학력격차 해소 방

안에 해 논의하면서,빈곤과 차별에 해 보상해 주는 방안을 제언 하 다.Anderson(2007)

은 빈곤이 심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가가고,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정 인 분 기

를 형성하면서,갈등을 해소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략에 해 논의하고 있다.

Ⅲ.연구방법

1.데이터

1)학업성취도 데이터

2008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6학년,국어,수학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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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재정 DB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든 2006년 재정자립도,지방세 1인당 부담액,국민기 생활수 자

비율,아동수 비 교육 산 등을 독립변수 매개변수로 활용

2.분석방법

1)다 회귀분석

이 연구에서는 먼 각 변인들의 개별 효과를 단순회귀분석으로 살펴본 후,각 변인들의

체 인 효과 분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2)구조방정식

단순회귀분석과 다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계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해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부록>참조).SPSS를 활용한 회귀

모형에서 분석한 모형을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에서 재 할 경우,상호 상 설정을 통

해 유사한 성향을 가진 독립변수들(지역의 산 규모,재정자립도,빈곤율 등)의 상호 향

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한 오차항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석모형

의 합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Ⅳ.분석결과

2008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취수 을 기 학력 미달,기 ,보통,우수 네 등

으로 나 어 비율을 산정하는데,학부모 학생들에게 발표할 때는 기 미달,기 ,보

통이상 세 단계로만 나 어 발표하고 있다.

먼 다 회귀분석결과에 해 논의하고,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한 분석결과 논의는

추록에서 다루겠다.그리고 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간의 계 변수의 명확성에

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의 논의는 주로 재정자립도 등의 변수자체와 국어보통이상 혹은

기 미달 비율 등의 결과와의 단순회귀분석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겠다.

2008년 6학년 국어 보통이상 비율의 향에 한 단순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재정자

립도는 정 이며, 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보통이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 율이 높을수록 보통이상 비율은 떨어지고,교육 산은 아주 작으나마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08년 6학년 수학 보통이상 비율의 향에 한 단순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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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재정자립도
.009

(.027)

-.060

(.047)

기 보장제도 수 율
-7.880

(17.187)

8.903

(27.732)

아동수 비 교육 산
1.14E-007

(.000)

2.74E-007

(.000)

도시규모 도시

소도시

(도시)

-.118

(1.885)

-2.544

(1.878)

.350

(1.914)

-3.784

(1.976)

Adj.R² .001 .001 .002 .050 .083

<표 1>국어 보통이상 비율

1 2 3 4 5

재정자립도
.105**

(.038)

.009

(.064)

기 보장제도 수 율
-65.217**

(23.909)

-1.096

(38.413)

아동수 비 교육 산
-4.7E-007

(.000)

2.0E-007

(.000)

도시규모 도시

소도시

(도시)

-4.410

(2.570)

-9.086***

(2.559)

-4.487

(2.652)

-8.807**

(2.737)

Adj.R² .046 .044 .001 .040 .129

<표 2>수학 보통이상 비율

립도는 정 이며, 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보통이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 율이 높을수록 보통이상 비율은 떨어지고,교육 산은 아주 작으나마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의 정 향, 도시에 비해서 소도시의 부정

향은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학년 국어 기 미달 비율의 향에 한 단순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재정자

립도가 높을수록 기 미달 비율은 감소하며, 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기 미달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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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재정자립도
-.016***

(.005)

-.007

(.009)

기 보장제도 수 율
10.106**

(3.075)

2.797

(5.076)

아동수 비 교육 산
5.58E-009

(.000)

2.6E-008

(.000)

도시규모 도시

소도시

(도시)

.410

(.342)

.907**

(.341)

.457

(.350)

.747*

(.362)

Adj.R² .063 .062 .001 .081 .098

<표 4>수학 기 미달 비율

1 2 3 4 5

재정자립도
-.004

(.005)

-.001

(.009)

기 보장제도 수 율
.621

(3.445)

-7.348

(5.622)

아동수 비 교육 산
1.6E-008

(.000)

4.1E-008

(.000)

도시규모 도시

소도시

(도시)

.146

(.380)

.563

(.378)

.166

(.388)

.806*

(.401)

Adj.R² .004 .001 .001 .040 .061

<표 3>국어 기 미달 비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 율이 높을수록 기 미달 비율은 늘어나고,교육 산은

아주 작으나마 기 미달 증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련변인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08년 6학년 수학 기 미달 비율의 향에 한 단순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재정자

립도가 높을수록 기 미달 비율은 감소하며, 도시에 비해 소도시의 기 미달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 율이 높을수록 기 미달 비율은 늘어나고,교육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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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으나마 기 미달 증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교한 소도시의

기 미달 비율 증가 효과,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기 미달 비율 감소효과,수 자 증가율

에 따른 기 미달 비율 증가율은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Ⅴ.결론 논의

2008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재정자립도,기 보장제도 수 율,아동수 비

교육 산,도시규모 등으로 분석해 본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도시일수록 2008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등학교 6학년 국어

와 수학의 보통이상 비율이 높았으며,기 보장제도 수 율이 높을수록 국어와 수학의 보

통이상 비율은 감소하 다.아동수 비 교육 산이 많을수록 국어에서는 보통이상 비율이

높았으나,수학에서는 반 의 결과를 나타냈으나 국어,수학 모두 그 향력은 매우 미미하

다.

기 학력미달 비율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도시 일수록 기 학력미달 비율이 감소했

으며,기 보장제도 수 율이 높을수록, 소도시일수록 기 학력미달 비율이 국어와 수학

에서 높았다.아동수 비 교육 산은 기 학력미달 비율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

데,이는 교육재정배분에서 아동수를 기반으로 포뮬러 펀딩 방식으로 자치 단체간 큰 차이

가 나지 않게 산을 배분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결과를 심으로 이번

분석결과에 한 논의를 분석 상 재정 DB의 특징,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요성 등에 따

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재정 DB의 특징:우리나라의 반 인 재정 자립도 경향 지역사회자본의 계

이번 재정 DB투입된 변인이 지역사회자본을 잘 나타내는 지표인지에 해 고찰할 필요

가 있다. 실을 왜곡하지 않고,지역의 사회경제 수 을 나타내는 리변수로 타당한 것

은 무엇인지에 한 검 검토가 필요하다.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재정자립도,아동수

비 교육 산,수 자 비율 등에 한 검토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다른 리변수로 어

떤 지표가 타당한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를 들면 소득층을 기 생활수 권자외에

차상 계층까지 포함하는 시도 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이번 재정 DB의 재정 자립도

는 2004~2006년도의 데이터 이었으나,2010년의 재정자립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재정자

립도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2010년 자치단체 국평균 재정자립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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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요성:학업결손의 효과 지역 빈곤의 물림

아동 학생의 학업성취도 문제는 더 이상의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사회 문제로

근될 필요성이 있으며,지역별,계층별 교육 양극화 상과 교육복지와 교육소외의 문제,

지역 교육결손 학업결손 문제 아동 학생의 개인 빈곤의 물림 문제뿐만 아니

라,지역 빈곤의 물림 차원의 문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이는 국가수 학업성취도에

서 기 학력 미달 비율을 강조하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한다.공교육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교육 으로 사회 으로 노력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왜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인가?

김경근(2009)종단 에서 학업성취를 분석하기에는 동일한 상을 통해 반복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각 시기에 실시된 검사문항 간에 동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문항반응이

론을 바탕으로 동등화가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수능 분석의

결과는 서로 다른 학생들이 서로 다른 난이도의 시험을 치룬 결과를 토 로 변화를 분석하

는 것으로 방법론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

라에서 행해지는 규모 학업성취도 평가 에서는 유일하게 동등화를 통해 난이도가 조정

된 시험이며,상 평가가 아닌 거지향 평가로서 횡단 분석 종단 분석,정책의 효

과성 검증에 타당한 실증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한 어떤 결과를 아동 학생의 학업성

취 결과로 볼지에 한 논의도 사회 으로 학문 으로 지속 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Johnson,R.2002)

4.왜 보통이상,기 미달 비율을 학업성취도 결과로 사용하는가?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발을 한 상 평가가 아니라 거지향 평가이며 성취수

을 기 학력 미달,기 ,보통,우수 네 단계로 나 고 있는데,지역변인의 효과를 보기

해 우수학생 비율과 보통이상의 비율을 구분해서 보면 좋겠지만, 재 공개된 데이터는 보

통이상 비율만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통이상 비율을 사용했다. 한 재 기 미달 비율을

강조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과 련된다고 볼 수 있다.국가수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운 되는 등학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으

로 실시되고 있어서,기 학력미달비율이 높은 것은 공교육이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수 이 기 미달 비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은 공교육 책무성과 지역 인 빈곤의 물림 상을 고찰하는데 매우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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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다.

5.이번 재정 DB분석의 의의 한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 황과 국가수 학업성취도의 계를 처음으로 분

석한 연구라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2008년 수평가가 시도된 이래로 시군구 지역별

로 보통이상 비율과 기 미달 비율을 발표하고 있고,이번 재정 DB는 시군구 지역별로 재

정 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서 서로 매칭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국가수

학업성취도 데이터는 학업성취도 데이터 에서 향후 종단 분석이 가능하고,동등화를

통해 난이도가 조정된 시험이라는 에서 배경변인 정책효과를 안정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재정DB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 자본이 미치는 향을 알아

보는데 합한 데이터라고 생각된다.김경근(2009)에 따르면, 소도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소도시 가운데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들은

상당히 이질 인 성격을 지닌 것을 강조하 다. 한 김성식(2009)지역간 격차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을 지 하 는데,비슷한 지역 여건이면서도 어떤 지역은 상 으로 높

은 성취 수 을 보이고 있다.반 로 어떤 지역은 여건이 나쁘면서 한 수능 성 이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평균 인 성 수 이 낮은 지역들은 자연히 변화율에서 향

상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을 고려하면,이들 지역의 성 하락 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정책 배려가 요구되는 지역들이라고

하겠다.향후 이런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이런 지역에 한 사회복지나 교육복지 차원의

책이 요구된다(Wagner,T,2008).

향후 연구과제로 이번 연구는 2008년 등학교 6학년의 국어,수학 성 만을 분석하 으

나,향후 종단 분석과 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의 어,사회,과학 성 등의 분석

을 통해 반 인 지역의 사회경제 자본과 아동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계를 포 으

로,종단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지역의 사회경제 자본을 실 왜곡 없이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의 축 과 변수에 해 깊이 있는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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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독립변수 간 상 설정 후 분석

- 도시와 소도시의 변수 측정방식(더미변수)이 회귀모형과 다소 다름

:회귀모형은 3범주 더미변수,amos는 2범주 더미변수

RegressionWeights:(Groupnumber1-Defaultmodel)

Estimate S.E. C.R. P Label

08국어 보통이상 <--- 재정자립 .030 .039 .765 .444

<--- 수 율06 43.577 26.672 1.634 .102

<--- V149_A .000 .000 1.078 .281

<--- 도시 -.194 1.034 -.188 .851

<--- 소도시 -3.487 1.350 -2.584 .010

Estimate S.E. C.R. P Label

08수학 보통이상 <--- 재정자립 -.011 .008 -1.348 .178

<--- 수 율06 -10.883 5.365 -2.029 .043

<--- V149_A .000 .000 -.803 .422

<--- 도시 .166 .208 .800 .424

<--- 소도시 .717 .271 2.640 .008

Estimate S.E. C.R. P Label

08국어미달 <--- 재정자립 .088 .054 1.626 .104

<--- 수 율06 27.180 36.596 .743 .458

<--- V149_A .000 .000 -.440 .660

<--- 도시 -4.470 1.418 -3.152 .002

<--- 소도시 -8.071 1.852 -4.359 ***

Estimate S.E. C.R. P Label

08수학 미달 <--- 재정자립 -.014 .007 -1.905 .057

<--- 수 율06 .569 4.836 .118 .906

<--- V149_A .000 .000 -.578 .563

<--- 도시 .407 .187 2.174 .030

<--- 소도시 .637 .245 2.60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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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 치단체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지 에 한 다층적 석

백 승 호 류 연 규

(가톨릭 학교) (서울신학 학교)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역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노력과 아동 빈곤지 와의 련

성을 확인하는 것이다.분석을 해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의 역자치단

체들을 상으로 지역수 의 자료와 개인수 의 자료이며,이 두 자료를 결합한 다층분

석을 활용하 다.주요 독립변수인 복지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자체사업비 으

로 측정하 다.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총량 복지노력을 측정하는 1인당 사회복지

자체사업과,사회복지재정 비 보육 보육청소년 자체사업의 비율이 아동의 빈곤확률

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개인 수 에서는 가구주

교육수 이 높을수록,가구의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낮아졌으며,가구주가 여성이거나,비정규직이고 한부모가구일수록 아동의 빈곤

확률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시 에서 빈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한 지방정부

의 자체 노력이 아동빈곤에서도 매우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그리고 우리나라 지

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을 고려할 때,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을 진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앙정부의 재정 지원방안도 필수 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복지노력,복지재정,지방재정,아동빈곤,다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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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welfareefforts)과 아동의 빈곤지 의 계를

탐색 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 이다.이를 통해 지 까지 간과되었던 지역별 아동빈곤의

차이와 그 원인을 복지재정으로 측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노력이라는 에서 조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빈곤에 한 근은 주로 빈곤가구의 특성을 가구 내 요인에 을 두어 가구

가 치하고 있는(nested)지역에 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왔다(백학 ,2007).이

러한 비 들과 더불어 최근 빈곤 연구의 경향은 빈곤 결정요인을 미시 수 의 가구

개인 특성에서 찾는 연구에서 벗어나 지역에 한 범 수 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

는 경향으로 발 하고 있다.이들 연구들은 지역마다 산업구조,주거문제,교통문제 등 가

구 소득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 문제는 분명히 지역별 차

이가 존재함을 강조한다(백학 ,2007). 한 한국사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불균형 발

이 두드러진다는 에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지역 구조의 향으로 빈곤 양상 구조가

지역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실제로 ․상 빈곤율,빈곤이행 양상,빈곤경험기간 등에서

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백학 ,2009).

빈곤 일반에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아동빈곤에 한 연구 역시 아동빈곤의 경향과 추

이,아동빈곤의 향,미시 수 에서의 아동빈곤 결정요인에 한 연구가 많았으며

(Bradbury&Jӓntti,1999;2005;류연규․최 수,2003;김미숙․배화옥,2007;Platt,2007;

Rodgers&Payne,2007;신 ․김희연,2008;Magadi,2010;Bӓkman&Ferrarini,2010),지역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국가별 차이나 지역차이를 고려한 일부 연구들이 존재

하긴 하지만(Bradbury&Jӓntti,1999;2005;Rodgers&Payne,2007;Bӓkman&Ferrarini,2010),

이들 연구들은 분석 단 가 국가 는 지역이었고,미시자료과 지역자료를 결합한 다층분

석을 통해 아동의 빈곤지 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1).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 과 가구(개인)수 을 결합한 다층분석을 통해 아동의 빈곤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지역 특성 에서는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을 심으로 분석할 것

이다.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사회

복지부문에서도 지방정부의 권한이 차 강화되었다(김미혜 외,2009:189). 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주민의 사회 욕구와 삶의 질 문제가 면에 두되었고,지역주

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김교성․노혜진,2009a).특히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책임을 지자체에 두는 것으로 명시하 고,지역사회복지계획

1) 외 으로 Bӓkman&Ferrarini(2010)의 연구는 국가비교를 통해 아동빈곤지 가 국가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층 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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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거나 지역사회복지 의체 구성․운 지원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명확

히 하 으며,2005년부터는 기존의 국고보조 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산편성권한

을 지방으로 폭 이양하여 사무이양만이 아닌 재정에서의 지방분권도 이루어졌다(김미혜

외,2009:190).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비 이 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발 수 의 차

이가 생겨나고,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복지 산의 비율과 사회복지 시설의 변화라는 두 가

지 차원에서 지역 불평등이 심화되었다(조 훈,2001;박 길․이상일,2005에서 재인용).

한 2005년 국고보조 사업 재편을 추진하여 상당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되었는데,

지방이양사업에서 아동빈곤과 련성이 높은 역인 아동․청소년․가족에 한 서비스

여가 차지하는 비 이 크다.따라서 지방정부가 이들 역들에 한 복지노력을 통해

아동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이라는 제도 측면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맥락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아동빈곤의 지역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아동’빈곤 연구에서

‘지역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요한 이유는 아동빈곤이 아동의 부모의 소득에 크게 의존한

다는 과 련이 있다.즉,아동의 부모는 빈곤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와 달리

노동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인구집단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에 크

게 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가구가 속해있는 지역의 맥락들은 아동빈곤과 한

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 로 역지방자치단체 수 의 자료를 사용하고2),아동의 빈곤지

는 가구단 의 서베이자료를 사용할 것이다.이처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아동

빈곤지 결정요인들은 개인 단 ,지역 단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층 구조를 이루

고 있다. 계 구조를 갖는 자료를 계 는 다층 으로 분석하지 않을 경우 지역변

수 효과의 유의성은 과 추정되는 험이 있기 때문에(Weberetal.,2005;백학 ,2007에

서 재인용)다층모형(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

라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을 개인․가구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분석

함으로써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의 다층 구조를 악하고 아동빈곤 감소를 한 보다 효

과 인 지역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으로서

2)본 연구의 심 변수인 아동빈곤지 와 지역 단 의 노동시장 상황(를 들면 상용직 비율,고용성

장률,여성경제활동참여율 등),사회복지재정지출 등은 기 지방자치단체 수 의 자료를 구하기 어

렵고,기 자치단체 수 의 표본 수가 어 아동빈곤지 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경우 기 자치단체 자체사업 산의 변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

변수로 역지방자치단체 수 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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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부문의 자체사업들을 주요한 변수로 고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과 아

동빈곤의 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선행연구 검토

1.개인(가구)수 의 아동빈곤 결정요인에 한 연구

아동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가구)특성을 심으로 분석

하 다.가장 표 인 연구는 김미숙․배화옥(2007)의 연구로 2004년도 국민복지욕구조사

2차가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이들 연구들에서는 가구특

성,아버지 특성,아머니 특성,부모취업형태와 사회 특성으로 지역을 고려하 으나 도

시,농어 , 소도시 등으로 구분한 통제변수로서 고려하 다.그러나 지역의 여타 사회경

제 특성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신 ․김희연(2008)의 연구는 수도권 지역 아동

빈곤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 는데,아동빈곤가구 특성으로 아동 수,한부모,여성세 주,세

주의 직업 등 가구 특성을 심으로 아동빈곤가구 특성을 분석하 으며,이 연구 역시

지역에 한 고려는 없었다.Platt(2007)은 국 아동빈곤 연구에서 인종집단간 아동빈곤율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가구주 경제활동 특성(일제,시간제,실업,비경제활동)으로 인

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의 아동빈곤과 인종,가구주 경제활동의 계를 밝혔

으나 이 연구 역시 지역에 해 고려하지 않았다.

아동빈곤지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가구)수 의 요인에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경제 특성,가구의 경제 특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많은 연구에서 아동빈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가구)특성으로 가구주의 성별을 요한 향요인으로 삼는 이유

는 모자가구와 아동빈곤의 련성을 지 하기 때문이다.여지 (2003)과 석재은(2004),김수

정(2007)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구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다고 하 고,

Bradbury(2003)는 모자가정의 증가가 아동빈곤의 증가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신 ․김희연,2008에서 재인용).이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경제활동 참여 수 이 낮고

임 이어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모자가구와 아동빈

곤 련성에 회의 인데,Oxleyetal.(2001)의 연구에서 스웨덴의 아동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한부모가구의 고용률이 높고, 여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 여가 잘 발

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 한부모가구와 빈곤의 계가 노동시장 상황과 복지정책에 의

해 완화될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 한 아동빈곤율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동빈곤율의 경우 그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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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빈곤 결정요인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보통 빈곤지 결정요인의 경우 가구주의 연

령이 높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은데(김교성,2002;황덕순,2002;김미숙․배화옥,2007에서

재인용)반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오히려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노동시장

경력이 낮아 가구소득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 가능성

이 낮아질 수 있다.가구주의 교육수 은 가구주의 인 자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가

구주 교육수 이 높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낮아진다(Danzigeretal.,1999;구인회,2002;황덕

순,2002;여지 ,2003;석재은,2004).인 자본이론에서는 인 자본 수 이 낮을수록 개인

의 소득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 자본이 낮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설명한다.

가구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 는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 를 나

타내는 변수로서 노동시장 지 가 불안정할수록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빈곤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즉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가, 일제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가 빈곤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특성은 여러 빈곤 연구에서 경험 으로 밝 진 바

있다(여지 ,2003;류연규․최 수,2003;석재은,2004;김미숙․배화옥,2007).

한 가구주의 특성 외에도 가구 특성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가능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가족구조가 한부모가구인 경우 경제활동과 아동양육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에 생

활의 곤란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류연규․최 수(2003)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구의 아

동빈곤율은 양부모가구에 비해 반 으로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김미숙․배화옥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양부모가정에 비해 부자가정이 빈곤할 확률이 15.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성별과는 별개로 가구형태도 아동의 빈곤지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구조 특성 6세 미만 아동 수가 많을수록 양육부담이 높기 때문에

즉 아동 양육에 드는 직 비용과 아동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아 아동빈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구 특성 가족구조뿐만 아니라 가구 내 취업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낮

아질 수 있다.Whiteford&Adema(2007)에서는 OECD국가들의 아동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양부모가구 에서도 부모가 모두 취업한 경우 부모 한 명만 취업한 경우보다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연규․최 수(2003)의 연구에서도 홑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에 비

해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게 가구내 취업가구원수는 아동빈곤 가능성을

낮추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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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수 의 빈곤 결정요인에 한 연구

1)지역의 일반 특성과 빈곤 지

아동빈곤 연구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수 의 아동빈곤

결정요인 분석을 한 함의를 도출하기 해서는 지역 수 의 빈곤지 결정요인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역 특성과 빈곤의 계에 한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학 ,경제

특성과 ‘빈곤율’과의 계를 다루는 연구와 개인(가구)특성,지역의 사회경제 특성들의

함수로써 개인(가구)의 ‘빈곤 지 ’에 한 연구 2가지로 나 수 있다. 자를 지역연구라

고 하고 후자를 지역맥락 연구라고 한다(Weberetal,2005;Brooks-Gunnetal.,1997;백학

,2007에서 재인용).지역연구는 지역을 분석단 로 하여 지역의 경제 조건,인 자본

특성,인구사회학 특성,지역수 의 정책,지리 치 등과 지역의 빈곤율 변화의 계

를 분석하고,지역맥락 연구는 개인단 의 자료와 지역 수 의 변수들을 결합하여 분석

하는 연구이다.지역맥락 연구는 지역단 분석에서 지역 특징이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향은 불확실하므로 개인의 성과에 한 맥락 연구의 필요성으로 시되었다(백학 ,

2007:18).

McLaughlin&Jenson(1995)의 연구에서는 지역 구분을 도시(metro)와 도시가 아닌 지역

(nonmetro)으로 구분하여 55세 이상 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 는데 인구학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들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진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Jenson &

McLaughlin(1997)의 연구에서는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빈곤 탈피율을 분석한 결과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 탈피 가능성이 더 낮으며 이는 다른 변수들

을 통제하 을 때 그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Kassab외(1995)의 연구에서

도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높고 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아 도

심이 아닌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소득보장,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 다.그

런데 이 연구들은 단순히 거주지역에 따른 개별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분석하 을 뿐 지역

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빈곤 차이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Haynie&Gorman(1999)의 연구에서는 도심과 지방 노동시장의 빈곤 결정요인

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빈곤 가능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별 차이가 빈곤

결정요인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 다.이 연구에서는 인 자본이나 노동시장

특성이 남녀의 빈곤 험 차이에 미치는 향이,도심에서는 요하지만 지방에서는 덜

요하다는 것을 분석하 고,빈곤 험의 성별 차이는 거주하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 함수

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역 특성에 따라 빈곤 결정요인이 조 씩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Cotter(2002)는 지역맥락 연구에서는 드물게 다층분석을 이용하여 빈곤지 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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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 주거지역의 향,주거지역의 차이로 인한 빈곤지 결정요인 향의 변화

등을 분석하 다.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이 개인(가구)특성을 통제하고도 유의미한 향이

있으며,노동시장 특성,개인(가구)특성의 향 이상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빈곤 가능성 차

이가 나타나며,고용여부가 빈곤 가능성에 미치는 향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더 강하

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 주 외(2006)의 연구는 산간지역의 빈곤율이 높고 산맥을 따라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산업의 발달정도에 따라 지역 빈곤율에 차이가 있다고 지 하고,이원호(2006)의 연구

는 서울시 각 구 사이의 빈곤 패턴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김교성․노혜진(2009a)은 15개

역지방자치단체들의 1998년~2006년까지의 빈곤율 차이의 결정요인을 재정자립도,사회복

지비 지출 수 ,상용직 비율,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 지역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상

록․백학 (2009)은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역동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빈곤율,빈곤이행,빈

곤경험기간,빈곤주기 등의 지역 차이가 뚜렷함을 밝혔다.이상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의 빈곤율 는 빈곤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지역연구’로

서 지역을 분석단 로 한 연구들이다.지역연구는 에서도 밝혔듯이 지역 특성과 개인 성

과의 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빈곤 연구에서 지역 맥락 연구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 결정요인 연구는 아동빈곤 결정요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개인 는

가구 특성을 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우리나라 빈곤연구에서는 지역연구와 지역맥락 연

구를 막론하고 지역 특성에 한 다층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지역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의 실업률이나 지역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정도 는데 최근에 와

서야 다층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빈곤지 결정요인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층분석 연구는 백학 (2007)

의 연구가 가장 표 이다.백학 (2007)의 연구에서는 개별 가구의 빈곤지 가 지역(171개

기 자치단체)에 따라 체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가구 수 의 자료와 지역 수 의 자료를 다층 으로 분

석하여 지역 맥락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지역 특성이 가구의 빈곤 가능성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빈곤집 지역과 농어 지역

가구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지역의 인구사회학 ·경제 ·제도 특성들 역시 가구

의 빈곤가능성과 계가 있었다.가구주의 연령,경제활동상태와 같은 가구 특성이 가구의

빈곤지 에 미치는 향은 지역에 따라 체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구의 빈곤지

에 한 향요인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백학 ,2007:

117).

