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근로빈곤은가구단위의‘빈곤’과개인단위

의‘근로’라는 두 가지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각각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에대한합

의가없기때문에여러기준이혼재되어사용하

고 있다. 이러한 정의상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근로빈곤층의 범위, 규모

와 특성이 연구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근로빈

곤 문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의의다양성자체가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근로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빈

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해석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면, 근로빈곤정의를둘러싼쟁점을분

명히할필요가있다.

그동안근로빈곤층의다양한정의에대한소

개 및 적용은 노대명 외(2004, 2007), 홍경준

(2005), 최옥금(2008)에서이루어졌다.1) 본연구

는이들연구에기초하여국내외의근로빈곤정

의에서제기되는쟁점들을살펴보고자한다. 또

한국내자료에서근로빈곤을분석하기에는한

계가많은데, 대표적인자료들을중심으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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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과활용자료의정보범위에따라근로빈곤을다양하게정의하여연구하는것은불가피하다. 그러나어떠한정의를채택하

느냐에따라근로빈곤층의범위, 규모와특성, 근로빈곤의원인과성격, 빈곤진입과탈출의결정요인, 탈빈곤정책이달라질수있다는

점은유의할필요가있다. 이글은근로빈곤정의를둘러싼쟁점을국내외연구와기준을통해명확하게하고자한다. 또한국내이용가

능한자료를통해근로빈곤율을추정함으로써자료의장단점을살펴보고, 변동성이심한노동시장특성을파악할수있는조사의개선

방향을제시한다.

1) 노대명·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황덕순·유진영·이은혜·원일

(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최옥금(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경력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빈곤율을 간단히 추정함으로써 장단점을 살펴

본다.

2. 외국의근로빈곤정의와쟁점

국가별로, 국제기구간에고유한여건이나정

책적지향에따라근로빈곤에대한정의는차이

가있다. 

우선빈곤여부를가구단위로판별하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판별 방법과 관련한 쟁점은

널리알려져있다. ①가구의경제적능력을소

득과 소비 가운데 어느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②소득빈곤으로한정할때, 시장소득·경상소

득·가처분소득가운데어떤소득을사용할것

인지, ③빈곤선을절대기준으로할것인지아

니면상대기준으로할것인지, ④가구니즈의

차이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어떻게 부여

할것인지등이여기에해당한다. 

논란이되는쟁점중의하나는빈곤한가구에

서누구를근로빈곤으로정의할것이냐이다. 근

로빈곤의 측정 단위를 가구로 할 것이냐, 개인

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정책적인 강조가 크게

달라지기때문이다.2)

가구단위로근로빈곤을정의하는방식은아

마도 유일하게 OECD에서 찾을 수 있다.

OECD(2008, 2009)는 가구주가 근로연령

(18~65세)이면서 한 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에속한개인의비중으로정의하고있

다.3) 가구 단위의 접근(household-based

approach)은아동·장애인등요보호자가필요

한가구의특성이나가구의노동공급을명시적

으로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 단위

의근로빈곤정의는취업촉진우선(work-first)

정책이나 가구내 취업자수 증가(multi-

earnership) 정책이라는 지향을 강하게 띤다. 개

인단위의근로빈곤정의에비해취업자가없던

가구에서 취업자가 생기면, 취업에 따른 빈곤

탈출의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현상

은취업촉진우선정책의근거가되며, 한명의

성인만일하는가구에서근로소득이낮지않음

에도불구하고피부양자가많으면빈곤으로전

락할가능성이높은현상은가구내취업자수증

가정책의근거가된다.4)

반면<표1>에서보듯이대부분의나라와유

럽연합 통계처(Eurostat)는 개인 단위로 근로빈

곤을 정의한다. 개인 단위의 접근(individual-

based approach)에서 근로빈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경험에주목한다. 개인단위로정의할

경우, 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근로소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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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rdone, Laura and Anne-Catherine Guio(2005). “In-Work Poverty”, Statistics in focus, 5/2005, Eurostat.

3)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Geneva: OECD; OECD(2009), “Is

Work the Best Antidote to Poverty?”, Employment Outlook, Geneva: OECD.

4) 그러나 일하는 가구원수 증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지는 논란이 있음. 이병희(2010)는 저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연간 취업경험률은 중상위 소득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 가구내에서 자구적

인 근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병희(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pp.

