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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빈곤은 사회문제  가장 근본 인 문제 역이다. 따라서 빈곤에 한 

연구의 역사는 매우 길고 여타의 주제보다도 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사회정책도 빈곤을 요한 응 역으로 간주하여 왔다. 

하지만 빈곤에 한 기존의 연구와 정책에서 소득빈곤이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있었다. 비교  측정이 쉬운 소득은 빈곤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

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왔다. 빈곤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표 하는 추

상 인 개념으로 소득만으로는 완벽하게 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다

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빈곤의 다차원  특징을 제로 하는 정의와 측정

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 빈곤에 한 

다차원 인 근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을 일면 으로 근하는 소득빈곤의 한계를 경험  분

석을 통하여 재확인하고 안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빈곤에 

하여 다차원 인 근을 시도하 다. 본 연구는 소득빈곤의 한계를 국제

비교와 국내 빈곤층 분석으로 검증하 을 뿐 아니라 잠재  집단분석이

라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용하여 한국의 빈곤집단을 악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빈곤연구와 빈곤정책에 주는 

함의는 자못 크다. 빈곤에 한 정의와 측정에 따라 빈곤집단의 규모와 



구성이 달라진다는 을 수용하게 되면 빈곤에 한 연구는 연구의 목

에 따라 연구 상과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정책도 다르지 않아

서 빈곤정책의 목 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의 상을 표 화하는 과정

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기 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  

욕구의 역별로 빈곤층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거, 의료, 교육 등

의 역에서 빈곤층 지원을 설계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빈곤에 한 안  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들과 빈곤정책의 

구상과 상 선정을 고심하는 정책 문가들에게 본 보고서의 활용을 권

하고 싶다. 

본 연구는 이 주 연구 원의 책임 하에 우리 원의 정은희 부연구

원, 주 선 연구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선임연구 원이 참

여해주셨다. 그리고 본고를 검토하여 귀 한 의견을 주신 서울연구원의 

김경혜 박사, 김교성 앙  사회개발 학원 교수, 남기철 동덕여  사

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원내의 김미곤 연구 원과 강신욱 연구 원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니

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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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ernative approach to measuring poverty: 

Multidimensional analysis considering basic nee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income-focused poverty measures and investigate alternative 

measurement. Income poverty is an indirect measure which leaves 

out such resources as social services, which involve little or no 

market transactions. To better understand the limitation of income 

poverty measur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gap between 

disposable income poverty rate and the disposable income poverty 

rate after deduction the fixed cost for basic needs. The analysis is 

complemented with a five-country comparison based on the 

Luxembourg Income Stud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gap 

varies across the countries due to their different levels of social 

policy. Poverty measurements have employed the concept of 

deprivation and the cost burden for basic needs. We compare 

income poverty with a range of other aspects of poverty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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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education, health, and employment. Those measured as 

“poor” in one aspect of poverty are found to be not necessarily 

poor in another, signifying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verty. This 

study also categorizes the poor based on a longitudinal approach. 

The results illustrate that many of those measured as poor over 

one period of time are not necessarily poor over another.

Thus, the study utilizes the Latent Class Analysis (LCA) in 

order to examine poverty in its multidimensional aspects. The 

results of the LCA classify the poor in Korea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is those who spend much on health care, among 

whom are the elderly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those who are able to work but whose 

employment status is unstable. They have manifold problems such 

as housing deprivation and bad financial credits. The third group 

is the poor who are able to work but who has to spend a large 

share of their income on rental housing. This group tends to spend 

more on education than other groups. The overall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ome poverty measurement leaves out many poor 

households and that the poor is not a homogeneous group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needs. Therefore, poverty measurement 

should become much more inclusive to better capture the nature of 

poverty. Additionally, anti-poverty policies should consider the 

diverse dimensions of poverty and improve targeting strategies. 



요약

본 연구는 소득을 심으로 하는 일차원 인 빈곤 측정 방식의 한계

를 논하고 다차원 인 근을 시도하여 빈곤집단의 규모와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소득을 기 으로 하는 빈곤정책

은 일부 빈곤집단을 배제시키며 각 욕구 역에서 기 욕구수 을 충족하

지 못하는 집단들이 정책 으로 표 화되지 못할 험을 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빈곤의 다차원성을 제로 빈곤을 

측정하고자 하 다. 

보고서 반부의 이론  배경에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되어온 근, 즉 

소득에 기 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간 인 방식을 다차원  방식과 비

교하여 간 인 방식의 한계를 논의하고 빈곤 측정의 안을 모색하

다. 소득을 기 으로 한 빈곤의 일차원 인 측정과 비교하여 다차원  

근은 빈곤이라는 복잡한 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악하도록 한다. 

일차원 인 소득 심의 빈곤개념과 측정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경험

으로 증명하는 방식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차원 인 근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다차원 인 근의 강 과 한계, 그리고 이

슈에 하여 검토하 다. 그리고 이론  배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안  분석방법으로 활용하는 잠재  집단분석에 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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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한 연구가 보 인 단계

에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주로 사회  배제와 박탈의 개념을 활용하

여 빈곤이라는 추상 인 상을 두 개의 이분화된 집단, 빈곤과 비빈곤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실 으로 어려움을 겪

는 집단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에 왜곡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안  방법으로 잠재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빈곤집단을 비빈곤집단과 구분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빈곤집

단도 특성이 다른 여러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제하여 개방  분

석을 시도하 다. 

본론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소득에 기 하는 간  빈곤 측정의 

한계를 규명하기 해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IS)를 활용하여 한국, 미국, 

국, 랑스, 독일 5개 국가의 빈곤을 비교하 다. 가처분소득빈곤과 가

처분소득에서 주거, 의료, 교육의 기  욕구를 충족하기 한 지출을 감

안한 수정 가처분소득빈곤을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두 개의 빈곤율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비지출을 고려한 수정가처분 소득의 빈곤

율을 보면, 한국의 빈곤율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한국에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을 시사한다. 의료비의 경우는 미국의 빈곤율 

상승이 가장 커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가처분소득빈곤과 욕구 역별 고정비용을 제거한 수정 가처분소득빈

곤의 차이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기 욕구 충족을 한 지출이 각 국

가의 사회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분석결과는 소득을 기 으

로 한 빈곤측정은 각 국가의 빈곤을 악하는데 제한 일 수밖에 없다

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 4장에서는 한국복지패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의료, 교

육, 근로 역에서의 박탈이나 과부담 등의 개념에 기 하여 정의되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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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빈곤과 소득빈곤을 비교하여 각 빈곤 집단이 어느 정도 첩되는

지 분석하 다. 주거 과부담 가구, 주거 박탈 가구, 의료 과부담 가구, 

의료박탈 가구, 근로박탈가구, 실업자 가구를 구분한 후, 이들 집단이 소

득 빈곤 가구와 어느 정도 첩되는지, 첩되지 않는 집단의 규모는 어

느 정도인지를 분석하 다. 빈곤에 한 정의와 측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다는 , 빈곤 집단을 악하는데 있어 하나의 완벽한 근을 선

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을 확인하는 분석이었다. 

분석 결과, 주거, 의료, 교육 등 각 욕구 역에서, 제 빈곤집단이 소

득빈곤집단과 첩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소득빈곤이나 각 욕구 역에서 하나의 빈곤이라도 경험하는 가구는  

가구의 11.93%로 나타났으며, 소득빈곤은 아니지만 주거, 의료, 교육에

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가구의 4.19%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빈

곤은 아니지만 기  욕구 역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빈곤만으로는 각 욕구 역의 빈곤문제에 

응하기 어려우며 욕구 역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표 화하기 

해서는 소득 이외의 다른 특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첩되거나 첩되지 않는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주거 유

형태, 거주 지역, 가구규모, 성, 연령, 교육수 , 기 보장 수 여부, 경

제활동상태, 순재산, 월소득, 가구원  만성질환자·노인·아동 유무 등에 

해 분석하 다. 

빈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며, 한 시 의 빈곤율은 체 인 

빈곤을 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이를 제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차원에서 빈곤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한국복지패  1

차~7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역동성을 기 으로 빈곤집단을 유형화

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7년 동안 한 시 에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30%이고, 이  반 가까이가 반복 으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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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곤은 반복되기도 하며, 지속되

기도 하여 한 시 에만 한정하여 악한 소득빈곤은 빈곤을 정확하게 

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반 하는 안  분석방법으로 잠

재  집단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잠재집단분석은 직 으로 찰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추상  개념으로 정의된 잠재 인 집단들을 발

견해내는 분석방법이다. 잠재  집단분석방법은 한 상자가 반드시 하

나의 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

률을 제시한다는 에서 탐색 인 차원에서 빈곤집단의 유형을 밝히는데 

이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M-Plus 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복지패

 7차 자료를 분석하 다. 

고용, 주거, 교육, 의료, 융과 련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표 하는 

다양한 수 의 변수를 투입하여 잠재  집단분석을 실행한 결과, 비빈곤

집단을 제외하고 빈곤집단은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집

단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집단으로 근로가 미약한 경우가 많았으며 비

경제활동인구가 부분이며, 자가 주택인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두 번

째 집단은 근로 가능한 집단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박탈, 의료

박탈,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 집단은 여러 가지 복합 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집단은 다른 역에서는 

박탈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나, 주거비를 과부담하고 있는 집단으로 부

분 근로가 가능하며 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 

개 집단들의 특성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소득만을 기

으로 빈곤층을 구분하는 것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며, 소득기 선만으로는 다양한 빈곤집단을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곤집단은 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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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욕구 역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집단이 소득빈곤으로 측정

할 때 빈곤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결국, 빈곤층의 특성

을 악하기 해서는 다각도로 근하여야 한다. 재의 빈곤정책은 소

득을 기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빈곤은 아니지만 다양한 욕구

역에서 빈곤한 집단들을 배제하는 험을 래한다. 따라서 욕구 역

별 빈곤을 악하고 이에 기 하여 빈곤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빈곤, 기초욕구, 다차원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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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빈곤에 한 일차원 인 근의 한계를 논하고 빈곤에 

한 다차원  측정을 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집단의 규모와 특징을 밝

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빈곤에 한 정의와 측정에서 소득을 심으

로 하는 간 이고 일면 인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근은 빈곤 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빈곤은 소득으

로만 설명되지 않는 여러 측면을 포 하는 상으로, 빈곤의 측정에서 

주거, 의료, 교육, 근로 등 기 욕구를 포함한 제 측면이 공히 고려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빈곤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일정한 수  이하의 생활을 

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빈곤이라는 실제 개념은 고차수 의 것이지만 빈

곤은 다수의 이론에서 추출된 여러 개의 하  수 의 개념들로 표 된

다. 추상  개념은 하 수 의 개념들을 이용한 조작화를 통해서만 측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은 일반 으로 '자원부족', '열악한 생

활상태', '빈곤에 한 주 인 느낌'을 조작화함으로써 측정되곤 하

다. 하지만 빈곤과 같이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상들을 온 히 이해하

기 해서는 하나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Moisio, 2004). 반면 

이러한 논리  제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련된 각종 연구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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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하게는 빈곤에 응하는 정책의 설계에서 단일차원으로 소득빈곤

에 한정하여 빈곤을 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몇 년간 소득빈곤을 상의 선정 기 으로 용한 빈곤 응정책

들이 일부 소득빈곤집단으로 집 되는 상을 래하고, 일부 빈곤집단

을 배제시키는 양상이 뜨거운 쟁 이 되었다. 소득빈곤으로 악한 빈곤

집단에 한정하여 생계지원뿐 아니라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 

공 지원이 집 되면서 실제 각 욕구 역에서 기 욕구수 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이 정책 으로 표 화되지 못한다는 비 이 지 않았다. 빈

곤의 제 차원을 이해하고  빈곤정책도 욕구, 문제를 심으로 다변화

될 필요성이 크다. 

빈곤의 측정은 주로 소득, 확장할 경우, 지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왔다. 빈곤의 규모 등을 악할 때에도 이러한 측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근은 일정 수  이하의 소득이나 지출이 빈곤의 여러 가지 다

양한 차원- 욕구 역 등 -에서의 빈곤으로 환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비 실 인 제에 기 하고 있다. 엣킨슨(Atkinson, 2003)은 서로 다른 

차원의 박탈을 단순하게 합산하는 것의 험을 지 하면서 의 제에 

하여 비 하 다. 박탈의 수 을 의미하는 박탈지수를 구할 때, 서로 

다른 차원의 박탈을 단순 합산하는 과정에는 사회복지  근이 고려되

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박탈은 다른 차원들 간 계를 반 하는 것이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 한 개인의 상황을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은 서로 거래되지 않는데, 무료로 주거가 제공이 되는 상황에서는 

주거는 소득과 무 하다. 반면 더 좋은 주거로 이동할 여력이 없는 경우 

소득이 주거박탈의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빈곤은 소득이나 지출이

라는 리변수만으로 악하기에 어려운 다의 인 개념이자 상이다. 

다차원 인 근으로 빈곤을 정의, 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빈곤에 한 간 인 측정의 표 인 인 소득빈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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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다각도로 규명하 다. 한편 다차원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기 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추상  개념, 빈곤을 이해

하고자 하 다. 개념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안  분석방법을 

용하여 한국의 빈곤을 악하고자 하 다. 

빈곤다차원성에 기 한 연구의 역사는 짧지 않다. 일 이 타운젠트

(Townsend)도 이러한 의도로 박탈의 개념을 활용, 빈곤에 하여 정의

하고 측정하고자 하 다. 센(Sen)은 경제  복리(economic wellbeing)

에 기 한 통 인 근을 넘어서서, 인간  복리(human wellbeing)에 

기 한 다차원  근으로 빈곤을 정의한 바 있다. 그 뒤로 많은 연구자

들이 다차원성을 제로 빈곤을 측정하려는 안  시도를 하여왔다. 반

면 빈곤의 다차원성에 한 국내의 분석은 아직 보  단계에 있다. 지

난 몇 년간 빈곤의 다차원성이 연구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

리나라 빈곤의 제 차원을 규명하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빈곤에 한 다차원 인 근은 추상  빈곤을 정확하게 악하고 제 

빈곤정책이 왜곡이 없이 빈곤에 응하도록 하는데 가장 기 인 기반

이 될 것이다. 빈곤측정 방식의 선택이 정책의 성격에도 향을 주게 된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득빈곤의 측정이 인 것이 아니

며 다양한 근으로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빈곤에 하여 

정의, 측정을 하고, 빈곤층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 다.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연구의 목 과 방법 등을 다

루는 서론과, 이론  배경과 실증  분석을 다룬 본론, 그리고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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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리하고 이론 ‧정책  함의를 다룬 결론이 그 것이다. 실증분

석을 하는 본론은 기 욕구의 충족을 하여 사용되는 고정비용의 향

을 고려하여 소득빈곤의 한계를 규명하는 부분, 빈곤에 한 다양한 정

의와 소득빈곤을 비교하여 그 첩을 분석한 부분, 빈곤의 시간  차원

을 고려하여 한 시 의 빈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된

다는 을 분석한 부분, 그리고 안  방식으로 잠재  집단분석을 활

용하여 우리나라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을 규명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 , 그리고 연구내용 개요와 연구방법

에 하여 약술하고 연구의 기여 등에 하여 논한다. 본론은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주로 소득빈곤의 한계와 안  빈곤측정의 용으로 구

성된다. 본론의 제2장에서는 본격 인 분석에 앞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여 빈곤이라는 개념에 한 제 정의와 측정을 소개하고 련 이슈에 

하여 논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반을 마련하 다. 직  빈곤측정과 간

 빈곤측정을 그 한계와 강 을 심으로 비교하고, 소득을 심으로 

한 간  측정방식의 문제에 하여 인 검토를 하 다. 안  

논의로서 간  측정과 직  측정을 융합한 연구들과 각 측정의 결

과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 연구들의 경험을 기 로 빈곤의 

차원, 지수화과정에서의 빈곤여부의 단, 통합지수로의 합산, 가 치부

여 등 련 이슈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추상  빈곤의 규명 방법

으로 제안된 제 연구들의 기여와 한계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안  

측정방식으로 선택한 잠재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의 

강 을 소개하 다. 

본론의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본격 인 분석과 분석결과들을 소개하

고 있다. 제3장에서는 소득빈곤의 한계를 규명하기 하여 국가비교연구

를 수행하 다.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IS)를 활용하여 사회정책의 환경

이 다른, 그러면서 소득과 지출 변수가 제공되고 있는 4개국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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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국가로 하여 가처분소득빈곤과 가처분소득에서 주거, 의료, 교육

의 기 욕구충족을 한 지출, 즉 고정비용을 감안한 수정 가처분소득 

빈곤을 비교하여, 소득빈곤이 공공사회정책으로 비롯된 필수재의 가격 

차이를 반 하지 못한다는 을 확인하 다. 제4장에서는 주거, 의료, 교

육, 그리고 근로 역에서 각 역의 박탈, 지출 과부담 등 빈곤의 측정

에서 활용되어온 제 방법으로 빈곤집단을 악하고 각 방법에서 구하여

진 빈곤 집단들의 첩과 차이를 비교하 다. 그리고 첩되지 않는 부

분들의 특징을 비교하여 향후 빈곤층의 악에서 고려할 시사 을 도출

하 다. 