모지환․함철호(2009)는 노인빈곤 향요인에 한 다층분석을 통해 거주지역을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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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향을 다층 자료에 합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분석결과

도시에 사는 노인이 농 에 사는 노인보다 빈곤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혔으나,지역 차이

외의 지역의 사회경제 특성에 의한 빈곤차이와 지역 차이에 따른 빈곤결정요인의 차이는

분석하지 못해 다층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

다.김교성(2010)의 연구는 서울시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 는데 기 자치단체별

제도 ․인구사회학 ․경제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층분석하 다.지역 특성 사업

체 수가 증가할수록,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할수록 빈곤 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의 일자리 규모와 일자리의 질(quality)이 함께 요하다는 것을 밝혔다.그러

나 이 연구는 서울 지역 빈곤인구만을 분석 상으로 고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반 인 지

역 차이를 분석하지는 못하 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상의 지역을 고려한 빈곤분석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지역 수 의 아동빈곤 결정요인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특성과 제도 특성의 2가지로 나 수 있다.먼 지역의 사회경

제 특성이 아동빈곤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는 에서도 설명하 듯이 아동빈곤이 아

동이 있는 가구 가구주 특성에 많이 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주가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배

경이 가구소득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그러하다.

지역사회의 노동시장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지역의 상용직비율,고용성장율,여성경

제활동참여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아동 빈곤이 아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으로서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이므로 지역의 산업구조,경제상황,맞벌이 가능성

등을 악할 수 있는 상용직비율,고용성장율,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아동빈곤에 향을 미

치는 지역 특성으로서 의미 있는 변수들이다.

상용직비율은 지역의 노동시장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서,좋은 일자리가 많을수록 고용률

과 근로소득이 높아 빈곤해질 가능성이 감소한다.지역노동시장의 직종분포의 차이는 지역

의 임 수 에 향을 미쳐 개인의 소득에도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2007,백학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직종에 따른 임 차이도 요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임 의 지속성과 수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노동

시장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상용직 비율을 사용한다.

한 고용성장률이 높을수록 지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져 아동을 자녀

로 둔 근로자들의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Patridge&Rickman(2005)에 의하면 고용성장률은

직 으로 임 수 을 끌어올리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빈곤율을 낮추는 결

과를 낳고,간 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낮춰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

는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백학 ,2007:21에서 재인용). 한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가구의 취업 가구원수를 높이고 여성들의 노동참여 확 가 남편의 소득상실

는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 맥락 특성이 된다는 에서(김교성․노혜진,2009a)아동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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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 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반 인 재정 상태도 사회복지지출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한다.백학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자

립도가 높을수록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김교성․노혜진(2009a)의 연구에

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상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재

정자립도가 아동빈곤율과도 빈곤율과의 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

이다.

2)지역의 제도 특성과 빈곤 지

기존의 빈곤 지역연구를 통해 검토한 빈곤 결정요인들 지역의 제도 특성은 사회보

장비비율,1인당 사회복지비,사회보장비비율과 빈곤의 계 분석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그러나 김교성(2010),백학 (2007)의 연구에서는 다른 가구 는 지역 특성에 비해 사회

보장비비율은 가구의 빈곤지 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층분석은

아니지만 김교성․노혜진(2009a)의 연구에서는 역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비율과 1인당 사회

복지비가 높을수록 지역의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여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을수

록 아동빈곤도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보장비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총량 수 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복지노력을 온 히 분석에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동빈곤과 제도 특성의 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없고 주로(미국의)주정부 수

국가 수 에서 아동빈곤에 향을 미치는 제도 특성들을 분석한 바 있다.지역의 제

도 특성에 해서는 주로 미국의 주정부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아동빈곤과 지역의

제도 특성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Rodgers&Payne(2007)의 연구가 표 이다.이

연구에서는 주로 1996년 복지개 을 후로 주정부별로 각기 다른 TANF정책의 특성과 지

역의 인구학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빈곤율을 분석하 다.지역 특성을 다루긴 하 으나

아동빈곤 지 에 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다층 분석을 통해 분석하지는 않았다.즉

주(state)별 아동빈곤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을 뿐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지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이 연구에서는 실업률,주정부의 재원

(taxableresources),TANF의 수 제한 정도,1인당 TANF 여지출,수 자비율,흑인인구 비

율,한부모가구 비율, 학력 가구주 비율,10 미혼모 비율 등이 각 주의 아동빈곤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agadi(2010)의 연구에서는 상 박탈 지표를 활용하여 아동빈곤(childpoverty)과 ‘극심

한’아동빈곤(severechildpoverty)에 미치는 향요인이 다름을 언 하고 두가지 형태의 빈곤

모두 지역간 차이3)가 존재한다고 분석하 다.분석결과 런던과 웨일즈 지역 거주,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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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교육수 ,주거형태, 축,다자녀가구,아시아 인종,장애가족 여부가 아동빈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거주 지역이 아동빈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는 하

으나,구체 으로 지역의 어떤 특징 때문에 빈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게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에서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

빈곤(율)의 국가별 특성의 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한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국가별 아동빈곤율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많으나(Bradbury&Jӓntti,2000;2001;Chen

&Corak,2005),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국가간 비교연구는 매우

드물다.Bradbury&Jӓntti(2005)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 빈곤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국가별 개인 소득 자료(LuxembourgIncomeStudy:이하 LIS)를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가구주의 실업,경제상황,한부모가구, 여 수 에 따라 빈곤 지 가 달라지고,국

가에 따라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원천이 달라짐을 밝힘으로써 국가별 여 패키지에 따

라 빈곤지 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 다.그러나 개별 가구의 소득 자체가 국가 정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 국가별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의 차

이는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고,국가의 구체 인 경제사회 특성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

아 한계를 지닌다.

Bӓckman&Ferrarini(2010)의 연구는 아동빈곤지 에 미치는 향을 다층 으로 분석한 연

구로,국가별 정책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일국 차원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이와 유사하게 국가간 정책 차이를 개인 수 의 아동

빈곤 지 와 연 시켜 분석하 다는 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 연구에서는

국가정책의 특성을 ‘2인소득자 모델’과 ‘통 모델’로 분류하여 2인소득자 모델의 특성을

지닌 국가가 아동빈곤 가능성을 낮추며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통

모델’국가보다 ‘2인소득자 모델’국가에서 더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이는 국가 수 의

정책 특성이 아동빈곤에 미치는 향 뿐만 아니라 개인 수 빈곤 결정요인 역시 국가 수

정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에서 아동빈곤에 한 지역맥락 연구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은 개인(가구)수 ,국가 수 에서 각

각 연구되고 검토되었으나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에서 개인(가구)특성과 지역(국가)특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개인 차원의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은 가구주의 인구

사회학 ․경제 특성과 가구원 특성이 주로 논의되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이를

3) 국 역을 6개 권역(South&EastearnEngland,NorthernIreland,Scotland,NorthEngland,Yorksand

Humberside,WestMidlands,Eastmidlands,Wales,London)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이 아동빈곤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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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분석을 통해 지역의 향을 분석해 낸 연구는 거의 없다.기존 연구들의 아동빈곤

지 결정요인 분석에서 개인 수 과 지역(국가)수 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 다 해도 다

층 자료에 합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지 않아 한계를 내포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

동빈곤지 에 향을 미치는 가구 차원의 요인에 더하여 지역 수 의 사회경제 특성과

제도 특성을 다층분석함으로써 지역 차원을 고려한 아동빈곤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분석방법

1.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출과 아동의 빈곤지 의 계를 분석하기 해 가

구수 의 자료와 지역수 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지역수 의 자료는 주로 국가통계포털

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한 복지재정 DB를 활용하 고,가구수 자료는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노동패 자료를 사용하 다.

복지재정 DB는 234개 기 자치단체의 사업별,기능별,회계별 산분석이 가능하도록 구

축된 자료이다(고경환․이상운․임완섭,2009:37).이 자료는 2007년 이 의 품목별 산구

조와 그 이후의 사업별 산구조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234개 기 지

방자치단체재정의 세부 기능별 규모를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한 복지

재정 자료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악이 어려웠던 지

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규모를 악할 수 있게 하 다.그러나 기 자료의 정보부족으로 지

방자치단체 간 외부거래와 회계 간 내부거래의 복 계상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총계규모로 구축되었다(고경환 등,2009:99).4)복지재정 DB의 구축 시 은 2004년에서 2006

년까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역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재정지출은 복지재정 DB를 활용

하여 구성하 다.복지재정 DB의 경우 234개 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를 제공하

고 있는데,개별 기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지출 규모를 합산하는 경우 역지방자치단

체들의 총계규모 재정지출을 산출할 수가 있다(고경환 등,2008:55).본 연구에서는 이 게

산출된 15개 역지방자치단체(제주도 제외)의 총계규모 복지재정지출 자료를 활용하 다.

한국노동패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구축한 자료로서, 재 1998년 1차년도 부터

4)국고보조 이나 시․도비 보조 은 이 계산되기 쉬운데,이 게 복으로 계상된 부분을 공제하

지 않고 단순합산한 것을 총계규모라하고, 복 계상분을 공제한 것을 순계규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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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제공되고 있다.본 연구는 아동의 빈곤지 가 지역

특성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에 따라 달라짐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빈곤지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한국노동패 의 경우 역 기 자치단체의 개인 가구 소

득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5)본 연구는 아동의 빈곤지 를 측정하기 해

소득자료를 구성해야하는데,한국노동패 의 경우 조사시 에서 년도 소득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의 아동빈곤 지 를 구성하

다.

2.분석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변수들은 아동빈곤지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가구)수

변수들과 지역 수 변수들로 구분될 수 있다.

1)개인수 의 변수

우선 종속변수인 아동빈곤지 는 한국노동패 10차년도 자료(2006년도 소득자료)를 활용

하여 측정하 으며,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여부는 소득 50%기 의 상 빈곤선

을 활용하 다.6)아동의 빈곤지 를 구분하기 해 분석에 사용될 소득은 가구총소득이다.

가구총소득은 근로소득, 융소득,부동산소득,공 ․사 이 소득,기타소득으로 구성된

다.이 게 구성된 가구총소득은 가구의 규모와 가구원의 욕구를 반 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가구균등화 소득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가구 균등화 소득구성은 OECD에서 주로 사

용하는 방법으로서 가구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 어 구한다.본 연구에서는 이 게 산출된

균등화 소득을 기 으로 가구원수를 가 치로 부여하여 빈곤지 를 측정하 다.즉 한국노

동패 자료에서 제공되는 가구가 치에 가구원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개인가 치를 부여해

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지 를 측정하 다.

다음으로 아동빈곤지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가구)단 변수들은 아동이 있는 가

구의 빈곤과 한 련이 있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 특성(성별,연령,교육수 ),경제

특성(종사상 지 ),가족 구조(한부모가구 여부,6세미만 보육아동 수),가구의 경제 특

5)우리나라의 표 인 패 자료로는 한국복지패 과 한국노동패 이 있지만,한국복지패 의 경우

역 기 자치단체 코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의 빈곤지 를 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6)한국노동패 자료의 경우 가구소득의 과소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을 측정할 경우 최 생계비 기 을 그 로 활용하기 보다는 빈곤선을 조정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구인회,2002;홍경 ,2004;김교성 등,2009).본 연구의 경우에는 상 빈곤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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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업인원 수)으로 구성되었다.가구주의 종사상 지 는 비정규직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

이다.한국노동패 에서는 측정기 의 차이로 인해 종사상지 에 한 조사결과가 통계청

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이 문제를 보완하기 해 한국노동패 에서는 비정규직 여부

를 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 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 가 임시

혹은 일용직인 경우,호출, 견용역 등 안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경우,한시근로,임시

계약,일용 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포함시켰다.

2)지역수 의 변수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재정지출 수 이다.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은 크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7)규모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 이 으로 크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자체사업재정지출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체사업이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노력을 더 잘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보조사업은 의료 여,기

생활보장 여 등이 해당되며,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의지가 반 된 복지노력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보조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통일 인 기 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써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반 하는 성격의 재정지출로 보기 어렵다(고경환,2008:43).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사업재정지출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재정지출은 총량 사회복지재정지출수 과 아동 련 복지재정

지출 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성하 다.먼 지방자치단체의 총량 사회복지

수 은 주민 1인당 연간 지출되는 사회복지재정 규모로 측정되었다.이 변수는 사회복지비

산 수 이 높을수록 지역빈곤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에 근거해서(백학

,2007;김교성․노혜진,2009a),아동의 빈곤지 역시 총량 사회복지재정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하기 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총량 사회복지재정 수 에 추가하여,아동과 련된 세부 복

지재정지출을 주요 독립변수로 구성하 다.그 이유는 총량 사회복지재정에 한 분석만

으로는 아동의 빈곤지 와 같이 구체 인 세부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한 안으로서 제안되는 것이 세부 인 복지재정지출 역들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Esping-Andersen,1990:19-2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련 복지재정 지

출수 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분석할 것이다.아동 련 복지재정지출은 복지재정 DB기능별

7)복지재정 DB에서는 복지재정지출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 해 사회복지,보건,교육,주택의 네 가지 기본분류와 그 하 에 15가지의 기

능별 분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규모를 기능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복지재정 DB의 가장 큰 장 이다(고경환,2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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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정의 자료출처

종속

변수
아동빈곤지

빈곤=1/비빈곤=0

소득 50%미만

노동패

10차년도

독

립

변

수

지역수 (역지방자치단체 15개-제주 제외)

노동

시장

상용직비율 2006년 취업자 상용직 비율

KOSIS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용성장율
2001년 비 2006년 행정구역(시

도)/산업별 취업자증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6년 경제활동여성인구수/15세

이상 여성인구수

사회

복지

재정

지출

1인당 사회복지총재정지출 비율
사회복지재정지출/지방자치단체

주민수 *100

복지재정DB,

지방재정연감

-1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 비율
사회복지자체사업/사회복지재정

총액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아동

련 총재정지출 비율

보육․청소년 분야 총 산/사회

복지재정총액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아동

련 자체사업 비율

보육․청소년 분야 자체사업 산

/사회복지재정총액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

총재정 비율

보육 분야 총 산/사회복지재정

총액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

자체사업 비율

보육 분야 자체사업 산/사회복

지재정총액

재정자립도 2006년 재정자립도 지방재정 연감

개인(가구)수

가구주

성별(더미) 남성=1여성=2

노동패

10차년도

연령 만 나이

교육수 교육년수

종사상지 정규직=0비정규직=1

가구

취업인원수 가구 내 취업자 수

한부모가구여부 한부모가구=1그 외 =0

6세미만보육아동수 가구 내 6세 미만 보육 아동 수

<표 1>분석 변수에 한 조작 정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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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8)에 의하면 보육 분야와 청소년 분야에 해당한다.보육 기능과 같은 기능에 분류되어

있는 여성․가족 분야 산은 주로 가정폭력,성폭력 등 아동빈곤과 련성이 은 분야

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 제외하고 보육 분야만 포함시켰다.

아동빈곤지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지역 단 변수들로 앞서 서술된 선행연구들

에 근거해서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변수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

다.노동시장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지역의 고용성장율,상용직비율,여성경제활동참여

율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변수는 재정자립도로 측정하 다.

3.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역수 의 지방정부 복지노력과 가구수 의 아동 빈곤지 와의 계에 심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지역수 의 변수와 개인수 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계 선형모형(HierarchicalLinearModel:HLM)을 사용하 다. 계 선형모형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수 이 다른 두 분석단 를 다 회귀모형과 같이 동일한 수 에서 다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표 오차 추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Raudenbush&Bryk,2002:5).그런

데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가 아동가구의 빈곤지 인 이분변수로서 HLM의 선형성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 계 일반화선형모형

(HierarchicalGeneralizedLinearModel:HGLM)을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아동 빈곤지 의 계를 검토하기 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먼 무조건부모형(UnconditionalModel)을 통해 종속변수의 분산이 지역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다음으로 ANCOVA모형을 통해 지역수 변수들과 가구

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아동빈곤 확률에 한 가구 지역특성 변수들의 향력을

분석하 다.ANCOVA모형은 총 여섯 개 모형(모형 2-모형 7)을 구성하 는데,이들은 각각

8)‘기 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부문에도 빈곤아동 지원,소년소녀가정 지원 등의 산이 있지만

기 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세부 항목별로 분리된 산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분석에 사

용할 수 없었다.사회복지재정 DB의 기본체계와 사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사회복지
1.기 생활보장 2.취약계층지원 3.보육․가족․여성 4.노인․청소년 5.노동 6.보훈

7.사회복지일반 8.기타

보건 1.보건의료 2.식품의약품안 3.기타

교육 1.유아 등교육 2.고등교육 3.평생․직업교육 4.기타

주택 1.국민(공동,주민)주택 등 2.기타

자료:고경환 외(2009).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한 연구(3차년도)- 앙재정 세출 산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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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재정자립도 15 44.09 18.37 18.4 78.8

상용직비율 15 34.78 6.08 23.7 49.6

고용성장율 15 5.07 6.89 -6.1 23.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 49.6 3.26 41.9 54.3

재정

변수

사회복지총 산(1인당) 15 27.21(만원) 9.43 14.58 42.98

사회복지자체사업 산(1인당) 15 2.24(만원) 1.55 0.30 5.12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아동 련총 산
15 14.88 7.31 3.66 26.94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아동 련 자체사업 산
15 0.57 0.77 0.00 2.79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부문 총 산
15 13.57 7.10 2.97 24.57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부문 자체사업 산
15 0.27 0.31 0.00 0.97

<표 2>지역수 변수들의 일반 특성

지역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모형 2)과 복지재정 변수를 세부 으로 분석한 모형(모형 3-모

형 7)으로 구분되었다.

Ⅳ.분석결과

1.자료의 기술 분석 결과

1)지역 가구수 변수들의 일반 특성

지역 가구수 변수들의 일반 특성을 요약하면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먼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역지방자치단체 지역 수 의 통제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평균값은 44.09%이고,상용직비율은 34.78%,고용성장률은 5.07%,여성경제활

동참가율은 49.6%로 나타다. 한 지역별 사회복지재정 련 변수들의 특징을 분석하면,1

인당 사회복지총 산 평균값은 27.21만원이고,1인당 자체사업 산액은 평균 2.24만원이었

으며,사회복지총재정지출 비 8.2%가 자체사업으로 분석되었다.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아동 련(보육․청소년)총 산 비율 평균은 14.88%이고,자체사업 산 비율은 0.57%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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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지 분야의 체사업 산 비 자체사업 산 비율 평균이 3.8% 정도로 분석되었다.보

육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총 산 비율 평균이 13.57%,자체사업 산 비율 평

균이 0.27%로 보육분야의 체사업 비 자체사업 산 비율은 1.98%정도 다.아동 련 사

회복지사업 산의 자체사업 산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아동 련 사회복지사업 산에

서 보육사업 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매우 높은 편이다.

가구 수 변수들의 일반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었다.<표 3>을 보면,아동이 있는

1,683가구에서 여성가구주 비율은 5.08% 다.가구주 연령 평균은 41.7세,교육수 은 평균

교육년수가 13.39년으로 평균 고졸 정도의 학력 수 이었다.가구별 취업인원 수는 평균

1.51명이었고,한부모가구 비율은 5% 으며,6세 미만 보육아동 수는 평균 0.46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가

구

주

성별 1,683
남성가구주 94.92%

여성가구주 5.08%

연령 1,683 41.70 6.69 24 77

교육수 1,683 13.61 2.82 1 22

종사상지 1,683 (비정규직)15%

취업인원수 1,683 1.51 0.59 1 6

한부모가구여부 1,683 한부모 가구 5%

6세미만보육아동수 1,683 0.46 0.67 0 3

*가구가 치가 용된 결과임

<표 3>가구수 변수들의 일반 특성

2)지역사회 가구 특성과 아동빈곤지

<표 4>는 가구수 변수들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여부 사이의 상 계를 보여주

고 있다.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연령,교육년수 종사상 지 와 취업가구원

수,한부모가구여부가 아동의 빈곤지 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아동의 빈곤지 는 가구수 의 변수들과 련이 있지만,지역수 의 변수와도

련을 갖는다.<표 5>는 각 지역의 평균 인 아동빈곤지 (각 지역의 아동빈곤율)와 지역수

변수들 사이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지역의 평균 인 아동빈곤율은 지역의 상용

직비율과는 강한 부 상 계를 보 으며,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는 강한 정 상

계를 보 다.즉,상용직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은 낮고,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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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 G H

A.아동빈곤율 -0.30 -0.59* -0.21 0.66* 0.25 -0.36 -0.20

-B.재정자립도,C.상용직비율,D.고용성장률,E.여성노동시장참여율,F.자체사업 산,G.보육자

체사업 산,H.보육청소년자체사업 산

-*p<.05

<표 5>아동빈곤율과 지역수 변수들의 상 계

A B C D E F G H

A.빈곤여부 1.00

B.성 0.18* 1.00

C.연령 0.07* -0.01 1.00

D.교육년수 -0.19* -0.12* -0.31* 1.00

E.종사상지 0.23* 0.12* 0.05 -0.19* 1.00

F.취업가구원수 -0.09* 0.04 0.28* -0.14* -0.05* 1.00

G.한부모가구여부 0.26* 0.52* 0.18* -0.23* 0.18* -0.07* 1.00

H.6세미만 아동수 -0.03 -0.02 -0.55* 0.19* -0.02 -0.17* -0.15* 1.00

*p<.05

<표 4>가구수 변수들의 상 계

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이는 지역의 노동시장 질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상용직 비율이 높을수록 반 인 임 수 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 가구소득에 정

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빈곤율 한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반면 노동시장 여성비율

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동시장 임 수 이 낮아 가구소득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6>은 지역의 평균 인 아동빈곤율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재정변수

들의 지역특성을 제시하고 있다.노동패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아

동빈곤율은 9.4% 다.9)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3%이고,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26.2%이다.서울은 5.5%로 비교 낮았고, 북, 남,경북,인천 등이 다른 지역

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아동빈곤율은 아동이 있는 가구 에서 빈곤한 가구의 비율로 측정되었다.기 이 되는 소득은 경

상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한 가구총소득이며,빈곤선은 상 빈곤선으로 소득 비 50% 이

하를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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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

빈곤율

주민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출(만원)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청소년 산(%)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 산(%)

총액 자체사업 총액 자체사업 총액 자체사업

서울 5.5 14.6 1.7 12.2 1.713 8.9 0.237

부산 9.6 21.3 0.3 14.0 0.037 13.8 0.022

구 9.6 20.1 1.0 13.7 0.039 13.5 0.022

9.6 20.1 0.8 9.8 0.000 9.8 0.000

인천 14.7 18.4 0.6 25.1 0.155 24.6 0.050

주 8.7 24.7 0.6 3.7 0.000 3.6 0.000

울산 1.3 17.1 0.8 23.7 0.445 23.7 0.445

경기 9.6 20.0 2.0 26.9 2.794 22.3 0.893

강원 4.2 39.2 5.1 17.3 0.501 14.1 0.380

충북 5.6 34.0 3.8 18.7 0.409 18.3 0.401

충남 26.2 32.8 4.1 8.3 0.532 6.6 0.208

북 14.9 41.6 3.0 14.9 0.279 13.6 0.124

남 17.8 43.0 3.6 9.2 0.167 7.2 0.100

경북 15.4 32.8 3.3 4.0 0.323 3.0 0.248

경남 4.9 28.5 2.9 21.5 1.150 20.4 0.967

<표 6>지역별 아동빈곤율과 사회복지재정지출 (단 :만원/%)

주민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출의 평균은 27.21만원으로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남으로 주민 1인당 43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경북,강원,충북,충남의 순으

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주민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출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고

울산,인천,경기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빈곤층에 한 기 생활보장 산이 지자체

사회복지 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 으로 인구가 많고 기 생활보장수

자 비율이 낮은 서울,울산,인천,경기 등의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출은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10)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아동 련 산(보육․청소년 분야)은 경기도가 26.9%로 가장 높

고,인천,울산,경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가 3.7%로 가장 낮고 경북,충남, 남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 산 비율은 인천이 24.6%로 가장 높았

10)인구 비 수 자수의 비율과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출의 상 계는 0.74이었으며,유의수 α=.05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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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울산,경기,경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이 3.0%로 가장 낮았고 주,충남, 남

의 순으로 보육 산 비율이 낮았다.