93~116). 윤자영(2010)은 부부 가구에서 여성의 취업은 빈곤 감소 효과가 있지만,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근로빈곤

확률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줌(윤자영(2010). 기혼 여성 취업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이병희 외.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으로 빈곤선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를 낮은 임

금률, 적은 근로시간, 반복적인 실직 등의 원인

을구체적으로규명할수있다.5) 가구구성이나

가구내노동공급등빈곤에영향을미치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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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단위 접근을 통해 근로빈곤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연구로는‘Crettaz, Eric and Giuliano Bonoli(2010. Why are Some

Workers Poor? The Mechanisms that produce Working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Working

Papers on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Welfare in Europe, REC-WP 12/2010.; 이병희(2010)’참조.

표 1. 각 나라(연구)의 근로빈곤층개념

구분 기관/자료 근로에대한정의 빈곤에대한정의

EU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 Eurostat

- 통계청(INSEE)

- 일반연구자

- 사회통합을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사회통합을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방통계청

- 일반연구자

- 통계국(CB)

- 노동통계국(BLS)

- 일반연구자

- 복지평의회(NCW)

- 사회발전위원회

(CCSD)

- 정책연구네트워크

(CPRN)

- 사회정책연구센터

- 주당15시간이상취업자

- 연간7월이상취업자1)

- 연간6월이상취업/구직자

- 연간6월이상취업

- 연간1월이상취업경험

- 연간6월이상취업/구직자

- 근로시간과무관한전경활인구

- 전일제근로자

- 주당40시간이상영리활동자

- 가구원의연간노동시간이

1,750시간(44주) 이상

- 연간6월(27주) 이상취업/구직자

- 연간1000시간이상일한성인

- 통계청/노동통계청기준

- 임금이나자영소득이

총가구소득의50% 이상

- 연간49주이상전일제(30시간

이상) 또는시간제로일한성인

- 연간12개월전일제근로자

- 근로시간과무관한전경활인구

- 저소득기준선: 중위가구소득의60%

미만(상대소득빈곤)

- 저소득기준선: 중위가구소득의50%

미만(때로60~70%)

(상대소득빈곤)

- 저소득기준선: 중위가구소득의60%

미만(상대소득빈곤)

- 행정적빈곤선*

- 연방빈곤선(FPL)(절대빈곤선)

- 연방빈곤선의125%-150%-200%

미만**(절대소득빈곤)

- 통계청의저소득기준선

(절대소득빈곤)

- CCSD의상대적저소득기준선

(상대소득빈곤)

- 상대저소득기준선: 연간2만불미만

(상대소득빈곤)

- Henderson 절대빈곤선***

(절대소득빈곤)

주: * 스위스사회복지기관연합(Confédération Suisse des Institutions d’Action Sociale)이 정한최저생계비(vital minimum)에
기초주거비와건강보험료를추가한기준선
** 연방빈곤선이지나치게낮다는판단에따라대안적빈곤선을활용
*** Henderson 빈곤선은 70년 헨더슨교수가개발한것으로다양한규모의개인과가구가필요로하는기초생활비를산출

자료: Pena-Casas, R. and M. Latta(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요인들은개인의근로빈곤위험에영향을미칠

때만 고려하게 된다. 개인 단위의 접근은 취업

이빈곤위험을약화시키는주요한수단이지만

취업만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을밝히는데유효하다. 

개인단위로근로빈곤을정의할때새롭게제

기되는세번째쟁점은개인의‘근로’를어떻게

정의할것이냐이다. <표 1>에따르면, ‘근로’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근로에 대한 정의는 크게 취업 지위와 기간

(status and duration of employment)을 어떻게

고려하느냐로요약할수있다. 미국노동통계국

(BLS)은 빈곤 가구의 구성원 중 연간 6개월 이

상노동시장에서일하거나구직활동을한자로

정의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근로빈곤을

‘빈곤가구에속한취업자’로정의하고있는데,6)

유럽연합 통계처(Eurostat)는‘지난 1년 동안 7

개월 이상 취업한 자’로 정의하여 유럽 각국의

근로빈곤율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7) 이 정의는

미국의경활빈곤층(active poor)에비해취업빈

곤층(working poor)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인데, 유럽 각국의 실업률 차이를 고려하여

근로빈곤층을 보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정의함

으로써나라별로비교하고자하는취지에기인

한다(Bardone and Guio, 2005).

3. 국내의근로빈곤정의와쟁점

취업자가있는빈곤한가구로근로빈곤을정

의하여 가구 단위의 접근을 하는 연구가 일부

있지만,8) 대부분의국내연구는개인단위로정

의하고있다. 그러나근로빈곤층정의는근로와

관련된 정의로부터 근로능력 빈곤층까지 연구

자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로 근로연

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기

간의네가지기준에따라근로빈곤층을정의하

고있다.