제5장은 빈곤의 시간  차원을 으로, 한 시 의 빈곤집단이 다른 

시 에서 과연 빈곤한지를 살피고, 시간  차원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

하여야 하는 근거를 논하 다. 패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역동성을 기

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여 시간  차원의 빈

곤구성이 갖는 정책  의미를 재확인하 다. 마지막 장인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빈곤을 악하기 하여 잠재  집단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빈

곤층을 구분하 고, 각 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에 하여 분석하 다. 결

론인 제7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  유의미한 발견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이론 , 정책  함의를 정리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핵심 인 연구방법은 수리  분석이다. 국가 간 빈곤율의 

비교를 해서는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IS)를 활용하 다. LIS자료  

분석에 활용한 국가의 수가 은데 그 이유와 자료의 기  시 들을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제3장에 시해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측정방식을 용하여 국내 빈곤집단을 악하기 해서 박탈과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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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등을 변수로 포 하고 있는 한국복지패 자료를 활용하 다. 한국

복지패 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

로 조사하고 생산하는 패 자료로 빈곤층  차상 계층의 규모와 실태

변화를 종단 으로 악하여 보다 더 효율 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목 이 있다. 한국복지패 은 1차(2005년) 조사를 시작으로 재는 7차

(2011년)까지 조사되었다. 한 시 의 빈곤집단을 비교하는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 의 7차 자료를 활용하 고 시간차원에서 빈곤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국복지패 의 1차에서 7차 자료를 모두 활용하 다. 

수리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빈곤 측정에 한 선행연구를 문헌자

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검토하 다. 그리고 빈곤의 다차원  특성을 분석

하 던 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 다. 특히 안  분석방법인 잠재  집단분석 문가

들로부터 해당 분석에서 주의할 정보를 얻기 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분석 방법에 한 자세한 경험  정보를 얻었다. 

제3절 기대효과 

본 연구는 빈곤이 다차원의 추상  개념으로 일원 인 소득빈곤으로 

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을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

곤의 다차원  측정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노력의 선상에 있으며 빈곤에 한 다차원  분석의 유용성을 보

다 분명하게 하여 빈곤에 한 학문  노력의 지향을 변화시키는데 기

여할 것이라 본다. 뿐 아니라 본 연구는 추상  빈곤을 보다 실제의 

상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는 안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빈곤을 측정

함으로써 빈곤의 다차원성을 규명하는 향후 연구에 유용한 시사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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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것으로 기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도한 잠재  집단분석방법은 

국내에서 빈곤을 측정하는데 활용된 바 없는 방법으로 과거 몇 년간 시

도된 차원계수방식 등의 연구방법을 넘어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지

난 몇 년간 시도된 다차원  측정이 주로 박탈을 주 지표들로 투입하여 

빈곤을 규명하려 하 는데 이는 박탈과 비박탈로 이분화된 변수값으로 

투입변수의 범 를 한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잠재  집단분석은 생

활상의 어려움을 표 하는 명목변수들의 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수 의 변수를 빈곤집단을 밝히는 분석과정에 투입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한편 빈곤집단의 구성이 빈곤의 측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는 , 그리고 빈곤층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므로 이들의 특징을 다양

한 각도로 근하여야 한다는 을 밝힘으로써 향후 연구의 설계에서 

주목할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앞서 지 하 듯이 우린라라의 기존 빈곤정책은 소득빈곤층으로 집

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빈곤의 다양한 차원을 소개하고, 서로 다른 

빈곤 측정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빈곤정책이 소득빈곤

에 한정하기보다 다양한 표 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을 강력하

게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 다. 본 연구는 빈곤정책의 표 화를 소득빈

곤에서 욕구 역별 빈곤으로 다각화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새로운 정책  

근이 가능하도록 하리라 기 한다. 더 나아가 빈곤층을 표 화할 때 

우리나라의 빈곤집단의 실질  구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게 하며, 해당 정

책 상을 표 화할 때 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해

서도 정보를 제공하여 빈곤정책의 구상에서 구체 인 도움을 제공할 것

이라 상한다. 

욕구 역별로 빈곤에 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 이러한 정의들과 측정

방식들을 용할 경우 빈곤율과 빈곤층 구성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밝힘

으로써 욕구 역별로 빈곤에 응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각 정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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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빈곤의 정의와 측정이 다르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도 확인하

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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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다차원적 접근의 의의와 간접적 빈곤측정의 한계

빈곤은 직 으로 찰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빈곤은 생활상의 어려

움을 의미하는 추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은 체로 

모호한, 그리고 여러 요소들의 작용을 포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는 하

다. 링엔(Ringen, 1988)은 “빈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

하는 요소들과 련하여 정의된다”고 설명하 고 이러한 이유로, 빈곤을 

정의할 때 불충분한 자원과 같은 요소들이 자주 언 된다고 하 다. 빈

곤의 특징을 가장 잘 표 하는 것으로 박탈을 거론하면서 박탈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와 련되었다고 설명하 다. 엣킨슨(Atkinson, 

2003: 335)은 다차원  빈곤이라는 개념으로 큰(Vranken, 2002)의 

정의를 인용하 다. “빈곤은 복합 인 사회  배제 상황을 의미한다. 사

회  배제는 수많은 역들로 확산된, 그리고 일반 으로 수용된 생활유

형들로부터 빈곤층을 거리를 두어 구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서 빈곤

층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의 

두 정의는 생활의 여러 측면이 빈곤이라는 개념과 련된다는 을 강

조하고 있다. 하게날과 보스(Hagenaars and Vos, 1988: 212)는 빈곤에 

한 정의가 아래의 세 가지 범주  하나에 속한다고 설명하 다. 첫째, 

빈곤은 객 으로 정의된  최소한에 못 미치는 것, 둘째, 빈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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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다른 이들보다 덜 가진 것, 셋째, 빈곤은 잘 지낼 수 있을 정

도로 충분하게 갖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의 하게날과 

보스의 정의조차 빈곤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되 구체 인 조작화로 이끌

어가기 어려운 추상성을 확인하게 한다. 모이쇼(Moisio, 2004)는 빈곤

의 추상성, 모호성, 조작화의 어려움을 보다 분명하게 언 하 다. 빈곤

과 같은 높은 수 의 개념은 이론에서 추출된 여러 개의 하 개념들의 

조작화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그래서 빈곤은 일반

으로 '자원부족', '열악한 생활상태', '빈곤에 한 주 인 느낌'을 조작

화 함으로써, 측정되곤 하는데, 빈곤과 같이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는 

상들을 온 히 이해하기 해서는 하나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 도 지 하 다. 

소득을 심으로 하는 일차원 인 측정과 달리 다차원  근은 측정 

자체가 정책  시사 을 제공한다. 놀란과 웰런(Nolan and Whelan, 

2010: 321)은 다차원  측정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해 다고 하

다. 빈곤한 주거, 나쁜 환경, 사회  고립, 취약한 보건 등 다차원  측

정은 빈곤이라는 상 변의 복잡한 여러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짚어낸

다. 힉스(Hicks, 1998: 104)도 일반 으로 직 인 측정  하나인 미

충족기 욕구지수(Unsatisfied Basic Needs Index: UNI)는 세 가지 목

으로 사용된다고 하 다. 첫째, 소득의 리변수  하나로, 둘째, 비

 측면을 표시하거나 는 셋째, 기 인 서비스의 가용성이 부족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의 나열을 보면 미충족기 욕구지수

가 생활에서 부족한 측면을 명시 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빈곤에 

한 다차원  근은 그 유용성이 리 인정되면서 과거 몇 십년간 많

은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왔다. 

놀란과 웰런(Nolan and Whelan, 2010)에 따르면 비  지표들이 

최근 EU뿐 아니라 유럽의 개별국가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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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통합과정을 모니터하기 한 지표군이 박탈을 포 하는 방식

으로 확 되면서 박탈지수 활용은 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박탈

지수와 상  빈곤율을 비롯한 소득빈곤율을 국가별 비교에서 함께 사

용할 것을 제안하 다. 즉, 상  빈곤상태에서 박탈 수가 일정 수

이상인 빈곤집단을 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는 소

득빈곤이라는 개념은 유용하지만 이는 다른 다차원 측정의 보완을 제

로 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1990년   아일랜드는 박탈과 소

득빈곤을 공히 사용하여 항상빈곤(consistently poor)을 구분하려 하 고 

이것은 아일랜드 정부의 빈곤정책의 략수립(National Anti-Poverty 

Strategy)에서 사용하기 한 공식 인 빈곤측정으로 채택되었다. 그리

고 이것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밝히는데 큰 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와 국에서도 빈곤에 한 공식  모니터링에서 물질  

박탈지표를 소득빈곤과 함께 활용하 다. 

소득빈곤에 한 반성경향   다른 는 인간개발지수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UNDP가 최근에 인간개발지수를 개발하 다. 이것은 두 

개의 사회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 수명과 교육  성취, 그리고 이

것들은 일인당 소득과 결합되었다. 이 지수는 각 요소에 동일가 치를 

부여하 다. 최근 보고서에서 두 번째 버 의 지수가 소개되었다. 이 지

수는 인간개발지수를 수용하고, 일인당 소득을 빼고 보건서비스에 한 

근성, 안 한 물에 한 근성, 그리고 5세 이하 아동 증 양실조인 

아동의 비율로 구성된 복합지수를 포함시켰다(Hicks, 1998:105). 즉 경

제  지표보다 삶과 연 된 사회 인 특징의 지표들이 강조되고 지수화

과정에 반 된 것이다. 

지 까지 활용된 빈곤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 근으로 구분된다. 하

나는 실제 상을 기 로 빈곤여부를 측정하려는 직  측정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리변수를 사용하는 간  측정방식이다. 빈곤에 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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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direct definition)는 박탈의 어떤 증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빈곤을 실질 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로 구분해낸다. 직  방법은 실제 

소비의 찰에 기 한다. 소비가 기호를 반 한다고 하지만 소비가 항상 

사람들의 기호로부터 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 욕구를 충족하

기 한 주거, 교육, 의료에서는 기호의 반 이 약할 수 있다. 빈곤에 

한 간  정의(indirect definition)는 경제  자원의 측정에 기 한다. 

특정 자원의 부족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이다(Hallerod, 1995). 홀러로

드(Hallerod, 1995)는 빈곤에 한 두 가지 정의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근 모두 불완 하다고 하 다. 

홀러로드(Hallerod, 1995: 113)는 간  정의는 두 가지 기본 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 다. 첫째, 가구의 경제  자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분의 연구들이 소득을 자원의 측정

으로 사용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든 형태의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가

부, 물소득이나 기타 비공식 자원 등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  자원에 하여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면담으로 얻은 소득정보와 세 에 등록된 소득정보가 

다르다는 것이 지 되어왔다. 즉 각종 조사에서 얻어진 소득정보가 정확

하지 못하다는 것도 간  정의의 한계로 지 되었다. 간  정의가 

갖는 한계가 주로 각 소비자의 기호가 반 될 개연성에 한정되는데 반

하여, 간 인 빈곤측정의 문제는 자주, 그리고 보다 심각하게 지 되

고 있다. 엣킨슨(Atkinson, 2003)도 직  방법(direct method, 를 

들어 박탈을 직  측정하는 것)이 빈곤측정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

다. 그 이유는 직  방법은 소득에서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것들(투

자소득, 축, 비공식소득, 선물 등)을 고려하는데, 반면 재의 가구소

득은 장기 인 자원부족의 을 악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이었

다. 물가의 차이와 사회  이 과 사회서비스에 한 근성 차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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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소득은 빈곤을 악하는데 더욱 큰 한계를 가진다.  

놀란과 웰런(Nolan and Whelan, 2010: 319-320)도 소득만으로 빈

곤을 측정한다면 축을 사용하거나 국가의 비 지원으로 생활의 수

이 높아지거나, 는 장애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악할 수 없다고 하 다. 소득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의 

 다른 문제는 이 정의가 경제  자원과 생활의 수  간 계를 단순

하게 가정한다는 이다. 실제 생활조건은 비슷한 경제  자원을 가진 

가구에서도 다를 수 있다. 지출압박이 다를 때가 그 이다. 그리고 

을 생활수 으로 환하는 능력도 상이하다(Nolan and Whelan, 

2010: 114). 페 즈(Perez-Mayo, 2005)는 소득을 기 으로 한 기존의 

빈곤선이 갖는 단 을 구체 으로 지 하면서 이 방법이 기 기간의 길

이가 모호하고, 비 인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부'도 포함하지 

못하기 일 수이며, 가구의 필수품을 평가하기도 어려워서 결과 으로 빈

곤을 과소 추정할 험이 있다고 지 하 다. 그리고 소득과 생활기

(standard of living)이 상호 하게 련 있을 경우에 소득으로 빈곤

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 못하다고 지 하 다. 

차원들 간의 계를 고려할 때, 소득빈곤은 차원(주거나 보건 등)들의 

체를 제로 하여야 하지만 실은 그 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의 독립성에 하여 엣킨슨(Atkinson, 2003)도 빈곤의 각 차원들이 

서로 독립 인 성격을 지니고, 거래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빈곤측정에 한 두 가지 근의 차이를 보다 철학 으로 근한 학

자는 링엔(Ringen, 1988)이다. 링엔은 간  정의가 기회의 평등에 주

목하지만 직  정의는 결과의 평등 원리와 련된다고 하 다. 직  

정의는 실제 향유하는 생활수 을 찰하는 것에 기 하여 빈곤을 생활

수 으로 환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의 결과로 측정한다. 자원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회에서 자원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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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에서 링엔의 언

은 빈곤측정에서 왜 직  측정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이

해하는데 있어 요한 의미를 지닌다. 링엔은 “ 복지국가들, 어도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결과의 평등원칙을 구 한다. 만약 기회의 문제에

만 심을 가진다면 소득재분배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그

것 이상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목 으로 시장을 규제한다. 

소비를 직  재분배하려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야망이 결과의 평등이

라면 복지의 정의를 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데 불충분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와 같은 생

활에서의 평등이라면 우리는 삶의 의미에서 불평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고 결과의 평등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 직  측정이 요한 이유를 

설명하 다. 결과 으로 그는 배제와 박탈을 빈곤의 안  개념으로 제

안하 다(Ringen, 1988). 

소득을 활용하여 간 으로 빈곤을 측정한 것이 어떠한 한계를 갖는

지를 경험  분석으로 규명한 연구들이 지 않다. OECD(2011)는 

OECD 국가를 하나로 보았을 때 추출한 회귀계수를 기 로 OECD 국

가들의 주  복지의 기 수 을 계산하고, 다음으로, 나라별 회귀계수

를 기 로 복지의 나라별 기 순 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소득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효과 이지 못하며, 복지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들  부분은 소득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만으로는 소득과 련이 없는 다양한 범주가 복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비시장  생산, 여가, 건강, 환경, 사회  통합

정도는 한 사회 내의 사람들의 복지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지

만 이러한 요인들에 한 고려가 소득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홀러로드(Hallerod, 1995)는 직  측정과 간  측정을 용한 결과 

간  측정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을 밝히고 양 근의 결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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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 다. 그는 두 가지 정의는 체 계가 아니고 보충 계이므로 양자

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빈곤은 경제  자원의 불충분함으로 인

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낮은 수 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빈곤정의를 반 한 측정은 두 가지 측정방법을 병행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빈곤과 박탈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들을 진

정한 빈곤층(truly poor)이라고 유형화하고, 소득빈곤이나 박탈상태의 빈

곤과 구분하여 이들의 구성을 분석, 차이를 비교하 다. 분석결과, 간

인 방법에 따르면 빈곤층은 인구 체에 불규칙하게 분포하면서 빈곤의 

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놀란과 웰런(Nolan and Whelan, 2010: 320)의 국가비교 연구를 보

면, 직  측정과 간  측정으로 얻어진 빈곤 집단들이 첩된 빈곤

층 규모의 순 가 상  빈곤선기  빈곤 규모의 순 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그러나 소득빈곤집단과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이 첩된 집단의 

규모는 소득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수 으

로 높아진 사회에서는 소득빈곤과 직  측정으로 구분된 빈곤층의 불

일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을 암시하 다. 결과 으로 소득빈곤만으로 

근할 경우 국가 간 비교의 결과가 다차원  근에서와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제2절 빈곤 다차원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1. 해외 선행연구의 경향과 함의 

빈곤에 한 다차원  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빈곤이라는 개념에는 

소득 외 다른 차원들이 내포되어있음을 지 하 다. 엣킨슨(Atkinson, 

2003: 333)은 빈곤에는 여러 차원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28∙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하 다. 하나는 여러 생활 역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의 역동성이라고 차

원을 구분하 다. 빈곤의 다차원  근을 시도하는  다른 연구자 힉

스(Hicks, 1998)는 기 인 욕구의 측면을 논하면서 기 이라는 것

은 일반 으로 양, 교육, 주거, 보건, 물, 생에서 일정한 최소수 을 

의미한다고 설명하 다. 미충족기 욕구지수(UNI)는 주로 남미나 개도

국 상 로 측정에 활용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소득 악의 어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의 기 욕구 차원들은 지역차원에서도 근되기도 한다. 

욕구의 차원  는 빈곤의 차원  주거는 개 가 되어 선택되는 

경향을 보인다. 힉스(Hicks, 1998)도 미충족기 욕구지수의 구성에서 

체 5개 지표  3개를 주거부문의 지표로 구성하 다. 분석결과에서도 

주거가 다른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측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차이가 생활상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과, 부분의 조사 자료에서 주

거생활을 반 한 변수를 다수 포 하고 있는 이 반 된 것으로 단된

다. 힉스는 소득빈곤과 조하 을 때조차 주거생활, 주거박탈이 빈곤을 

설명하는데 매우 강력한 향력을 갖는다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주장하

다. 소득 개발 국가를 상으로 빈곤의 측정을 시도한 사이사나와 살

틸리(Saisana and Saltelli, 2010)는 빈곤은 다차원 으로 근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10개의 기본 인 차원을 제안하 다. 양, 물 공 , 보

건, 생, 주거와 에 지, 교육, 농업을 한 자산, 비농업자산, 험에 

한 노출과 회생, 성 평등이 그것들이다. 의 연구자들은 공히 빈곤의 차

원이 여러 개로 구성되면 각 차원이 소득과 함께 요한 의미를 지닌다

는 을 강조한다. 