사회복지재정지출은 사업형태에 따라 크게 국가보조 이 재원이 되는 국가보조사업과 지

방자치단체 자체 산이 재원이 되는 자체사업으로 나 수 있는데,<표 6>에서 볼 수 있

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사업 산 비율은 크지 않다.앞서 언 하 듯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복지노력은 자체사업 산의 차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 산은 강원도가 5.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충남,충

북, 남 순으로 높았다.반면 1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 산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0.3

만원이었고, 주,인천,울산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사회복지재정지출 비 아동 련자체사

업 산비율은 경기도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서울,경남,충남의 순으로 높았으며,

과 주의 아동 련복지자체사업 산비율이 가장 낮았고, 구,부산의 순으로 낮았다.

사회복지재정지출 비 보육사업 산비율은 경남이 0.97%로 가장 높았고,경기,울산,충북

의 순으로 높았으며 , 주,부산, 구 순으로 산비율이 낮았다.

2.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아동의 빈곤지 에 한 다층분석

아동의 빈곤지 에 한 다층분석은 크게 지방정부의 복지노력 총량과 아동 련 세부 정

책 련 복지노력에 한 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그리고 각각에 해 자체사업과 아

동 빈곤지 와의 계를 분석하 다.<표 7>은 아동의 빈곤지 와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

출로 측정된 지방정부의 복지노력 총량이 어떤 계에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무조건부 모형으로 지역수 자료에서 변량의 차이가 아동빈곤지 와 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모형이다.분석결과 지역수 의 설명분산이 0.07로 유의수 α=.05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이는 아동의 빈곤지 를 설명할 때 지역수 의 변수를 고

려하기 해 다층모형을 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형 2-4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복지재정 총량과 아동빈곤지 의 계를 분석하

기 해 설정된 모형이다.모형 2는 복지재정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결과이고,모형 3과 모

형 4는 주민 1인당 사회복지재정총액과 자체사업을 각각 투입하 다.분석결과 지역사회수

변수와 가구수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와 1인당 사회복지재정총액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상수의 무선효과는 각각 0.13과 0.10으로 모형 1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두 모형에서 상수의 무선효과는 여 히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모형 4는 1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 재정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며,총량 수 에서 지방

정부의 복지노력과 아동의 빈곤지 의 계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본 연구의 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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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2.16*** -2.57(0.13)*** -2.60(0.14)*** -2.65(0.13)***

Level-2

재정자립도 0.01 (0.01) -0.03 (0.02) -0.02 (0.01)*

상용직비율 -0.13 (0.05)* -0.19 (0.08)* -0.11 (0.05)

고용성장율 0.04 (0.02) 0.06 (0.03)* 0.06 (0.0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03 (0.07) -0.05 (0.06) 0.11 (0.05)

주민

1인당

사회복지총재정 -0.09 (0.05)

자체사업 -0.52 (0.12)***

Level-1

가

구

주

성 0.66 (0.28)* 0.67 (0.28)* 0.66 (0.27)*

연령 0.01 (0.02) 0.02 (0.02) 0.02 (0.02)

교육수 -0.16 (0.03)*** -0.16 (0.03)*** -0.16 (0.03)***

비정규직(=1)여부 1.14 (0.16)*** 1.15 (0.16)*** 1.16 (0.16)***

취업인원수 -0.65 (0.11)*** -0.66 (0.11)*** -0.66 (0.11)***

한부모가구여부 1.05 (0.49)* 1.04 (0.49)* 1.07 (0.48)*

6세미만보육아동수 0.08 (0.10) 0.08 (0.10) 0.09 (0.10)

RandomeffectU0

설명분산(지역간)

0.07* 0.13*

-85.71%

0.10†

-42.86%

0.002

98.00%

-*p<.05,**p<.01***p<.001

- 호는 표 오차임

<표 7>지방자치단체의 총량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지

하나이다.분석결과를 보면,상수의 무선효과는 0.002로 앞의 세 모형과 비교할 때 하

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모형 1과 비교하면,1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 변수가 지역사회

변수로 추가됨으로써 지역사회 총분산의 98%가 설명되었다. 한 모형 4의 무선효과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1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 변수가 아동의 빈곤지 를 충분히 설

명할 수 있음을 보여 다고 하겠다.즉 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련 자체사업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아지고,이는 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인 복지노력이 클수록

아동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4에 기 해서 지역사회특성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확률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지역변수 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자체사업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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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상수 -2.57(0.13)*** -2.54(0.12)*** -2.57 -2.56(0.10)***

Level-2

재정자립도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상용직비율 -0.14 (0.04)* -0.11 (0.04)* -0.16 (0.04)** -0.16 (0.04)**

고용성장율 0.05 (0.02) 0.08 (0.02)* 0.07 (0.02)* 0.11 (0.0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05 (0.07) -0.01 (0.04) -0.08 (0.07) 0.01 (0.05)

사회복지

총재정

비

보육총재정 -0.01 (0.02)

보육자체사업 -1.27 (0.43)*

보육청소년총재정 -0.02 (0.02)

보육청소년자체사업 -0.59 (0.13)***

Level-1

가구주

성 0.66 (0.28)* 0.65 (0.28)* 0.66 (0.28)* 0.69 (0.28)*

연령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교육수 -0.16 (0.03)*** -0.16 (0.03)*** -0.16 (0.03)*** -0.16 (0.03)***

비정규직(=1)여부 1.14 (0.16)*** 1.13 (0.16)*** 1.14 (0.16)*** 1.14 (0.16)***

취업인원수 -0.66 (0.11)*** -0.65 (0.11)*** -0.65 (0.11)*** -0.66 (0.11)***

한부모가구여부 1.05 (0.49)* 1.03 (0.50)* 1.04 (0.49)* 1.01 (0.51)*

6세미만보육아동수 0.08 (0.10) 0.08 (0.10) 0.08 (0.10) 0.07 (0.10)

RandomeffectU0

설명분산(지역간)
1)

0.16*

-128.6%

0.02

71.4%

0.15*

-114.3

0.00006

99.9%

-*p<.05,**p<.01***p<.001

- 호는 표 오차임

-1)모형 1과의 비교값임

<표 8>지방자치단체의 로그램별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지

아동의 빈곤확률과 부 인 계에 있었다.즉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1인당 사회복지자체

사업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에서는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을 총량 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표 8>은 지방정부의 복지노력 아동 련 복지재정 지출을 세부 으로 구분하여 아동빈

곤지 와의 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모형 5~8은 각각 아동 련복지재정지출

보육총 산,보육자체사업 산,보육청소년총 산,보육청소년자체사업 산비율을 독립

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먼 사회복지재정 비 보육부문총 산 변수를 지역변수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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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보육자체사업 변수를 투입한 경우(모형 6)에 상수의 무선효과가 0.02로 어들어

기 모형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분산의 71.4%를 설명하고 있었다. 한 지역의 고용성장률

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상용직비율과 보육부문 자

체사업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음으로 모형 7과 8은 보육청소년부문 복지재정 변수를 지역변수로 투입한 결과를 제시

해주고 있다.이 변수 역시 보육청소년부문 자체사업 변수가 투입된 모형 8의 경우 기 모

형에 비해 상수의 무선효과가 0.00006으로 어 지역사회 분산의 9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지역 변수의 경우 모형 6과 유사한 패턴으로 상용직 비율,고용성장률,자체사

업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빈곤확률에 향을 미치고 있었

다.11)

<표 7>과 <표 8>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사회복지재

정 비 지방정부의 보육 아동 련 자체사업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할 확률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었다.그리고 기 모형과 비교할 때,이들 모형들은 무선효과

를 상당 수 임으로써 지역사회 분산의 71%에서 99%까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량 사회복지 산에서도 총 산보다 자체사업 산이 아동빈곤 가능성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 (분야별)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노력이 해당 분야 인구집단별 빈곤

율을 감소시키는 효과 인 수단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Ⅴ.결론 함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노력이 아동의 빈곤지 와 어떤 계에

있는지를 확인하 다.복지노력은 사회복지재정 비 자체사업 비율로 측정되었으며,제주

도를 제외한 15개의 역자치단체들을 상으로 지역수 의 자료와 개인수 의 자료를 결

합한 다층분석을 활용하 다.

11)이러한 결과 고용성장율과 아동빈곤지 의 계는 기존 연구결과(백학 ,2007)와는 다른 결과

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첫째는 제3의 변수가 고용성장률이 아

동빈곤지 에 미치는 향을 억제하는 효과(suppressioneffect)때문일 수 있다.즉,고용성장률과 지역

의 평균 인 아동빈곤율의 상 계는 정 (positive)이지만(<표 5> 참고),고용성장률과 정 (부 )

인 계에 있는 다른 변수가 아동빈곤율과는 부 (정 )일 때 발생할 수 있다.두 번째는 고용성장

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동력 유입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 지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Patridge&Rickman,1995;백학 ,2007에서 재인용)과 마지막으로 고용성장률의 효과가

아동이 있는 가구와 상 없는 인구집단에게 돌아갔을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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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총량 복지노력을 측정하는 1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 산이

아동의 빈곤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세부 인 로그램으로 사회복지재정

비 보육자체사업 산과 보육청소년 자체사업 산의 비율이 아동의 빈곤확률을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개인 수 에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가구의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가

구주가 여성이거나,비정규직이고 한부모가구일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빈곤연구의 이론 측면

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가 있다.아동빈곤 련 연구를 포함하여 기존의 빈곤 련 연구들은

주로 미시 수 에서의 변수들만을 고려하여 분석하 고,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 맥

락을 고려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거시 수 에서의 빈곤의 원인

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반면에 본 연구는 개인수 의 자료와 지역수 의 분석단

가 서로 다른 두 자료를 결합하는 분석방법을 용함으로써 아동의 빈곤지 에 해 개인

요인 뿐 아니라 거시 요인들의 향력을 확인하 다.이는 빈곤연구의 이론 지평을

확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사회복지재정을 세부 역으로 구분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된 분석결과를 도출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사회복지재정과 빈곤의 계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단 를 지역이나 국가차원에만 국한시켜 복지재정지출비율과 빈곤

율의 계를 분석하 다.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수 의 복지노력이 개인의 빈곤지 에 미

치는 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재정의 향력을 보다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분석결과를 보면,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자체사업에 한 투자가 아동의 빈곤확률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이다.다

층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과 빈곤의 계를 연구한 백학

(2007)이나 김교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재정은 빈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연구들에서 사회복지재정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

에 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본 연구의 분석을 보면,사회복지재정 총량 변수의 경

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복지재정이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보조사업의 특성상 지역수 의 차이를 반 할 수 없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즉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복지재정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지 않아

지역간 차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본 연구는 기존

의 연구들 보다 더 정교한 분석틀을 사용함으로써 사회복지재정의 지역간 차이와 빈곤의

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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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아동 빈곤 문제를 다루기 한 2가지 정도의 정책 함

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먼 지역수 의 변수들 에서 상용직 비율이 아동의 빈곤확률

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는 매우 요한 함의를 가진다.상용직 비율은 해당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을 질 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이다.즉 상용직 비율이 높을수록 질 좋은 일자

리가 많음을 의미한다.국가나 지역사회 수 에서 고용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규제정책들은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정책수단임을 의미한

다.이러한 연구결과는 김교성(2010)등의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이 아동의 빈곤확률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음을 확인하 다.이는 아동빈곤 해소 정책과 련해서 주목 할 부분

이다.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자체사업 총량이나 아동 련 자체사업의 비율은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음에도 불구하고,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

이들이 아동의 빈곤확률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분권화

가 강화되고 재정운용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폭 이양되어가는 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빈곤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방정부의 자체 인 복지노력이 매우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복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으로 일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와 같이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인 복지노력을 기 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지방정부

의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앙정부의 노력은 매우 실하다.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아동빈곤 정책으로는 아동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교성(2010),김교성․노혜진(2009b),백승호(2010)등에서 아동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재 우리나라 체 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

는 것이 제한 일 수밖에 없다는 실과,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자체 으로 면 인 기본

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한계일 수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지역의 욕구에 따라 아동기본소

득,노인기본소득,청소년기본소득 등의 도입에 해서는 극 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를 한 재원마련 방법으로서 앙정부에서는 재 축소된 종합부동산

세 등을 다시 증세하거나 소득세의 일부를 기본소득기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지방정부에

교부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

한 방식의 기본소득 기 마련하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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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ulti-levelanalysisoftherelationbetweenthelocal

governments’welfareeffortsandchildpoverty

Baek,Seungho Ryu,Yunkyu

(CatholicUniversityofKorea) (SeoulTheologicalUniversity)

Thisstudyaimstoanalyzetheeffectsofthelocalgovernments’welfareeffortsonchildpoverty

byhierarchicalgeneralizedlinearmodelusingmulti-leveldataof15Koreanlocalgovernments’social

welfarebudgetDBandKLIPSDB.Theratiooflocalself-governmentbudgettototalbudget,the

mainindependentvariable,istheproxyofthelocalgovernments’welfareefforts.Atthelocallevel,

thepossibilityofchildpovertyisdecreasedbythesocialwelfarebudgetoflocalself-government(per

capita),theratioofchildcare&youthbudgetoflocalself-governmenttototalsocialwelfarebudget.

Attheindividual(household)level,thepossibilityofchildpovertyisdecreasediftheheadof

householdhashighereducationlevelandthehouseholdhasmoreearners,however,thepossibilityof

childpovertyisincreasediftheheadofhouseholdisfemaleorirregularworker.Theimplicationof

thisstudyisthatlocalself-governments’welfareeffortsisveryimportanttosolvetheproblemof

povertyandinequality,eveninthechildpovertyfiled,atthistimeofdecentralizedlocalgovernment

system.Itshouldbeconsideredforthecentralgovernmenttosubsidizethelocalgovernmentsforto

boostselfeffortsinsocialwelfareconsideringthelocalgovernments’lowself-financinglevel.

Keywords:welfareefforts,socialwelfarebudgets,localbudgets,childpoverty,multi-levelanalysis



-321-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 회 복지재정DB학술 회 자료집,321-347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지 에 향을 미치는

인 분 - 개 도상국을 중심으로 -

이 정 민

(이화여자 학교 일반 학원 경제학과)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 으로

존속하는 데 필요한 요인에 한 실증 분석이 부재하여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업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기간모형(durationmodel) Cox비

례 험(proportionalhazard)모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이낸스기 의 지속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 다.Cox비례 험(proportionalhazard)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출자 당 비용과

업자립도가 각각 독립 으로 기 의 생존가능성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온 반면에

정부의 규제로 인한 자율 인 이자율 정책 수립의 어려움이나, 축 수취를 통한 기 의

상업화 노력은 기 의 존속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자율

수 은 출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 의 도산의 험을 낮추는 요인이 되며,높은 상환율

의 한 원인으로 보는 여성 출자 비 의 증가는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임이 측된다.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의 측면이 마이크

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건비 지출의 증가는 기 이 장기 으로 지속하는 데 필요한 략이 되

며,기 이 업자립성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환경 마련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지속성,생존분석,Cox비례 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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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90년 이후,마이크로 이낸스 기 (MicrofinanceInstitute)은 두 가지 의 논쟁사이에

놓여있다.하나는 지속성 확보를 한 융시스템으로의 근,다른 하나는 빈곤층의 지원

을 한 출사업에 을 맞추는 것이다(Rhyne,1998). 다수의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은

그가 가진 빈곤층 지원이라는 사회 성격으로 인해 정부나 NGO로부터 보조 지원을 받

고 있으며 이에 의존하기도 한다(Cull,Demirgüç-KuntandMorduch,2009). 한 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출서비스를 실행하고 상환을 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 으로 높고,이

로 인해 차입자가 지불해야 할 출 리도 높다.심지어 상당수 마이크로 이낸스

(Microfinance)의 모태인 그라민은행 조차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손익을 0으로 만들기

해서는 이자율이 두 배가 되어야 한다(Morduch,1997).보조 지원에 계속해서 의존하지 않

고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마이크로 이낸스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서는 높은 상환을

이윤으로 변환시키는 Microbank로 남으려는 도 이 필요하다.지속성을 가진 기 으로 발

해나가는 것은 기부자들이 지원하는 희소한 기 의 규모를 극 화할 수 있고,운 자립도

를 획득한 기 들은 자신의 소액 출 포트폴리오를 상업 으로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자본을 추가 으로 차입할 수 있어 한 비용 내에서 출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다.

BRI와 BancoSol같은 마이크로 이낸스 기 들은 보조 지원을 계속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차입자들에게 실제 출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학 으로 성취해야 할 목

표라고 말한다(Robinson,2002).

지난 수십 년간 마이크로 이낸스를 향한 심과 자 의 흐름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그

러나 성공의 수 은 모두 다르다.일부는 운 에 실패하거나 그만 두기도 하고,한 편으로

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여분의 수익을 거두면서 수백 만 건에 해당하는 출 지원을 하고

있다.(Ahlin외,2009)마이크로 이낸스 기 은 2006년 말 기 으로 세계 으로 1만 개

정도가 소액 출을 시행하고 있으며,약 1억 명에 가까운 빈곤층에 지원을 하고 있다.

(Bellman,2006)세계에 존재하는 소득층의 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이낸스의 공 은 매우 부족하다.마이크로 이낸스에 한 잠재 인 수요는

세계 으로 15억 인구에 달하는 데 반면,제공을 받은 사람은 체인구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이크로 이낸스를 통해 기 은 수익을 낼 수 있

으며 이에 한 수요도 매우 높다.그런데 왜 이 높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 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을까?이는 마이크로 이낸스에 한 정보의 부족과 효과 인 융 리 기

술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정부의 규제와 기본 인 인 라의 부족 그리

고 출서비스의 실행에 있어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

기 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로 상업화를 이룬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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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매우 드물다. 출서비스는 정부 보조 이나 기부 에 의한 조성 자 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부족한 공 을 해소하기 해,상업은행과 여타 다른 융회사를 통해 자 을 조달

하고 있다.그러나 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기 들이 이자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과하

고 있으며1),2008년 세계 융 기 때에는 기부에 의한 자 의 조달마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Burand,2009)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크로 이낸스가 장기 으로 존속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왜냐하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은 빈

곤층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해서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 이 제공하는 출 서비스가 빈곤층의 자생력을 만들어내는 데 효과 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Robinson,2002).

최근의 이론 인 작업은 그동안 마이크로 이낸스가 선보인 신 인 계약방법과 새로운

리 기술이 높은 출 상환 비율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다.개발경제학의

한 분야로만 제한되었던 마이크로 이낸스에 한 연구는 기술과 노동생산성,소비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로까지 확 되었다. 한 기 자체에 한 분석도 활발하여 처음 마

이크로 이낸스의 등장으로 인한 효과에 한 실증연구에서 시작된 마이크로 이낸스에

한 연구는 재정자립도,상환방법, 리탄력성,기 간 담합에 한 이론 분석까지 진행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아직까지의 연구에서는 이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데

에만 그치거나 한,두 가지의 요인에 한 경험 사례 안에서만 진행되었다.지속성에

한 연구는 성공사례들만 추출하여 마이크로 이낸스의 업 효율성과 성공요인에 해 분

석을 하는 정도에만 그치고,실증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이크로 이낸스의 지속성에 을 두고 기 이 장기 으로 존속하

는 데 필요한 최 략을 발견하고자 한다.마이크로 이낸스 기 이 빈곤완화라는 1차

목표를 해 요구되는, 융기 으로서의 안정 인 역할을 지속 으로 수행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고,이들이 기 의 존속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함으

로써,향후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을 높이기 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2003-2008년 사이에 보고된 마

이크로 이낸스 기 의 재무자료를 이용하 다.재무자료와 같이 일정시 에 수집되는 데

이터의 경우 자료의 단(censored)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추정결과는 일 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장세진 외,2009).따라서 본 연구는 단된 자료의 문제를 고려한 기

간모형(durationmodel) Cox(1972)의 비례 험(proportionalhazard)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선택된 독립 변수 에서 출자 당 비용과 업자립도가 기 의 존속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의 측면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가장 큰 향

1)이로 인하여 상업성을 띄는 마이크로 이낸스의 출에 있어 체 유효이자율의 평균은 37%에 달

할 만큼 높다.심지어 100%이상인 곳도 있어 본연의 의미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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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이론 고찰,3장에서는 분석자료 소개,4장에

서는 분석모형 소개,5장에서는 분석 결과,6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Ⅱ.이론 고찰

마이크로크 딧(Microcredit)은 통 인 융기 에의 근이 제한되는 빈곤층이 경제 ,

사회 ,심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 ,경 기술지원,사회 ,

심리 자활을 한 교육훈련 등을 통합 으로 제공하는 로그램이다(박근수,2010).마이

크로크 딧과 마이크로 이낸스(Microfinance)라는 용어는 보통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나,언어 으로는 유사해 보일지라도,실제 그 면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진다.마

이크로크 딧이 빈곤감소와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을 맞추었다면 마이크로 이

낸스는 각 경제주체,특히 가계가 소규모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부자 을 얻는 것만이 아

닌, 축을 비롯하여 보험,마 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융서비스에 좀 더 근할

수 있는 혜택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다시 말해,마이크로크 딧 로그램을 수행하

며 융기 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마이크로 이낸스이다.마이크로 이낸

스는 다양한 구조의 빈곤층을 한 출,보험, 등 융서비스를 확산하며 기부,정부

자 ,회원 등을 통하여 기 을 마련한다(ArmendarizdeAghionandMorduch,2005).빈곤

층을 지원해 온 기존 서민 융과는 달리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창업지원과 운 자 지원,

교육 로그램까지 제공하여 빈곤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 인 동기부여를 해

다.

이론은 신용시장의 불완 성을 정보와 집행 문제의 측면에서 설명한다.자원의 최 배

분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재화나 서비스에 한 가격 기능의 작동을 통해 수요와 공 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유지되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그러나 부시장에서 이러한 기

능이 제 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왜냐하면, 부시장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출 리가

수요와 공 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로 인해 가격 기능이 멈추어 자 에 한 과수요가 발생하고,결국은 신용할당과 같은

사회 상을 래하곤 한다.신용할당이란,다양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 으

로 융기 이 출 리에 따라서 출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자의 신용상태 등에

의거하여 출량을 제한하거나 혹은 차입자에게 신용을 할당하는 행 를 의미한다(강병진,

2005). 업자가 차용자의 험도와 노력,사업 선택에 해서 혹은 차용자의 실제 실

된 수익에 해 확신할 수 없다면 융의 제약이 발생한다(stiglitz외 1981). 한,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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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한 상환은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담보의 부족으로 인해 융의 제약은 더욱 가

된다(BulowandRogoff,1989).이러한 융제약이 미치는 향이 요하다는 미시 증거들

이 차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MckenzieandWoodruff(2008)는 멕시코의 한 마을에서

세 기업들에 한 부자본의 실질 평균 이자율이 매달 20-33%임을 발견하 는데,이는

일반 인 융기 의 이자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보통 비공식 인 부업자들은

한 달에 10%에서 100%이상의 명목 유효 이자율을 용한다.이로 인하여 가난한 가계는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가 활동에 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나,소비재와 인 자본에 한 지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결과는 개발과 빈곤

으로 나타난다(Rai외,2010).그러나 지속성을 띄는 마이크로 이낸스 기 들은 개 한 달

에 2%에서 5%의 명목 유효 이자율을 부과한다.신용시장을 괴롭히는 정보와 실행 문제의

에서 통 인 담보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출과 이에 더하여 높은 상환율까지 성취

한 마이크로 이낸스의 성공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ArmendarizdeAghionand

Morduch,2005).

한편,친 빈곤 성장(pro-poorgrowth)이론에 따르면2),친 빈곤 성장의 가장 요한 요

소인 빈곤축소가 기능과 잠재 능력의 실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 다.개발경제학

에서는 이를 하효과(trickle-downeffect)라는 개념3)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이는 빈곤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 능력과 경제활동을 통한 혜택으로 경제성장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단순한 빈곤축소만이 아닌 빈곤층의 잠재력을 높이고,균등

한 기회 제공과 함께 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김태완,2006).이처럼

경제학 의 다양한 연구들은 빈곤을 완화시키는 도구로서의 마이크로 이낸스

(Microfinance)의 요성을 확증해오고 있다. 장기 으로 빈곤층에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

는 빈곤정책이라는 목표달성을 하여 필요한 것이 마이크로 이낸스이다.

2)빈곤친화 인 는 빈곤감소 인 이라는 의미를 갖는 친빈곤 성장은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이 증

가하거나 국가의 부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게 늘어난 부나 소득이 소득층 특히 빈곤층에 주는

향이 무엇인지를 악하고자 하는 빈곤측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빈곤정책의 수립

에 있어 목표를 단기에 두느냐 장기에 두느냐에 따라 빈곤층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장기 인 목 을 두고 우선 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할 경우 친 빈곤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단기 으로는 빈곤층이 느끼는 성장의 혜택이 작고 시차가 발생하므로 단기 인 친 빈곤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즉, 장기 인 빈곤정책이 필요하다.아시아개발은행(AsianDevelopment

Bank)에서는 “Pro-poor성장이란 노동 흡입 이며,빈곤자들을 한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고용

과 소득활동에 유리하며,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로그램이 동반된 성장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ADB,1999).