첫째, 가장 광의의 정의는 근로연령 빈곤층

(working-aged poor)이다. 이병희(2010)는가구

주가근로연령(15~64세)인가구에속한개인의

빈곤율를제시하고있다. 이는외국과의비교를

위해서, 또는가용자료의정보부족때문에근

로능력을판정할수없을때사용한다.

둘째, 근로능력 빈곤층(workable poor)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선진국에서 공

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하

여노동시장참여의무를부과하는근로연계복

지 정책을 반영한 정의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을 드나들며 취업과 미취업간 이동이

빈번하기때문에특정시점의취업상태를기준

으로한근로빈곤층정의가한계를가지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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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nthieux, Sophie(2010). In-work Poverty in Europe,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7) 유럽연합 통계처가 사용하는 자료는 EU-SILC(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임. 이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월별로 주된 활동상태를‘①전일제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전일제 자영업주 ④시간제 자영업주

⑤실업자 ⑥은퇴 ⑦학생 ⑧육아휴가 중인 근로자 ⑨기타’에서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최빈활동상태(MFAS, the most

frequent activity status)가 7개월 이상취업한자로응답한자가운데빈곤가구에속한자를근로빈곤으로정의하고있음.

8) 금재호(2005).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 정진호 외.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희숙(2011). 한국경제 구조변

화에비춘최근빈곤동향의이해,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발표문.



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

이다. 그러나근로능력이있더라도아동양육이

나노인부양등의사유로노동시장에참여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노동시장에 참여해

야 하는 근로능력자로 간주함으로써 근로빈곤

층을지나치게확대하여파악하고있으며, 근로

연계복지라는특정한정책적지향에편향된정

의라는비판이제기된다(홍경준, 2005). 

한편근로능력에대한객관적인판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작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병

희·반정호(2009)는 15세미만의아동, ‘근로능

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

서65세이상·재학중·군복무중·중증장애

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근로

능력자로분류하였다.9) 반면노대명외(2007)는

①장애나 만성질환이 없는 ②18~64세의 ③경

제활동인구 및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

구로 정의하였다. 후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미성

숙으로인해외국에비해과다한노인경활빈곤

층을 근로연령대의 빈곤층과 동일한 집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제외하고있다. 다만취업을희망하는비경제활

동인구를추가로포함하고있는데, 주관적인취

업의사가실제경제활동의지를충분히반영하

고있느냐는논란이될수있다.10)

셋째, 특정 시점에서의 경활 빈곤층 또는 취

업빈곤층정의이다. 노대명외(2007)는특정한

조사시점에서일하거나구직활동중인빈곤층

을 경활빈곤층(active poor)으로 정의하고있다.

근로빈곤층이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특성

을반영하지못하며, 또한실업급여를수급하지

못하는 비취업자는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상

태로 응답하는 비중이 높다11)는 점에서 우리나

라근로빈곤층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

는문제가있다. 

넷째, 경제활동기간을고려한근로빈곤층정

의이다. 홍경준(2005)은‘6개월간경활빈곤층’

정의를제시하고있다. 근로능력과경제활동기

간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빈곤 가구의 근로능

력을가진가구원중현재경제활동을수행하거

나적어도6개월전이내에는경제활동을한자

로정의한다. 노대명외(2007)는빈곤가구구성

원 중 지난 1년간 취업기간이 7개월 이상인 개

인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는근로빈곤

층의불안정한노동시장지위를반영하는장점

을 가진다. 다만,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과같은패널자료에서만개념정의를적용할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가구 빈곤이 연간 소득으

로판별되는점을고려하면, 노대명외(2007)처

럼 경제활동기간의 준거기간(reference period)

도지난 1년간으로설정하는것이일관성을가

질것이다.

다섯째, 1년간 취업경험을 가진 빈곤층 정의

이다. 이병희(2010)는 근로능력 빈곤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여부로‘취업경험 빈곤

층’을정의하고있다. 이는프랑스통계청의정

22 _ 보건복지포럼 (2012. 2.)

9) 이병희·반정호(2009). 근로빈곤층의실태와동학, 동향과전망, 75, pp.215~244.

10) 구직활동 여부 이후에 취업희망 여부를 묻는 현행 통계청의 설문 설계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과소 측정한다는 비

판이있음. ‘황수경(2011). 설문구조에따른실업측정치의비교: 청년층을중심으로, KDI 정책포럼’참조.

11) 이병희(2009). 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위험과고용보험의고용안전망역할평가, 경제발전연구, 15(1), pp.69~93.