하게날과 보스(Hagenaars and Vos, 1988)는 그들의 연구에서 빈곤

에 한 정의 8가지, 각각을 사용한 빈곤율을 비교하여 빈곤에 한 다

른 정의들 사이에 불일치와 유사성을 밝히고자 하 다. 각 정의에 따라 

특정 집단의 빈곤 험이 과다 계측되었는지, 과소 계측되었는지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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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론할 수 있다고 하 다. 8가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기 욕구 근(Basic Needs Approach)
② 식품/소득 비율(Food/Income Ratio)
③ 고정비용/소득 비율(Fixed Cost/Income Ratio) 
④ 총지출/소득 비율(Total Expenditure/Income Ratio, 1을 과하면 빈곤) 
⑤ 상  박탈(Relative Deprivation with Respect to Various 
   Commodities)
⑥ 주  최 소득(Subjective Minimum Income Definition) 
⑦ 주  최 지출(Subjective Minimum Consumption Definition) 
⑧ 정책  최 기 (Official Minimum). 

8가지 빈곤정의를 사용하여 빈곤집단의 규모와 특징을 비교하면서 근

로단독가구, 한부모,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비근로가구 노인단독, 노인

비단독으로 하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각 빈곤 근에서 어느 정도 설

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의에 따라 빈곤율이 5.7%에서 

33.5%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빈곤율과 함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를 들어 체 빈곤율은 최소한의 식품정의에

서 가장 높으나 단독근로가구의 경우에는 내구재를 심으로 한 빈곤측

정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정의에 따라 각 집단

의 빈곤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방식으로 측정

한 빈곤과 다른 지수의 빈곤의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빈곤

측정에 따라 첩되는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욕구정의 빈

곤자  식품/소득비율 정의 빈곤자의 비율은 35.8%이지만 다른 빈곤측

정에서는 첩도가 다르다. 결론 으로 정책  최 기 , 기 욕구정의, 

주  정의가 빈곤을 밝히는데 가장 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하

다. 하지만 각 정의에 따른 빈곤 간 차이가 무 커서 특정 정의의 선택

은 설령 가장 좋은 정의  하나를 선택한다 하여도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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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킨슨(Atkinson, 2003)도 다차원  근으로 국과 벨지움의 빈곤

을 비교한 결과, 양국의 빈곤이 지표들 사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 다. 주거, 소득, 연체, 고  박탈지표들로 역을 한정하여 빈곤을 

측정한 결과, 양국의 사회정책환경이 달라서 빈곤에 한 제 차원의 상

호 연 성이 달라지며 빈곤율도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힉스(Hicks, 

1998)도 소득빈곤과 박탈 는 미충족된 욕구측정(unsatisfied need 

index: UNI)의 결합사용으로 빈곤을 측정한 결과, 남미 사례국가에서 

소득과 실제 빈곤인 결핍의 격차가 나타났다. 미무라(Mimura, 2007)는 

미국에서 정책빈곤선이 식료품비를 기 으로 도출되는 것에 한 문제제

기에서 시작하여 주거비 과부담과 소득빈곤집단을 비교하 다. 미국의 

소득빈곤선이 주거비의 상승을 반 하지 못하여 주거비 과부담의 문제를 

겪는 가구가 정책빈곤선을 기 으로 한 빈곤층과 상이할 것이라는 제

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와 정책빈곤선 기  빈곤가구 

 어느 집단이 박탈을 경험하는 실제 빈곤집단과 유사한지를 분석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경제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악하는데 

무엇이 더 한지를 분석한 결과, 소득빈곤지 는 경제  어려움을 더 

잘 설명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 주거비 과부담보다 소득빈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밝히는데 더 향력이 있다고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빈곤측정들 간의 첩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 다.  연

구는 주거비 과부담보다 소득빈곤의 향이 크다는 을 결론에서 보여

주었지만 역시 소득빈곤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주거비과부담 가구의 비

이나 서로 다른 인종의 빈곤에 각 빈곤 측정이 다른 설명력을 갖는다는 

을 함께 보여주면서 소득빈곤의 불완 성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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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과 한계 

우리나라의 련 연구를 찾는다면 빈곤의 확장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회  배제와 사회  박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빈

곤을 진단하는 연구가 부분이다(박병 ·최선미, 2001; 신명호, 2003; 

남기철·성은미·유의선·황형욱, 2005; 강신욱 외, 2005; 강신욱, 2006; 김

안나, 2007; 김교성·노혜진, 2008; 허종호·조 태·권순만, 2010). 이  

사회  배제를 다룬 연구로는 박병 ·최선미(2001), 신명호(2003) 강신

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 (2005), 강신욱(2006), 김안나(2007)의 연

구가 그 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  배제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가용한 

배제지표를 구성하고 한국의 사회  배제수 을 악하고자 시도하 다. 

사회  배제가 빈곤이라는 추상  개념의 실을 잘 표 하는 개념  

하나이므로 이러한 시도가 빈곤의 다차원  측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의 연구들이 다양한 지표들을 지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면

한 많은 과제들에 하여 단순 합산과 같은 비교  단순한 해법을 찾았

던 것과 비교하여 2010년을 넘기면서 보다 정교한 지수화작업이 시도되

었고 빈곤의 다차원  분석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다.  

빈곤의 다차원성에 한 보다 본격 인 연구들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서병수, 2008; 최균·서병수·권종희, 2011; 김경혜·김

·박은철, 2010; 김교성·노혜진, 2011). 김경혜·김 ·박은철(2010)과 

최균·서병수·권종희(2011)는 결핍이 있는 차원들의 개수에 근거하여 빈

곤층을 규명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사용하여 빈곤에 한 다차원  측정을 

시도하 다. 두 연구 모두 빈곤율과 빈곤의 심도를 함께 고려하는 차원

조정방식을 활용하 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  빈곤율의 계산은 두 가지 형태로 제시

된다. 첫째, ‘다차원  빈곤율’(multidimensional headcount ratio)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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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N) 비 다차원 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수(p)에 의해 계산되는 

H=q/N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빈곤한 사람들의 수를 보여 다는 

에서 장 을 가지지만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를 해결하

기 해 제시되는 방식이 두 번째 방법이다. 이것은 ‘차원조정된 다차원

 빈곤율’로, 차원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알카일과 포스터(Alkire 

and Foster, 2011)는 차원조정 FGT 지수    
을 개발

하 다1). ‘조정된 다차원  빈곤율’(adjusted headcount ratio)=M0, ‘조

정된 빈곤갭’(adjusted poverty gap)=M1, '조정된 FGT measure'=M2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이때 A는 모든 다차원  빈자들이 재 결핍을 겪고 있는 차원들의 

총 개수를 모든 다차원  빈자들(q)이 겪을 수 있는 최 의 결핍차원들

의 개수(d)를 곱한 값으로 나 어 계산한다. 따라서 M0은 다차원  빈

곤의 빈도(H)와 다차원  빈자들의 평균 인 결핍의 양(A)에 민감하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M1은 빈곤갭을, M2는 빈곤갭의 자승을 이용

한다. 

김경혜·김 ·박은철(2010)은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역에서 결핍률을 악하고 3개 차원을 기 으로 차원빈곤을 도출, 빈곤

의 심도를 고려하여 차원조정 FGI로 다차원  빈곤지수를 산출하 다. 

산출 결과, 3차원 이상의 빈곤율은 25.1%이고 이들 빈곤가구의 평균 결

핍율이 58.2%로 차원조정 FGI지수는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

원  빈곤집단을 가구유형, 연령, 교육수 , 건강상태, 소득수  등을 기

1) 이때 알 (alpha)가 높아진다는 것은 빈곤선에서 멀리 떨어진 빈자에게 더 높은 가 치를 

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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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빈곤집단에 한 이해를 도왔다. 

김교성‧노혜진(2011)은 빈곤측정을 여러 가지 기  소득과 의료비 차

감 소득 그리고 주  빈곤과 생활여건박탈, 주거환경박탈, 사회보험미

가입을 기 으로 분석하고 빈곤층 규모와 구성상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빈곤집단의 특성비교는 성, 연령, 교육 고용, 지역을 심으로 

하 다. 측정의 방법은 차원의 박탈을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더불

어 사회  배제, 빈곤탈피와 지역빈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최균·서병

수·권종희(2011)는 건강, 근로능력, 가족·사회 계, 사회보장, 순자산, 소

득의 6개 차원을 포 하여 6개 차원  3개 이상의 차원에서 기 선 이

하 빈곤가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제시하 다. 

부분의 우리나라 연구들은 각 차원의 빈곤 상황을 이분화하여 박탈

이 이루어진 차원의 수를 합산하고 일정 수 이상의 차원에서 박탈이 이

루어진 경우를 빈곤으로 구분하여 빈곤의 규모와 그 집단의 특징을 분

석하 다. 기존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 심의 간 이고 단일차원의 빈

곤개념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본격 으로 논하지 않고, 공히 문제규명

을 락하 다는 문제를 갖는다. 외국의 연구들의 역사를 보면 안  

방법에 한 고민 뿐 아니라 안  방법이 필요한 근거를 규명하는 연

구들도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기존의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다

수의 값을 갖는 명목변수의 투입이 제한되는 분석방법을 유지하고 있으

며 분석 결과로 두출하는 집단의 구성도 빈곤과 비빈곤으로 이분화하는 

공통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빈곤이라는 추상  상을 개방 으로 

근하지 못하고 선험 으로 빈곤과 비빈곤의 기 을 용, 결과 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을 비빈곤집단과 구분되는 단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제시

한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있어 아직 기

존 연구의 제들은 일정한 왜곡을 래할 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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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차원적 측정의 쟁점과 잠재적 집단분석

  1. 대안적 측정 방법의 쟁점

빈곤의 추상성으로 다차원  근이 필요하다는 은 이미 앞에서 언

하 다. 빈곤의 제 차원은 시간  차원을 비롯하여 생활상의 여러 측

면을 담는 것이었다. 빈곤의 다차원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몇 가지 이슈

에 직면하여 왔다. 첫째, 차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무엇을 

기 으로 각 차원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단할 것인지, 셋째, 각 차원

의 값을 어떻게 합산하여 지수화할 것인지가 그 것들이다. 

첫 번째의 차원구성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며 그 근거에 한 정교한 학술  설명도 발견하기 어렵다. 활용

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 이고 각 자료에서 구할 수 있는 차원정보도 

역시 제한 이기 때문으로 단된다. 하지만 가능한 수 에서 생활상의 

여러 측면을 담보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슈는 빈곤여부의 단기 을 

마련하는 것인데 부분의 연구들이 각 차원에서 이분화된 값을 만들어 

사용한다. 박탈과 비박탈이 그 표 인 구분의 이다. 하지만 생활상

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들  상당수는 이분화가 쉽지 않은 것들이

다. 두 개 이상의 값을 갖는 명목변수이거나 는 연속 인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도 많다. 잠재  집단분석방법은 투입하는 변수가 다수의 값

을 갖는 명목변수여도, 그리고 서열이나 비율변수도 가능하여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각 차원에 한 가 치 부여와 합산 방식으로 더욱 

복잡한 과제가 된다. 엣킨슨(Atkinson, 2003: 332)은 기존의 연구들이 

박탈의 차원개수를 세는 것에 집 하는 경향(counting approach)이 있

었다고 지 하면서 서로 분리된 차원에서의 박탈은 다른 수 을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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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어서, 차원  지배 인 조건이 있는지를 악하고 차원 간 계

를 고려한 가 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단순 합이 아니라 박탈의 정도에 

해서도 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엣킨슨의 주장과 같

이 빈곤의 다차원 분석에서 정교한 지수화, 심도 분석방법이 발 하여 

왔다. 

도이치와 실버(Deutsch and Silber, 2005)는 여러 가지 지수합산 방

식을 비교 정리하 다. 를 들어 퍼지(Fuzzy) 방법은 세리올리와 자니

(Cerioli and Zani, 1990)에 의하여 빈곤다차원성에 용되었다. 이분화

된 변수들이 아닌 경우 그 값의 처리 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를 들어 

질 인 변수들, 5  척도로 구성되는 건강에 한 주  단 등이 그 

변수들의 이다. 퍼지방식은 최소값보다 작은 경우, 최 값보다 큰 경

우, 그리고 그 사이로 구분하여 소속을 구분하고, 최 값 이상은 비빈곤

으로, 최소값 이하는 빈곤으로 처리하며 특정 속성에서 x가 최 값과 최

소값 사이에 있으면 최 값-해당 사례의 값/최 값-최소값으로 환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거리함수 근(The Distance Function Approach)

은 지표들의 정 인 속성과 부정  속성을 구분하고 변수 간 거리로 

지표값을 처리한다. 기 값과 찰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 치에서 멀 

경우 더 큰 가 치를 부여하는, 정보를 고려하는 근(Information 

Theory Approach)도 있다. 한편 다차원  빈곤측정에서 수되어야 하

는 공리를 기 으로 하는 공리  근(Atiomatic Derivations of 

Multidimentional poverty indices)도 활용된 바 있다. 도이치와 실버는 

이러한 합산 방식을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53.2%의 가구가  빈곤

하지 않았고, 15.4%는 하나의 빈곤지수에 따라 빈곤으로 나타났으며 

11%의 가구는 모든 지수에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합산 방식에 

따라 빈곤집단의 규모 등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체  경

향성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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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슈들에 한 논의와 함께 빈곤다차원의 제 특성을 하나의 

지수로 합산하는 방식 자체를 반 하는 입장도 있다. 사이사나와 살틸리

(Saisana and  Saltelli, 2010)는 지수합산이 무용하다고 보고 하나의 

지수로 합산하는 시도를 반 하 다. 다차원 인 빈곤측정 기법(MPAT)

의 개발자들은 빈곤의 제 차원을 구성하는 10개의 요소들을 하나의 단

일 복합지수로 합산하는 것을 반 하 고, 그 이유는 결과 인 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 게 합산할 경우 종단 으로 

빈곤의 양상이 심각해지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지만 다차원분석의 이  

 하나인 어디에서 빈곤이 심각한지, 그 단서를 보도록 하는 기능을 약

해진다. 

  2. 잠재적 집단분석방법

본 연구는 빈곤의 다차원성을 제로 빈곤을 규명하는 안  측정방

법으로 잠재  집단분석을 제안한다. 놀란과 웰런(Nolan and Whelan, 

2010: 321)은 빈곤의 여러 측면을 악하는 방식으로 잠재  집단분석

이 강 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드와일드(Dewilde, 2004)도 잠재

 집단분석의 목 은 찰된 지표들 간의 계를 설명하는 잠재된 구

조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고 이 분석의 이 을 세 가지로 소개하 다. 첫

째, 비 실  가정을 제로 하지 않는다. 안으로 범주  근을 시도

하고 있다. 둘째, 가장 한 지표들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인구집단에 하여 잠재  빈곤개념이 동일한 개념  등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빈곤인구의 규모와 사회  분포에 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드와일드(Dewilde, 2004)는 잠재  집단 측정 모델(Latent Class 

Measurement Model)을 활용하면서 시간  차원을 고려한 종단  분석

올 병행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그는 차원들에 가 치를 부여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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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하며 문가패 에 의해서 가 치를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 게 상 으로 단순한 방법들은 개념 , 방법론 인 문제를 가진다

고 하면서 잠재  집단분석을 안으로 제안하 다. 과거의 다차원측정 

방식들은 선택된 지표들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제에 의거하

고 있으며 선택된 지표들이 완벽하게 측정되어 측정오차가 없다는 가정

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제 그 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

제는 잠재  집단분석을 사용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 다. 

과거 지표들 간의 계를 고려하는 안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분석

방법은 고 인 요인분석으로 잠재 , 찰할 수 없는 구조를 악하기 

하여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이것은 지표들 간의 결합(associations)

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이 갖는 문제는 지표들이 등간, 비율변

수 수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인들이 선형이라 가정된다. 소

득을 제외한다면 일반 으로 가용한 박탈지표는 범주 이다. 구조  등

모델의 틀이 조정된 계를 계산(calculate)할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이

것도 아직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Dewilde, 2004: 339). 

결국 빈곤의 여러 차원을 변하는 변수의 수 과 측정의 수 이 불일

치하게 된다. 하지만 잠재  조건 확률은 빈곤한 잠재집단의 크기(빈곤 

수 과 비슷하다)와, 어떻게 각각의 측 지표들이 계를 갖고 있는지

를 보여 다. 잠재  집단분석은 로그선형분석기법(log-linear analysis 

techniques)에 속하는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의 범주  등 성 분석으로 

간주된다. 요인분석은 자료가 정규분포임을 가정하는데 로그선형분석은 

다수의 명목에 기 하고 있다. 범주  서베이 자료들은 쉽게 이러한 조

건을 충족한다. 잠재 변수의 범주들은 잠재계층들로 불린다. 찰된 변

수도 완 하게 계측된 것은 아니어서 잠재변수와 그 지표사이의 계도 

결정 이기 보다 개연성을 갖는 것 즈음의 것이다. 그리고 찰된 변수

들 간의 직 인 계는 없다. 잠재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 지



38∙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표들 사이의 어떠한 연계도 사라진다. 잠재  집단모델은 본질 으로 조

건화된 반응의 개연성(conditional response probabilities)라는 개념에 

의하여 구성된다. 

드와일드(Dewilde, 2004)는 잠재  집단분석에서 패 자료를 사용하

여 시간  차원까지 고려가 가능한 다수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이나 잠재  집단동시분석(Simultaneous Latent Class 

Analysis: SLCA)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잠재  구조가 국과 벨지

움, 두 개 국가에서 같은지를 실험하 던 결과, 빈곤의 각 역에서 일

부 지표들은 같았으나 구조  등 모델이 하지 않았다. 즉, 다른 제

도  맥락에서 다른 형태로 빈곤이 나타난다는 가정과 합치한다. 주거

역에서 국보다 벨지움 빈곤층의 박탈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

거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되며, 다른 재정  박탈에서는 양

국이 유사하 다.  분석을 통하여 잠재  집단분석의 이 을 확인하게 

되는데 투입변수의 선택에서 제한을 이고 분석결과에서 상황에 한 

풍부한 이해의 기회를 얻는 것이 그 것이다. 