3)부자로부터 빈곤자로의 수직 분배과정을 설명한다.즉,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은 먼 부자가 소

유하고 이들의 소비증가를 통해 빈곤자들이 간 으로 혜택을 본다는 개념이다(Aghion&Bolt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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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결정요인

지속성에 한

기 효과

도산 험성에

한 효과
선행연구

업자립도 (+)효과 (-)효과 Gurgand(1994),Rogaly(1997),Ahlin,Lin&

Mario(2009),McGuireandConroy(1998),

Jansson(2001),Woolley(2008)
업비용 (-)효과 (+)효과

이자율 수 (+)효과 (-)효과
Conning(2009),Morduch(1997),UNDP(1997),

Cristen(1997),Gurgand(1994)

정부의 규제 (-)효과 (+)효과
Fernando(2006),Gurgand(1994),Hartarska&

Nadolnyak(2007)

축 (+)효과 (-)효과

Gurgand(1994),Schwarcz(2010),Robinson

(1995),Hulme&mosley(1996),VonPischke,

Schneider,Zander(1997)

총 출 액

수
(+)효과 (-)효과

Stiglitz&Weiss(1983),Khandker(1995),

Johnson&Rogaly(1997),Schreiner(2001)

여성 출자의

비
(+)효과 (-)효과

Khandker(1998),Littlefield,Murduch,

Hashemi(2003),Mayoux(2005)

<표 1>Microfinance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마이크로 이낸스 기 (MicrofinanceInstitute)의 유일한 목 은 빈곤구제이다.지속성은 오

직 이를 성취하기 한 수단일 뿐이다.이는 마이크로 이낸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

공되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이로 인해 마이크로 이낸스의 목 을 빈곤구제에 두는

지 기 의 지속성에 두는지에 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Rhyne,1998),이 문제에 해서

는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일어난다.JohnsonandRogaly(1997)는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이 일

반 인 융기 으로 환하는 것이 지속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해 의문을 제기

한다.Buckley(1997) 한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

다고 술하 다.

그러나 지속성에 한 평가는 다양한 성과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표 1>참조).아 리카

지역의 마이크로 이낸스 기 에서는 축기 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운 비용 감을 통해

독립 으로 기 을 마련함으로써, 리와 운 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리해왔다(Gurgand,1994).UnitedNationsDevelopmentProgramme’s(1997)Microstart는 지속성을

성취한 기 은 3-7년 이내에 업 효율성과 완 한 재정자립을 보여주며,5-10년 이내에 보

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수익을 통해 모든 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덧붙여 설립 기의 기간이 지나면,소액 출에 부과되는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이자

율 설정이 자본, 리, 출손실 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최소 자본 당 수익률을 이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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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이와는 반 로 1997년 MicrocreditSummit는 성공 인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은 이자율은

단지 운 비용을 충당할 만큼이어야 하며,자본에 한 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반드시 가난한 고객들의 증가와 상당한 수요에 해 지속 인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운 시스템과 문화,구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 다.이는 분명히

모순임에 틀림없다.왜냐하면,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이자율은 상업 목 의 은행이나

융기 의 것들과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충분히 높은 이자

율을 부과하는 것은 단기를 넘어 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 들에게는 매우 필수불가결한

략이기 때문이다.보조 은 마이크로 이낸스의 구 인 자 원천이 될 수 없고,자

의 공 은 기 의 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 의 이자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의 이자율이 합리 인지,이를 설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 은 무엇인지

에 한 직 인 질문으로 이끈다.만약 이자율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마이크로

이낸스에 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보조 이 증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지속 인 빈곤구제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떤 이자율이 낮은

지는 출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의 내릴 수 없다.무담보 소액

출에 한 옹호론자들은 보조 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낮은 이자율이나 느슨한 상환정책의

형태를 취하는 것 보다는 업비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Gurgand,1994)이는

자기지속성 향상을 성취하기 해서 업비용에 한 효과 리와 이자율의 범 의 상

인 기여에 한 질문을 남겨둔다.

한 지속성은 출에 지불되는 이자율 수 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에 향을 받는다.

낮은 출 수 은 특히나 높고,변하기 쉬운 이자율을 경험한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낮고 때로는 실질 수 에서 음의 수 으로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자율 상

한제의 도입과 자발 인 결정의 결과이다.이로 인하여 마이크로 이낸스 기 들은 일반

으로 그들의 이자율을 조정할 유연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 업에 드는 리비용은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유지된다(Gurgand,1994).그러나,일반 융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자

율 수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지 않는다면,기 은 출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왜

냐하면,빌려주는 액에 비한 리비용은 일반 융서비스의 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

이다4).비용 회복을 할 수 있는 수 보다 낮은 이자율로 규제하는 상한제의 도입은 마이크

로 이낸스 기 에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인도,캄보디아,인도네시아,몽골,방 라

데시 등지에서 시행되는 자유화된 이자율 정책은 이들의 성장을 진시킨다.캄보디아,몽

골의 경우를 보면 마이크로 이낸스에 한 투자기회 확 ,새로운 기 의 시장진입 용이,

시장경쟁력 상승 등이 결국 이자율하락으로 이어져 이자율 상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정책

4)MicrofinanceConsensus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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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한 정책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 로 베트남, 국과 같이

이자율 상한제가 도입된 국가에서의 원조활동의 성장은 매우 낮다.유연하게 이자율 변경

을 결정할 수 있는 기 들은 업의 수 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Fernando,2006).

역사 으로 마이크로 이낸스 활동의 부분은 자선사업을 벌이는 기부자나,비 리은행,

NGO,다른 기 들에 의해 제공되는 기 을 빌려주는 것에 국한되어왔다.마이크로 이낸

스 출이 기에 혜택을 본 차입자들에 의해 수취된 을 통해 자 이 마련되고 있는

경우를 최근에는 다수 찾아볼 수 있으나, 축은 다른 자 원천들보다 더욱 완만한 성장

궤도를 그리며, 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에 비례하여 축 한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도구로서의 마이크로 이낸스의 성공은 그에 한 출 수요가 기

부자들에 의한 자 에 의해서 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미래

성장을 지속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상업 인 자 원천을 통한 기 마련

이 필요하다(2010,Schwarcz).그러나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상업화에 한 부정 인 견해

들도 찾아볼 수 있다. 한 은행시스템의 원칙을 따르는 그들의 행동이 빈곤 완화에 도

움이 된다는 주장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실증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해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Morduch).Schwarcz(2010)는 융 개기 에서의 탈피가

마이크로 이낸스로 하여 낮은 비용,사실상 제한이 없는 자본 시장의 원천으로부터 직

인 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Dyal-Chand(2005)는 마이크로 이낸

스에 한 열 인 반응과 확장을 비 하며 기 기 의 목 이 오인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 하 다.

그 다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에 축 기 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

이며,이는 유용한 것이 될까? 부분 융기 은 축을 좋은 행 로 간주하고 장려하지만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경우에는 축보다는 출에 이 맞추어져 있다.그라민은행

도 역사 으로 그들의 구성원이나 다른 지역들에서 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단체로부터 자 을 차용하여 출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Robinson(1995)는 인

도네시아의 BRI기 을 통해 그 기 이 업 자 의 주요 원천으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축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Hulme과 mosley(1996)는 축 기능을 가진 기

들이 더 낮은 실패율을 보인다고 주장하 다.VonPischke,Schneider,Zander(1997)는 MF 리

자와 차용자가 자 에 해 양질의 구분을 만들어냈으며 정부나 자선기 으로부터 지원받

은 돈보다 지역 을 통해 형성된 돈이 더 나은 리가 이루어짐을 보 다.장기간 지속

해온 마이크로 이낸스 기 들은 그들의 기 의 주된 부분을 에 의존하게 된다.

을 수취하는 기 들은 수취를 통해 더 많은 출을 시행할 수 있다.게다가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자들은 반드시 빈곤층일 필요는 없으나,상당한 비율이 해당 지역에

서 수취된 것이다.그러므로 이들은 독립 으로 그들의 돈을 보호하기 해 수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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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하게 되고 이는 동시에 출을 받은 빈곤층을 보호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 한

가난한 계층일수록 그들이 가진 여분의 자원들은 모두 소비로만 투입되고 있어 특히 축

이 불가능하고 그들이 받은 출은 축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축은 반드시 필요하

다(Bhaduri,1973).그러나 축이 장기 인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축에 을 맞추다 보면 출업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한

자들에게 기 스스로 험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출 규모와 련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Johnson과 Rogaly(1997)은 높은 수 의 출

실 을 올리는 것은 업의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학을 이루어주지만,

업규모가 커질수록,빈곤층의 수요에 더 가까워지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 한다.그 다

면,빈곤층에 한 구제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출수 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까?

Stiglitz와 Weiss(1983)은 기 이 이미 출 신청자의 특성에 해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향

후에 더 많은 액수의 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상환을 더 장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그

러나 일부 마이크로 이낸스 기 들은 여 히 출 규모를 제한한다.왜냐하면 그들의 제

한된 기 수 으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을 맞추고자 하고, 출을

통해 구제된 사람들의 경우 일반 인 은행시스템에의 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그라민은행은 오직 0.5에이커의 땅 미만을 가진 사람에게만 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Khandker외 1995).

여성들만을 상으로 삼는 출정책은 상 으로 리스크가 높은 차입자들을 원천 으로

배제함으로써 출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킨다. 한 일반

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출을 신 하게 행하며 험한 사업에도 덜 나서는 경향이 있는

반면,가족의 건강이나 교육에 련한 지출에는 극 나섬으로써 장기 효율 개선에 기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박종 외,2010).

많은 기부자들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으로 하여 상 으로 성공한 기 , 를 들어

그라민 은행과 같은,이 가지는 구조 특성을 따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Todd,1996).그

러나 그와 같은 복제,베끼기 방식은 유용한 략이 될 수 없다.그 기 때문에 미래 지속

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계 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왜냐하면 목표는 반드시 끊임

없이 변하는 환경에 한 응이 비되어야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만약 마

이크로 이낸스 기 의 융서비스 제공이 빈곤완화에 한 큰 기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면,장기 인 근이 필요하다(Johnson외,1997).

한 마이크로 이낸스의 향력에 한 연구의 상당수에서 기 이 제공하는 무담보 소

액 출이 세창업자들의 생존과 기회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밝히고 있다

(:Hulme과 Mosley,1996).Levine(1997)의 연구에 따르면,건강한 융시장과 기 의 발 이

경제 성장과정에 있어 매우 요하고,과정에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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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한 다양한 특성을 마이크로 이낸스 기 들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한 찰을 통

해서 어떤 기 들이 더 빠르게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지,조직의 방향을 잃게 되는 가능성

이 커지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Ⅲ.분석자료 소개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서는 개발도상국

가에 치한 기 의 재무자료를 장기간 동안 측정한 자료가 필요하다. 재 장기간의 정보

가 측정된 자료는 MicrofinanceinformationeXchange(mixmarket.org,이하 MIX)에서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 단체는 마이크로 이낸스 기 과 기부자들,더 넓은 범 에서는 공

공의 이익을 하여 투자와 정보의 흐름을 진하기 해 설립되었다.이 자료들은 구나

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14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이낸스 기 과 100개 이상의 투자자

들과 거의 200개의 트 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의 자료는 특정한 기 을 충족하는 마이크로 이낸스 기 만을 포함하여 구성한

다.첫째,MIX는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을 다섯 가지 범주를 나 어 보고하는데,이는 1에

서 5의 다이아몬드 개수로 표 되며,보고된 정보의 신뢰성과 양에 기 하여 개수가 바

다.4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받은 기 들은 제3의 회계기 이나 유사기 들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정보고서를 발표한 곳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있고 국제 기 을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해외 다른 기 들과의 비교가 용이하므로 합리 인 기 이 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

직 4와 5의 다이아몬드 개수가 부과된 기 들의 자료만을 사용한다.둘째,자료에 포함된

기 들은 어도 2006년 이 에는 설립되었거나 핵심 운 지표들에 있어 3년 이상의 찰

자료를 가진 기 만을 포함하 다. 재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8년까지의 지표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 MIX의 Age카테고리에서 New에 해당하는 1-3년의 운 기간을 거친 기

은 제외하고 Young과 Mature카테고리 내의 자료만을 보기로 한다.셋째, 재 기 의 운

에 있어 마이크로 이낸스 업무를 구성하는 비율이 80%나 그 이하인 기 은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3-2008년 사이의 자료를 세계 6개 지역의,본

논문의 성격에 맞는 충분한 자료를 가진 마이크로 이낸스 기 557개(생존기 499개와

도산기 58개)기 의 재무자료를 사용하 다. 다수의 기 이 상 으로 작지만,일부

는 잘 알려지고 다소 규모가 있는 기 들도 포함되어 있다.기 의 성격과 지역에 따른 분

포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8년 말 자료를 기 으로 한 지역별,기 별 분포를

보면 체 분포와 자료의 분포는 반 으로 비슷하지만 지역별 분포의 경우 남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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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조합 비 융기 NGO
지방은행,

기타

체

(비 )

자료

(비 )

아 리카

(사하라 이남)
21 67 75 65 13

241

(18%)

103

(18.5%)

동아시아

태평양
6 4 20 54 63

147

(11%)

40

(7.2%)

동유럽

앙아시아
32 101 138 20

291

(22%)

103

(18.5%)

남미 28 53 110 177
368

(28%)

230

(41.3%)

동

북아 리카
12 12 53 4

81

(6%)

24

(4.3%)

동아시아 5 16 72 93 7
193

(15%)

57

(10.2%)

체

(비 )

104

(8%)

241

(18%)

427

(32%)

462

(35%)

87

(7%)

1321

(100%)

자료

(비 )

41

(7.4%)

72

(12.9%)

208

(37.3%)

226

(40.6%)

10

(1.8%)

557

(100%)

자료:MicrofinanceinformationeXchange,www.themix.org

<표 2>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역별,기 별 분포(2008년 말 기 )

의 체 비 은 28%인 반면에 자료의 비 은 41.3%로 차이가 존재한다.

자료에는 많은 수의 찰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정보가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다

양한 기 들로부터 체계 으로 수집된 것이라기보다는 기 들이 자발 으로 제출한 자료라

는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이러한 측면에서 샘 에 포함된 기 과 매

년 새롭게 참여하고 있는 기 들 사이의 차이에서 샘 선택의 bias가 일어날 가능성이 염

려된다.5)

첫째,기 들이 무작 로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선택bias가 되기 쉽다.만약 자

료에서 나타난 변수들이 MIX에 데이터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 계를 가질 수 있

고,이는 이러한 변수들이 bias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성공 으로 마이크로 이

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재정 으로 안정된 기 만이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지를 가지거나 제

출할 수 있다면,이는 자료가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이 실제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

5)StanfordJournalofMicrofinance,200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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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는 오직 상 으로 규모가 크고,요구된

변수들을 기록해내는 비용과 독립 인 감사기 에 재무보고 검토에 한 의뢰를 감당할 수

있는 기 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규모가 더 작은 기 과 그들에 련된 데이터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할 때,MIX의 자료는 완벽하

게 표된 샘 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데이터가 자발 으로 제출되기 때문에,재정보고에 참여하는 기 의 수가 매년 늘

고 있다.이로 인해 매년 발표된 자료에 포함된 기 의 수가 다르다.2000년에는 200개의

기 이 MIX를 통해 재정보고를 하 는데,2009년에는 1073개의 기 이 재정보고를 하 다.

이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참여기 수의 증가를 보여 다.해마다 부분 연도에서 거의

100개의 기 이 추가 으로 참여하고 있고,이러한 수의 증가는 자료가 해마다 다르게 분

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분명 여러 방식에서 bias될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

한 번 자료집단에 참여한 기 은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은 아

니다.

기 의 자발 참여라는 과 매년 증가하는 기 수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데이터bias가

자료를 이용해 발견할 수 있는 추론의 다양성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찰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의 신용을 완 히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

다. 한 데이터 종류가 오직 하나의 틀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같은 데이터자

료를 이용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해

서 재무변수들 빈곤층에 한 지원 범 와 재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변

수로 사용한다.이를 해 Rogenberg(2009)가 소개한 마이크로 이낸스 기 에 한 최소한

의 평가지표 다섯 가지를 이용한다.6)(부록 <표 3>참조)첫 번째는 출의 규모(Breadthof

outreach)로 실제 출을 받은 사람의 수로 평가된다.두 번째는 출의 수 (Depthof

outreach)으로 1인당 평균 출 액을 1인당 GNI(GrossNationalIncome)로 나 값이다.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 을 출해주었는지를 알 수

있고,이는 지원의 범 ,즉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사회 기여도를 알 수 있다.세 번

째는 상환율에 한 것으로 연체 액의 비 (PAR)을 이용하여 보통 30일이 지난 출 액

이 총 출 액에서 차지하는 비 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네 번째 평가 지표는 기 의

수익성에 한 것으로 보조 지원을 받은 기 은 자산수익률(RoA,ReturnonAsset)로,보조

지원을 받지 않은 기 은 자기자본수익률(RoE,ReturnonEquity)를 사용하여 그들의 수익

성을 평가할 수 있다.다섯 번째 지표는 운 의 효율성에 한 것으로 출 액당 운 비

6)마이크로 이낸스 기 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자 이들 기 에 한 다양한 평가지표

가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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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지표 정의

출규모 실제 출실행자의 수

출자의

빈곤수
평균 출 액 /1인당 GNI

출자

상환율

연체 액비 (PAR>30일) 상환일(30일)이 지난 출 액/총 출 액

연체 출 수 비 (LAR) 상환일(30일)이 지난 출 수/총 출 수

단기 상환율(CRR) 기간 내 상환 액/계약상의 상환 액

재정자립도

(수익성)

자산수익률(ROA) 수익/평균자산

자기자본수익률(ROE) 수익/자기자본

재정자립도 수익/ 체비용+(지원 ,지원물품,인력에 한 조정)

조정 ROA 수익-(지원 ,지원물품,인력에 한 조정)/평균자산

원조의존지수(SDI) 기 이 총비용충당을 해 필요한 리수

운 비용

효율성

출액 당 운 비용비율(OER)인건비 행정비용/평균 출 액

출자당 비용 인건비 행정비용/ 출자 수

(R.Rosenberg,2009)

<표 3>마이크로 이낸스 기 평가지표

용 비율(OER,OperationalExpenserates)이나 출자당 비용을 사용하는데 운 비용비율은

출 액이 소액일수록 낮아진다는 단 때문에 출자당 비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를 사용한다(김 민 외,2009;Rosenberg,2009).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의 평가지표 도산기 과 생존기 의 특

성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평가지표를 알아보기 하여 재무자료를 통해 찰 가능한 6가지

변수 도산 기 과 생존 기 으로 나 어 t-검증을 통하여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 다.폐업에 한 징후가 장기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

하여 도산 1년 ,도산 2년 ,도산 3년 에 한 검증을 시행하 다.검정 결과 도산 1

년 자료에서는 출규모(실제 출 실행자의 수), 출자 상환율(PAR>30일),운 비용

효율성(출자 당 비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도산 2년 과 도산 3년 은 출규모

(실제 출 실행자의 수),운 비용 효율성(출자 당 비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각 연

도에서 복되는 변수인 실제 출 실행자의 수와 출자당 비용을 독립변수로 이용하

다.분석결과는 <표 4>,<표 5>,<표 6>에 제시하 다.

이에 더하여 비평가지표인 기 의 연령과 기 의 규모(총 출자산 구성)를 선정하고,앞

서 제시한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5가지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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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지표 생존기 도산기 t값 p-value

출규모 실제 출실행자의 수 9.589 8.124 -5.886 0.000

출자의 빈곤수 평균 출 액 /1인당 GNI 3.506 3.496 -0.068 0.946

출자 상환율 연체 액비 (PAR>30일) 0.510 0.729 1.915 0.056

재정자립도 (수익성)
자산수익률(ROA) 0.546 0.496 -0.514 0.608

자기자본수익률(ROE) 1.247 1.227 -0.149 0.882

운 비용 효율성 출자당 비용 4.796 4.273 -2.352 0.022

<표 5>도산 2년 t-검증 결과

구분 평가지표 생존기 도산기 t값 p-value

출규모 실제 출실행자의 수 9.589 8.395 -4.809 0.000

출자의 빈곤수 평균 출 액 /1인당 GNI 3.506 3.509 0.018 0.986

출자 상환율 연체 액비 (PAR>30일) 0.510 2.094 13.645 0.000

재정자립도 (수익성)
자산수익률(ROA) 0.546 0.503 -0.454 0.650

자기자본수익률(ROE) 1.247 1.305 0.605 0.546

운 비용 효율성 출자당 비용 4.796 1.824 -12.434 0.000

<표 4>도산 1년 t-검증 결과

구분 평가지표 생존기 도산기 t값 p-value

출규모 실제 출실행자의 수 9.589 7.859 -6.826 0.000

출자의 빈곤수 평균 출 액 /1인당 GNI 3.506 3.499 -0.043 0.966

출자 상환율 연체 액비 (PAR>30일) 0.510 0.648 1.088 0.277

재정자립도 (수익성)
자산수익률(ROA) 0.546 0.562 0.127 0.899

자기자본수익률(ROE) 1.247 1.515 1.473 0.156

운 비용 효율성 출자당 비용 4.796 4.255 -2.189 0.035

<표 6>도산 3년 t-검증 결과

운 자립도(OSS,OperationalSelf-Suffiency), 출규모 당 실질 수익률,여성 출자의 비 ,자

율 인 이자율 정책 수립 여부, 축기 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를 추가한다.

비평가지표인 총 출자산 구성은 지속성을 넘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성장가능성에

을 맞추어 볼 수 있는 지표이다.총 출 수 에는 출신청자의 수,실행된 출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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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반 되기 때문에 총 출자산 구성에는 출을 받은 사람들의 성장수 이 반 된다.

운 자립도(OSS)는 모든 융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융 련지출,운 비용, 출손실액

을 합한 총 비용으로 나 값으로 크기가 1보다 크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은 비용을 충

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나타낸다(사회연 은행 외,2009). 출규모 당 실

질 수익률은 출로 얻은 수익에 다른 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더한 값을 출규모

로 나 값이다.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 557개 기 96%가 마이크로 이낸스 업무

비 이 91-100%이고 80%이하의 자료는 모두 배제시켰기 때문에 다른 투자로 인한 수익은

일반 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 이다.그러므로 이 변수는 평균 실질 이자율의 가장 가까

운 용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Ahlin외,2009). 의 두 자료, 업자립도와 실질 이자율 수

을 알아 으로써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이 직면하는 문제,즉 보조 에 해 어떻게

처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에 해 고찰해 볼 수 있으며,나아가 이들의 수 이 기 의 생존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높은 상환율에 기여한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여성 출자의 비 과 함께 자율 인 이자

율 정책 수립 여부는 정부의 규제여부를 더미변수로 집어넣은 용변수를 사용한다.만약

마이크로 이낸스 기 에 한 정부의 규제가 존재한다면,기 이 존속할 수 있는 발 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자율 수 을 높게 책정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축기 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한 더미변수로 포함한다.

Ⅳ.분석 모형

생존분석(Survivalanalysis)은 생물학 의학 분야,산업 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법으로 최근 들어 사회과학 분야에도 그 용 범 를 넓 왔다. 기에는 분석에

향을 미치는 공변량(covariate)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응용이 미진했으

나,근래 공변량을 포함하는 연구가 진 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자료를 상으로 이

기법을 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기 도산 측 련 연구는 모형구축에 용 가능한 다양한 통계 분석기법에 한 탐

색이 이루어지고 있다.Altman(1968)의 다변량 별분석(multivariatediscriminantanalysis)에

한 연구,Ohlson(1980)의 로짓(logit)모형 등으로 표되는 정량 기 도산 측 모형은 체

기 이 건 과 부실이라는 두 개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이라 가정할 때,도산 모형이란

어떤 찰치가 두 모집단 어느 곳에서 추출되었는가를 확률 으로 분류하는 문제로 귀

착된다.<표 1>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존 이분류 모형과 생존분석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이분류 모형의 경우 건 기 인지 도산기 인지를 알고 있는 추정 단계,즉 모형 구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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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류 모형 생존분석

측 결과 건 /부실 생존기간(survivaltime) 는 험확률

모집단 상이한 두 모집단 하나의 동일 모집단

도산과정

(Failureprocess)
안정 도산과정 안정성 가정 완화

출처:남재우 외(2000)

<표 1>생존분석과 기존 이분류 모형의 비교

계에서의 합성은 높지만,사후 으로 건 는 도산을 별해야 하는 측 단계에서의

측력은 크게 떨어진다.이에 비하여 생존분석(survivalanalysis)기법은 건 과 도산이라는

두 개의 모집단을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건 기 의 경우는 사망이 측되지 않는 단

(censored)자료의 형태로 해석되므로 기본 가정에 있어서 보다 덜 제약 인 분석 기법이라

할 수 있다(Luoma,1991;남재우 외,2000).도산과정이 안정 이라는 분포 가정을 토 로

한 로짓분석 혹은 로빗 분석을 이용할 경우 그 추정 결과는 일 성을 가지지 못한다.

ChenandLee(1993)은 이 경우 생존분석모델이 더 효율 이라고 설명했다.