의와동일하다. 이는경제활동기간을고려한정

의와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경제

활동상태를고려한것이다. 또한취업경험빈곤

층을‘내내 취업빈곤층’과‘부분 취업빈곤층’

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낮은 임금률로 인

한 취업빈곤이므로 근로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대상이며, 후자는노동시장불안정으로인한고

용정책대상을식별할수있는장점이있다.

4. 빈곤율추정방식과예시

1) 가계조사

가계조사(통계청)는2006년부터전국의가구

원 1인이상비농어가가구로조사대상을확대

하였다. 월별로 조사된 가구를 별개의 가구로

간주하여추정하는방식은소득의월별변동성

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자영자 가구 소득의 계

절성, 근로자 가구의 상여금)를 가지기 때문에,

통계청은가구별로12개월자료를연계하여연

간통계를작성하고있다.12)

이글에서는2006년이후의가계조사연간자

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율을 추정하였다. 가구

규모에따라동일한후생수준유지에필요한소

득이다른점을고려하여가구소득을가구원수

의제곱근으로나누어줌으로써균등화된소득

을산출하였으며, 가구가중치에가구원수를곱

하여 개인 단위 지표로 전환하였다. 빈곤선은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균등화한 소득이

중위소득의50% 미만인개인의비중으로상대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근로빈곤율은 ①근로연

령대빈곤율13) ②취업빈곤율두가지로작성하

였다.

<표2>를보면, 취업자가운데시장소득기준

으로 가구 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의 비중은

2006년 8.8%에서 2010년 9.7%로 증가하였으

며, 분석기간동안대체로증가추세를보인다.

공적이전과직접세·사회보험료부담등의정

부재분배효과를포함한가처분소득기준의취

업빈곤율은 2006년 7.7%에서 2010년 8.3%로

증가하였지만, 2007년에 증가한 이후 정체 상

태를보이고있다.

2) 한국복지패널

한국복지패널의가구자료를개인단위의자

료로재구성하였으며, 통계의대표성을확보하

기 위하여 일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한국복

지패널에서는 근로능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있는장점이있다. 본연구에서근로능력판

별은 연말 기준의 연령, 근로능력에 관한 주관

적응답, 장애등급, 주된경제활동상태, 경제활

동상태 정보를 이용하였다. 즉, 15세 미만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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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간 자료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가구별로 연간 평균 소득 및 지출액을 산출함. 둘째, 응답횟수를 고려

하여 가구별 연간 가중치를 산출함. 셋째, 연간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 특성(가구원수, 산업, 직업 등)은 빈도가 가장 큰 월 또는

빈도가동일한경우에는최근월을대표월로선정하여추출함.

13) 근로연령대 빈곤율과 취업 빈곤율은 가구원 개개인의 연령과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빈곤율을 산출함. 가계조사에서는 8명까지의

가구원을 조사하므로, 가구원수가 8명을 넘는 가구에서는 8명까지만 파악할 수 있음. 참고로 2010년 가계조사에서 8명이 넘는

가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0.05%에 불과함.



나 65세 이상인 자,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

한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재학중·군복무

중·중증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고,

나머지를근로능력자로분류하였다. 이는노대

명 외(2007)의 지적에 따라 이병희·반정호

(2009)의 근로능력 판별 기준에서 노인을 근로

무능력자로분류한것이다. 복지패널에서근로

빈곤율은 ①근로능력 빈곤율 ②취업 빈곤율14)

③연간 유급취업경험 빈곤율15) ④연간 7개월

이상취업경험빈곤율16) 등의네가지로추정하

였다.

<표3>을보면, 근로능력빈곤율과취업빈곤

율은 앞서 가계조사 통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인다는점이다

르다. 이는 매년 가중치 조정에도 불구하고 패

널자료의특성상표본탈락이비임의적으로발

생했을가능성을시사한다. 한편가처분소득기

준으로연간유급취업경험자의빈곤율은2009

년에7.0%이며, 7개월이상유급취업을경험하

였음에도가구빈곤상태에있는비중이5.5%에

이른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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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계조사, 근로빈곤율추이(전국 1인 이상비농어가)

(단위: %)

구분

시장

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전체빈곤율

근로연령빈곤율

취업빈곤율

전체빈곤율

근로연령빈곤율

취업빈곤율

전체빈곤율

근로연령빈곤율

취업빈곤율

2006년

16.1

12.3

8.8

13.8

10.5

7.7

13.8

10.6

7.7

16.7

12.4

9.2

14.6

10.8

8.5

14.4

10.8

8.3

16.7

12.5

9.1

14.5

11.0

8.3

14.6

11.1

8.2

17.3

12.8

9.5

14.6

11.1

8.4

14.8

11.2

8.4

17.0

12.5

9.7

14.0

10.5

8.1

14.3

10.8

8.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연말 기준의주된경제활동상태정보를이용하였음.