모이쇼(Moisio, 2004)도 잠재  집단분석으로 빈곤을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 다. 이 분석이 다차원 인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기 한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실험하기 해 많이 알

려진 세 개의 빈곤 지표로, 핀란드, 네덜란드, 국 세 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세 가지 빈곤지표는 (I) 상  소득 빈곤 (D) 주

거 박탈, (S) 주  빈곤이었다. 그는 미리 집단의 수를 정하고 두 개

의 잠재집단을 가진 분석을 하 다. 이러한 방식은 빈곤집단의 모습을 

일부 왜곡할 험이 있다. 분석결과, 3개국은 빈곤의 차원들이 다르게 

향을 미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잠재 인 빈곤집단이 가장 명확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빈곤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소득의 

60% 보다 낮을 확률이 0.713이며, 주거박탈이 될 확률은 0.415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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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빈곤을 느낄 확률은 0.554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다차원  

빈곤 측정에서 이 세 가지의 지표들이 타당한 세트를 형성하고 있는듯

하다고 해석하 다. 반면 국과 핀란드는 잠재  구조가 만족스럽게 나

타나지 않았다. 소득빈곤으로 사용된 소득의 60%미만 기 이 이들 

두 나라에서는 무 낮은 기 인듯 하다고 설명하 다. 그리고 빈곤집단

에서 주거박탈의 험은 핀란드나 국에서는 낮았다(핀란드 0.129, 

국 0.269). 사용된 주거박탈 지표는 이 두 나라에서는 빈곤을 잘 측정하

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다. 주거박탈 하나로 측정하는 것보다, 주  

빈곤과 상  소득빈곤을 함께 이용했을 때가 더 신뢰할만 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빈곤의 차원구성이 사회마다 다르게 선택될 수 있

다는 , 그리고 같은 지표들로 빈곤의 차원을 구성한다면 각 사회에서 

제 차원의 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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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득빈곤의 한계와 고정비용의 영향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소득을 심으로 하는 일차원 인 빈곤 측

정이 갖는 한계를 분석하고 빈곤의 다차원 인 특성을 제로 추상 인 

빈곤을 측정하는 안 인 방안을 실험 으로 용하여 한국의 빈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장은 본 연구의 목   소득을 심으로 하는 빈

곤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으로 한다. 

돌벡(Thorbecke, 2005)은 소득으로 빈곤을 단하려면 가격이 효용 

가치를 완벽하게 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 수명, 문맹률, 공공재의 

공 , 자유인정과 안 의 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의 향으로 그 지 못

하다고 언 한 바 있다. 빈곤의 정의와 측정에서 소득을 심으로 하는 

간  근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는 소득이 필요한 소비를 

변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이다. 소득빈곤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

는 것에 하여 충분하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바꾸어 말

하자면 소득 빈곤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을 반 하기 어렵다. 가장 표 으로 사회정책의 각종 물 여와 서

비스는 소득빈곤 여부에 제 로 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각 국가의 

소득빈곤율은 개별 국가의 사회정책의 수 이 상이하여 무료로 소비가 

가능한 기 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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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삶의 질과 더욱 연 이 있지만 소득은 보건이나 교육 등에서

의 사회  여들을 정확하게 포 하지 못한다. 앞서 이론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학자들이 소득을 심으로 빈곤에 하여 일면 으로 

근하는 방식에서는 공  지원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을 한계로 지

하여왔다.  

주거, 의료, 교육 역에서 기 욕구를 충족하기 하여 필요한 가구 

지출이 각 사회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고등교육까지 무료로 제공

되는 사회와 그 지 않은 사회의 가구단  교육비 지출이 다를 것이다. 

의료보장이  국민을 상으로 견고하게 운 되는 사회에서는 가계 지

출  의료비 지출이 거의 무에 가깝겠지만 의료보장제도가 취약한 사

회에서는 의료비의 지출이 높을 것이다. 주거도 마찬가지로 무료임 나 

렴한 임 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보유한 사회에서는 주거비 지출이 

고 그 지 못한 사회에서는 주거비 지출이 클 것이다. 물론 주거정책의 

향은 조  다를 수 있다. 이유는 임 료 지원제도의 운  때문이다. 

임 료 지원제도는 개 임 료를 지원하면 그 지원액이 가구의 소득으

로 합산되고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공 이 소득으로 처리된 임 료가 지출되면서 오히려 높은 가구 지출로 

감지될 수도 있다. 

요는 국가의 사회정책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기  욕구

역에서 가계 지출이 다르게 되어, 이러한 고정비용을 고려할 경우 빈곤

의 수 이 소득만으로 측정한 빈곤의 수 과 다를 수 있다는 이다. 2

개 사례 국가에서 실질  소득을 기 으로 동일하게 300만원 수 의 월

소득이 있다하여도 사회정책이 높은 수 으로 발달한 A국에서는 주거비

와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낮은 수 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실질 으로 

의생활과 식생활 등 기호가 작용하는 여타의 생계에 지출할 소득이 높

지만, 만약 사회정책의 수 이 열악한 B국에서 주거비도 높고, 의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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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한 가구의 지출 부담이 높다면 이 경우에는 여타의 생계에 

지출할 실질  가처분 소득은 낮게 된다. 

가처분 소득기 의 소득빈곤과 주거, 의료, 교육 등 각 욕구 역에서 

가계지출을 제거한 후 수정된 가처분 소득을 기 으로 한 소득빈곤을 

비교하여 빈곤율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가 가능한 국가들의 빈곤

율과 비교하여 각 사회의 주거, 의료, 교육 역 사회정책의 향을 고려

하고 함의를 도출하 다. 결론 으로 본 장에서는 국가 간 비교로 각기 

다른 사회의 환경에 따라 소득빈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

고자 한다.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설명 

본 장에서는 룩셈부르크 소득 조사자료(Luxembourg Income Study: 

LIS, 이하 LIS)를 이용하여, 단순 소득빈곤과 가계지출을 고려한 소득

빈곤의 격차를 국가 간 비교하 다. LIS는 수십 년 동안 국가 간 비교

가 가능하도록 미국, 국, 랑스 등 세계 36여 개 국의 소득, 지출, 

자산에 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여 왔다. 재 LIS는 7차 웨이

(2006년~2008년)까지 조사되었으며, 가구의 인구사회학  배경과 함께, 

근로소득, 자본소득, 가처분소득, 연 , 사회보장 여, 세  등 소득 련 

자료와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 련 자료, 그리고 재산, 

부채 등 자산 련 자료를 포 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장의 목 인 기  욕구 역의 가계 지출을 고려한 빈곤율을 구하

기 해 지출 련 변수의 사용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지출에 한 변수

는 각 나라별로 제공 여부가 상이하여 모든 나라의 주거, 교육, 의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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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한 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표 3-1>에 제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많은 나라에서 지출과 련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 랑스, 독일만을 분석 상 국가로 선택하

다. 우선 주거비 지출을 고려하기 하여 주거비  임 료(Actual 

Rent)가 있는 독일을 선택하 다. 주거비  환산임 료(Imputed Rent)

는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주거비의 부담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

서 제외하 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욕구 역의 지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를 분석 상 국가로 선택하 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하게 고려가 

된 은 결과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해당 국가의 사회정책에 하여 비

교  많이 소개되어 있는가 하는 이었다. 한국은 2006년 기  데이터

만 제공되어 있었으며 그 시 의 자료에도 지출에 한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미국, 국, 랑스, 독일과 비교하 다.   

〈표 3-1〉국가별 지출 관련 변수 사용 가능 여부

지출 구분
한국

(2006)

미국

(2010)

영국

(2004)

독일

(2007)

스웨덴

(2005)

프랑스

(2005)

이탈리아

(2004)

핀란드

(2004)

주거

(Actual Rent) 
Ｘ Ｘ Ｘ ○ Ｘ Ｘ Ｘ Ｘ

주거

(Imputed Rent) 
Ｘ ○ Ｘ Ｘ Ｘ ○ ○ ○

교육 Ｘ Ｘ ○ Ｘ Ｘ ○ Ｘ Ｘ

의료 Ｘ ○ Ｘ Ｘ Ｘ ○ Ｘ Ｘ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는 LIS 변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변수를 사용하 다. 최근 LIS의 소득구성이 변경되었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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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볼 때, 요소소득(factor income)은 제공되고 있지만 시장소득

(market income)은 변수로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labour 

income), 자본소득(capital income), 연 (pension), 사 이  소득

(private transfers)을 통합하여 변수를 새로이 생성하 다. 가처분소득,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변수는 데이터 상에 제공되어 있어 별도의 변수 

생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림 3-1〕LIS 자료의 소득분류와 활용 

LIS 소득 분류

요소소득

(Factor 

Income)

근로소득

(Labour 

Income)
시장

소득

(Market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자본소득

(Capital 

Income)

연 (Pension)

이 소득

(Transfer 

Income)

사

공

소득세(Income Taxes) 

+사회보장부담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앞서 언 하 듯이 주거비는 실질임 료(actual rent)를 사용하 고,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학교 외의 교육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사된 변수를 

사용하 으며,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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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 의료와 련한 모든 것을 포함한 변수를 사용하 다. LIS상의 모

든 변수는 연단 로 조사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에서는 상  빈곤율을 사용하 다. 국가비교를 한 것으로 이 

은 다른 장의 최 생계비 기 의 빈곤율과 구분된다. 사용되는 소득은 

균등화하고 LIS에서 제공하는 가외치 제거방법(top and bottom 

coding)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즉, 균등화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이 

0 미만일 경우 0으로 처리, 소득의 10배 이상일 경우 소득의 

10배로 처리하여 가외치(outlier)를 제거하 다. 

분석 시 먼  시장소득  40%미만, 가처분소득  40%미만을 

기 으로 빈곤율을 제시하 다. 체 으로 각 국가의 사회정책의 향

을 악하기 한 기  분석이다. 사회정책의 수 이 높을수록 시장소득

과 가처분소득 기  빈곤율의 차이가 크다. 다음으로 가처분소득 기 의 

빈곤율과 욕구 역별 가계지출을 제한 후 수정된 가처분 소득 빈곤율의 

비교를 실시하 다. 각 욕구 역에서 가계지출을 제한 후의 수정된 가처

분소득을 활용하여 빈곤율을 구할 때, 두 가지의 빈곤선을 활용하 다. 

하나는 가처분소득  40%선이다. 다른 하나는 가처분소득에서 욕구

역별 가계지출을 제하고 구한 수정된 가처분소득  40%선이다. 

자는 단순하게 가처분소득  40%선을 고정하고 가처분소득 빈곤율

과 고정비용을 고려한 수정된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한 것이고 후자는 고정비용을 제한 후 얻어진 수정된 가처분소득의 분

배 상태를 고려한 빈곤선을 활용하여 빈곤율의 변화를 비교하려는 시도

이다. 

를 들어 주거 역의 경우 주거비용을 제거한 수정된 가처분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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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가처분소득  40%미만일 경우(C), 주거비용 제거 가처분소득

이 원래의 가처분소득  40%미만일 경우(D), 두 개의 빈곤율을 계

산하 다. 한 교육 역에서는 교육비를 제거한 수정된 가처분소득이 

수정된 가처분소득  40% 미만일 경우(C), 그리고 교육비를 제거한 

수정된 가처분소득이 원래의 가처분소득  40%미만인 빈곤율(D)을 

제시하 다. 의료 역에서도 의료비를 제거하여 수정된 가처분소득이 

수정된 가처분소득  40%를 기 으로 한 빈곤율(C)과 의료비 제거

한 수정 가처분소득을 원래의 가처분소득  40%를 기 으로 한 빈

곤율(D)을 함께 제시하 다. 

제3절 고정비용 차감 후 소득빈곤율 변화 

주거, 교육, 의료 역의 고정비용을 제거한 수정 가처분소득으로 산출

한 빈곤율을 원래의 가처분소득으로 산출한 빈곤율과 비교한 결과, 5개 

국의 빈곤율 차이가 다르다는 을 확인하 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각 국의 사회정책의 차이에서 연유된 것이다. 시장소득

으로 산출한 빈곤율과 가처분소득으로 산출한 빈곤율을 비교하여 볼 때, 

시장소득빈곤율과 가처분소득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국으로 

가처분소득빈곤율이 시장소득빈곤율보다 14.3%p 작다. 정부의 개입으로 

그만큼의 빈곤율이 감소하 다. 반면 한국은 그 차이가 4.39%p에 지나

지 않는다. 이 게 환경이 다른 국가들 사이의 소득빈곤율은 실제 생활

상태를 반 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지출과 같은 고정비용을 제거한 수정가처분

소득을 이용하여 원래의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빈곤율(D)을 산출하

을 때, 체로 빈곤율이 상승한다. 하지만 그 상승폭(B-D)은 국가마다 

다르다. 교육비의 경우 국과 랑스, 그리고 한국을 비교하여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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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빈곤율 상승폭이 가장 크다. 그리고 랑스와 국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을 시사한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미국, 랑스 한국을 비교할 때, 미국의 빈곤율 상승이 

가장 크다. 미국에서 의료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랑스는 의료비를 제거한 수정가처분소득으로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빈

곤율 상승폭이 가장 었다. 랑스의 의료보장체계가 각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인 것을 시사한다. 

〈표 3-2〉고정비용을 고려한 빈곤율 국가 간 비교 결과

                                                                       (단위: %)

구분
미국

(2010)

영국

(2004)

프랑스

(2005)

독일

(2007)

한국

(2011)

시장소득 중위 40% 기준 빈곤율(A) 18.08 19.58 11.54 12.89 14.98

가처분소득 중위 40% 기준 빈곤율(B) 12.71 5.28 4.08 3.92 10.59

A-B 5.37 14.30 7.46 8.97 4.39

주거비를 

제거한 

수정가처분소

득빈곤율

수정가처분소득기준

(C)
- - - 9.18 11.88

가처분소득기준(D) - - - 10.94 12.94
B-C - - - -5.26 -1.29
B-D - - - -7.02 -2.35

교육비를 

제거한 

수정가처분소

득빈곤율

수정가처분소득기준

(C)
- 5.30 4.23 - 10.67

가처분소득기준(D) - 5.34 4.29 - 11.17
B-C - -0.02 -0.15 - -0.08
B-D - -0.06 -0.21 - -0.58

의료비를 

제거한 

수정가처분소

득빈곤율

수정가처분소득(C) 16.76 - 4.59 - 12.09
가처분소득기준(D) 17.65 - 5.15 - 13.03

B-C -4.05 - -0.51 - -1.50
B-D -4.94 - -1.07 - -2.44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한국복지패널 

가처분소득  40%를 기 으로 주거비를 제거한 수정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빈곤율의 차이(B-D)는 조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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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가처분소득의 빈곤율과 원래의 가처분소득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독일의 빈곤율 상승폭이 가장 커서 7.02%p가 증가하 다. 반면 한국의 

빈곤율 상승폭은 이보다 작다. 주거비 지원이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과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이유라고 단된다. 의료비와 교육

비는 그 지원방식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주거비

의 경우 임 료 지원과 같이 그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이를 주거비 

용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 이다. 물론 공공주택을 제

공하거나 무료임 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도 있으나 임 료 지원이 더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이 가구 소

득으로 합산된 후 다시 주거비 지출로 기록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 료 

지원이 발 한 국가에서는 주거비 지출 후 가처분소득빈곤율이 낮아지기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독일의 주거비가 높아서 빈곤율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주거 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출 

 후 빈곤율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하여 각 국가의 주거지원

제도와 주거비용을 정교하게 비교하여 각 요인의 기여를 재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수정된 가처분소득  40%를 기 으로 수정가처분 소득 빈곤율과 

원래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가처분소득 기  

빈곤율에서 본 빈곤율 차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단, 수정가처분소

득  40%기 으로 하면 고정비용 지출 후 소득의 분포를 고려한 상

태에서 빈곤율을 산출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이유로 빈곤율

의 변화폭이 약간 다르게 다타난다. 가장 크게 변화를 보인 역은 독일

과 한국의 주거비용 제거 수정가처분소득 기  빈곤율과 한국의 교육비 

제거 수정가처분 소득에서의 빈곤율이다. 독일과 한국에서 주거비 지출

이 소득 값의 변화에 그리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50%정도의 자가거주율이 반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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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선진국의 자가거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상 으로 

자가보유율이 낮다고 하여도 약 40%정도이므로 주거비의 향을 이러

한 주거보유가 반 된 것이라 본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도 소득 값

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의 의료 역을 보면 

수정가처분소득  40%를 기 으로 한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40%를 기 으로 한 빈곤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의료

비지출이 소득의 변화를 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미국에서는 의

료비가 산층 이상의 계층에서도 많이 지출되어서 지출 후 소득의 분

포가 체 으로 변화되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 으로 의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된 빈곤율의 

한계로 자주 지 되어온 바와 같이 소득빈곤율은 사회정책 등으로 공공

재, 각종 여의 향을 반 할 수 없다는 이 확인되었다. 국가 간 빈

곤율의 비교는 특정 사회의 빈곤문제의 수 을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자

주 활용된다. 하지만 소득빈곤율에 근거한 빈곤율의 비교만으로는 각국

의 생활상의 차이를 단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의 결과로 추정해보자

면 지 까지 한국의 빈곤율이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소득빈곤율이 포착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향, 그로 인한 고정

비용의 지출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빈곤은 소득빈곤율 비교로 악한 것

보다 더 심각한 수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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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욕구영역별 제 빈곤정의와 측정

본 장에서는 욕구 역별로 빈곤을 악하는 데 활용되어 온 제 정의

에 기 하여 빈곤을 측정하고, 이 게 측정된 빈곤집단들이 어느 정도 

첩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 로 빈곤에 한 정의와 

측정이 다차원 으로 환되어야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박탈이

나 지출 과부담은 욕구 역별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되

어왔다. 박탈과 지출 과부담으로 측정된 빈곤집단과 소득빈곤집단을 비

교하여 각 집단이 어느 정도 첩되는지를 악하고 서로 상이하게 구

분되는 부분의 특징을 살펴서 욕구 역별 빈곤층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특징의 분석으로 정책 상을 표 화할 때 고려할 단

서들을 찾고자 하 다. 본 장의 분석은 소득빈곤의 한계 뿐 아니라 각 

빈곤정의의 상이성을 보여 으로써 연구나 정책의 목 에 따라 우선 고

려하는 빈곤의 정의와 측정이 다양화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 다.  