한 모형은 분석 상의 추 기간이 서로 다를 때,유효하게 추 조사 기간이 다른 상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부분의 횡단면 연구를 진행한 사회과학 연구들은 항상 연구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상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연구기간 상자를 잃어버려 상자

의 숫자는 어들게 되어 있다.탈락한 상자를 처리하는 방법 하나는 그들을 연구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에 처음 표본의 상당한 부분이 손실될 수 있고 이

는 연구의 bias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자들의 추 찰 기간이 다양할 때 도 단이라는

방법으로 상자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 단을 이용하면 연구에 완 히 참여하

지 못한 상을 제외하는 것보다 통계 으로 더 큰 설득력을 제공해 다. 도 단의 기

술로 연구 상자가 연구에서 떠날 때까지 기여한 정보에 해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이다. 도 단은 특히 생존분석에서 요한 개념이다. 도 단의 방법으로 탈락한 상자

를 다시 추 찰하기도 하고, 상자마다 추 기간을 달리하여 분석을 하기도 한다.실제

로 비례 험분석에서는 연구목 에 맞지 않는 찰 상자에 해서도 연구종료 시 에서

도 단을 실시한다(송경일 외,1999).

본 연구에서는 2005-2008년의 기간 개발도상국가에 치한 마이크로 이낸스 기

557개의 재무지표 변수를 이용하여,기 이 가진 특성을 통해 개별 기 이 얼마나 잘 응

해 나갈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공변량 변

수를 포함하지 않는 단변량 생존함수를 추정한 후,개별 기 의 공변량 변수가 이 생존함

수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를 추정하기 해 Cox(1972)의 비례 험(proportionalhazard)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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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다.기 도산 측 모형에 생존분석 기법을 용하는 것은,특정 요인들을 통해

개별 기 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를 모형화하게 된다.이 때 개별 기 의 고유한 특

성들이 공변량 변수를 구성하게 되는데,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객 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재무제표 상의 여러 변수들이 공변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마

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즉,원조에 한 의

존도, 업비용의 수 ,여성 출자의 비 , 축기 으로서의 역할수행,정부의 규제 등 다

섯 가지 요인이 개별 기 의 생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1)단변량 생존분석

비례 험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기 에서 부도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T)이다.일정시 t

보다 기 이 오래 살아남을 확률인 생존함수는 다음과 같다.

       (1)

의 식에서 F(t)는 기 에 부도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의 확률변수에 한 분포함

수(cumulativedistributionfunction)이고,일정 시 t에 한 확률 도함수는 f(t)= -S(t)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험함수(hazardfunction)는 다음과 같다.

  lim
→


    

 


lim
→
    


 




(2)

즉,




     






  

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은 이 험함수를 확률의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험함수 값은 1을 넘을 수도 있으며,아주 작은 시간 간격 동안에 해서만 

값이 근사 으로 순간 도산의 확률을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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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상 계

변수 (단 ) 찰 수 Mean Std.Deviation

기업연령 (년) 557 14.16 8.08

기업규모 (USD) 557 38,093,502.14 97578984.98

출규모 (USD) 557 82,978.42 421742.92

출자의 빈곤수 (%) 557 62.03 82.67

연체 액 비 (%) 557 26.89 152.27

자산수익률 (%) 556 1.71 10.42

자기자본수익률 (%) 557 9.72 47.72

출자 당 비용 (USD) 530 170.22 168.34

이자율 수 (%) 528 20.54 18.35

여성 출자의 비 (%) 547 63.15 24.69

업효율성 (%) 557 117.79 42.38

<표 3>기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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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x의 비례 험 모형(ProportionalHazard(PH)model)

험함수는 특정 경제 사건이 모든 기 에 해 공통 으로 미치는 험의 크기를 나

타내고 있는 기 험함수(baselinehazardfunction)를 나타낸다.그러나 개별기 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는 험의 크기는 다를 수 있는데,Cox(1972)는 개별기 의 험

함수가 기 험함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비모수 모형인 비례 험 모형(Proportional

Hazard (PH)model)을 제시하 다.일정시 t에서 개별기 의 험률(hazard rate)은

    이다.여기서  는 기 선 험률(baselinehazardrate)을 나타내

며,는 개별기 의 험 기 인 =0에서 개별기 의 공변량(covariate)를 의미한

다.기 선 험률  가 지수분포나 Weibull분포 등과 같은 분포를 가지는 모수 모델

(parametricmodel)과는 달리 Cox비례 험모형은 모수 모델(semi-parametricmodel)로 험의

분포 가정을 한 것이 아니라, 험률이 비례 으로 변한다고 보아 모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두 기 의 험률의 공변량(covariate)이 와  라고 할 때 험률의

비(ratioofthehazardrates)는 다음과 같으며,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이와 같이 Cox비례 험모형은 공변량의 효과를 모형 안에서 고려함으로써 이 공변량들

의 변화가 험률에 비례 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따라서 험률을 토

로 기 도산에 각 독립변수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Ⅴ.분석 결과

기 의 도산에 운 비용 효율성(출자 당 비용)과 출규모(실제 출실행자의 수),기

연령과 기 규모, 업자립도,이자율 수 ,여성 출자의 비 , 축 수취 여부와 정부의

규제 여부가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Cox비례 험모형을 통해 분석하 다.분석의

종속변수는 도산 험률이다.실증분석은 총 8개의 단계로 나 어 분석 되었다.각 단계에서

공통 으로 포함된 변수는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평가지표인 출규모와 운 비용의 효

율성,비평가지표인 기 의 특성 변수인 기 연령과 기 규모이다.먼 이들 지표들의

향력을 모형 (1)에서 평가한 다음 이후 (2)에서 (6)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속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을 개별 으로 추가하여 각 모형마다 요인들의 향을 보았으며 (7)과

(8)의 모형에서는 다른 변수들과 결합되었을 때의 향력의 변화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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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출규모 -0.15 -0.52** -0.05 -0.22

　 (0.12) (0.18) (0.16) (0.13)

출자당비용 -0.67** -0.73** -0.67** -0.77**

　 (0.06) (0.07) (0.06) (0.07)

기 연령 0.11 0.65 0.08 0.56

　 (0.33) (0.51) (0.34) (0.37)

기 규모 -0.31* 0.09 -0.43* -0.19

　 (0.15) (0.22) (0.18) (0.15)

이자율 수 0.53

　 (0.34)

여성 출자의 비 -0.20

　 (0.39)

업자립도 -0.88**

　 (0.25)

likelihood 425.24 214.705 393.80 414.98

주.1) 호():표 오차

2)*p<0.05**p<0.001

<표 4>Cox비례 험모형 분석결과 Ⅰ

<표 4>는 (1)에서 (4)까지의 각 모형들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모형 (1)은 출규모,운

비용의 효율성,기 연령,기 규모를 이용하여 분석한 모형이고,모형 (2)는 출규모,운

비용의 효율성,기 연령,기 규모에 실질 이자율 수 을 추가하 으며,모형 (3)은 출

규모,운 비용의 효율성,기 연령,기 규모에 여성 출자의 비 을 추가한 모형이고,모

형 (4)는 출규모,운 비용의 효율성,기 연령,기 규모에 업자립도를 포합하여 기

의 도산 험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 특성인 기업 연령은 4가지 모형에서 모두 기

의 도산 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출실행자의 수인 기

의 출규모 한 모형 (1),(3),(4)에서는 도산 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실질 이자율 수 이 추가된 모형 (2)에서는 출규모가 클수록 기 의 도산

험에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실질 이자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 의 존속에

유의한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이는 실질 이자율 수 이 높고,실제 출실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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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출규모 -0.15 -0.15 -0.26 -0.29

　 (0.13) (0.13) (0.19) (0.24)

출자당비용 -0.67** -0.67** -1.04** -1.04**

　 (0.06) (0.06) (0.13) (0.13)

기 연령 0.10 0.08 0.28 0.27

　 (0.33) (0.34) (0.55) (0.56)

기 규모 -0.32* -0.31* -0.12 -0.09

　 (0.15) (0.15) (0.21) (0.26)

이자율 수 0.33 0.32

　 (0.27) (0.27)

여성 출자의 비 -1.38* -1.36*

　 (0.64) (0.68)

업자립도 -1.62** -1.59**

　 (0.33) (0.35)

축수취여부 -0.04 0.11

　 (0.37) (0.59)

규제 여부 -0.10 -0.07

　 　 (0.34) 　 (0.61)

likelihood 425.22 425.15 181.17 181.13

주.1) 호 ():표 오차

2)*p<0.05**p<0.001

<표 5>Cox비례 험모형 분석결과 Ⅱ

많을 경우 기 이 얻게 될 수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 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지속성에 양

(+)의 향을 미치게 된다는 앞선 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평가지표 운 비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출자 당 비용이 높을수록 기 의 도산 험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비용의 경우 비용의 증가가 기 의 도산을 증가시킨다고 상하 으나,실

증분석결과 오히려 기 의 도산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정 결과를 보았을 때,인건비

행정비용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경우 비용구조의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기 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임 이 높을수록 기 이 제공하는 출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기 의

지속성에 양(+)의 향을 다는 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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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성인 기 규모는 기 규모가 클수록 기 의 도산 험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실질 이자율 수 이 변수로 추가된 모형 (2)와 업자립도가 포함된 모

형 (4)에서는 기 의 도산 험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의 지속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 이자율 수 과 여성 출자의 비 은 (2),(3)의 각

모형에서 기 의 도산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4)에서 나타난

업자립도는 높을수록 기 의 도산 험에 (-)의 방향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는 업자립도가 기 의 지속성에 양(+)의 향을 다는 앞선 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5>에 나타난 모형 (5),(6)은 축 수취 여부와 규제 여부를 추가하여 분석

하 으나,기 도산의 험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7),(8)

은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합하여 두 단계에 걸쳐 분석하 다. 출자

당 비용과 업자립도는 기 의 도산 험을 낮추는 향에 있어 앞선 모형과 거의 유의한

수 을 보 으며,계수가 더 커져 험을 낮추는 데 더 큰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여성 출자의 비 은 앞선 모형 (3)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과의 조합을 통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

다.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기 의 존속에 향을 수는 없으나 상환율이 높을수록 기

의 지속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앞선 이론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Ⅵ.결 론

본 연구는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을 통해 고찰하

고,이러한 변수가 기 의 존속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 다.분석방법으로는 기간

모형(durationmodel) Cox(1972)의 비례 험(proportionalhazard)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MicrofinanceinformationeXchange에 보고된 마이크로 이낸스 기 자료 기

에 부합하는 생존기 499개와 도산기 58개의 기 을 상으로 지속성에 향을 주는 요

인이 기 의 도산 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총 평가지표 6개 에서 설명력이 높은 2개의 지표를 측 모형의 공변량 변수로 선택하

으며,기 의 연령과 규모를 기업 특성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평가지표로 선택된 실제 출실행자의 수, 출자당 비용

출자 당 비용의 증가는 기 의 존속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특성 변수로 선택된 기 연령과 기 규모 기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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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기 의 존속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상호작용이 존재하

는 다른 변수의 수가 증가할 경우 존속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택된 업자립도,여

성 출자의 비 , 축수취 여부,정부의 규제 여부 업자립도의 증가만이 기 의 존속

에 양(+)의 향을 미치며,이자율 수 과 여성 출자의 비 의 경우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증가 시,기 의 존속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변수 에서 출자 당 비용과 비용 비 수익의 비 을 나타내는 업자립도는 기

의 존속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의 측면이 마이크로 이낸스 기 의

지속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출자 당 비용의 경우,실증분석결

과 기존 연구를 통한 측과는 달리 인건비 행정비용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경우 비용

구조의 악화로 인해 기 의 지속성에 (-)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기 에 종사하는 직원들

의 임 이 높을수록 기 이 제공하는 출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기 의 지속성에 양(+)

의 향을 다는 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업자립도는 다수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업자립도를 달성하면 기 의 장기 인 존속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운 비용 효율성(출자 당 비용)과 출규모(실제 출실행자의 수),기 연령과

기 규모, 업자립도,이자율 수 ,여성 출자의 비 , 축 수취 여부와 정부의 규제 여

부 이외에도 재정자립도(FinancialSelf-Suffiency)이나 원조의존지수(SDI)와 같은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원조에 의한 지속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개별 기 의 재무자료를 통해서

는 이용할 수 없다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변수들 사이의 상 성이 높은 것에 따른 한계를 지 할 수 있다.실증분석 상에서

는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본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 변수들의

향력을 볼 수 없었다.변수들 사이의 다 공선성(colilinearity)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변수들 사이의 높은 상 계로 인하여 모형이 유의한 결과들을 얻지 못하 다.

셋째,자료선정기 에 부합하는 기 만을 상으로 하여 자료의 분포가 지역에 있어

남미 지역에 치우침을 보인다.지역별 분포를 더미변수로 모형에 넣어 분석을 시도했을 때,

변수들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자료의 지역별,기 별 분포의 차이가 존재

하는 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문제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고려하지 못했던 지

속성 결정요인에 한 연구 자체가 드문 실정에서 이를 고려하 다는 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마이크로 이낸스 기 이 단순히 보조 이나 기부 에 한 의존도

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다면 기 이 장기 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들에서 더

나아가 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용 상승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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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이낸스 기 이 지속 으로 안정 인 융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을 상기한다면,이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즉,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건비 지출의 증가는 기 이 장기 으로 지속하는 데 필요한 략이 되며,기 이 업자

립성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환경 마련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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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소득이전에

향을 미치는 인에 관한 연구
*

하 석 철

(성균 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 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해보는 것이다.본 연구를 해 한국노동패 조사 10차년도,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으며,수혜자는 부모로,제공자는 자녀로 설정하여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 ,제공가능

성과 제공액수 을 분석하 다.본 연구의 분석결과,수혜가능성의 경우에는 부모가구의

소득수 과 잉여자원수 ,가구원 수,가구주의 성별과 연령,교육수 ,취업상태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수혜액수 에는 부모가구의 소득수 과 가구주의 연령,교육

수 ,취업상태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경우 부모가 본인 스스로 경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을수록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받을 가능성과

수혜액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소득과 잉여자원의

양,가구원 수,가구주의 성별과 연령,교육수 ,취업상태가 이 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가구소득의 수 과 잉여자원의 양,가구원 수,가구주의 성별,교육수

,취업상태가 이 액의 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녀의 경우에는 경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더 용

이하게 이 소득을 제공하며,제공하는 이 액의 양 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 ․정책 함의 한 제시하 다.

주제어 :사 소득이 ,수혜가능성,제공가능성,수혜액수 ,제공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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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우리나라의 정치 ㆍ경제 발 과 함께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 한 꾸 히 발

되어 왔다.그러나 국가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와 비교했을 때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 후

원망1)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욕구 충족은 한국 사회복지의 특성이라고 일

컬을 수 있을 만큼 그 요성과 역할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김상균․홍경 ,1999;김

진욱,2005;김태성,2007;홍경 ,2000a;2000b;2004)2).특히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은 경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이 함으로써

그들의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일례로 실업가구를 상으로 한 연구(한국보건사

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9)에서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이 이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듯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의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것을 다각도로 고찰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 간 소득이 의 향력에 을 맞춘 연구들(김교성,2002;김진욱,2004;

김태완,2000;배성우․손지아․박순미,2008;손병돈,1999;2000;성명재,2006홍경 ,

2002;2003)이다.이러한 연구들은 가족 간 소득이 이 빈곤의 완화와 소득불평등,소득안정

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으며,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

자 시도하 다.두 번째는 본 연구가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가족 간 소득이 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고선강,2005;김지경ㆍ송은경,2004;김지경ㆍ송 주,2008;손병돈,1998a;

2007;BernheimㆍShleiferㆍSummers,1985;Cox,1987;CoxㆍRank,1992;Kim,2008;McGarryㆍ

Schoeni,1995a;1995b;PezzinㆍSchone,1999)이다.이러한 연구들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

득이 이 어떠한 요인들의 향을 받으며,그러한 요인의 향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소

득이 이 이루어지는지 악하 다.그러나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의 몇

가지 한계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첫 번째는 수혜자의 특성만을 고려하 다는 이

다(손병돈,2007).가족 간 소득이 은 수혜자와 제공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호작용의

1)최경구․김선업(1998)은 비공식 후원망을 일상 인 문제에 여하고 실질 인 도움을 주고받는

원 복지형태의 하나로 설명한다.

2)홍경 (2000a;2000b;2004)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비공식 후원망을 통해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연복지(relation-basedwelfar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그에 의하면,연복지는 연(血緣),학

연(學緣),지연(地緣)에 기 한 연 망(network)을 매개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욕구를 다루는 것을 말

하며,그러한 복지욕구에는 경제 인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욕구도 포함된다.그는 우리나라

에서 연 망이 큰 향력을 가지며,한국인에게 선택되는 이유를 연 망이 가지는 도구 유용성과

공 제도의 미성숙에서 찾고 있으며,그러한 연 망에 기 한 연복지가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에

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과 비교했을 때 여 히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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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수혜자의 특성만을 고려

하여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의 명확한 설명을 어렵게 할 것

이다.두 번째는 의 한계 을 보완하여,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 다고 할

지라도,이론 검토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을 분석에 반 하는

것이 아니라,한쪽의 특성에만 그 을 맞추었다는 것이다(김지경․송은경,2004;김지

경․송 주,2008;손병돈,1998a)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은 그것의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들이 모두 반 되는 상호 간의 행 이다.따라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수혜자나 제공자 한쪽의 특성에만

을 맞추는 것은 그것의 충분한 설명을 어렵게 할 것이다.최근 의 한계들을 보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그러한 연구들 한 한계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먼 ,고선

강(2005)의 연구는 미국의 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가족 간 소득이

에 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Kim(2008)의 연구는 가족 간

소득이 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수 을 부모의 특성으로는 투입하여 분석하

지만,자녀의 특성으로는 다루지 못하 다3).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 을 종합해 보았을

때,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해서는 충분한

이론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그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을

분석에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종합하자면,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과

정에 향을 수 있는 수혜자의 특성과 제공자의 특성을 이론 검토 하에서 도출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가족 간 소득이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Ⅱ.이론 검토

1.가족 간 소득이 의 동기에 한 이론

1)경제 등가교환 이론

Cox(1987)에 의해 주장되는 경제 등가교환 이론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이 경

제 으로 합리 인 개인이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해 행하는 합리 인 경제행 의 결

과로 본다.따라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즉,이 소득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소득을 이 하는 것은 제공자가 수혜

3)Kim(2008)은 그것을 분석자료의 한계 으로 지 하고,그러한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자녀의 교육

수 과 자가주택 소유여부,취업여부 등을 리변수(proxy)로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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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받은 사 서비스에 한 가인 것이다.경제 등가교환 이론에서 이 소득 제

공자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와 이 소득 수혜자가 제공하는 사 서비스의 함수로 구성

Cox(1987)되며,수혜자가 제공하는 사 서비스는 방문, 화와 같은 정서 지지와 수리,집

주기 등과 같은 용역서비스 등을 일컫는다(Cox․Rank,1992).

이러한 경제 등가교환 이론에서는 이 소득 수혜자와 제공자의 소득수 변화에 따라

그 이 소득의 양과 이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상술하자면,이 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경우 수혜자가 이 소득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사 서비스에 한 기회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이는 서비스의 단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따라서 이 소득

수혜가능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나,수혜액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 이유는 이 소득 제공

자가 가격이 상승한 사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은 낮아지나,만약에 구매하게 될 경우 상

승한 가격 로 서비스를 구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손병돈,1998a).제공자의 소득이 증

가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을 이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그 이 액도 더 많아질 것이

라고 측할 수 있다.그 이유는 소비를 통한 효용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감소하

게 될 것이고 이는 이 소득 제공자로 하여 소비를 통한 효용의 증가보다는 사 서비스

를 통한 효용의 증가를 추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손병돈,1998a).

2) 략 유산동기 이론

략 유산동기 이론은 부모의 효용함수가 그들의 소비와 자녀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

다고 가정한다.따라서 부모는 자신들의 소비를 확 함과 동시에 자녀의 행동을 통제함으

로써 본인들의 효용을 극 화 할 수 있는데,이때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유산상속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기 해 이 소득을 제

공하게 되며,유산이라는 유인책이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을 이 하게 하는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것이 략 유산동기 이론의 이다(손병돈,1998a;Bernheim․Shleifer․

Summers,1985;Bernheim․Stark,1988;Lucas․Stark,1985).

략 유산동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기 해

서 소득을 이 한다면,그들의 형제․자매는 유산 상속에 있어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이다.따라서 자녀는 이후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 유리한 치를 차지하기

해 자신의 형제․자매들 보다 더 많은 이 소득을 제공하여 부모에게 잘 보이려 할 것이

다(Pollack,1994).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Lee․Parish․

Willis(1994)의 연구는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이 액도 더 많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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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타주의 모델

Becker에 의해 주장되는 이타주의 모델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이 가족 간의 불

평등한 소득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소득 균등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본다. 한 이타주의 모

델에서 이 소득 제공자의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를 통한 효용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효

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Becker1974;1991;Becker․Tomes,1979).따라서 이 소득 제공

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기 해 소비를 통한 효용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효

용에도 심을 갖게 될 것이다.그런데,소비를 통한 효용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득 제공자는 자신보다 소득이 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게 소득을 이 하게 될 것이다.즉,이 소득을 수혜한 가족 구성원이 이 받은 소득으로

자신의 경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의 증가는 이 소득 제공자의 효용 한

증가시켜 이 소득 제공자의 효용을 극 화시킨다는 것이다(손병돈,1998a).

이러한 이타주의 모델은 경제 욕구 미충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이 더

높은 수혜가능성을 보이고 더 많은 이 액을 수혜하게 될 것이라는 측을 가능하게 한다.

상술하자면, 소득계층,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노인계층,여성, 학력자,실업자 등은 경

제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낮고,이 소득 제공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더 용이하게 이 소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측을 지

지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데,먼 ,소득이 낮을수록 이 소득 수혜가능성이 더 높아지

고,그 수혜액이 더 많아진다는 실증연구들의 결과들이 의 측을 가능하게 한다(강성

진․ 형 ,2005;고선강,2005;성재민,2006;손병돈,1998a;1998b;2007;2008;Cox․

Raines,1985;Kim,2008;Lee․Parish․Willis,1994;McGarry․Schoeni,1995a;1995b;Norton․

VanHoutven,2006;Pezzin․Schone,1999). 한,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소득 수혜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손병돈,2007)와 그 수혜액이 더 많다는 연구(손병돈,2007;2008),여성이 남

성보다 더 높은 수혜가능성을 보이고,그 수혜액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들(강성진․ 형 ,

2005;Butz․Stan,1982;Cox,1987;Cox․Jakubson,1995;Cox․Raines,1985;Guiso․Jappelli,

1991;Kim,2008;McGarry․Schoeni,1995a)도 의 측을 지지한다. 한 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는 인구집단의 이 소득 수혜율이 체 수혜율의 반을 차지한다는 연구(강성

진․ 형 ,2005)와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더 높은 이 소득 수혜가능성을 보이고 더 많

은 이 소득을 수혜한다는 연구결과들(강성진․ 형 ,2005;손병돈,1998a;1998b;2008;

McGarry․Schoeni,1995a)역시 의 측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의 측을 지지하지 못하는 연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 을 보인다는 연구(김지경․송은경,2004;김지

경․송 주,2008)가 존재하고 있으며,교육수 이 높을수록 더 높은 이 소득 수혜가능성

과 수혜액수 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손병돈,2007;2008;Cox․Jakubson,1995;Cox․Ra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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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Cox․Rank,1992;Guiso․Jappelli,1991;McGarry․Schoeni,1995a;1995b;Norton․Van

Houtven,2006) 한 존재한다.

에서 수혜자의 특성이 이 소득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바

와 같이 이타주의 모델에 근거하여 제공자의 특성이 이 소득 제공가능성과 제공액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한 측도 해 볼 수 있다.이타주의 모델은 소득이 많은 가족

구성원이 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에게 소득을 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족 구성원이 더 용이하게 이 소득을 제공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으며,

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측되는 남성,고학력자,취업자 등이 높은

이 소득 제공가능성과 제공액수 을 보일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이러한 측은 실증연

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된다.먼 소득수 이 높을수록 더 높은 이 소득 제공가능성과 제

공액수 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지경․송은경,2004;김지경․송 주,2008;Kim,2008;

Lee․Parish․Willis,1994)이 있고,이 소득 제공자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더 높은 이 가

능성을 보이고 더 많은 이 소득을 제공한다는 결과들 한 존재한다(고선강,2005;김지

경․송은경,2004;Cox․Raines,1985;McGarry․Schoeni,1995a;1995b;Pezzin․Schone,1999).