15) 가구 조사표‘Ⅷ-소득’의 경제활동 정보에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로 유급취업경험 여부를 판별하였음. 연간 유급취업경험 빈곤율은 연말 기준의 취업 빈곤율에 비해 높을 것

으로 기대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유급 근로(paid work)만을 포착하고, 연말 취업자로 응답하였음에도 연간 취업경험이

있다고응답하지않은표본이일부있기때문에연말기준의취업빈곤율보다낮은경우도있음.

16) 일한 개월수를조사한 4차년도조사이후에만측정이가능함. Eurostat 정의와 유사하지만, 주된 활동상태를질문한 Eurostat와 달

리, 복수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중복 응답을 허용하고, 근로일수가 적더라도 1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대 측정되

는문제가있음.

17) 근로빈곤층의 구성과 특성에 대해서는‘황덕순·이병희(2011). 활성화 정책을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유급 취업경험을 가진 빈곤층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60.6%이며, 7개월 이

상의 유급 취업경험을 가진 빈곤층도 43.2%에 이르러, 비취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낮은 질이 빈곤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지적하

고있음.



3) 한국노동패널

현재 이용가능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1998~2008년까지제공되기때문에, 가장장기

간의 패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개인이경험하는모든일자리(job spell) 정보

를제공하기때문에근로빈곤의동태적분석에

유용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간 가구소득이 다음 해에 조사되기 때

문에, 연이은두해에모두조사된가구를대상

으로 다음 해에 조사된 연간 가구소득 정보를

결합하여야 한다. 둘째, 결합 과정에서 분가한

가구는 제외되지만, 분가가구의 원가구에서는

다음해에조사된가구소득을분가되지않은가

구원수로조정하기때문에소득이낮게추정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가가구와 그 원

가구를 제외시킨 가구들로 표본으로 구성하여

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본의 누락이 발생

하기때문에가중치를적용하기어려운한계가

있다. 셋째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시의성이 낮

다는한계를가진다.18)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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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불평등동향 (2)

표 3. 한국복지패널, 근로빈곤율추이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

장

소

득

경

상

소

득

가

처

분

소

득

빈곤율

근로능력빈곤율

연말시점취업빈곤율

연간유급취업경험빈곤율

연간7개월이상유급취업경험빈곤율

빈곤율

근로능력빈곤율

연말시점취업빈곤율

연간유급취업경험빈곤율

연간7개월이상유급취업경험빈곤율

빈곤율

근로능력빈곤율

연말시점취업빈곤율

연간유급취업경험빈곤율

연간7개월이상유급취업경험빈곤율

20.4

14.2

10.1

9.1

17.0

12.0

9.2

8.3

16.3

11.5

8.8

8.0

20.5

13.2

9.5

9.8

16.9

10.9

8.3

8.4

16.2

10.6

8.0

8.0

19.5

12.1

8.8

9.1

16.2

9.8

7.2

7.5

15.4

9.7

7.2

7.4

19.6

12.8

8.3

9.6

8.0

15.6

9.9

6.6

7.7

6.3

15.2

9.9

6.4

7.4

6.2

18.5

12.0

8.6

9.4

7.7

14.3

9.2

6.6

7.3

5.9

13.5

8.8

6.2

7.0

5.5

18) 경상소득기준의근로빈곤율추이통계는‘이병희(2011). 근로빈곤; 김문길외. 2011년 빈곤통계연보’참조



근로빈곤을 다양하게 정의하여 연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의를 채택하느냐

에 따라 근로빈곤의 원인과 성격, 빈곤 진입과

탈출의 결정요인, 정책적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점은연구자나독자모두유의할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빈곤층은 반복적인 실직과 빈곤을

경험하는 등 변동성이 심한 노동시장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홍경준(2005), 노대명 외(2007),

이병희(2010) 등의 일부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조사시점의경제활동상태정보만을이

용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

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한

계는 연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activity profiles)가 제한되었기 때문

이다.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패널 자료가 가지는 표본

탈락 문제를 안고 있다. 근로빈곤 문제의 심각

성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근로빈곤율 통계가

없다는 것은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통계처에서사용하는최빈활동상태(MFAS, the

most frequent activity status) 조사법 채택을 통

계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복지패

널은 연간 취업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개

인이경험하는일자리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점 또한 개선

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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