앞서 제2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빈곤에 한 근은 매우 다양하다. 

를 들어 하게날과 보스(Hagenaars and Vos, 1988)는 빈곤에 한 8

가지 정의를 시한 바 있다. ① 기 욕구에 근거한 근(Basic Needs 

Approach), ② 식료품비/소득비율(Food/Income Ratio), ③ 고정비용/소

득비율(Fixed Cost/Income Ratio), ④ 총지출/소득 비율(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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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Income Ratio), ⑤ 필수재를 고려한 상  박탈(Relative 

Deprivation with Respect to Various Commodities), ⑥ 주  최

소득(Subjective Minimum Income Definition), ⑦ 주  최 소비 

지출(Subjective Minimum Consumption Definition), ⑧ 정책빈곤선

(Official Minimum)이 그 것이다. 

빈곤의 수 을 악하기 하여 가장 빈번하게 표 으로 사용하는 

기 은 소득빈곤율이다. 소득빈곤율은 단지 소득빈곤을 악하기 한 

도구일 뿐 아니라 주거빈곤층이나 의료빈곤층, 교육빈곤층, 그리고 심지

어 근로지원의 표 이 되는 근로빈곤층을 악하기 해서 사용되기도 

하 다. 하지만 주거, 의료, 교육, 그리고 근로와 같은 기  욕구 역마

다 각 욕구 역의 빈곤층을 악하기 한 나름의 빈곤 측정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각 욕구 역 공히- 근로빈곤을 제외하고 - 사용하

는 빈곤개념  하나는 고정비용/소득 비율(fixed cost/income ratio)이

다. 주거, 의료, 교육 역에서 각 역의 지출 과부담 가구를 빈곤가구로 

개념화한 것이다. 

주거 역에서는 주거비가 가구소득의 20% 는 30%를 과하면 주

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한다. 미국의 경우 과거 주거비/소득이 20%를 

기 으로 시작하여 최근에서 30%를 과하는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가

구로 간주한다. 우리나라는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기 이 다른데, 여

히 주거비/소득이 20%나 30%인 기 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

라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 을 선택, 주

거비/소득 30%선을 기 으로 30%를 과하는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하 다. 의료 역에서도 의료비 과부담이 의료 빈곤을 악

하는데 사용되어왔다. 부분의 연구에서 의료비/소득이 20%를 과하

면 의료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하여왔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비

가 소득의 20%를 과하는 경우 교육비 과부담으로 분류하 다. 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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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의 경우 공교육비로 한정할 것인지, 사교육비를 포 할 것인지의 결

정이 필요하다. 기본 으로 개인 기호의 향을 배제한 기 인 교육비 

지출을 고려한다면 공교육비로 한정하는 것이 할 것이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도 거

의 없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계층에서 문제시 되는 사회  분 기를 

고려할 때, 공교육비의 지출과 함께 공교육비+사교육비지출을 사용하여 

교육비 과부담 여부를 악하 다. 

과부담을 기 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과 더불어 자주 사용되는 욕

구 역별 빈곤 정의는 각 욕구 역에서 기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졌는

지, 박탈을 심으로 빈곤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주거의 경우 주거의 

기 인 기 을 충족하 는지 여부, 주거환경이 기 에 미달하는지 여

부, 주거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으로 주거박

탈을 악하고 주거박탈을 주거빈곤으로 간주하는 정의가 이에 해당한

다. 의료 역에서도 경제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는 건강보험과 

같은 안 망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으로 의료의 박탈을 악

한다. 교육의 경우에도 경제  이유로 교육을 단하는지를 기 으로 교

육박탈을 악한다. 근로의 경우에도 사회  배제나 사회  박탈에서 별

도의 질문을 구성하여 근로 기회에서 배제되었거나 근로의 조건이 열악

하거나 는 근로의 안정성이 취약한 경우 등을 근로박탈로 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거박탈, 의료박탈, 교육박탈, 근로박탈도 각 욕

구 역의 빈곤개념으로 활용한다. 단,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인 복

지패 에서 교육박탈을 질문한 문항이 하나인데 이 문항은 매우 엄격한 

것이기도 하고, 그 결과로 박탈이라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도 낮아서 교

육박탈을 활용하지 못하 다. 근로박탈의 경우도 복지패 에서 박탈을 

직  질문하는 문항이 없다. 하지만 근로의 박탈로 간주할만한 유  문

항으로 박탈여부를 악하 다. 실업자가 있는지, 그리고 재의 근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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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취약한지를 심으로 근로박탈을 재구성하여 소득빈곤과 비교하

다. 분석에서 소득빈곤은 최 생계비를 기 으로 그 미만을 소득빈곤

으로 분류하 다. 

각 욕구 역별 빈곤과 소득빈곤을 비교하면서 최 생계비라는 표 화

된 기 의 성에 한 분석을 병행, 그 결과도 비교하 다. 분석의 

핵심  내용은 최 생계비의 욕구 역별 표  지출을 넘게 지출하여서 

결국 해당 지출 외 생계비 역에서 기  미만의 열악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가구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고 이 집단을 소득

빈곤집단과 비교하여 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빈곤한 생활을 

할 험에 노출된 집단의 규모를 악하는 것이다. 

주거비 지출로 빈곤한 집단(표 주거비 과지출 빈곤집단)은 주거비

지출이 최 생계비의 주거비 비율이 15.8%를 넘어서 여타의 생계비 부

족을 경험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만약 소득층  특정 가구가 주거비

를 소득의 20%를 사용하여 이후 소득의 잔액이 최 생계비에서 정책  

최  주거비(2011년 기  최 생계비의 15.8%)를 제거한 액보다 낮

다면 주거를 제외한 다른 생계가 최 생계 이하의 수 으로 떨어진다. 

이 가구의 소득이 최 생계비를 다소 넘기는 수 이라 하여도 실제 이 

가구의 생활은 정책  빈곤선 이하의 수 으로 추락할 험이 큰 것이

다. 의료와 교육에서도 이러한 험은 유사한다. 각 욕구 역에서 정책

 최 지출(최 생계비에서 각 욕구 역별 지출로 표 화하여 산정한 

지출로 2011년 기 으로 의료비는 최 생계비의 4.5%, 교육비는 최

생계비의 4.7%수 이 정책  최  지출이라 할 수 있음) 이상의 지출을 

하여 정책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 각 욕구 역의 지출로 인

한 빈곤화집단(표 의료비 과지출 빈곤집단, 표 교육비 과지출 빈

곤집단)이 된다. 이러한 구분은 최 생계비에서 주거, 의료, 교육비의 지

출을 표 화하여 체 인 소득빈곤선을 산정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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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험을 분석하기 한 시도이다. 표 화된 소득빈곤이 실제 생활을 

반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을 확인하기 하여 에서 설명한 빈곤

화 집단의 규모를 악하고자 한다.  

각 욕구 역별로 소득빈곤, 역별 과부담 빈곤집단, 역별 박탈집단, 

그리고 역별 표 지출 과로 빈곤하여진 집단을 비교하여 빈곤에 

한 제 정의와 그 측정의 결과가 얼마나 첩되는지, 각 정의에서 얻어진 

빈곤집단들이 서로 첩되지 않고 상이하게 구분된다면 상이한 집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각 집단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는지를 분석하

다.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설명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  7차 조사(2011년 기 조사)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한국복지패 의 경우 횡단면 분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빈곤집단을 비롯하여 특정집단의 규모를 악하는데 패 자료는 정확성

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사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표본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복지패  외, 국내 설문자료  본 연구에

서 필요로 하는 소득과 지출 뿐 아니라 각 욕구 역별 박탈을 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한국복지패 의 가장 최근 연도 

조사인 제7차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빈곤과 과부담, 박탈을 악하 다. 

뿐 아니라 제 빈곤정의를 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구분된 집단들의 특

징을 악하기 하여 필요한 지역구분이나 가구원의 구성 등도 한국복

지패 에서 변수로 포 하고 있다는 이 이 있다. 제7차 한국복지패  

조사완료 가구는 총 5,731가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가 8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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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는 제외하여 최종분석 상은 총 5,726가구이다.     

  2. 변수 설명

본 장에서는 소득빈곤, 주거빈곤, 의료빈곤, 교육빈곤층을 구분하기 

해 한국복지패 자료  가처분소득, 환산된 주거비를 악하기 한 

세 보증 과 월세,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변수를 사용하 다. 

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 다. 소득빈곤층은 월소득이 2011년 기  

최 생계비 미만인 가구들이고, 표 주거비 과지출 빈곤집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액이 최 생계비에서 최

주거비를 제외한 액 미만인 가구들이다. 주거비는 주거 리비를 제

외하고 주로 주거확보를 한 비용을 심으로 구성하 고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0으로 하 으며, 세의 경우 세보증 에 시 리 

10%를 용하여 12개월로 나  값을 용하 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는 월세비로 계산하 는데 보증부 월세의 주거비 계산에서는 보증 은 

시 리 10%를 용하여 환산하고 월세는 실질  월세를 용하여 합

산하 다. 표 의료비 과지출 빈곤집단은 소득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액이 최 생계비에서 최 의료비를 제외한 액 미만일 경우, 표 교

육비 과지출 빈곤집단은 소득에서 교육비를 제외한 액이 최 생계비

에서 최 교육비를 제외한 액 미만일 경우로 조작화하고 분석하 다. 

〈표 4-1〉욕구영역별 표준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빈곤화집단의 구분방식
구분 방식

소득빈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표준주거비 초과지출 빈곤
소득-주거비＜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15.8÷100)

**주거비=(보증금×0.1÷12)+월세

표준의료비 초과지출 빈곤 소득-의료비＜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4.5÷100)
표준교육비 초과지출 빈곤 소득-교육비＜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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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부담과 박탈에 하여 분석하기 해 과부담 가구와 박탈 가

구를 구분, 변수를 생성하 다. 먼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월소득 비 

임 료 비율이 30% 과인 가구로 하 고, ‘2달 이상 집세가 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이 있거나, ‘세 을 내지 못해 기, 화, 

수도가 끊긴 경험’이 있거나, ‘돈이 없어서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이 

있거나, ‘1년간 출상환액 연체횟수가 1회 이상’인 가구를 주거박탈 가

구로 정의하 다.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월소득 비 의료비 지출 비율

이 20% 과인 가구로 하 고,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이 있거나, ‘건강보험을 미납한 경험’이 있거나, ‘건강보험 미납

으로 인하여 보험 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의료박탈가

구로 구분하 다. 근로박탈에 해서는 근로지속가능성을 심으로 ‘가

구원  한 명이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

든지 해고’될 수 있으면 근로박탈가구로 정의하 다. 실업 가구는 ‘가구

원  한명이라도 실업자가 있는 가구’로 정의하 으며, 실업자는 지난 

4주간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하 으나 실업인 경우로 한정하 다. 

〈표 4-2〉욕구영역별 빈곤정의

구분 정의

주

거

주거 과부담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초과인 가구

주거박탈

2달 이상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이 있거나,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이 있거나, 
돈이 없어서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이 있거나, 
1년 동안 대출상환액 연체횟수가 1회 이상인 가구

의

료

의료 과부담 월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20% 초과인 가구

의료박탈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이 있거나, 
건강보험을 미납한 경험이 있거나,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

는 가구

근

로

근로박탈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실업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실업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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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해 주거 유형태, 지역, 가구규모, 

성, 연령, 교육수 , 기 보장수  여부, 경제활동상태, 순재산, 월소득, 

가구원  만성질환자 유무, 노인 유무, 아동 유무에 한 변수를 사용

하 다. 주거 유형태는 자가, 세, 보증부월세, 월세(사 세), 기타로 

구분하 으며, 지역은 서울, 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 다. 

가구규모와 연령은 연속변수로 하 고, 교육수 은 연수로 환산하여 교

육 년 수로 나타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

업‧무 가족 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분

하 다. 순재산은 총 재산액에서 총 부채액을 제외한 액으로 하 으며, 

월소득은 가처분소득을 12개월로 나  값으로 하 다.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에 한하여 분류함), 65세 이상 노인, 아

동 유무는 가구원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만성질환

자 가구, 노인 가구, 아동 가구로 구분하 다.  

〈표 4-3〉집단 비교의 차원

구분
주거점유형태 1=자가, 2=전세, 3=보증부월세, 4=월세(사글세), 5=기타

지역(5개 권역별) 1=서울, 2=광역시, 3=시, 4=군, 5=도농복합군

가구규모 연속변수

성 1=남자, 2=여자

연령 연속변수

학력 연속변수로 교육년수  

기초보장수급 유무 0=받지 않음, 1=받음

경제활동상태

0=상용직, 1=임시‧일용직, 2=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봉사자, 3=
실업자, 4=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이 이유인 사람들 실업자로 포함하였음)

순재산(단위: 만원) 총재산액(주택가격,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기타재산) - 총

부채액(대출, 카드빚 등 기타부채)
월소득(단위: 만원) 가처분소득÷12개월

만성질환자 가구 만성질활자 유무로 0=없음, 1=있음

노인 가구 노인의 유무로 0=없음, 1=있음

아동 가구 아동의 유무로 0=없음, 1=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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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빈곤층을 구분하여 빈

곤층의 특성에 해 빈도분석하 다. 먼  주거빈곤층은 소득과 주거비

를 바탕으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 다. 소득과 주거비 모두 빈곤이 

아닌 경우를 ‘비빈곤’, 소득만 빈곤한 경우를 ‘소득빈곤’, 주거비 지출로 

빈곤 험이 커져 빈곤한 경우를 ‘표 주거비 과지출 빈곤(주거빈곤이

라 표시함)’, 소득과 주거 모두 빈곤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빈곤’으로 구

분하 다. 그리고 주거박탈가구도 구분하여 집단들 간의 첩을 분석하

다. 의료빈곤층 한 주거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우선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 고, 그 후 의료박탈 변수를 투입하여 의료빈곤층의 첩을 살펴

보았다. 교육빈곤집단 간 첩의 분석도 유사한 순서를 따랐다. 단, 학생

이 있는 가구만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가구 체를 분석의 상으로 

할 경우 비해당 가구가 무 많고 이 가구들이 비빈곤가구와 혼동될 

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교육비 지출을 사용하여 4개의 집단을 구분

하 으며, 두 번째로는 사교육비도 포함한 교육비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

분하고 각 집단별 비율에 해 살펴보았다. 근로빈곤층은 소득빈곤, 실

업, 근로지속가능성 세 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첩을 분석하 다. 

    

제3절 측정방식 간 중첩과 비중첩 집단

  1. 주거영역의 제 빈곤측정의 중첩 분석

주거 역의 빈곤정의를 활용하여 집단구분을 시도한 결과, 표 주거비 

과지출 빈곤은 소득빈곤과 2.38%p가 첩된다. 소득빈곤 체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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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3정도만이 표 주거비 과지출 빈곤과 첩된다. 반면 소득빈

곤이 아니어도 주거비를 지출하면 최 생계비 기  빈곤층으로 떨어질 

험이 있는 표 주거비 과지출 빈곤층은  가구  1.53% 다. 가

구  1.53%는 소득빈곤으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높은 주거비용으로 실

제 생활은 최 생계비 이하의 수 일 험이 있는 것이다. 