한 미취업자보다 취업자가 더 높은 이 소득 제공가능성을 보이고 더 많은 이 소득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Kim,2008)도 의 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에서 언 한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들 이외에 잉여자원의 향력 한 고려

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잉여자원이 소득이 과정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제공자와 수

혜자의 경우로 나 어 살펴보면,먼 제공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첫째,이타주의 모델의 주장에 근거했을 때,소득수 이 높은 사람은 소득수

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이 소득 제공가능성을 보일 것이고,더 많은 이 소득을 제공

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그러나 소득수 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가풍(家風)이나 개인의

가치 에 따라 근검 약하는 생활을 한다면,자신이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의 한계효용의

체감이 을 것이고,이는 자신의 가족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동일하게 소득수 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소비수 이 낮아 잉여자원이 많은

사람은 잉여자원이 은 사람보다 더 은 이 소득 제공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측할 수

있고,이 소득의 양도 더 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두 번째는 일반 으로 사

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득을 소비하는 경우가 기 때문에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고

소득을 갖고 있는 제공자는 자신의 소비 이후에 남은 자원을 다시 재화를 소비하는 데 이

용하기 보다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 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고자 할 것이

다.따라서 소득수 과 소비수 의 차이가 큰 즉,잉여자원이 많은 개인이 더 쉽게 소득을

이 할 것이며,그 이 액 한 많을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반 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펴 보자면 제공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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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이 소득 수혜자가 은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거나,사치와 낭비를 하게 된다면,이 소득 제공자가 그들에게 소득을 이 함으로써 얻

게 되는 효용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 소득 제공자는 소득을 이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이 을 하게 된다하더라도 은 양의 이 소득을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 으로 소득수 이 낮은 개인이 이 소

득을 수혜할 가능성이 더 높고,이 받은 소득의 양도 많은 을 고려해보면, 은 소득을

갖는 개인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

에 한 선호가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자원에 한 선호가 큰 수혜자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는 제공자는 소득을 이 함으로써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이러한

계는 소득이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수혜자의 소득과 소비의 차

가 을수록 즉,잉여자원이 을수록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고 그 이

액의 양도 더 많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잉여자원이 소득이 과정에 미치는 향과

련하여 와 같은 논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만을 통해 경제

상태가 소득이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하 다.이 듯 잉여자원을 고려하

지 않고 소득수 만을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소득이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

하는 데 있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 소득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으로 잉여자원의 양 한 고려하는 것은 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살펴본 이론들 우리나라에서 그 설명력이 높다(강성진․ 형 ,

2005;손병돈,1998b;Kim,2008)고 할 수 있는 이타주의 모델에 근거하여 독립변수들을 추

출하 으며,그러한 독립변수들이 이 소득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 ,이 소득 제공가능성

과 제공액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에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더 많은 양의 이

소득을 수혜할 것이다.

연구가설 3.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제공하는 이 소

득 제공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양의 이

소득을 제공할 것이다.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 회 복지재정DB학술 회 자료집

-356-

Ⅲ.연구방법

1.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 조사(KoreanLaborandIncomePanelStudy,

KLIPS)의 10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이다4).한국노동패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도

시지역만을 상으로 한 조사로써 한국의 가구와 가구 구성원을 표하는 5000개의 가구표

본과 그 가구 구성원을 상으로 하여 1년에 1회 가구의 특성과 가구 구성원 특성을 조사

한 종단조사(longitudinalsurvey)이다(한국노동연구원,2009a).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하 는지에 한 여부와 수

혜액의 양을 조사함과 동시에 자녀가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 는지에 한 여부와 그

제공액의 양 한 조사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합한 자료로 생각

된다.

2.연구 상

본 연구를 해 분석에 포함한 연구 상에 해 설명하자면,먼 체 가구주 응답자

자녀로부터의 이 소득 수혜여부에 해 응답한 만 40세 이상의 가구주와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 는지에 해 응답한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를 상으로 가족 간 이 소

득 수혜가능성과 제공가능성을 연구하 다.다음으로 수혜액수 과 제공액수 은 자녀로부

터 이 소득을 수혜하 다고 응답한 가구주와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 다고 응답한

가구주를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자녀로부터의 이 소득 수혜여부에 해 응답한

가구주와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하 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각각 1,571사례,1,041사례

이었으며,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 는지에 한 여부에 응답한 가구주와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 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각각 1,929사례,1,425사례이었다.

4)인과성의 명확화를 해 독립변수들은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 고,종속변수들은 11차년도 자료

를 이용하 다.이에 해 상술하자면,한국노동패 조사 자료에서 사 소득이 에 한 질문은 조

사 년도의 사실을 질문하고 있다.따라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모두 11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

게 된다면,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독립변수들은 10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 고,종속변수는 11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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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수의 정의 분석방법

부모와 자녀의 특성이 소득이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 투입한 독

립변수들은 이론 검토와 선행연구들에 기 하여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

다.

먼 ,가구주의 특성은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교육수 ,취업여부로 설정하 다.이에

해 상술하자면,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인 경우에는 1로 설정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0으로 설

정하 으며,연령은 분석자료에 나와 있는 만 나이를 이용하 다.교육수 은 ㆍ고등학교

졸업을 기 으로 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과 졸 이상의 학력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 다.취업여부는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로 설정하고 미취업상태인 경우에는 0

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다음으로 가구특성은 가구소득과 잉여자원의 양,가구원 수를

설정하 다.이에 해 상술하자면,가구소득은 연 총 소득에서 국민연 의료보험료를

제해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 으며5),잉여자원의 양은 가처분소득에서 연 생활비를 제해

구하 다. 한 가처분소득과 잉여자원은 정규성 가정을 해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에 투

입하 다.마지막으로 가구원 수는 분석자료에 나와있는 가구원 수를 이용하 다.종속변수

는 이 소득 수혜여부와 제공여부,수혜액수 과 제공액수 이다.종속변수에 해 상술하

자면,수혜여부와 제공여부는 수혜하 다고 응답한 경우와 제공하 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을,수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하

여 분석하 다.수혜액수 과 제공액수 은 액수와 물의 환산 액수6)의 총합에

자연로그를 취한 후 분석에 투입하 다.통제변수는 이 소득 수혜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사 서비스 제공수 을,이 소득 제공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사 서비스 제공수 은 자녀와의 연 왕래횟수로 투입하 는데,월 단 로 측정

된 횟수는 12를 곱하여 투입하 다7). 의 변수의 정의에 한 설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한국노동패 조사 자료에서 소득은 연 단 를 기 으로 조사되지만,국민연 의료보험료와 같

은 소비는 월 단 를 기 으로 조사된다(한국노동연구원,2009b).따라서 국민연 의료보험료에

12를 곱해 총 소득에서 제하 다.

6)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는 수혜액과 제공액의 경우에 으로 이루어진 액수뿐만 아니라 물의

환산액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여기서 물의 환산액은 물을 수혜하 거나 제공하

을 당시의 물 가격으로 환산된다(한국노동연구원,2009c).

7)본 연구에서 사 서비스 제공수 은 왕래횟수로 측정된다.왕래는 Cox와 Rank(1992)가 제시하는 사

서비스(방문, 화,수리,집 주기,아이돌보기) 방문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왕래를 통해 정서 지지의 제공 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따라서 사 서비스의 제공수 을 왕래

횟수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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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내용

종속

변수

수혜여부 수혜=1,비수혜=0

제공여부 제공=1,비제공=0

수혜액수 자연로그 수혜액(원)

제공액수 자연로그 제공액(원)

독립

변수

가구주

특성

성별 남성=1,여성=0

연령 만 나이

교육수
등학교 졸업 이하,

ㆍ고등학교 졸업(기 변수), 졸 이상

취업여부 취업=1,미취업=0

가구

특성

가처분소득 자연로그 연 가처분 소득액(원)

잉여자원의 양 자연로그 잉여자원의 양(원)

가구원 수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수

통제

변수

사 서비스 제공수
연 왕래횟수

(월 단 측정횟수의 경우에는 12를 곱하여 투입)

형제ㆍ자매 수 남자형제와 여자형제 수의 총합

<표 1>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은 SAS9.1을 통해 이루어졌으며,수혜여부와 제공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RegressionAnalysis)을 통해 분석하 고,수혜액수 과 제공액수 은 다 회귀분석

(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통해 분석하 다.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1)이 소득 수혜가능성 (p =수혜,1-p =비수혜)

log(


)= b


+b가처분소득+b잉여자원+b가구원 수+b성별+b연령+b교육수

+b취업여부+b사 서비스 제공수

2)이 소득 제공가능성 (p =제공,1-p =비제공)

log(


)= b


+b가처분소득+b잉여자원+b가구원 수+b성별+b연령+b교육수

+b취업여부+b형제ㆍ자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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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소득 수혜액수 (Y=수혜액)

Y = b

+b가처분소득+b잉여자원+b가구원 수+b성별+b연령+b교육수 +b취업여

부+b사 서비스 제공수

4)이 소득 제공액수 (Y=제공액)

Y = b

+b가처분소득+b잉여자원+b가구원 수+b성별+b연령+b교육수 +b취업여

부+b형제ㆍ자매 수

Ⅳ.연구결과

1.연구 상의 일반 특성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 소득 수혜가능성과 제공가능성 분석을 한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표 2>와 같다.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이 소득 수혜여부에 한 부모의 응

답을 살펴보면,이 소득을 수혜한다고 응답한 부모가구의 가구주 수는 1,05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수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부모의 소득수

은 연 평균 2,462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소득 6.78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잉여자원의

수 은 연 평균 806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잉여자원의 수 3.85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가구는 평균 2.5명의 가구원 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구주의 연령

은 평균 6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가구의 가구주는 자녀와 연 평균 38.5회 왕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주는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1,105사례인 것으로 나타났고,여성인 경우는 466사례인 것으로 나

타났다.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45.19%)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고, 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44.18%)과 졸 이상의 학력(10.63%)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취업여부는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50.54%)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49.4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자녀의 경우를 살펴보면,부모

에게 이 소득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1,439명으로 74.60%를 차지하고 있었고,그

지 않다고 응답한 자녀는 490명으로 25.40%를 차지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부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다음으로 자녀가

구의 소득수 을 살펴보면,자녀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3,825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소득

7.939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잉여자원의 수 은 연 평균 1,317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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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수혜가능성 분석 상 제공가능성 분석 상

자연로그 소득 평균(표 편차) 6.7861(1.9947) 7.9396(1.0627)

자연로그 잉여자원 평균(표 편차) 3.8502(3.3930) 5.5421(2.9131)

가구원 수 평균(표 편차) 2.5226(1.2588) 3.2379(1.1450)

연령 평균(표 편차) 65.0115(9.2618) 41.5754(9.5863)

사 서비스 제공수 /

형제․자매 수
평균(표 편차) 38.5150(65.5588) 4.2540(1.7409)

수혜 제공여부

빈도(%)

수혜 /제공 1052(66.96) 1439(74.60)

비수혜 /비제공 519(33.04) 490(25.40)

성별

빈도(%)

남 1105(70.34) 1637(84.86)

여 466(29.66) 292(15.14)

교육수

빈도(%)

등학교 졸업 이하 694(44.18) 97(5.03)

․고등학교 졸업 710(45.19) 966(50.08)

졸 이상 167(10.63) 866(44.89)

취업여부

빈도(%)

취업 794(50.54) 1706(88.44)

미취업 777(49.46) 223(11.56)

<표 2>이 소득 수혜가능성 제공가능성 분석을 한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여자원의 수 5.54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녀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3.2명인 것으

로 나타났고,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구주는 평균 4.3명의

형제․자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주의 성별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남성인 경

우(84.86%)가 여성인 경우(15.1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녀가구 가구주의 교육수

은 부모와는 다소 상이한 분포를 나타냈다.상술하자면,자녀가구 가구주의 학력은 ․고

등학교 졸업 학력(50.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졸 이상의 학력(44.89%)과

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5.03%)이 그 뒤를 이었다.이는 자녀가 부모보다 체로 고학력임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취업상태인 경우가 압도 으로 많

은 88.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하는 부모와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는 자녀의 특성은

<표 3>과 같다.자세히 살펴보면,이 소득을 수혜한다고 응답한 부모가구의 경우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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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수혜액수 분석 상 제공액수 분석 상

자연로그 수혜액 제공액 평균(표 편차) 5.1712(1.1490) 4.5946(.9694)

자연로그 소득 평균(표 편차) 6.5017(2.0698) 8.0487(.9773)

자연로그 잉여자원 평균(표 편차) 3.4116(3.3846) 5.7980(2.7864)

가구원 수 평균(표 편차) 2.3650(1.2095) 3.3095(1.1201)

연령 평균(표 편차) 66.8405(8.7586) 41.3874(9.3384)

사 서비스제공수 /

형제․자매 수
평균(표 편차) 43.1739(67.5877) 4.2505(1.7091)

성별

빈도(%)

남 688(66.09) 1240(87.02)

여 353(33.91) 185(12.98)

교육수

빈도(%)

등학교 졸업 이하 525(50.43) 60(4.21)

․고등학교 졸업 424(40.73) 688(48.28)

졸 이상 92(8.84) 677(47.51)

취업여부

빈도(%)

취업 446(42.84) 1294(90.81)

미취업 595(57.16) 131(9.19)

<표 3>이 소득 수혜액수 제공액수 분석을 한 연구 상의 일반 특성

부터 연 평균 327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이 소득 수혜액 5.1712만원)을 수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 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부모가구의 소득수 은 연 평균 2,063만원(자연

로그 연 평균 소득 6.50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잉여자원의 수 은 연 평균 596만원(자

연로그 연 평균 잉여자원의 수 3.41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이 소득을 수

혜하고 있는 부모가구는 평균 2.4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가

구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66.8세인 것으로 나타났고,자녀와는

연 평균 43.2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은 남성(66.09%)이 여성(33.9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가구주의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50.43%)이 가장 많았

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40.73%), 졸 이상의 학력(8.84%)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취업여부는 미취업상태(57.16%)가 취업상태(42.8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자녀의 경우를 살펴보면,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자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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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62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이 소득 제공액 4.5946만원)의 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자녀가구의 소득수 은 연 평균 4,122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소득 8.0487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고,잉여자원의 수 은 연 평균 1,460만원(자연로그 연 평균 잉여자원의

수 5.79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자녀가구는

평균 3.3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자녀가구 가구주의 특

성을 살펴보면,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1세인 것으로 나타났고,평균 4.3명의 형제․자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성별은 남성(87.02%)이 여성(12.98%)보다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가구주의 교육수 은 부모가구의 가구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상술하자면,자녀가구의 가구주는 부모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

(48.28%)이 가장 많았으나 부모와는 다르게 졸 이상의 학력(47.51%)이 그 뒤를 이었고,

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4.21%)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자녀가구 가

구주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주가 1,294명으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가

구주 131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이 소득 수혜여부와 제공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부모-자녀 간 소득이 수혜여부와 제공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결과에 해 상술하자면,먼 수혜여부는 분석에 투입한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변수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부모가구의 소득수 증가는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이 소득 수혜에 한 승산비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잉여자원의 양 한 그것의 양이 많을수록 이 소득 수혜에 한

승산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모의 경제수 이 좋을수록 자녀로부터 이 소

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부모가구의 가구원 수 역시 자녀

로부터 제공되는 이 소득 수혜에 한 승산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모

가구가 많은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이 감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이러한 결과는 가구원인 성인 자녀가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이러한 과정은 가구원이 아닌

자녀로 하여 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가구주의 성별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인 경우에 이 소득 수혜의 승산

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에 이 소득

을 수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의 지 가 남성보다 낮은 을 고려했을 때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자신의 경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고,이러한 문제가 자녀로 하여 이 소득을 제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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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 수혜가능성 이 소득 제공가능성

B (SE) B (SE)

Intercept -1.8108*** (.0131) -1.6261*** (.0089)

자연로그 소득 -.0228
***

(.0010) .0860
***

(.0012)

자연로그 잉여자원 -.0341
***

(.0005) .0765
***

(.0004)

가구원 수 -.1395
***

(.0011) .1767
***

(.0010)

성별 (ref.여성) -.1082
***

(.0032) .2308
***

(.0030)

연령 .0508
***

(.0002) -.0042
***

(.0001)

등학교 졸업이하 (ref. ․고졸) .2948*** (.0028) -.1121*** (.0047)

졸 이상 (ref. ․고졸) -.2588
***

(.0035) .3162
***

(.0023)

취업여부 (ref.미취업) -.3315
***

(.0027) .6863
***

(.0030)

사 서비스 제공수 /형제․자매 수 .0035
***

(.00002) .0558
***

(.0007)

X
2

511615.252
***

316622.757
***

-2LL 4314460.3 5683505.6

***p<.001

<표 4>이 소득 수혜여부 제공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이 소득 수혜에 한 승산비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이 소득

을 수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다음으로 가구주의 교육수 은

ㆍ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 으로 그것보다 낮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승산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것보다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승산비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수 이 낮을수록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가구주가 미취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에 있을 때 승산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어 근로를

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투입한 사 서비스 제공수 은 그것의 수 이 높을수록 즉,자녀와의 왕래가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

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가 경제 욕구를 충족하는 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수록 자

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에 한 자녀의 이 소득 제공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살펴보

면,부모와 마찬가지로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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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결과들을 살펴보면,먼 자녀의 소득수 은 그것이 증가할수록 이 소득 제공에

한 승산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잉여자원의 양 역시 그것이 많을수록 승산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수 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자녀가 자신의 잉여자원을 재화 소

비를 해 사용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이 하여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 화하고자 하 을

것이라는 단을 가능하게 한다.자녀가구의 가구원 수 역시 이 소득 제공에 한 승산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자녀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모에

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혼 연령의

증가8)로 인해 자녀가구에 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이러한 과정이

자녀가구의 경제 욕구 충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다음으로 가

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성별은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인 경우가 이 소득 제공에 한 승

산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보다 남성인 경우

에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가구주의

연령은 그것이 증가함에 따라 이 소득 제공에 한 승산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이는 자신의 자녀에 한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증가가 가정(家庭)내 경제 욕구수

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부모에게 이 하

기 보다는 자신의 가정 내 경제 욕구 충족을 우선시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ㆍ고등학교 졸업을 기 으로 한 가구주의 교육수 은 그것이 기 범주보다 낮은 수 일

경우에는 이 소득 제공에 한 승산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기 범주보다 높

은 수 일 때에는 승산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자녀가구 가주주

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

다.가구주의 취업상태는 이 소득 제공의 승산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가구

주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

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투입한 형제․자매 수는 그 수가 많을수

록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과들을 정리해볼 때 자

신의 경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용이한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

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우리나라의 혼연령은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다.통계자료에 의하면 1975년 평균 혼연령은 남

성 26.8세,여성 22.8세 으나 2007년에는 남성 31.1세,여성 28.1세로 각각 4.3세,5.3세 상승하 고

(통계개발원,2008),2009년에는 2007년의 그것보다 더 상승한 남성 31.6세,여성 28.7세로 나타났다

(통계청,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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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 수혜액수 이 소득 제공액수

B (SE) B (SE)

Intercept 5.5617
***

(.3652) 3.2067
***

(.2397)

자연로그 소득 -.1374
***

(.0242) .1380
***

(.0326)

자연로그 잉여자원 -.0171 (.0132) .0223* (.0106)

가구원 수 -.0383 (.0335) -.1167*** (.0238)

성별 (ref.여성) .0283 (.0814) .1807
*

(.0817)

연령 .0109
*

(.0046) .0055 (.0034)

등학교 졸업이하 (ref. ․고졸) -.2162
**

(.0755) -.4261
**

(.1293)

졸 이상 (ref. ․고졸) .6160
***

(.1117) .3661
***

(.0526)

취업여부 (ref.미취업) -.2872*** (.0776) .2244* (.0883)

사 서비스 제공수 /형제․자매 수 .0018*** (.0005) -.0494** (.0165)

F 28.92
***

24.32
***

R
2

.2016 .1340

Adj.R
2

.1946 .1285

*
p<.05,

**
p<.01,

***
p<.001

<표 5>이 소득 수혜액수 제공액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3.이 소득 수혜액수 과 제공액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부모-자녀 간 소득이 수혜액수 과 제공액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결과

는 <표 5>와 같다.결과에 해 상술하자면,먼 부모가 자녀로부터 수혜하는 이 액의

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어 분석에 포함한 독립변수들 부모가구의 소득수 과

부모가구 가구주의 연령,교육수 ,취업여부,사 서비스 제공수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에 해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부모가구의 소득수

증가는 이 소득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수

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더 은 양의 이 소득을 수혜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다음

으로 연령은 수혜액수 에 정 (positive)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부모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더 많은 이 액을 수혜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 으로 하 을 때 부모가구 가구주의 학력

이 기 학력보다 낮은 경우에 더 은 양의 이 소득을 수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

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더 많은 이 액을 수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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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구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더 많은 양의 이 액을 수혜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연구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 소득 수혜가능성에 한

결과와도 상이한 결과이다9).이러한 결과는 계층 재생산에 의해 야기된 결과로 생각된다.

상술하자면,교육수 이 높은 부모일수록 그 자녀의 교육수 한 높을 확률이 높고10),이

는 자녀의 경제 ㆍ사회 지 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모에게 더 많은 이 액

을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부모의 교육수 이 높을

수록 그들이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이 액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취업여부

는 부모가구의 가구주가 취업상태가 아닌 미취업상태에 있을 때 더 많은 이 소득을 수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투입했던 사 서비스 제공수 은 그것이 높

을수록 수혜하는 이 액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비록 교육수 은 가설에서 설정한 것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체로 경제 욕구 충

족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더 많은 이 액을 수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 소득 제공액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연령

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에 해 상술하자면,자

녀가구의 소득수 은 부모에게 제공하는 이 소득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잉

여자원의 수 한 제공액의 수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들은 자녀

의 소득수 이 높을수록,잉여자원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이 액을 제공한다고 해

석할 수 있게 한다.다음으로 가구원 수는 그것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액의 양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이러한 결과는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는 자녀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정 내 경제 욕구수 은 높아질 것이고,한정된 자원 그러한 욕구를

충족한 후에 남은 자원으로 이 소득을 행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가구주의 성

별은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인 경우에 더 많은 이 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 으로 가구주가 그것 보다 낮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소득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기 학력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소득의 양

9)교육수 이 이 소득 수혜가능성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와 이 소득 수혜액수 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가 상이한 것은 연구 상의 차이에 기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상술하자면,

수혜가능성을 알아보기 한 연구 상은 수혜여부에 해 응답한 부모가구의 가구주인 반면에 수

혜액수 한 연구 상은 이 소득을 수혜하 다고 응답한 부모가구 가구주를 상으로 함으로써

두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10)부모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수 한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들(김 화ㆍ김병 ,

1999;방하남ㆍ김기헌,2002;2003;장상수,2000;2004)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11)이러한 결과는 제공가능성에 한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이것 한 술한 부모의 교육수 에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 상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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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자녀가구 가구주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부

모에게 제공하는 이 액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취업여부는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보다 취업상태인 경우에 더 많은 이 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로 투입한 가구주의 형제․자매 수는 그 수가 많을수록 이 소득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자신의 경제 욕구 충족이 용이한 자녀일수록 부모

에게 더 많은 이 액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결론 논의

우리나라의 공 사회복지가 꾸 히 발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

득이 은 사회복지의 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그러

한 가족 간 소득이 이 어떠한 요인들에 향을 받으며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

다.본 연구는 의 물음을 해소하기 해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를 통해 도출한 독립변

수들이 부모의 이 소득 수혜가능성과 자녀의 이 소득 제공가능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악하 고,이후 이 소득을 수혜한다고 응답한 부모가구 가구주와 이 소득을 제공

한다고 응답한 자녀가구 가구주를 상으로 이 소득 수혜액의 양과 제공액의 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 다.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부모의 경우,그들 스스로 경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에 있을수록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소득수 이 높을수

록,잉여자원이 많을수록,가구원 수가 많을수록,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수록,취업상태에

있을수록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는 반

로 연령이 많거나 교육수 이 낮아 경제 욕구 충족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부모가구의 가

구주는 자녀로부터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혜액의

경우에도 부모 스스로 경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즉 소득수 이 높을수록,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수혜하는 이 소득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연령의 증가와 같

이 경제 욕구 충족을 어렵게 하는 상태에서는 이 소득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들은 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이 소득

을 수혜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이 액도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다만,이 소득

수혜액수 의 분석결과 교육수 의 향력은 수혜가능성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

데,이는 이 소득 수혜가능성에는 교육수 의 증가가 부 (negative)인 향을 미치나,일단

수혜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수 의 증가가 이 소득의 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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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계층 재생산의 향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로 생각된다.즉,교육

수 이 높은 부모의 자녀 한 고학력일 가능성이 높고(김 화ㆍ김병 ,1999;방하남ㆍ김

기헌,2002;2003;장상수,2000;2004)이는 자녀의 사회 ․경제 지 를 상승시킴으로써

부모에게 제공하는 이 액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자녀의 경우에는 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더

용이하게 이 소득을 제공하며,그 이 액의 양도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상

술하자면,자신의 경제 욕구 충족이 용이한 상태의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

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소득수 이 높을수록,잉여자원이 많을수록,가구

원 수가 많을수록,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수록,교육수 이 높을수록,취업상태에 있을수

록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공액 분석결

과에서도 소득수 이 높을수록,잉여자원이 많을수록,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수록,교육수

이 높을수록,취업상태에 있을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

나 경제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이 액을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이타주의 모델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자녀가 자신의 경제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자원을 자신이 더 소비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자녀의 이 소득 제공액 분석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은 가

구원 수에 한 결과이다.이 소득 제공가능성의 경우 자녀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이 가능성을 보인 것과는 달리 이 액의 양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모

습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가구원 수의 증가가 실질 인 가구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비의 증가도 야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상술하자면,자녀의 경우 그들의 자녀에게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증가하여 부모에게 이

소득을 제공하는 실질 인 액은 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측은

자녀가 40∼50 의 년인 경우 소비지출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12)(통계청,2010b).