〔그림 4-1〕주거빈곤층의 중첩(1): 표준주거비 초과지출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주거비 과부담 가구, 주거박탈 가구와 소득빈곤 가구의 첩을 분석한 

결과, 주거박탈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  소득빈곤이 아닌 가구는 각각 

1.3%, 4.85%로 소득빈곤으로 악되지 않지만 주거박탈을 경험하거나 

주거비가 과부담 상태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거빈곤층이 소득빈곤 밖으로 상 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와 주거박탈 가구 에서 소득빈

곤과 첩되는 가구의 비율이 2.24%이지만 소득빈곤과 첩되지 않는 

소득빈곤 외 주거빈곤층은 6.3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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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주거빈곤층의 중첩(2): 주거비 과부담, 주거박탈, 소득빈곤과의 비교

주거 역의 각 빈곤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집단 간 비교에서 나타난 주요 차이를 보자면 주거 유형태에서 박탈에

서는 보증부 월세와 월세의 비 이 높고, 과부담 빈곤집단에서는 세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만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경우 빈곤집단에서 자

가소유자 비율이 높았다. 지역으로 보자면 박탈은 소도시에서, 과부담

은 서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가구규모는 박탈과 과부담 기  

빈곤가구에서 더 컸다. 이 가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

다는 이 이러한 결과와 부합한다.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소득빈곤집

단에서 높았고 과부담 가구의 가구주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박탈가구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과부담 가구의 경우 상용직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반면 소득빈곤

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았다. 박탈가구의 재산은 음수 으며 

과부담 가구와 소득빈곤층의 재산액이 오히려 높았다. 소득은 과부담 가

구의 것이 높았으며 첩된 빈곤집단에서 수 자의 비율이 높았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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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자면 주거빈곤층은 주로 비노인,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주 가구, 

그리고 서울과 소도시에서 많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빈곤은 노인가구주, 비경제활동의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고 

자가의 비율이 높으며 소득은 낮지만 재산은 월세가구보다 높은 특징을 

보 다. 주거박탈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구성되는 주거 빈곤층은 월평

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수 을 보여 비교  높은 소득계층에게까지 주

거비 과지출로 인한 빈곤문제가 퍼져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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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주거빈곤
(단위: %)

구분 비빈곤 박탈만 과부담만
과부담

과 박탈만
소득만

소득과 

박탈만

소득과 

과부담만
모두빈곤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9.71 17.33 0.00 0.00 53.97 28.57 0.00 0.00
전세 15.90 12.00 72.66 26.67 6.67 5.71 63.29 21.43

보증부월세 15.72 48.00 26.26 66.67 13.33 28.57 32.91 71.43
월세(사글세) 1.65 10.67 1.08 6.67 3.81 8.57 3.80 7.14

기타 7.02 12.00 0.00 0.00 22.22 28.57 0.00 0.00

지역

(5개 

권역별)

서울 19.54 22.97 51.08 57.14 10.48 20.59 21.79 20.00
광역시 25.22 12.16 12.95 14.29 24.13 20.59 25.64 20.00

시 45.60 54.05 35.25 28.57 40.95 41.18 50.00 60.00
군 8.58 9.46 0.72 0.00 23.17 17.65 1.28 0.00

도농복합군 1.06 1.35 0.00 0.00 1.27 0.00 1.28 0.00

성
남자 81.57 77.33 63.54 42.86 59.05 40.00 48.10 40.00
여자 18.43 22.67 36.46 57.14 40.95 60.00 51.90 60.00

기초보장

수급 

받지 않음 95.63 77.33 92.45 71.43 79.37 60.00 67.95 53.33
받음 4.37 22.67 7.55 28.57 20.63 40.00 32.05 46.6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8.03 5.41 39.21 0.00 1.27 0.00 1.27 0.00
임시일용직 19.42 43.24 19.78 42.86 6.98 17.65 20.25 13.33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봉사자
22.62 12.16 7.55 14.29 15.56 8.82 7.59 20.00

실업자 3.17 22.97 5.40 7.14 11.75 17.65 12.66 20.00
비경제활동인구 16.76 16.22 28.06 35.71 64.44 55.88 58.23 46.67

만성

질환자 

없음 45.34 36.49 51.08 28.57 14.60 20.00 17.95 0.00
있음(6개월이상) 54.66 63.51 48.92 71.43 85.40 80.00 82.05 100.00

노인 
없음 72.83 77.33 72.66 50.00 26.03 34.29 38.46 57.14
있음 27.17 22.67 27.34 50.00 73.97 65.71 61.54 42.86

아동
없음 62.48 70.67 67.51 92.86 86.98 88.57 89.87 73.33
있음 37.52 29.33 32.49 7.14 13.02 11.43 10.13 26.67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가구

규모

평균

(SD)

2.94
(1.30)

2.85
(1.35)

2.27
(1.21)

1.43
(1.16)

2.02
(1.12)

1.64
(0.85)

1.66
(1.01)

2.11
(1.34)

연령
평균

(SD)

52.29
(13.84)

53.76
(12.03)

51.79
(15.30)

53.47
(18.59)

69.10
(13.43)

68.11
(13.51)

64.90
(14.77)

61.41
(15.38)

학력
(단위: 년)

평균

(SD)
11.80
(4.19)

10.54
(3.96)

11.84
(4.74)

8.59
(4.80)

6.51
(5.08)

5.30
(4.95)

7.39
(4.71)

8.27
(5.47)

순재산
(단위:만원)

평균

(SD)
26737.02
(41111.70)

-2204.25
(10641.82)

26774.81
(66974.75)

1414.47
(3711.67)

12713.99
(32953.58)

2592.58
(8198.04)

9823.19
(33196.46)

2531.70
(7075.65)

월소득
(단위:만원)

평균

(SD)
384.25

(268.18)
213.87

(111.87)
253.96

(188.45)
99.20

(59.78)
58.09

(60.83)
33.90

(97.98)
57.05

(30.27)
55.9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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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영역의 제 빈곤측정의 중첩 분석

의료빈곤에 한 각 정의를 용하여 빈곤집단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집단인 표 의료비 과지출 빈곤과 소득빈곤은 상

으로 주거 역보다 넓게 첩되었다. 표 의료비 과지출 빈곤집단은 

 가구  6.47%이고 이 집단과 소득빈곤이 첩된 가구는 4.18%에 

달하 다. 소득빈곤은 아니지만 의료비를 과 지출하여 생계가 빈곤선 

이하인 집단은  가구의 2.29%이어서 이 가구들에 해서 소득빈곤선

을 넘더라도 의료  지원을 별도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4-3〕의료빈곤층 구분(1): 표준의료비 초과지출빈곤과 소득빈곤의 비교

의료 과부담 가구, 의료박탈가구와 소득빈곤가구의 비교를 보면 역시 

첩도는 낮아서 의료 과부담 가구와 의료박탈가구  소득빈곤이 아닌 

가구는 7.12%p이지만 소득빈곤집단과 첩된 가구는 1.94%p에 불과하

다.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소득빈곤집단과 조  더 첩되지만 5.4%이

상의 가구는 소득빈곤이 아니지만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속한다. 역시 

소득빈곤이 아니지만 의료박탈을 경험하거나 의료비 과부담으로 어려움

을 경험하는 가구의 규모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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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의료빈곤층 구분(2): 의료비 과부담, 의료박탈, 소득빈곤의 비교

의료 역의 각 빈곤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면 의료비 과부담 가구와 소

득빈곤가구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개 의료비가 주거비보다 지

출의 수 이 낮으므로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해된다. 그리고 인구집단  큰 규모를 차지하는 노인의 경우, 낮은 소

득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의 향도 있다고 단된다. 결과 으로 의료비 과부담 가구와 소득

빈곤가구는 노인가구주가구이고 노인,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반면 의료박탈가구는 비노인가구주가구이면서 아동이 있는 가구

의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에 있는 가구주 가구가 많다. 그리고 박탈과 과부담, 소득빈곤 공히 

소도시 거주 비율이 높다. 단, 과부담과 박탈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구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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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빈곤 박탈만 과부담만
과부담

과 박탈만
소득만

소득과 

박탈만

소득과 

과부담만
모두빈곤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5.93 24.44 64.72 0.00 41.27 17.24 48.75 0.00
전세 19.61 14.44 9.06 0.00 17.17 17.24 17.50 0.00

보증부월세 16.53 45.56 11.97 87.50 20.18 34.48 11.25 33.33
월세(사글세) 1.72 8.89 0.32 0.00 4.22 10.34 2.50 33.33

기타 6.21 6.67 13.92 12.50 17.17 20.69 20.00 33.33

지역

(5개 

권역별)

서울 21.21 26.67 20.65 75.00 12.65 14.29 16.46 33.33
광역시 24.82 20.00 19.35 0.00 25.60 10.71 22.78 0.00

시 45.15 46.67 44.84 25.00 42.17 67.86 39.24 33.33
군 7.79 6.67 14.19 0.00 18.37 7.14 20.25 33.33

도농복합군 1.03 0.00 0.97 0.00 1.20 0.00 1.27 0.00

성
남자 82.13 75.56 55.99 75.00 53.31 53.57 60.76 66.67
여자 17.87 24.44 44.01 25.00 46.69 46.43 39.24 33.33

기초보장

수급 

받지 않음 95.49 87.78 92.23 75.00 69.37 78.57 97.47 66.67
받음 4.51 12.22 7.77 25.00 30.63 21.43 2.53 33.3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9.81 11.11 10.36 0.00 1.20 3.45 0.00 0.00
임시일용직 19.69 48.89 13.59 33.33 10.24 17.24 7.50 33.33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봉사자
22.29 11.11 14.89 11.11 12.35 17.24 18.75 0.00

실업자 3.36 10.00 4.21 33.33 13.25 20.69 8.75 0.00
비경제활동인구 14.85 18.89 56.96 22.22 62.95 41.38 65.00 66.67

만성

질환자 

없음 47.56 40.66 14.56 25.00 17.17 10.71 8.75 33.33
있음(6개월이상) 52.44 59.34 85.44 75.00 82.83 89.29 91.25 66.67

노인 
없음 75.24 68.89 35.60 75.00 30.72 39.29 20.25 66.67
있음 24.76 31.11 64.40 25.00 69.28 60.71 79.75 33.33

아동
없음 61.32 64.44 87.70 75.00 86.75 85.71 91.25 66.67
있음 38.68 35.56 12.30 25.00 13.25 14.29 8.75 33.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가구

규모

평균

(SD)

2.96
(1.30)

2.65
(1.32)

2.03
(1.00)

1.68
(0.88)

1.94
(1.14)

1.93
(1.20)

1.87
(0.84)

3.05
(1.83)

연령
평균

(SD)
51.50

(13.51)
51.40

(13.64)
64.77

(14.27)
60.49

(13.08)
67.95

(13.96)
61.29

(14.38)
71.24

(12.08)
55.20

(14.58)
학력

(단위: 년)

평균

(SD)

12.02
(4.08)

10.14
(4.09)

8.37
(4.92)

9.88
(4.22)

6.47
(5.16)

8.01
(4.28)

6.69
(4.75)

9.18
(3.87)

순재산
(단위:만원)

평균

(SD)

27020.84
(43528.96)

3263.56
(15459.76)

21676.07
(31634.75)

-1537.52
(2706.74)

10407.20
(30018.37)

1602.50
(8442.51)

17277.03
(40150.41)

6020.29
(9881.22)

월소득
(단위:만원)

평균

(SD)
388.82
(296.03)

219.74
(110.76)

196.00
(119.03)

120.86
(55.95)

58.38
(54.63)

25.16
(137.03)

55.95
(25.90)

72.83
(12.66)

〈표 4-5〉의료빈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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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역에서도 빈곤의 제 정의는 첩도가 높지 않아 소득빈곤집단 

밖의 의료빈곤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 의료빈곤집단  의료박탈을 

경험하는 가구는 소득빈곤집단과 특성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는데 비교

 가구주의 나이가 덜 고령이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다. 이 

집단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의료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기 에 의

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에 있다고 추정되어 의료보장의 사각지

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영역의 제 빈곤측정의 중첩 분석

앞서 언 하 듯이 교육 역의 제 빈곤집단 분류는 학생이 있는 가구

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교육 역에서의 박탈은 응답의 비율이 무 낮

아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혔다. 공교육비로 한정할 경우, 교육비 

지출이 과다하여 빈곤이하의 생활을 할 험의 표 교육비 과지출 빈

곤과 소득빈곤의 첩은 1.65%, 소득빈곤은 아니지만 교육비로 빈곤하

여지는 집단은 2.08% 다. 반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 포 하여 교

육비 체를 기 으로 표 교육비 과지출 빈곤과 소득빈곤집단의 첩

은 2.83%에 이른다. 소득빈곤가구  교육비로 빈곤해지는 가구가 아닌 

가구는 단 0.44%에 불과하 다. 사교육비를 포 한 교육비로 분석하면 

학생이 있는 소득빈곤층 거의 부분이 교육비 과지출로 빈곤해진 집

단이다. 반면 표 교육비 과지출 빈곤이면서 소득빈곤이 아닌 가구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학생이 있는 가구의 3.37%가 소득빈곤은 아니

지만 표 교육비 과지출 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만으로 

한정하여도 교육비지출로 빈곤한 생활을 하지만 소득빈곤집단으로 분류

되지 않는 가구가 학생이 있는 가구의 2.0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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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공교육 빈곤층 구분(1): 표준교육비 초과지출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그림 4-6〕공사교육 빈곤층 구분(1): 표준교육비 초과지출과 소득빈곤 비교

표 교육비를 과 지출하여 빈곤한 교육빈곤집단의 특징을 공교육비 

지출에 한정하여 소득빈곤집단의 특징과 비교하면 교육빈곤 집단의 가구

주 연령이 조  더 높고 기 보장수 을 받는 비율은 낮으면 가구주의 

취업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재산의 수 은 높

았고 소득도 평균 170만원 가까이 된다. 공교육비의 지출만 고려한 경

우에도 이로써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된 집단이 비교  높은 소득계층까

지 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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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육비 과지출 빈곤집단과 소득빈곤집단을 비교하면 부분의 소

득빈곤집단이 표 교육비 과지출 빈곤집단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교

육비까지 고려하여 표 교육비 과지출 빈곤가구의 첩상태를 보면  

좀 더 높은 소득의 가구까지 교육비로 인한 빈곤가구로 분류된다. 그리

고 공교육비와 체 교육비를 고려한 빈곤가구를 비교한 두 개의 표 모

두에서 보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소득빈곤에서 높아 100%에 이

르지만 표 교육비 과지출 빈곤만으로 분류된 집단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다. 특히 공교육비 과지출로 인한 빈곤가구에서

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다. 학생  아동의 연령상한, 19

세 이상인 경우는 학교 재학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학생이 있는 가구

는 소득빈곤은 아니어도 교육비로 인하여 빈곤해지는 험에 심하게 노

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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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교육빈곤 (학생있는 가구만) : 공교육

(단위: %)

구분 비빈곤 빈곤 교육빈곤 모두 빈곤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9.79 30.30 42.86 54.29
전세 20.46 18.18 16.67 17.14

보증부월세 13.93 33.33 35.71 22.86
월세(사글세) 1.49 3.03 2.38 0.00

기타 4.32 15.15 2.38 5.71

지역

(5개 

권역별)

서울 18.65 12.12 14.29 14.71
광역시 27.65 24.24 33.33 26.47

시 47.33 51.52 42.86 38.24
군 5.76 12.12 7.14 20.59

도농복합군 0.62 0.00 2.38 0.00

성
남자 92.24 72.73 61.90 76.47
여자 7.76 27.27 38.10 23.53

기초보장 

수급

받지 않음 94.86 69.70 80.95 85.29
받음 5.14 30.30 19.05 14.7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50.05 3.03 13.95 0.00
임시일용직 18.09 24.24 37.21 8.82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봉사자
23.79 36.36 18.60 26.47

실업자 2.83 6.06 4.65 41.18
비경제활동인구 5.24 30.30 25.58 23.53

만성질환자 
없음 54.57 30.30 25.58 50.00

있음(6개월이상) 45.43 69.70 74.42 50.00

노인
없음 88.75 69.70 86.05 85.29
있음 11.25 30.30 13.95 14.71

아동
없음 22.78 0.00 60.47 55.88
있음 77.22 100.00 39.53 44.1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가구규모 평균(SD) 3.97(0.83) 3.86(0.96) 3.37(0.88) 3.51(0.87)

연령 평균(SD) 47.83(7.84) 50.96(12.90) 53.38(6.84) 54.39(9.54)
학력
(단위:년)

평균(SD) 13.05(3.15) 9.79(5.07) 10.71(3.89) 10.34(4.65)

순재산
(단위:만원)

평균(SD)
28473.10

(44773.41)
6356.51

(17163.58)
28651.81

(63060.18)
15553.81

(22038.24)

월소득
(단위:만원)

평균(SD)
478.58

(287.43)
77.31

(104.34)
164.51
(36.99)

68.61
(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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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교육빈곤 (학생있는 가구만) : 공교육+사교육

(단위: %)

구분 비빈곤 빈곤 교육빈곤 모두 빈곤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9.93 22.22 44.93 44.83
전세 20.38 11.11 20.29 18.97

보증부월세 13.97 33.33 27.54 27.59
월세(사글세) 1.51 11.11 1.45 0.00

기타 4.22 22.22 5.80 8.62

지역

(5개 

권역별)

서울 18.54 11.11 18.84 12.28
광역시 27.71 33.33 30.43 22.81

시 47.45 44.44 42.03 45.61
군 5.68 11.11 7.25 19.30

도농복합군 0.63 0.00 1.45 0.00

성
남자 92.29 60.00 71.43 75.86
여자 7.71 40.00 28.57 24.14

기초보장 

수급

받지 않음 94.95 44.44 82.86 81.03
받음 5.05 55.56 17.14 18.9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50.39 0.00 18.84 1.72
임시일용직 18.08 11.11 28.99 17.24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봉사자
23.76 22.22 21.74 32.76

실업자 2.76 11.11 5.80 25.86
비경제활동인구 5.00 55.56 24.64 22.41

만성질환자 
없음 54.61 33.33 36.23 41.38

있음(6개월이상) 45.39 66.67 63.77 58.62

노인
없음 88.80 55.56 85.51 81.03
있음 11.20 44.44 14.49 18.97

아동
없음 23.08 0.00 37.68 32.76
있음 76.92 100.00 62.32 67.24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가구규모 평균(SD) 3.97(0.82) 3.28(0.86) 3.69(1.04) 3.75(0.93)

연령 평균(SD) 47.83(7.80) 55.38(15.97) 51.32(8.78) 52.28(10.60)
학력 
(단위:년)

평균(SD) 13.06(3.12) 7.07(5.55) 11.26(4.21) 10.54(4.59)

순재산
(단위:만원)

평균(SD)
28680.59

(44995.24)
141.47

(8871.35)
22840.90

(51211.71)
12782.41

(20974.49)

월소득
(단위:만원)

평균(SD)
482.67

(287.22)
21.95

(178.42)
170.84
(38.76)

80.88
(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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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에서는 경제  어려움으로 교육의 문제가 있거나 교육비를 

지출하기 하여 생활을 긴축하여 빈곤한 생활을 유지하는 집단을 표

화하기 하여 보다 높은 소득기 과 재산기 을 용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 재로는 교육비 지출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  수 자의 비율

은 낮다. 기 보장수 으로 교육 빈곤에 응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 다. 