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 ㆍ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 ,이론 함의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이 이 이타주의 동기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이 소득 수혜자의 소득수 이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와 이 소득 제공자의 형제․자매

12)가구주의 연령이 40 인 경우 자녀의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2%인 것으로 나

타났고,50 인 경우에는 16.0%인 것으로 나타나,가구주의 연령이 년세 인 경우 자녀의 교육비

가 가구의 소비지출에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연령 를 살펴보면,가구주의 연

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비가 소비지출의 10.0%를 차지하 고,60세 이상의 경우에는 3.1%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자가 201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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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제공가능성과 제공액수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를 통해 특히 강조될 수 있

을 것이다.상술하자면,만약 경제 등가교환 동기에 의해 소득이 이 이루어질 경우 이

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혜가능성은 감소하게 되는 반면에 수혜액의 양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 이유는 이 소득 수혜자의 소득 증가가 이 소득 제공자에게 제공

하는 사 서비스에 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서비스의 단 가격을 증가시킬 것이

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소득 제공자는 높아진 사 서비스 가격을 이유로 서비스의 수혜

를 거부함으로써 이 소득 제공을 단할 수 있고,이는 이 소득 제공의 가능성을 감소시

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만약 서비스 수혜자인 이 소득 제공자가

높아진 단 가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혜를 지속한다면,높아진 가격만큼의 이 소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이 소득 수혜자는 더 많은 양의 이 소득을 수혜

하게 될 것이다(손병돈,1998a).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 소득 수혜자의 소득증가는

이 소득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 모두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형제․자매 수에 의한 분석결과도 략 유산동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

제․자매 수의 증가가 이 소득 제공가능성과 제공액수 모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지 못하고,이 소득 제공가능성에는 정 인 향을 미치지만,제공액수 에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 소득이 에

한 설명력은 경제 등가교환 이론이나 략 유산동기 이론보다는 이타주의 모델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 함의를 살펴보면,먼 ,부모가 경제 으로 취약한 상태일수록 자녀로부

터 이 소득을 수혜할 가능성과 수혜액수 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경제 으로 열악한 환경

에 처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이 소득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측을 가능하게 한다.이러

한 자녀에 한 부모의 경제 의존은 자녀의 경제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즉,자녀의 이 소득에 의존하고 있던 경제 으로 취약한 부모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소득이 이 단되거나 그 액수가 감소하게 되면 부모에게는 경제 으로 큰 타격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해 경제 으로 취약한 부모세 특히,은퇴를 경

험하는 노인세 를 한 보다 극 인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소득 수혜액수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자

녀로부터 수혜하는 이 액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자녀의 교

육수 이 높을수록,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이 액을 제공하는 결과와 연

결시켜 생각해보면,부모의 교육수 이 수혜액수 에 미치는 향은 계층 재생산에 의해

야기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이 듯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이 계층 재생산에

의해 향을 받는다면,원 복지 형태의 하나로 일컬어지는(최경구ㆍ김선업,1998)가족

간 소득이 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만약 이러한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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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사회 ㆍ경제 지 가 낮은 개인들은 은퇴

를 경험하는 노후에도 경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그들을 한 한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와 같은 함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을 갖는다.먼 ,분

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제로 한 가족인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을 연구할

수 없었다는 이다.만약에 실제 가족을 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

과정에 해 연구할 수 있다면 보다 실질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수

혜자와 제공자를 각각 부모와 자녀로 한정하기보다는 수혜자가 자녀인 경우와 제공자가 부

모인 경우 모두를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 하 다는 이다.후에 이러한 연구가 진

행된다면,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 소득이 에 해 보다 폭 넓은 이해가 가능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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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InfluentialFactorsof

IncomeTransfersbetweenParentsandChildren

Ha,SeokCheol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factorsthataffectincometransfersfromchildrento

parents.ThedataweredrawnfromKLIPS(KoreaLaborandIncomePanelStudy)vol.10,11.For

thisstudy,beneficiariesweresetasparentsandprovidersaschildrenandincometransferswereset

aspossibilityofbenefit,levelofbenefit,possibilityofprovisionandlevelofprovision.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Firstly,inacaseofthepossibilityofbenefit,

parents-households'incomelevel,surplusresourcelevel,thenumberofhouseholdmembers,and

households'gender,age,educationlevel,employmentstatewereconcludedtoinfluencethepossibility

ofbenefit.Secondly,inacaseofthelevelofbenefit,parents-households'incomelevel,and

households'sage,educationlevel,employmentstatewerefoundouttohaveinfluence.Theseresults

meanthatfactorswhichcanpositivelyaffectparents'satisfactionwitheconomicdesirescanhavea

negativeeffectonthepossibilityofbenefitandlevelofbenefit.Thirdly,inacaseofthepossibility

ofprovision,children-households'sincomelevel,surplusresourcelevel,thenumberofhousehold

members,andhouseholds'gender,age,educationlevel,employmentstatehadinfluenceonsuch

possibility.Lastly,inacaseoftheprovisionlevelofincometransfer,children-households'income

level,surplusresourcelevel,thenumberofhouseholdmembers,household'sgender,educationlevel,

employmentstate.Theseresultsmeanthatfactorswhichcanpositivelyaffectchildren'satisfaction

witheconomicdesirescanhavepositiveeffectonthepossibilityofprovisionandlevelofprovision.

Thesefindingshavesuggestedtheoreticalandpolicyimplications.

Keywords:privateincometransfers,possibilityofbenefit,possibilityofprovision,levelofbenefit,levelof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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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ilityoftheNotionalDefinedContribution(NDC)

modelintheUSSocialSecurity:

ComparisontheNDCModelwiththeDefinedBenefitModel

HyoSangMin YuiRyongJung JungWookSeo

ThispaperaccountsforthenecessityofstructuralreformandexaminestheNotionalDefinedContribution

(NDC)againstthedefinedbenefit(DB)intheUSpensionsystem.ThisstudycomesupwitharobustNDC

onthebasisofpopulationandfinancialsustainability.Intheindividuallevel,thisarticlecalculatesthenew

optimumpremiumrateandtheincomereplacementratewhentheoldagepensionisconvertedintotheNDC.

Second,authorspresenttwoscenariosforforecastinglong-termsustainabilityofSocialSecurity,basedonthe

ILO’slaborcriteriaandthecurrentSocialSecuritysystem.ThestudysuggeststhattheNDCschemeisa

goodalternativeforkeepingfinancialbalanceatthenationallevelandguarantyingtheappropriateincome

replacementratefortheretirees.

Introduction

SocialSecurity,thelargestsocialwelfareinitiativehasbeenasuccessfulprograminthatithelps

prominentlylowerthepovertyratefortheoldfrom35.2percentin1959to9.7percentin2007

(Copeland,2009;USBureauofCensus,2009).TheideaoftheUSSocialSecuritycamefrom

European socialinsuranceframeworksduring theeconomiccrisisoftheGreatDepression

(Dobelstein,2009).SocialSecuritycomprisessocialinsurance,publicassistance,healthinsurance,and

healthassistance.Inparticular,socialinsurancewhichiscalledtheOld-Age,Survivor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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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Insurance(OASDI)providesalmost51millionpeople1)withincomesupportintheend

of2008.SoccialSecurityunderTitleIIcomprisestheOldageandSurvivorsinsurance(OASI)and

disabilityinsurance(DI).Thestudyismainlyconcernedwiththeretirementpensionprogram(OASI).

FinancialshortfallinthenearfuturewillbeaseriousthreattoSocialSecurity’ssolvency.Even

thoughtherehavebeenvarioussocio-economicanddemographicchangesinthesociety,thebasic

structureofcurrentSocialSecurityhasscarcelybeenchangedsinceitwasintroducedin1935.

SocialSecurityasanoldsystem isnowinappropriate.Accordingtoprojectionsbytheboardof

SocialSecuritytrustfund,annualcostswillexceedSocialSecuritytaxesin2016andwillbe

exhaustedin20372).

TherearetwomajorelementswhichinfluencetheactuarialsoundnessofSocialSecurityFund:

1)“demographicdependency”causedbytheincreasedelderlypeopleandtheirlifeexpectancy;and

2)“system dependency”causedbythefluctuationofthefutureeconomicsituationandthe

decreasedbirthrate– i.e.,decreaseofavailableworkforce.Theratioofworkerstoretirees-

dependencyratio3)-hasgraduallyincreasedfrom.138in1950to.210in2008andconservatively,

thisratiowillreach.400 in2040(TheBoardofTrustee,2009).Asdependencyratioincreases,

workersshouldmoreburdenthepayrolltaxestokeepbalanceoftheSocialSecurityreserves.The

SocialSecurityreservessensitivelyfluctuatebythechangeofvariousmacroeconomicindicators

(Dobelstein,2009).However,noonecanexpectthefutureeconomicsituation.

Governmenthastraditionallyusedtotheparametricmethodsforthelong-term financial

sustainability.IncreasingtheFederalInsuranceContributionAct(payroll)taxesanddecreasing

retirees’benefitsarethemajortoolfortheparametricreform.However,theseapproachestendto

requirerepetitivechangesorreforms4).Nevertheless,manyresearchesanddiscussionsforreforming

theSocialSecurityhavebeenoverlyweightedtowardstheparametricchanges(FerraraandTanner,

1998;Copeland,2005,2009;GAO,2005;Shelton,2008).

TheBushadministrationproposedthepartialprivatizationofSocialSecurityformitigating

financialdeficitoftheSocialSecurity.In2005,thePresident’sCommissionproposedreplacingpart

1)Beneficiariesconsistof35millionretiredworkersandtheirdependents,6millionsurvivorsofdecreased

workers,and9milliondisabledworkersandtheirdependents(TheBoardofTrustees,2009,p.2).

2)TheCongressionalBudgetOffice(2007)notesthatSocialSecurityassetswillbeexhaustedin2046

3)Specifically,ratioofthepopulationatages65andovertothepopulationatagesat20to64(TheBoard

ofTrustee,2009)

4)Payrolltaxeshavebeenincreasedmorethan20timesfrom1percentto12.4percentsincethe1935Social

Secur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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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hedefinedbenefitpensionsystem withindividualaccountsystem.However,thepublicand

Congressdidnotsupportthe2005proposal(Croninetal.,2007)duetostabilityoftheSocial

Securityfunds.Therealindividualaccountsystemsarelikelytoimposeatremendousfinancial

burdentoaspecificgeneration– i.e.,theconversionasaFundedDefinedContribution(FDC)

pensionsystemwillresultinalargeamountoftransitioncosts.

Structuralpensionreformmaybeagoodalternativeforthebetterlong-termsustainabilityofthe

SocialSecurity.IftheSocialSecurityholdsfasttotheDefinedBenefit(DB)andPay-as-you-go

(PAYG)system,itwillfaceseriousfinancialshortfallinthenearfutureandwillrequireparametric

reformsoverandoveragain.ThestudyarguesthattheNotionalDefinedContribution(NDC)asa

structuralpensionreformstrategykeepslong-termsustainabilityoftheSocialSecurityonthebasis

ofpopulationchange,financialliability,andfutureeconomicsituations.Thus,thisstudy:

1)ExploresmajoroptionsforSocialSecurityreformintheUnitedStates;

2)Introducesthenotionaldefinedcontribution(NDC)scheme;

3)Calculatesanindividual’sbenefitsundertheNDCscheme(micro-level);

4)Designsthescenariosbasedonmacro-levelactuarialanalysis(national-level);

5)Comparesthecalculatedscenarioswiththecurrentsystem.

BriefOverviewoftheUSSocialSecurity

Today,socialinsurancefortheretiredisthelargestwelfareprograminAmerica,intheaspectof

boththenumberofbeneficiariesandtheamountofmoneyforthem(Dobelstein,2009).Theprime

targetsofOld-ageandSurvivorsInsurance(OASI)areretiredworkersandtheirfamiliesandto

survivorsofdeceasedworkers.Originally,therearethreemajorcharacteristicsofsocialinsurancefor

theagedretirees:

(1)Benefitstructuredependingonbalancebetweenindividualequityandsocialadequacyofpostretirement

income(GAO,2005;Croninetal.,2007);

(2)Self-supportivefinancingfromrecipients

(3)Mandatoryparticipation.

Therefore,socialinsurance isdifferentfrom otherwelfare assistance programssuch as

SupplementarySecurityIncome(SSI)andTemporaryAssistancetoNeedyFamilies(TANF)inthat

itdoesnotneedmeantestorworkrequirementtobeneficiaries,andisadminister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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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ufficientfunding.

Initially,themajortargetofsocialinsurancewasonlytheretiredworkers;however,retirees’

dependentsorsurvivorsalsoacquiredtheeligibilityofsocialinsurancebytheamendmentof1939.

Since1950s,self-employedpersonshavejoinedold-agepension.Theretirementbenefitsarebasically

determinedbythelengthandearningsofemployment,priceindex,andlifeexpectancy.Togetfull

retirementbenefits,anindividual’sageshouldreach66ifshe/hewasbornbefore1943orthe

entitlementageis67ifshe/hewasbornbetween1944and19545).Inaddition,anindividual

shouldgetmorethan40workcredits6)– i.e.,atleast,she/heshouldpaythepayrolltaxfor10

yearsbecauseemaximum workcreditperyearisfourinordertoqualifyfortheSocialSecurity

benefits.Asof2010,maximum taxableearningsare$100,680.Table1revealsthecore

informationaboutthe2009and2010SocialSecurityinsurancesystem.

2009 2010

TaxRatesforEmployersandEmployees(Percent)

Old-AgeandSurvivorsInsurance

DisabilityInsurance

MaximumTaxableEarnings(Dollars)

EarningsRequiredforWorkCredits(Dollars)

OneWorkCredit

MaximumWorkCreditperYear

FullRetirementAge(FRA)

MaximumMonthlyBenefitsatFRA(Dollars)

Cost-of-LivingAdjustment(Percent)

6.20

5.30

0.90

106,800

1,090

4,360

67

2,323

5.8

6.20

5.30

0.90

106,800

1,120

4,480

67

2,346

-

Table1.OverviewofOld-agePension

Thebasicbenefitsoftheold-agepensionarecalledPrimaryInsuranceAmount(PIA)andthese

arecalculatedbyanAverageIndexedMonthlyEarnings(AIME)andtheCOLA(Cost-of-Living

Adjustment)thatismeasuredbythechangeoftheConsumerPriceIndex.TheAIMEwhichisfor

determiningretirees’basicbenefitsisdividedintothreebrackets:formostretiredworkers,90

percentofthefirst$761;32percentofAIMEbetween$761and$4586;and15percentofAIME

5)EarlyRetirementAge(ERA)beginsatage62.

6)Onecreditis$1,090for2009and$1,120fo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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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4586for2010.Next,thePIAorbasicbenefitsareadjustedbytheCOLAthathelpskeep

pacewithinflation.Forexample,ifaworker’sAIMEis$6,000,hisorherPIAorbenefitis

$2121in20107).

OptionsforOld-AgePensionReform

Parametricreformstrategies– ‘moderatereformswithinthecurrentstructure’-areregardedas

amajortoolforchangingSocialSecurity8).Manyparametricstrategiestendtopreservetheexisting

principlesorsystems.Therearethefourfundamentalmethodsforfinancingsustainablesolvencyin

parametricreform strategies:(1)adjustmentoftaxsystem;(2)increasingthenumberoftax

payers(taxbase);(3)affectingretirees’benefits;(4)otherreform optionswithinthecurrent

system(DefinedBenefit-DB).

Intheshort-termview,changesoftaxsystemhaveastrongeffectofreducingfinancialshortfall.

Thatis,increasingthepayrolltaxandthemaximumtaxableearningscontributetoimprovingtrust

fundsolvency.GAO(2005)statesthatincreaseof.96percentagepointsoftheSocialSecurityTax

onbothemployerandemployeewouldguaranteethesolvencyoftrustfundoverthenext75years.

Historicallyabout90percentoftotalearningsweresubjecttothecapontaxableearnings;

however,justover80percentofearningsincoveredemploymentarebelowthecapontaxable

maximum(Copeland,2009,2009;Croninetal.,2007).Restoringcoveragethroughraisingcapon

taxableearningshasbeenconsideredasanattractivereformoptionoftheOSAI’ssolvency.

Expandingcoverage(taxbase)toallstateandlocalgovernmentworkersisanoptionfor

managingtheSocialSecurityfinancialshortfall(GAO,2005).ThecurrentOASIsystemonlycovers

about70percentoftheworkforceinstateandlocalgovernments– about5millionworkers

(Munnell,2005).However,thisoptionresultsinthesmalldecreaseoftheold-agepension’sdeficit.

AccordingtoCopeland’ssimulation(2008),ifnewlyhiredstateandlocalgovernmentworkersgo

intoSocialSecurityfrom 2010,about10percentoffinancialdeficitwillbereducedoverthe

75-yearactuarialprojection.

TherearediverseSocialSecurityreform optionsthroughrecipients’benefitchanges.First,

adjustingretirementage– increasingnormalandearlyretirementageorreducingbenefitsofearly

7)Formulais.9($761)+.32($3825)+.15($1414).For2010,theCOLAiszeropercent.

8)Besidesparametricstrategies,establishingindividualaccountorportfoliosoftrustfundassetshaverecently

consideredasold-agepensionreform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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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age– isoftendiscussedasareformoption.Adjustingretirementagewillhavesmall

tomoderateeffectofpension’sshortfallbasedonhowquicklythefullandearlyretirementageare

increasedorhowmuchbenefitsfortheearlyretirementageisreduced.Second,adjustingincome

replacementratethroughthechangesofbenefitformulasareoftenproposedasanalternative.

Thereareseveralmethodsforaffectingretirees’benefits:(1)reducingreplacementratetoallor

newlybeneficiaries;(2)modifyingannualCOLAand;(3)adjustmentstoPrimaryInsuranceAmount

(PIA).Lastly,increasingbenefitcalculationperiod– e.g.,increasingthatperiodfrom35to38or

40years– isareformoptionforimprovingsustainabilityoftheSocialSecurity.

Currently,OASIisonlyadministeredbyitsownfinancialresources– i.e.,SocialSecuritytax.

Unlikethecurrentsystem,generalrevenuescouldbeusedforfinancingtheold-agepension.

However,thisoptionwillberesultintheincreaseofincometaxorgovernmentdebts.Second,

diversifiedinvestmentsofSocialSecuritytrustfundassetscouldreducetheOASI’sfinancial

shortfall.However,theappropriateriskmanagementstrategiesarerequiredforinvestmentsoftrust

fundassets.

Ingeneral,theparametricreformsarenotsuccessfulinmanycountries.Forexample,since1990s,

UK,Japan,France,andSouthKoreahavemadeseveralparametricreforms9).Theoretically,the

parametricreformisworkingwellwhenacountryhascontinuouslymadeeconomicgrowthandcould

acquirestrongpoliticalconsensus. However,politicalresistanceofaparametricreform isgreat

barrierofpensionremodeling(Weaver,1986).Yang(2006)arguesthattheachievingsustainability

throughparametricmethodsisverydifficultpolicygoalandtherefore,suchapproachescannotbea

fundamentalsolution.IntheU.S.,75-yearactuarialprojectionismostwidelyusedforevaluatingthe

long-termfinancialsustainabilityofSocialSecurity.Effectsofparametricreformstrategiesarespecified

through75-yearactuarialbalance.SocialSecurityreform optionsdependingonparametricchanges

requirecontinuousreformsforthenext75-yearactuarialprojection.Inthisvenue,GAO(2005)argues

thatitisnot“sufficientingaugingtheprogram’ssolvencyafterthe75thyear”(p.3)

StrategiesofPensionReform

Therearetwokindsofpensionreforms.Traditionally,thepensionreformmeansgradualnumeric

orparametricchanges;however,thispaperintroducesthestructuralstrategiesasnewalternative.

9)TheUKcarriedoutthreetimesreforms(1995,1999,2006);Japanalsocarriedoutthreetimes(1994,1999,2004);

andFrancecarriedouttwotimes(199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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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ricPensionReform

Generally,manycountriesincludingtheUnitedStateshavechosenparametricmethodsaspension

reform.Parametricreformbasicallykeepsmajortriangleprinciples:fundingbythePay-As-You-Go

(PAYG),managingbythepublicsector,andbenefitsbytheDefinedBenefit(DB)scheme.While

theseprincipleshold,parametricstrategiesfixtheimbalanceofbudgetanddeferthepension

bankruptcy.Thisisamicroandincrementalapproachesforpensionreform.Asmentionedabove,

therearefourmethodsofparametricreform:1)raisingpayrolltax;2)increasingthenumberof

taxpayers(taxbase);3)raisingtheentitlementage;4)adjustingthereplacementrateofthe

income.

Figure1.TriangleRelationinSocialSecurity

StructuralPensionReform

Structuralreform breaks the solid triangle relation among managing by the public

sector-PAYG-DB,whiletheparametricreformisassociatedwithamoderatelevelofchangewithin

thetriangle.Theessenceofstructuralreform istheinstitutionaldesigndirectlylinkedwith

individuals’benefitsandcontributions.Therearetwotypesofstructuralreform:1)privatizationof

theSocialSecurity-from DB-PAYG schemetotheFundedDefinedContribution(FDC);2)

applicationoftheNotionalDefinedContribution(NDC)-from DB-PAYG schemetothe

DC-PA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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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PAYG FDC NDC

Demographic HeavilyInfluenced LessInfluenced LessInfluenced

FinancialMarket Uninfluenced HeavilyInfluenced Uninfluenced

Management Public Private Public

PoliticalFactor HeavilyInfluenced Uninfluenced Uninfluenced

Table2.ComparisonofPensionScheme

FundedDefinedContribution(FDC)Scheme

Benefitsaredeterminedbyaworker’srealcontributionsandthefundingmainlyfinancedbythe

directreservingontheFDCscheme.Inprinciple,thepensionfundsaremanagedbytheprivate

sectorsuchasbanksorinsurancecompanies.Individualworkersdepositmoneyintotheirown

accountandcanselecttheprivateinvestmentcompanyfreely.Therealbenefitsaredeterminedby

thecombinationbetweencontributionandreturnsofinvestment.Thus,thereisnoincome

redistributionbetweentherichandpoororincometransferamonggenerationintheFDC.

TheFDCcouldstructurallyensurethefinancialsustainability.Thethoroughself-burdenprinciple

intheFDC– i.e.,tightlinkagebetweencontributionsandbenefits,doesnotimposetheyounger

orfuturegenerationonpecuniaryburdens.Also,individuals’pensionassetscontributetoboosting

andactivatingfinancialmarket.Inotherwords,pensionassetsthataredepositedbyindividualswill

beinvestedintherealeconomyandcanmakeprofits.Thecapitalaccumulationandsaving

increasedbytheFDCschemewillhaveapositiveeffectontheeconomicgrowth.

However,thesecurityofassetsmightbeweakenedintheFDCschemeinthatthereturnrateis

determinedbyindividuals’investmentstrategiesandthepublicsectorisnotresponsibleforsecuring

pensionfunds.Althoughpeopleinsameagebracketcontributethesameamountofmoneyand

simultaneouslyreceivebenefits,theamountpaidcouldbedifferentbyresultsofeachindividual’s

investmentstrategies.Also,thesoundnessofprivatemanagementcompanyalsoplaysanimportant

roleinincomesecurityfortheoldage.

NotionalDefinedContribution(NDC)Scheme

TheNDChasbasicthreedimensions:1)theDefinedContribution;2)financialmanagement

basedonthePAYG;and3)managingfundsbythepublicsector.Theoperationoffundingstill

dependsuponaPAYGbecausecurrentworking-agepeople’scontributionisusedforthebenefits

fortheretiredworkers.However,individuals’contributionisrecordedinnotional(nominal)personal

account.Inthisvenue,theNDChasnoreservedmoney;therefore,theprofitrateoffundin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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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bythegovernment.Generally,therateofreturninNDCisdeterminedbyGross

DomesticProduct(GDP)portfolio.Inorderforminimizingthepoliticalinterventionwhenthey

determinethereturnrate,somecountriessuchasSwedenandItalyuserelativelyobjectiveindices

suchastheaverageeconomicgrowthrate,theincreaseofaverageincome,andConsumerPrice

Index(Palmer,2000;Disney1999.etal.).

Basically,theNDCschemeisfreefrom thefinancialcrisiscausedbythedemographicchange

becauseofatightlinkagebetweencontributionsandbenefits.Inaddition,themonthlybenefitsis

calculated“usinggender-neutrallifeexpectancyratesatthetimethatthepersonbeginsreceiving

benefits,therebygivingworkersanincentivetoworklongersothattheycanreceivehigher

benefits”(Weaver,2004,p.39).Ontheotherhand,wecannotexpectthepositiveeffectssuchas

increaseofsaving,boostingofcapitalorfinancialmarketbecauseindividualpensionassetsonthe

NDCdonotaccumulate,butjustisrecordedintheindividualaccount.LiketheFDC,thereisno

incomeredistributionamongcohortsontheNDCscheme.However,theNDCschemehasahigher

leveloffeasibilityandsecuritycomparedtotheFDCscheme.TheNDCisfreefrom various

investmentfailuresbecausethepublicsectorisresponsibleforitsmanagementunliketheFDCor

privatepensionplan.Theretiredworkercouldacquirethestableearningratebecausetheinterest

ratefortheprincipalislegallyguaranteedbygovernment.

SimulationDesignfortheNDCScheme

OntheNDCscheme,benefitsarecalculatedbydividingthecapitalbalanceatthechosentime

ofretirementbytheaveragelifeexpectancy.Totalannuityisthesumofpremiumoftheyearand

theincreaseoftheaccumulatedassets.Thebenefitsarespecifiedbythefollowingformula:

:Amountofannuityatnage :Contributionatiyear

:EarningrateofcontributionatJyear k:PeriodofentranceinNDC

:Averagelifeexpectancyattheretirementyear

Figure2.BasicNDC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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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hissimulationusesthetwokindsofincomeconcepts:1)averageincomeperyear;2)life-span

averageincome.Theformeristhesum ofindividuals’annualsalariesandextraallowances.The

studyusestheincomedatafromtheUSCensusBureauin2006.Also,thissimulationassumesthat

thegrowthrateofindividuals’incomeshowsthesimilarpatternwiththegrowthrateoftheGross

DomesticProduct(GDP)– 2.84percent.Anearningrateoftheaccumulatedassetsusessame

figure10).

Age Income Age Income

Total 42,588 45to49years 51,607

Under65years 42,912 50to54years 51,790

18to24years 15,816 55to64years 50,947

25to34years 37,233 55to59years 50,771

25to29years 33,110 60to64years 51,209

30to34years 41,744 65yearsandover 36,273

35to44years 49,605 65to74years 38,637

35to39years 49,096 65to69years 40,449

40to44years 50,097 70to74years 34,687

45to54years 51,696 75yearsandover 27,375

Source:U.S.CensusofBureauHistoricalIncomeTable.

Table3.AverageIncomeintheUS(2005)

Second,life-spanaverageearningsarecalculatedbydividingthesumofyearlyaverageincomeby

thelengthofservice.KimandSung(2003)empiricallyestimatesthecurveofage-incomerelationship

(seethetable5).Peakofincomeisabouttheearly50s;ontheotherhand,life-spanaverageincome

tendstobedeclinedaftertheage55.Therefore,thissimulationhastheassumptionthatage55is

thehighestpointofworkers’incomeandincomeofage54isequaltothatofage56.

NDCAccount

Thecalculationassumesthat1)anindividualhardlyhasanyincomeorearningsuntilage25;

10)Therearedifferentmethodsforestimatingtotalannualincome:ItalyusesthemovingaverageoftheGDP;

Swedenusestheincreaseoftheaverageincome;andPolandusestheweightedaverageoftheincomeand

pricegrowthrate(Yoo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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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Expectationoflifeinyears

Total
White Black

Male Female Male Female

55 26.5 24.9 28.2 21.6 26.1

56 25.6 24.1 27.3 20.9 25.3

57 24.8 23.2 26.4 20.2 24.5

58 24.0 22.4 25.6 19.5 23.8

Table5.LifeExpectancy

and2)aftertheage25,individualworkersmakemoneyinaccordancewithaverageincomeper

year.Theaccumulatedassetsalsocontinuouslyreflectaverageinterestrateorotherindicatorsper

year.Increaseofindividuals’realincomeisequaltothatofinterestratesandtherefore,theseare

proxyoftheGDPgrowthrateinthissimulation.Thus,thispaperassumesthattherealincome

growthrateisabout2.84percentthatisaverageratefrom1991to2007(seethetable4).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9 0.2 3.3 2.7 4.1 2.5 3.7 4.5 4.2 4.5

00 01 02 03 04 05 06 07 Average

3.7 0.8 1.6 2.7 4.2 2.9 2.8 2.0 2.84

Source:OECDFactbook2006:Economics,EnvironmentalandSocialStatistics.

Table4.RealGDPGrowRatefrom1990to2007(%)

LifeExpectancy

Inthestatisticalsense,lifeexpectancyis“theexpectednumberofyearsofliferemainingata

givenage”(SullivanandSheffrin,2003,p.473).AccordingtotheSSTFR(2008),therearetwo

typesoflifeexpectancy:periodlifeexpectancyandcohortlifeexpectancy.Periodlifeexpectancy“is

calculatedforagivenyearusingtheactualorexpecteddeathratesateachageforthatyear”

(SocialSecurityTrustFundReport-SSTFR 2008,p.83).Ontheotherhand,cohortlife

expectancyisestimatedusingdeathratesfrom “theseriesofyearsinwhichtheindividualwill

actuallyreacheachsucceedingageifheorshesurvives”(SSTFR2008,p.84).Thispaperadopts

periodlifeexpectancy.Table5showsthreetypes(female,male,andtotal)oflifeexpectancy

betweenage55andag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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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3.2 21.6 24.7 18.8 23.0

60 22.4 20.9 23.8 18.2 22.2

61 21.6 20.9 23.0 17.5 21.5

62 20.8 20.1 22.2 16.9 20.7

63 20.0 19.3 21.4 16.3 20.0

64 19.2 18.6 20.6 15.7 19.3

65 18.5 17.1 19.8 15.1 18.6

70 14.9 13.6 15.9 12.3 15.1

75 11.6 10.5 12.3 9.8 12.0

80 8.7 7.8 9.3 7.7 9.3

85 6.4 5.7 6.7 5.9 7.1

90 4.6 4.0 4.7 4.5 5.3

95 3.2 2.8 3.3 3.5 3.9

100 2.3 2.0 2.2 2.6 2.8

Source:USCensusofBureau(2010).

CalculatingContributionRatebytheILOCriteria

Broadlyspeaking,theincomereplacementrateofpublicpensionisapproximately53to60

percentoftheindividuals’life-spanaverageincome(OECD,2007).TheInternationalLabour

Organisation(ILO)presents50percentreplacementratefora40-yearinsurant.Thisstudydepends

ontheILOcriteriaandmakesasimulationundertheSocialSecuritypayrolltaxof12.4percent.

Table6revealsthat54.70percentshouldbeactualincomereplacementrateforretirees;however,

theSocialSecuritynowguaranteesapproximately60percentofincomereplacementrate(Yoon.

2003)11).Thegapbetweencontributionsandbenefitswilltransferthefuturegenerationorthe

currentworkersasanimplicitdebt.

11)CalculatinganexpectedannuityisbasedonAverageIndexedMonthlyEarnings(AIME)afterre-estimation.

PrimaryinsuranceamountisdecidedonusingtheAIME.In2000,averageearner’sreplacementrateisabout

55%buttargetreplacementrateoftheold-agepensionisdesignedto60%(NP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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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Average

yearly

income

(Dollar)

NDC

account

(Dollar)

Life

expectancy

(Yr.)

Expected

annuity

(Dollar)

Replacement

rateperlife

averageincome

(Percent)

Life average

income

(Dollar)

27 27 33,110 4,106

28 28 34,110 8,459

29 29 35,140 13,072

58 69,662 327,001

59 67,620 345,262 52,049

60 65,638 363,828 22.2 16,389 31.49 52,449

61 63,714 382,716 21.5 17,801 33.94 52,771

62 61,846 401,943 20.7 19,418 36.80 53,023

63 60,033 421,525 19.9 21,182 39.95 53,212

64 58,273 441,481 19.2 22,994 43.21 53,346

65 56,565 461,828 18.4 25,099 47.05 53,428

66 54,907 482,584 17.7 27,265 51.03 53,465

67 497,158 17.0 29,245 54.70 52,161

68 512,172 16.3 31,422 60.24 50,919

69 527,639 15.6 33,823 66.42 49,735

70 543,574 14.9 36,481 73.35 48,605

Table6.Assumptionof40yearsentranceand12.4%contributionrate

Therealpremium ratewouldbeabout14.13 percentforkeeping thecurrentincome

replacementrate(seethetable7).Accordingtotable6and7,theretiredworkersgetbenefits

moreapproximately5.30percentthantheirrealcontributionsinthecurrentsystem.Thecurrent

workingpopulationburdensless1.67percent.Inaddition,manyretiredworkerswhohavealready

receivedbenefitspaidtheSocialSecuritytaxlessthan12.4percent.Thegapbetweenindividual

contributionandbenefitswillleadtothetremendousfiscaldeficit.Eventually,thiswillthreatenthe

sustainabilityoftheSocial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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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Averageyearly

income

(Dollar)

NDC

account

(Dollar)

Life

expectancy

(Year)

Expected

annuity

(Dollar)

Replacementrate

perlifeaverage

income(Percent)

27 33,110 4,678

28 34,110 9,631

29 35,140 14,870

60 65,638 402,595 22.2 18134.9 34.84

61 63,714 423,032 21.5 19675.9 37.51

62 61,846 443,785 20.7 21438.9 40.63

63 60,033 464,871 19.9 23360.3 44.06

64 58,273 486,307 19.2 25328.5 47.60

65 56,565 508,111 18.4 27614.7 51.77

66 54,907 530,300 17.7 29960.4 56.08

67 545,360 17.0 32080.0 60.00

68 560,848 16.3 34407.9 65.96

69 576,776 15.6 36972.8 72.61

70 593,157 14.9 39809.2 80.04

Table7.Assumptionof60%replacementrate(Contributionrate:14.13percent)

Manyretiredworkersdonotwaittoclaimtheirbenefitsuntilthefullretirementage67(full

benefitage).Morethan70percentofworkersclaim theirbenefitsbeforethefullbenefitage

(MunnellandSoto,2005).Itispossibletoreceivebenefitsfromage62(earlyentitlementage)12).

Hence,thestudyconductssimulationunderthisassumption.Thereplacementrateisonlyabout

36.1percentwhenpeoplereceivebenefitsasearlyasage62.Iftheindividualsworkuntilage61

andwaittoclaimtheirbenefitsuntilage67,thereplacementrateisabout58.3percent;therefore,

thegovernmentshouldmakeupfortheshortageofabout1.7percentforkeeping60percentothe

targetreplacementrate(Seetable.8).

12)Thereisanactuarialreductioninbenefitsof6.67percentperyearifanindividualclaimsbenefitsbefore

thefullbenefitage67(Gruber,2005).Underthecurrentsystem,peoplewhoreceivebenefitatage62

receiveabout20percentlessinbenefitsthanthosewhoclaimbenefitsatag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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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Averageyearly

income

(Dollar)

NDCaccount

(Dollar)

Lifeexpectancy

(Year)

Expected

annuity

(Dollar)

Replacement

rateperlife

averageincome

(Percent)

27 33,110 4,106

28 34,110 8,459

29 35,140 13,072

60 65,638 363,828 22.2 16,389 31.49

61 63,714 382,716 21.5 17,801 33.94

62 394,274 20.7 19,047 36.09

63 406,181 19.9 20,411 39.78

64 418,447 19.2 21,794 43.66

65 431,084 18.4 23,429 48.20

66 444,103 17.7 25,091 52.98

67 457,515 17.0 26,913 58.28

68 471,332 16.3 28,916 64.19

69 485,566 15.6 31,126 70.78

70 500,230 14.9 33,573 78.16

Table8.Assumptionof12.4%contributionrate(workuntil61years)

Age

Average

yearly

income

(Dollar)

NDC

account

(Dollar)

Life

expectancy

(Year)

Expected

annuity

(Dollar)

Replacement

rateperlife

average

income

(Percent)

Lifeaverage

income

(Dollar)

Table9.Assumptionof40yearsentranceand50%replacementrate

Table8isthesimulationthatappliestotheILOcriteria– i.e.,40yearsworkingperiodand

50percentofincomereplacementrate.Therequiredpremiumrateisabout11.8percent.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 회 복지재정DB학술 회 자료집

-390-

27 33,110 3,900

28 34,110 8,029

29 35,140 12,397

60 65,638 335,639 22.2 15118.9 29.05 54,426

61 63,714 352,676 21.5 16403.5 31.28 54,692

62 61,846 369,978 20.7 17873.3 33.87 54,890

63 60,033 387,557 19.9 19475.2 36.73 55,029

64 58,273 405,428 19.2 21116.0 39.68 55,115

65 56,565 423,606 18.4 23022.0 43.16 55,152

66 54,907 442,104 17.7 24977.6 46.75 55,146

67 454,660 17.0 26744.7 50.02 55,146

68 467,572 16.3 28685.4 54.99 55,146

69 480,851 15.6 30823.8 60.53 55,146

70 494,507 14.9 33188.4 66.73 55,146

Age 67 68 69 70

Lifeexpectancy(Year) 17.0 16.3 15.6 14.9

Expectedannuity(Dollar) 30665.8 33752.2 37196.9 41053.6

Replacementrate(Percent) 50.0 54.0 58.4 63.3

Table10.Lengthofserviceandincreaseofexpectedannuityandreplacementrate

Insum,thecurrentSocialSecuritybasedontheDBwillfacefiscaldeficitinthenearfuture

andthepensionfundingwillbetotallydepletedin2041.However,theconversionasaNDC

schemecouldenhancethesoundnessofpensionfundwithouttheincreaseofthepayrolltaxrate,

keepingtheILO’srecommendation.Inaddition,NDC schemewillprovidetheworkerswith

incentivesormotivationforthewilltowork.Forexample,theincomereplacementratereaches

about63.3percentifindividualsworkuntilage69andreceivebenefitsatage70(seetable10).

Extensionofworkingperiodcouldboostsboththereplacementratesandbenefitsunderthe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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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levelActuarialEstimation

WealreadyinvestigatetheactuarialestimationoftheNDCbasedonindividuals’lifecycle.Ina

macroview,thissectioncalculateschangeofrevenuesandexpenditureswhentheSocialSecurity

introducestheNDCscheme.Inadditiontothedataforindividual-levelanalysis– e.g.,life

expectancy,theaveragerealGDPgrowthrate,andthecurrentcontributionratebytheSocial

Security,thispartusesthepopulationprojections(2010to2050),dataoflaborforces,and

economicactivityrateformacro-levelestimation.WhentheILO criteriaareapplied,thestudy

presentsthefollowingscenarios:

1)IntroducingtheNDCunderthecurrentsituation;

2)IntroducingtheNDCwithworkuntilage70.

FirstScenario

Financialdeficitwillbeginin2049whentheSocialsecurityintroducestheNDCunderthe

currentsystemandguaranteesthe50percentofincomereplacementratefor40-yearpolicyholders

(seeFigure3).Theresultofalong-termestimationissimilarwiththatofthecurrentDBsystem.

OntheNDC,revenuesareactuallyreservedandexpendituresarenotionallyrecorded;therefore,the

governmentwillbeabletousetherevenuesfortheretireesuntil2050.

Figure3.EstimationwiththeCurrent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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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Scenario

After2050,financeatthenationallevelwillbebalancedifmanypeoplekeeptheirjobsuntil

age70(Seefigure4).Increaseoflifeexpectancyorbetterlifeofqualityafterretirementwill

encouragepeopletokeeptheirjob.Specifically,thestudyassumesthattheSocialSecuritytrust

fundwillbekeepthebalanceatleastmorethan40yearscomparedthecurrentDBsystemifthe

SocialSecurityisconvertedintotheNDC.Itsvulnerabilitythatisresultedfromdemographicand

socio-economicchangesisrelativelynothighduetodirectlinkagebetweencontributionsand

benefits.

Figure4.EstimationwithWorkuntilage70

ProblemsorIssues

FinancialSustainabilityonCurrentSocialSecurity

Inthenearfuture,SocialSecurityfacesaseriousfiscalimbalance,althoughitiscurrently

runningshort-termcashsurpluses(SSTFR,2008,2009).Theincreasednumberofelderlyandthe

decreasednumberofworking-agepersonsduetothelow-birthratearenowshakingthebasic

structureoftheold-agepensionmanagedbythePAYG-DBformula.Thelow-birthratehasresulted

innotonlythedecreaseofpayrolltaxbaseandbutalsotheincreaseoftaxrates.Unde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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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G-DBscheme,manyworking-agepersonsshouldbechargedwiththebenefitsfortheretired

generation.Theunfundedsystem willworkwellbecausetheycouldadequatelypaytheSocial

Securitytax13)ifsocio-economicanddemographicenvironmentsaregood.Asmentionedabove,the

currentsituationcannotappropriatelysupportthealreadymaturedold-agepensionsystem.This

paperarguesthatcurrentsystem andreformsbasedonparametricmethodswillnotensurea

long-termsustainabilityoftheold-agepension.

FeasibilityofPensionPrivatization(ProblemofTransitionCost)

Iftheold-agepensionsystemdirectlychangesfromtheDB-PAYGschemetotherealindividual

accountsystem (privatization),SocialSecuritywillfacesacriticalproblem – transitioncosts

betweentheyoungergenerationandoldergenerationbecausereservedfundsbythecurrentworkers

directlydepositstheirownaccounts.Ifpensionsystemwillbeprivatized,whoareresponsiblefor

thebenefitsofcurrentretiredrecipients?ThecurrentDB-PAYG system isadministeredbythe

payrolltaxesthattheworking-agepersonspaid– thatis,theyoungergenerationnowsupports

someamountofretirees’benefits.Inthisvenue,achangeastheFDCschememightnotbea

feasiblestrategyinthatthisrequiresheavyfinancialburdentoaspecificgeneration.

Ontheotherhand,therearesomeadvantageswhentheSocialSecurityisconvertedintothe

NDCscheme.Transitioncostswillnotbeincurredbecauseindividuals’contributionsarejust

nominallydepositedintotheiraccountunliketheFDCscheme.Also,withoutbeingpaid,theright

ofthecurrentretireestoreceivepensionwillbesafelysecuredinthatpensionfundsarereserved

forabout40years.

MinimizingpoliticizationofPensionReform

Inprinciple,theNDCschememayminimizepensionreformpoliticizationwhiletheparametric

pensionreform -adjustmentoftaxrate,entitlementage,andthereplacementrate– may

experiencevariouspoliticalconflicts.TheNDCisrelativelyfreefromvariouspoliticalinterventions

orconflictsamonggovernment,Congressandotherinterestgroupsinthatgovernmentdoesnot

establish take-up rateorfullretirement(benefit)agestrictlyand alsopension fundsare

administeredbythepublicsector,notbytheprivatemarket(Min,2005;SwedishNationalSocial

InsuranceBoard(RFV),2005;AndersonandMeyer,2003).Inaddition,politicalresistancesinthe

13)Accordingtothedatafrom U.SBureauoftheCensus(2003),thenumberofpersonsoverage65per

working-agepersonage15-64almosttriplesoverthecenturyfrom13per100in1950to35per100in

2050(Grube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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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fconversionastheNDCarerelativelynothighthanthatoftheconversionastheFDC

becausetheNDCschemedoesnothavetheproblemoftransitioncostsbyimplicitdebts14).

DesigningNationalMinimum

WhentheSocialSecurityisconvertedintotheNDCscheme,thereplacementratewillbe

decreased– especiallylowearner.Forexample,SwedenhastheGuaranteedPension(GP)for

peoplehavingrighttoanincomepensionbelowthefixedguaranteedlevel(Natali,2004).Even

thoughtheSupplementarySecurityIncome(SSI)stillprovidessomeassistanceforthedeservingpoor

morethanage65,itsfunctionfortheagedhassharplyweakenedsince1970s15).Currently,

disabledrecipientsaccountforalmost80percentoftheSSIbeneficiaries(U.S.CommitteeonWays

andMeans,2008).

ThefunctionoftheSSI(publicassistance)forthelow-incomeagedshouldstrengthenfor

mitigatingthepercussionduetothesystem conversion.Previously,weestimatedtherequired

payrolltaxrates,about11.78percentforsatisfyingtheILOcriteria;however,thepayrolltaxrates

noware12.4percent.Thispapersuggeststhatthesurplusoftaxrates– approximately,0.6

percent– usesforimprovingthetargetreplacementrateforthelow-incomeagedindividuals.

Conclusion

Manyscholarsagreethatthereisnobestalternativeorrightanswerforsolvingtheproblemof

SocialSecurity.Behinddifferentperspectivesofpensionreformaremorefundamentaldifferencesin

prioritieswhichgoalsaremostimportant.Itiscertainthatthediscussionofpensionreform has

mainlyfocusedonpreservation(parametricreform)andprivatizationintheUnitedStates.Parametric

strategieshavebeenmajortoolfortheSocialSecurityreform since1930s.However,parametric

reformstrategieswillrequiretherepetitiveadjustmentsofbenefitratesandpayrolltaxrates.Also,

thefeasibilityofprivatizationisnotsohighduetotransitioncostandcitizen’spolitical

acceptability.

14)Asmentionedabove,SocialSecuritytaxesthattheworkerspayfirstlyusefortheretiredworkersand

depositsbyyounggenerationarenominallyrecodedintheirpersonalaccountwiththeinterestrate.

15)AccordingtotheGreenBook(2008),thenumberofthepeoplewhoreceivebenefitsfromSSIhasdeclined

from2.3millionin1975to1.2millionindividualsi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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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DialecticofPensionreform

ThispapernotonlyproposestheNotionalDefinedContribution(NDC)schemeasthethirdway

forpensionreform,butalsoabout11.8percentofpayrolltaxrateforkeepingtheILOcriteria.It

isjustonproposalforbuildingsustainablepensionsystem.However,thereisnoroom for

compromiseaboutlong-termsustainabilityintheSocialSecuritySystem.Thefailuretoactinthe

nearfuturewillinevitablyresultsinincreaseoftheSocialSecuritytax.Thus,itistimefor

governmenttoconsidertheNDCschemeasagood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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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Long-TermEstimationontheNDCScheme

Estimation With the Current Situation Estimation with Work until Age 70

Year Revenues Expenditures Balances Revenue Expenditures Balances

2010 637,059 0 637,059 637,059 0 637,059

2011 1,299,745 23,588 1,276,157 1,299,745 33,965 1,265,780

2012 1,985,879 72,994 1,912,886 1,959,476 103,754 1,855,722

2013 2,696,203 153,087 2,543,116 2,655,968 215,321 2,440,647

2014 3,429,615 269,552 3,160,063 3,372,545 390,185 2,982,360

2015 4,188,255 419,202 3,769,053 4,110,480 619,891 3,490,589

2016 4,970,178 603,724 4,366,454 4,867,984 869,589 3,998,395

2017 5,769,610 832,255 4,937,356 5,639,433 1,217,145 4,422,288

2018 6,590,651 1,138,182 5,452,469 6,427,952 1,666,833 4,761,119

2019 7,431,185 1,496,987 5,934,198 7,230,718 2,151,872 5,078,846

2020 8,294,806 1,907,251 6,387,555 8,050,911 2,747,768 5,303,143

2021 9,186,622 2,383,741 6,802,882 8,893,170 3,382,290 5,510,880

2022 10,086,511 2,918,777 7,167,734 9,737,980 4,133,800 5,604,179

2023 11,004,606 3,529,170 7,475,437 10,595,132 5,011,206 5,583,926

2024 11,948,781 4,220,398 7,728,384 11,471,508 5,982,411 5,489,097

2025 12,909,029 4,998,536 7,910,493 12,357,482 7,066,731 5,290,751

2026 13,903,802 5,881,429 8,022,373 13,273,483 8,277,216 4,996,267

2027 14,919,626 6,845,911 8,073,715 14,206,695 9,334,944 4,871,751

2028 15,952,014 7,912,582 8,039,432 15,156,668 10,522,460 4,634,208

2029 17,011,489 8,957,247 8,054,242 16,127,688 11,755,109 4,372,579

2030 18,104,295 10,076,256 8,028,038 17,131,983 12,971,059 4,160,924

2031 19,233,007 11,299,912 7,933,095 18,175,760 14,285,615 3,890,145

2032 20,393,144 12,569,209 7,823,935 19,249,472 15,615,775 3,633,697

2033 21,585,465 13,908,360 7,677,105 20,354,443 16,985,246 3,369,197

2034 22,800,868 15,321,107 7,479,762 21,479,386 18,340,120 3,139,266

2035 24,046,656 16,800,858 7,245,798 22,619,483 19,698,919 2,920,564

2036 25,347,284 18,273,371 7,073,914 23,813,041 21,059,021 2,754,020

2037 26,687,185 19,720,306 6,966,879 25,044,496 22,407,361 2,637,135

2038 28,085,955 21,191,171 6,894,783 26,341,206 23,902,194 2,439,011

2039 29,514,004 22,704,327 6,809,678 27,668,679 25,457,186 2,211,492

2040 30,966,478 24,318,692 6,647,786 29,018,291 26,983,151 2,035,140

2041 32,483,292 26,074,685 6,408,607 30,427,223 28,509,819 1,917,404

2042 34,014,091 27,846,014 6,168,077 31,833,768 29,755,783 2,077,985

2043 35,603,397 29,556,290 6,047,107 33,286,685 31,192,513 2,094,172

2044 37,210,634 31,203,734 6,006,899 34,744,532 32,725,467 2,019,064

2045 38,452,015 32,861,660 5,590,355 36,207,056 34,372,103 1,834,954

2046 40,501,559 34,598,201 5,903,358 37,680,225 36,151,128 1,529,098

2047 42,236,802 36,341,008 5,895,794 39,218,179 38,108,076 1,110,104

2048 43,987,370 38,176,925 5,810,445 40,762,694 40,206,094 556,600

2049 45,805,350 40,094,266 5,711,084 42,368,995 42,477,524 -108,530

2050 47,647,153 42,187,842 5,459,311 44,010,899 44,890,212 -87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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