  4. 근로영역의 제 빈곤측정의 중첩 분석

근로 역의 빈곤집단을 소득빈곤집단과 비교하면 실업과 비교하여 근

로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집단의 첩성이 상 으로 낮다. 실업자가 있

는 가구는  가구  6.80%이고 실업자가 있는 가구와 소득빈곤과 

첩되는 가구의 비율은 1.31%에 이른다. 반면 근로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집단은  가구의 25.89%이고 이 집단과 소득빈곤이 첩된 가구의 비

율은 2.39%p이다. 근로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 하여도 재 근로하는 가

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빈곤 험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실

업자가 있는 가구이지만 소득빈곤층이 아닌 가구가 4.01%라는 인데, 

이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원의 근로활동 등으로 소득빈곤은 아닌 것으

로 분류되었지만 근로지원이 소득빈곤을 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가구원이 근로지원에서 배제될 험이 있다. 

근로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상태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면서 실업자가 

있는 가구도 1.67%여서 이 가구들의 경우 집 인 근로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득빈곤이 아닌 가구, 즉  가구  1.48%

의 가구는 실업자과 근로지속가능성에서 취약한 가구원이 있지만 소득빈

곤으로 정책 상의 표 화가 진행될 경우 배제될 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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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근로빈곤층 비교

근로빈곤집단과 소득빈곤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근로빈곤과 소

득빈곤 공히 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소도시의 고용기회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지속가능성이 취약

한 가구는 가구규모가 큰데 가구의 생계가 크게 부담이 되는 가구의 가

구주나 가구원은 근로지속이 취약한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은 경향을 반

하 을 개연성이 있다.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공히 50  이상

이어서 취업을 할 조건이 취약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근로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가구의 가구주는 반 이상이 임시일용직에 있다. 그리고 월소득의 

경우 근로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집단은 300만원이라는 비교  높은 월평

균 소득을 보이고 있어 당장은 소득빈곤에서 벗어나있음을 보여 다. 근

로빈곤집단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 소득빈곤집단에는 노인이 있는 가구

의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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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빈곤
근로지속

가능성
실업

근로지속

가능성

과 실업

소득만

소득과 

근로지속

가능성

소득과

실업
모두빈곤

주거

점유

형태

자가 56.96 53.27 56.77 45.88 40.98 35.00 45.31 36.36
전세 19.52 18.05 11.35 24.71 15.90 22.50 20.31 9.09

보증부월세 14.80 20.88 22.71 24.71 18.04 22.50 23.44 45.45
월세(사글세) 1.60 2.15 2.18 1.18 4.59 5.00 3.13 0.00

기타 7.12 5.65 6.99 3.53 20.49 15.00 7.81 9.09

지역

(5개 

권역별)

서울 19.68 25.65 21.49 25.88 10.12 30.00 16.92 36.36
광역시 24.21 24.24 28.51 22.35 23.62 17.50 29.23 36.36

시 46.29 42.75 40.79 43.53 44.48 40.00 41.54 27.27
군 8.72 6.47 8.77 8.24 20.55 12.50 12.31 0.00

도농복합군 1.10 0.89 0.44 0.00 1.23 0.00 0.00 0.00

성
남자 80.15 81.41 77.29 88.24 51.38 56.10 73.44 45.45
여자 19.85 18.59 22.71 11.76 48.62 43.90 26.56 54.55

기초보장

수급 

받지 않음 95.97 94.73 86.46 89.41 73.09 82.93 75.00 90.91
받음 4.03 5.27 13.54 10.59 26.91 17.07 25.00 9.0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5.21 22.51 14.41 10.71 1.53 0.00 0.00 0.00
임시일용직 7.92 54.46 2.62 26.19 3.06 71.43 3.13 27.27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봉사자
25.48 14.93 6.11 5.95 17.13 4.76 6.25 0.00

실업자 0.00 0.00 64.19 50.00 0.00 0.00 76.56 72.73
비경제활동인구 21.39 8.10 12.66 7.14 78.29 23.81 14.06 0.00

만성

질환자 

없음 48.04 42.90 27.51 24.71 12.54 14.29 20.31 63.64
있음(6개월이상) 51.96 57.10 72.49 75.29 87.46 85.71 79.69 36.36

노인 
없음 72.01 77.12 60.43 72.62 22.32 50.00 48.44 72.73
있음 27.99 22.88 39.57 27.38 77.68 50.00 51.56 27.27

아동
없음 60.81 65.30 77.29 78.57 88.99 80.95 87.50 54.55
있음 39.19 34.70 22.71 21.43 11.01 19.05 12.50 45.45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가구

규모

평균

(SD)
2.80

(1.32)
3.14

(1.26)
2.70

(1.24)
3.62

(0.98)
1.77

(1.04)
2.41

(1.17)
2.20

(1.13)
3.35

(0.83)

연령
평균

(SD)

51.83
(14.85)

52.46
(11.29)

57.85
(12.62)

53.84
(9.28)

70.35
(13.49)

63.22
(11.05)

61.88
(13.56)

53.01
(11.33)

학력
(단위: 년)

평균

(SD)
12.01
(4.35)

11.49
(3.79)

10.18
(4.45)

10.55
(3.45)

5.86
(5.03)

8.15
(4.20)

8.76
(4.55)

11.18
(3.68)

순재산
(단위:만원)

평균

(SD)
28195.47
(44610.28)

22821.02
(39808.65)

21214.00
(30957.95)

11763.23
(15033.48)

10760.00
(33203.22)

8402.29
(17334.73)

15547.14
(30887.01)

4025.49
(6590.60)

월소득
(단위:만원)

평균

(SD)
382.41

(278.21)
372.48

(239.59)
272.27

(191.41)
329.20

(191.84)
55.01

(42.41)
56.99

(96.67)
67.48

(34.76)
12.37

(225.60)

〈표 4-8〉근로빈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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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합분석과 소결

체 으로 각 빈곤정의의 첩을 보자면 소득빈곤이면서 각 욕구

역별 빈곤상태를 복 으로 경험하는 가구는  가구의 0.15%이다. 반

면 소득빈곤이 아니지만 주거, 의료, 교육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가구의 4.19%에 이른다. 소득이나 욕구 역에서 하나의 빈곤 정의라도 

그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가구의 11.93%이다. 그 다면 소득빈곤

이 아니지만 기  욕구 역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빈곤가구의 1/3

을 넘는다. 소득빈곤이 아니지만 두 가지 욕구 역 이상에서 빈곤을 경

험하는 가구도 .41%에 이른다. 요는 소득빈곤으로 빈곤을 모두 악하

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욕구 역별 빈곤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집

단들이 소득으로 상으로 표 화하는 정책에서는 락될 험이 있다는 

이다. 앞의 분석에서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의 표 지출 이상의 지

출을 하여 빈곤한 생활을 하는 집단의 규모까지 고려한다면 소득빈곤으

로 빈곤층을 악하는 것은 더욱 그 한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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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소득빈곤, 주거빈곤, 의료빈곤, 교육빈곤 집단 구분

소득빈곤과 각 욕구 역별 다양한 빈곤정의에 기 한 빈곤집단의 구

성을 비교하여 보아도 소득빈곤과 욕구 역별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의 

특징이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성은, 각 욕구 역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표 화하기 해서는 소득 외 다른 변수, 특징들이 고려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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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간차원의 의미와 구성

  1. 시간차원의 의미 

본 장의 분석은 한 시 의 빈곤율이 체 인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주목한다. 경제활동이나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소득

과 욕구는 변화하므로, 빈곤은 정태 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특정 시 의 빈곤층에는 일시

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계층, 반복 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계층, 지속

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계층이 혼재한다. 일시 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계층은 빈곤정책의 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특정 시 에 빈곤하

지 않은 계층이라 하더라도 빈곤 험에 노출되는 계층이 있다. 소득 

가구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소득 변화가 빈곤선 주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시 에서 비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반복 으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빈곤정책의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 이력을 고려하면 빈곤을 보다 정

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  응을 모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클락과 휼름(Clark and Hulme, 2010)은 빈곤 연구에서 시간  차원

의 요성을 네 가지로 지 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빈곤 심도(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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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과 가구소득간 차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더 오랫동안 빈곤상태

에 있었거나 있게 될 가구는 더 열악하다고 단할 수 있으므로 빈곤정

책의 우선 인 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빈곤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기 해서는 빈곤의 동태 인 변화를 악해야 한다. 빈곤을 일시

으로 경험하는 계층에게는 긴  지원, 실업 여, 고용서비스 등이 

한 정책  응일 것이지만, 빈곤이 일부 계층에 집 되고 구조 으로 

장기화되는 나라에서는 건강과 교육 서비스에 한 근, 자산 재분배, 

사회  배제에 한 응, 지역 재생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빈곤 

심도와 빈곤 경험기간 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존재한다면, 빈곤 함

정에 빠진 가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 형성 등에 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 경험기간에 한 악은 가구의 미래를 

해 필요한 정책, 를 들어 육체 ․인지  능력, 동기, 선호 등을 단

하는데 필요하다. 

빈곤의 시간  차원에 주목한 본 장은 빈곤이력에 따라 빈곤계층을 

유형화하여 빈곤층의 다양한 경험과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빈곤정

책의 상을 확장하고 빈곤계층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자 한다. 본 장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의 생활수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간에 걸쳐 빈곤

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이다. 찰기간 동안 평균 소득이 빈곤선을 하

회하는 만성빈곤(chronic poverty) 개념을 도입하여, 기 보장 수 자 

선정의 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기빈곤가구에 한 기 생활보

장제도의 사각지 가 큰 한편으로 빈곤경험기간에 비해 기 보장 수 이 

더 긴 가구도 지 않음을 제시한다. 둘째, 빈곤의 시간  차원으로 구

분한 집단의 특성분석을 기 로 하여 기존의 정책 용에 한 평가를 

시도한다. 반복 으로 는 일시 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의 탈빈곤

을 진하거나 재빈곤화를 방하는 방안으로 취업 우선정책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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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하면 취업 우선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다. 장기 으로 실업상태에 머물지는 않지만, 임  일자

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실직 험이 높은 반복․일시빈곤층에게는 더 나

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고용안 망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빈곤역동성 분석결과로 얻어진 집단 구분에서 일정 기간에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표 인 기  욕구 역에서 지

출 부담이 얼마나 과 한지를 살펴본다. 각 욕구 역에 한 사회  지

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의 비 을 시산함으로써 욕

구별 여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2. 시간차원의 구성

빈곤의 동태 인 변화에 한 국내의 기 연구들은 빈곤의 진입과 

탈출의 결정요인, 빈곤기간과 빈곤탈출 확률 등의 빈곤 이행(poverty 

transition)에 주목하 다. 우리나라는 빈곤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하

여 빈곤지속기간이 단기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학  변화

보다는 실직과 근로소득 변화가 빈곤 이행에서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구인회, 2001; 황덕순, 2001; 이병희․정재호, 2002; 홍경 , 

2004; 재호, 2005). 이러한 상은 외환 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증

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빈곤 문제에 한 연구로 이어졌다(노 명 외, 

2004; 홍경 , 2005; 최옥 , 2008; 이병희, 2010). 

한편 이용이 가능한 패 이 비교  장기에 걸쳐 구축되면서, 빈곤주기

(poverty spell), 빈곤 지속기간(poverty duration)에 한 연구로 이어

져, 우리 빈곤구조의 새로운 특징을 밝히고 있다. 이병희․정재호(2002)

는 기술 인 차원의 빈곤주기에 한 분석이지만, 빈곤의 반복성에 주목

하고 있다.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은 활발하지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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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빈곤선 주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빈곤화하는 비 이 높음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반복빈곤(repeat poverty)은 사실상 장기 빈곤

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기인한 빈곤구조의 특징이

라고 지 하고 있다. 한편 구인회(2005), 최경수(2007)는 빈곤의 지속성

에 주목하 다. 빈곤 탈출이 활발하여 부분의 빈곤주기는 단기이지만, 

한 시 에서의 빈곤층 가운데 반이 장기빈곤층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노인가구,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에 한 소득보장의 요성을 

새삼 주목하게 하 다.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한 심은 일정기간 동안의 빈곤 경험과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빈곤이력(poverty profiles) 연구로 이어졌다. 빈

곤 유출입 분석 는 빈곤기간 분석은 빈곤 진입과 탈출의 결정요인, 빈

곤의 지속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장 이 있지만, 반복되는 

빈곤 주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빈곤 진입․탈출의 이동성을 과 평가

하여 장기 빈곤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에 가장 

리 인용되는 포우얼지와 라이트(Fouarge and Layte, 2005)는 일정기간 

동안의 빈곤 경험 여부, 경험횟수, 지속기간 등의 빈곤이력에 따라 빈곤 

계층을 유형화하고 있다. 빈곤이력을 이용한 유형화는 빈곤 경험 유무와 

빈곤 진입․탈출뿐만 아니라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함께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빈곤

유형별로 다양한 정책  응을 모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국내에서

는 노 명․강신욱․이 주(2006), 강신욱(2009), 이병희(2010), 이주환

(2012) 등이 빈곤이력을 이용하여 빈곤계층을 유형화하 다. 

한편 빈곤이력에 한 연구와 별도로 항상소득 근법을 통해 장기간

에 걸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에 한 측정 방법이 시도되었다. 

OECD(2001)는 분석기간인 3년 동안의 가구 평균소득이 빈곤선을 하회

하는 경우를 항상소득 빈곤(permanent-income poverty)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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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찰기간 동안 평균 소득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경우를 만성빈곤으

로 정의하고,2) 이를 빈곤이력과 결합한 시도도 있다. 만성빈곤연구센터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re, 2004)는 우선 빈곤무경험(never 

poor), 일시빈곤(transitory poor), 만성빈곤(chronically poor)으로 나

고 난 뒤, 일시빈곤은 빈곤을 경험하 지만 평균 소득이 빈곤선을 상회

하는 수시 빈곤(occasionally poor), 빈곤과 비빈곤을 교 하면서 평균 

소득이 빈곤선 주 인 변동 빈곤(fluctuating poor)으로 분류하고, 만성

빈곤은 모든 기간 동안 빈곤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소득이 빈곤선을 하

회하는 통상 빈곤(usually poor), 모든 시기동안 빈곤 상태에 있는 항상 

빈곤(always poor)으로 나 고 있다. 허튼과 컨드커(Haughton and 

Khandker, 2009)는 빈곤무경험(never poor), 때때로 빈곤하지만 평균

으로 빈곤하지는 않은 일시빈곤(transient poor), 평균 으로 빈곤한 만

성빈곤(chronically poor)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2절 분석 자료의 구성

  1. 자료의 설명

본 연구는 빈곤이력을 분석하기 하여 「한국복지패 」1～7차년도 

자료(조사 기 년도는 2005～2011년)를 사용하 다. 가구 결합키변수를 

이용하여 모든 해에 조사된 가구로 체연결패 자료를 구성하 으며, 

최종 으로 분석 상이 된 가구는 5,170가구이다.3) 가구원의 특성과 경

제활동참여 등은 체연결패 자료와 결합하는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분

2) 만성빈곤은 소득의 시기별 이 가능성을 제하고 있으므로, 빈곤하지 않은 시기의 빈곤선

을 상회하는 소득을 빈곤한 시기에 보충한다는 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신용 시장의 불

완 성이나 근 제약을 고려한다면 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빈곤 기간과 

빈곤 심도를 함께 고려하는 장 이 있다. 
3) 각 연도마다 발생하는 분가 가구, 신규 생성가구, 도탈락가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88∙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석하 다. 2011년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15세 이상의 개인은 11,429명

이었다. 소득층을 과 표집한 자료의 성격 때문에 각 연도별로 분석할 

때는 연도별 표본가 치를 사용하 으며, 빈곤이력을 분석할 때는 가구

별 표본가 치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빈곤 지 는 각 연도별로 별하

는데, 가처분소득이 가구원수별 최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빈곤 가구

로 정의하 다. 

<표 5-1>은 체연결패 자료의 특성을 보여 다. 각 차수별 조사 가

구 수와 비한 체연결패 자료의 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73.1%에서 

7차년도 90.2%를 기록하고 있다. 체연결패  구성 과정에서의 표본 

탈락이 비임의 (non-random)일 경우 통계 분석은 표성을 가지기 어

렵다. 원자료에서 빈곤율이 2010년까지 지속 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에 증가하는 추세는 체연결패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일반 으로 가구 

구성, 주거지, 경제활동상태의 변동이 큰 소득가구가 표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상과는 달리 체연결패 자료에서 빈곤율은 

원자료의 그것과 비교하여 빈곤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동태 인 분석

이 어려울만큼 표본 탈락이 비임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하에

서는 체연결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이력을 분석한다.

원자료 전체연결자료
표본유지율

(B/A×100)
가구수

(A)

가구

빈곤율

개인

빈곤율

가구수

(B)

가구

빈곤율

개인

빈곤율

2005 7,072 0.142 0.110 5,170 0.155 0.119 73.1 
2006 6,580 0.129 0.096 5,170 0.134 0.101 78.6 
2007 6,314 0.103 0.074 5,170 0.104 0.075 81.9 
2008 6,207 0.091 0.067 5,170 0.093 0.068 83.3 
2009 6,034 0.080 0.056 5,170 0.082 0.059 85.7 
2010 5,735 0.067 0.047 5,170 0.070 0.048 90.1 
2011 5,731 0.077 0.053 5,170 0.082 0.054 90.2 

〈표 5-1〉연도별 가구 빈곤율 및 표본유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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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곤이력에 따른 빈곤집단의 유형화

  1) 빈곤 이행

연간 빈곤 이행 분석을 통해 빈곤 진입과 탈출 확률을 계산할 수 있

다. <표 5-2>는 연간 빈곤 진입률과 탈출률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가처분소득 기 으로 빈곤 진입률과 탈출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

빈곤가구 가운데 다음 해에 빈곤가구로 환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

인 빈곤진입률은 2005년 6.3%에서 2009년 3.5%로 지속 으로 감소하

다가 2010년에 5.0%로 증가하 다. 한편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탈출 가

구의 비 인 빈곤탈출률은 2005년 54.5%에서 2008년 54.6%로 등락하

다가, 2009년 50.1%, 2010년 44.3%로 감소하 다. 

<표 5-2>의 빈곤율 추이와 련하여 해석하면, 2005～2010년 동안의 

지속 인 빈곤율 감소는 빈곤진입률의 감소에 의해, 2011년 빈곤율 증

가는 빈곤진입률 증가와 빈곤탈출률 감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패  조사차수가 늘어나서 표본이 노후화되어 나타난 향을 

악하긴 어렵지만, 2000년  후반에 시장소득 기 의 빈곤진입률은 등

락하고, 경상소득 기 의 빈곤진입률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을 감안

하면, 2000년  후반 빈곤진입률의 감소는 공  이 소득의 빈곤억제효

과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소득 기 의 빈곤탈출률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은 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의한 빈곤 탈

출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빈곤가구 비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을 보면, 2005～2011

년에 걸쳐 연간 평균 빈곤진입률이 42.4%, 빈곤탈출률이 52.4%에 이른

다. 분석기간 동안 반 내외의 빈곤층이 빈곤 진입과 빈곤탈출을 매년 

거듭하고 있어서, 선행 연구에서처럼 빈곤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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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진입률 빈곤탈출률

(비빈곤가구 대비) (빈곤가구 대비) (비빈곤가구 대비)

가처분소득 

기준

2005 → 2006 6.3 35.8 54.5 
2006 → 2007 5.3 38.3 52.7 
2007 → 2008 5.2 44.3 54.7 
2008 → 2009 4.7 45.8 54.6 
2009 → 2010 3.5 36.9 50.1 
2010 → 2011 5.0 62.4 44.3 

평균 5.0 42.4 52.4

경상소득 기준

2005 → 2006 5.5 34.0 55.1 
2006 → 2007 4.8 38.7 51.9 
2007 → 2008 4.5 43.1 54.6 
2008 → 2009 4.3 46.4 55.1 
2009 → 2010 3.0 36.2 50.6 
2010 → 2011 4.4 62.3 40.2 

시장소득 기준

2005 → 2006 6.8 24.6 36.4 
2006 → 2007 5.9 25.0 33.9 
2007 → 2008 6.9 32.5 30.3 
2008 → 2009 6.3 29.1 30.4 
2009 → 2010 5.4 25.1 28.7 
2010 → 2011 6.0 29.4 23.0 

〈표 5-2〉연간 빈곤 진입률과 탈출률 추이
(단위: %)

 
  2) 빈곤경험횟수와 빈곤경험기간

분석기간 동안 장기 인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지속 으로 빈곤을 경

험하 을 수도 있고, 단기간의 빈곤을 반복 으로 경험하 을 수도 있다. 

<표 5-3>은 체연결패 자료를 빈곤주기(poverty spell)자료로 재구성

하여 빈곤경험횟수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빈곤경험가구에서 한 차례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65.6%, 2회 이상의 반복 인 빈곤을 경험한 가구

가 34.4%이다. 빈곤경험횟수가 많을수록 빈곤주기당 지속기간은 짧다. 

그러나 주기별 빈곤지속기간을 하면, 평균 으로 2회 빈곤경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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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내 

비중 (%)

빈곤가구내 

비중 (%)

빈곤주기별 

빈곤지속기간 

(년)

빈곤경험기간

(년) (%)

0 70.0 
1 19.7 65.6 1.9 1.9 52.5
2 8.8 29.5 1.6 3.2 39.7
3 1.4 4.7 1.3 3.8 7.4
4 0.1 0.2 1.0 4.0 0.3
계 100.0 100.0 1.7 2.4 100.0

는 3.2년, 3회 빈곤경험가구는 3.8년, 4회 빈곤경험가구는 4년을 경험한

다. 빈곤경험기간을 하 을 때, 2회 이상의 반복 인 빈곤을 경험하

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 은 47.5%에 이른다. 

〈표 5-3〉빈곤경험횟수의 분포

7년간의 빈곤경험기간의 분포를 보면, 최 생계비 이하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비 은 70.0%이며, 나머지 30.0%의 가구는 한 

번 이상 빈곤을 경험하 다. 빈곤가구 내에서 1년간 빈곤을 경험한 가구

는 43.4%이며, 2년 빈곤 경험 가구는 21.9%, 3년 빈곤 경험 가구는 

12.4% 순이며, 7년 내내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3.5%로 나타난다. 그러

나 빈곤경험기간을 하 을 때, 1년 빈곤경험가구가 차지하는 비 은 

18.1%에 그치고, 3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63.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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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내 비중 빈곤가구내 비중 전체 빈곤경험기간내 비중

0 70.0 
1 13.0 43.4 18.1 
2 6.6 21.9 18.3 
3 3.7 12.4 15.5 
4 2.4 8.1 13.5 
5 1.8 5.9 12.3 
6 1.5 4.9 12.2 
7 1.0 3.5 10.1 

〈표 5-4〉빈곤경험기간의 분포

(단위 : %)

이상을 요약하자면, 빈곤경험가구 가운데 반복 인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34.4%, 3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34.7%에 이른다. 

한 체 빈곤경험기간 가운데 반복 인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차지

하는 비 이 47.5%, 3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 이 63.6%

로서, 빈곤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크게 나타난다.

  3) 빈곤이력에 따른 유형화

빈곤이력, 즉 빈곤의 경험 여부, 경험횟수, 지속기간 등에 따라 빈곤

가구를 유형화할 때 찰기간, 빈곤선, 가구소득의 종류, 유형화 기  등

을 선택해야 한다. 찰기간이 길수록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 은 

커지고 빈곤유형별 구성비 은 달라진다. 포우얼지와 라이트(Fouarge 

and Layte, 2005)를 비롯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찰기간을 5년으

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리 인 근거는 없다. 찰기간이 짧을수

록 좌측 단 는 우측 단되는 빈곤주기가 많아서 지속빈곤의 비 이 

과소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신욱(2009)은 포우얼지와 라이트(Fouarge 

and Layte, 2005)의 유형화 기 에 따라 1998～2005년에 걸친 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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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이력으로 빈곤유형을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에

서 이용 가능한 2005～2011년에 걸친 7년간의 빈곤이력으로 빈곤계층

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유형화의 기 은 포우얼지와 라이트(Fouarge and Layte, 2005)의 방

법을 사용하 다. 일시빈곤과 반복빈곤은 빈곤경험횟수가 복수이냐에 따

라 구분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속빈곤에 한 정의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빈곤경험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빈곤 탈출률이 격하게 하락한

다는 벤과 엘우드(Bane and Ellwood, 1986), 스티 스(Stevens, 1994; 

1999)의 연구결과에 기 하여 일시빈곤과 지속빈곤을 구분하고 있다. 이

러한 기 에 따라 찰기간 동안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지속 비

빈곤(the persistent non-poor)이며, 찰기간 동안 1번만 빈곤을 경험하

면서 빈곤경험기간이 2년 이하인 일시빈곤(the transient poor)4), 복수

의 빈곤을 경험하되 빈곤주기당 빈곤경험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반복

빈곤(the recurrent poor), 빈곤경험횟수와 계없이 3년 이상 연속 으

로 빈곤을 경험하는 지속빈곤(the persistent poor)으로 분류한다. 이 때, 

찰 상기간 동안 빈곤 시작 시기 는 빈곤 종료 시기를 악할 수 

없는 좌측 는 우측 단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5-5>에서 분석기간인 7년 동안 가처분소득 기 으로 최 생계비 

이하의 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가구는 30.0%이다. <표 5-1>의 연

도별 가구빈곤율 7.0%～15.5%와 비교하면, 7년 동안의 빈곤 경험률은 

4) 홍경 (2004)은 빈곤기간별 빈곤탈출률을 1년 후 0.607, 2년 후 0.399, 3년 후 0.395로 

제시하고 있다. 최경수(2007)에서는 1년 후 0.526, 2년 후 0.365, 3년 후 0.250이며, 구
인회(2005)는 1년 후 0.580, 2년 후 0.363, 3년 후 0.225이다. 2년 이내에 빈곤을 탈출

하는 자의 비 이 미국에서 0.603(Bane and Ellwood, 1986), 국에서 0.650(Jenkins, 
2000)이라는 추정결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년 이내에 빈곤을 탈출하는 비 이 미국

의 2년 이내 빈곤 탈출 비 에 근 한 수 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빈곤탈출률을 고려하여 

이병희(2010)는 일시빈곤을 분석기간  1년만 빈곤한 경우로 정의하 지만, 이 에서는 

포우얼지와 라이트(Fouarge and Layte, 2005)의 방법에 따라 1번만 빈곤을 경험하면서 

빈곤경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를 일시빈곤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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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의 빈곤율에 비해 2～4배 높은 수 이다. 빈곤경험가구를 유형별

로 보면, 일시, 반복, 지속빈곤가구는 각각 15.8%, 7.5%, 6.7% 순이었

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 은 일시빈곤가구가 52.6%

이며, 반복, 지속빈곤가구가 각각 25.0%, 22.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빈곤경험가구 가운데 반은 2년 이하의 빈곤을 1번만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빈곤탈출률과 단기간의 빈곤지속기

간이라는 우리 빈곤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 다. 한편 빈곤을 경험하는 

기간은 일시빈곤가구가 평균 1.2년인데 비해 반복빈곤가구는 2.7년, 지

속빈곤가구는 5.0년 순이었다.

빈도 구성비 빈곤경험횟수 빈곤경험기간

빈곤무경험 3,522 (70.0) 

일시빈곤 794 (15.8) (52.6) 1.0 1.2 

반복빈곤 378 (7.5) (25.0) 2.2 2.7 

지속빈곤 338 (6.7) (22.4) 1.4 5.0 

계 5,032 (100.0) (100.0) 1.4 2.4 

〈표 5-5〉빈곤유형별 구성비

(단위 : 가구, %, 회, 년)

빈곤경험가구 가운데 반이 일시빈곤이지만, 한 시 의 빈곤층 구성

을 보면, 그 지 않다. <표 5-6>을 보면, 2011년 가구 빈곤율은 8.2%

인데, 일시빈곤가구가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6%에 불과하며, 

지속빈곤가구가 45.8%에 이른다. 2005～2011년 동안 빈곤가구 가운데 

일시빈곤가구는 평균 25.8%를 차지하며, 반복빈곤가구가 27.8%, 지속

빈곤가구가 46.3%이다. 이는 어느 한 시 에서 빈곤가구의 반은 장기

빈곤층이라는 구인회(2005), 최경수(2007)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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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계

2005 5.5 5.0 5.0 15.5 
(35.8) (32.1) (32.1) (100.0)

2006 4.0 3.4 6.0 13.4 
(29.8) (25.4) (44.8) (100.0)

2007 2.4 2.5 5.6 10.4 
(22.6) (23.8) (53.5) (100.0)

2008 2.1 2.4 4.8 9.3 
(22.5) (26.1) (51.4) (100.0)

2009 1.6 2.2 4.5 8.2 
(19.1) (26.5) (54.4) (100.0)

2010 1.3 1.9 3.8 7.0 
(18.9) (26.9) (54.2) (100.0)

2011 1.6 2.8 3.8 8.2 
(19.6) (34.6) (45.8) (100.0)

평균 2.7 2.9 4.8 10.3 
(25.8) (27.8) (46.3) (100.0)

〈표 5-6〉 연도별 빈곤가구의 빈곤유형별 구성

(단위 : %)

 
제3절 시간차원에서 유형화된 빈곤집단의 특성 비교

  1. 쟁점 별 집단의 특성 비교

  1)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기간에 걸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에 해서는 최소한의 생

활수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찰기간 동안 평균 

소득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경우로 정의되는 만성빈곤은 장기간에 걸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빈곤을 분석 상기간인 7년 동안 가구의 평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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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소득이 최 생계비를 하회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각년도 가처분소득

을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 이트하여 평균 소득을 구하 으며, 

최 생계비 역시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로 각 년도 가구원수별 최 생

계비를 디 이트하고 난 후 평균값을 사용하 다. 연도별로 가구원수

는 변화할 수 있는데, 가구원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 다.

2005～11년 동안 평균소득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만성빈곤가구는 

6.7%이다. 빈곤경험기간별로 보면,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만성빈곤의 비

이 높다. 빈곤경험기간이 3년인 가구가 평균 으로 빈곤한 비 이 

20.6%, 4년인 가구는 61.6%, 5년인 가구는 85.6%, 6년인 가구는 

97.9%, 7년인 가구는 100%이다. 빈곤경험 가구에 한정하면, 만성빈곤

가구는 22.3%에 이른다. 빈곤유형별로 보면, 일시빈곤가구에서 만성빈

곤은 1.1%에 불과한 반면, 반복빈곤가구에서 만성빈곤인 비 은 20.8%, 

지속빈곤가구에서는 73.9%에 이른다.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일시빈곤가

구에서는 거의 없는 반면 지속빈곤가구의 다수와 반복빈곤가구의 일부에

게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5-1] 빈곤경험기간별․빈곤유형별 만성빈곤의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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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층에 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이다. 기 생활보장 수 률은 2010년 인구 기 으로 3.1%, 

가구 기 으로 5.1%이다.5) 수 자로 선정되기 해서는 소득인정액 기

과 부양의무자 기 을 충족해야 한다는 을 고려하면, 가처분소득 기

만의 만성빈곤율 6.7%는 장기 인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의 상당수에 

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이른다. 

<표 5-7>은 빈곤유형별로 기 보장수  횟수의 분포를 보여 다. 앞

서 지속빈곤가구의 73.9%는 만성빈곤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속빈곤

가구에서 기 보장수 을 한 해도 받지 못하는 가구는 62.7%에 이른다. 

한 연속 으로 3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는 지속빈곤가구에서 3년 이

상의 기 보장 수 을 받는 가구의 비 은 32.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성빈곤가구에서 기 보장수

을 1회 이상 받는 가구가 37.3%에 그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재산과 부양의무자 등의 이유 때문에 수 가구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가 

있겠지만, 기 보장의 사각지 가 지나치게 넓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

보장수  가구 선정에서 표 화가 필요하다는 도 확인된다. 빈곤무

경험가구에서 기 보장 수 을 받는 가구의 비 이 3.8%이며, 최  2년

의 빈곤을 경험하는 일시빈곤가구에서 3년 이상의 기 보장 수 을 받

는 가구가 12.3%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5) 보건복지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황』, 2010;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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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만성빈곤

기

초

보

장

수

급

횟

수

0 3,387 (96.2) 670 (84.4) 266 (70.5) 212 (62.7) 212 (62.7)

1 17 (0.5) 14 (1.8) 6 (1.5) 8 (2.4) 10 (3.1)

2 12 (0.3) 12 (1.6) 3 (0.9) 8 (2.3) 5 (1.3)

3 12 (0.3) 13 (1.7) 11 (3.0) 11 (3.1) 10 (3.0)

4 15 (0.4) 10 (1.2) 13 (3.4) 8 (2.5) 9 (2.7)

5 15 (0.4) 8 (1.0) 8 (2.2) 8 (2.3) 10 (3.0)

6 12 (0.3) 14 (1.8) 15 (4.1) 17 (5.0) 14 (4.2)

7 53 (1.5) 52 (6.6) 54 (14.4) 67 (19.8) 67 (20.0)

계 3,522 (100.0) 794 (100.0) 378 (100.0) 338 (100.0) 337 (100.0)

<표 5-7> 빈곤유형별 기초보장수급 횟수의 분포

(단위 : 가구, %)

빈곤경험기간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빈곤경험기간이 길수록 기

보장 수 률이 높으며, 기 보장 수  횟수도 많다. 그러나 7년 내내 빈

곤을 경험한 가구 가운데 57.5%는 기 보장 수 을 받은 이  없

다. 한 기 생활보장 수 횟수보다 빈곤경험기간이 2년 이상 많은 가

구는 608가구로 체 빈곤경험가구 1,510가구의 40.3%에 해당한다. 반

로 빈곤경험기간에 비해 기 생활보장 수 기간이 2년 이상 많은 가

구는 225가구로 빈곤경험가구의 14.9%, 기 보장 수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42.9%에 이른다. 장기빈곤가구에 한 기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  해소와 함께 수 가구 선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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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경험 기간
7 

0 1 2 3 4 5 6 

기

초

보

장

수

급

횟

수

0 
3,387 
(96.2)

562 
(85.8)

249 
(75.1)

130 
(69.5)

75 
(61.6)

54 
(60.9)

49 
(65.8) 30 (57.5)

1 17 (0.5) 13 (1.9) 3 (0.8) 3 (1.8) 4 (3.3) 2 (2.7) 2 (2.8) 0 (0.7)

2 12 (0.3) 10 (1.5) 4 (1.1) 4 (2.0) 3 (2.4) 1 (1.2) 1 (0.9) 1 (2.7)

3 12 (0.3) 11 (1.7) 8 (2.3) 6 (3.2) 4 (3.5) 2 (2.8) 2 (2.7) 2 (3.5)

4 15 (0.4) 8 (1.1) 11 (3.4) 4 (2.3) 2 (1.6) 2 (2.3) 2 (2.1) 2 (4.5)

5 15 (0.4) 6 (0.9) 6 (1.7) 3 (1.8) 5 (3.8) 2 (1.9) 0 (0.3) 2 (4.6)

6 12 (0.3) 7 (1.1) 13 (4.0) 8 (4.3) 5 (3.9) 7 (8.4) 2 (3.1) 3 (6.3)

7 53 (1.5) 38 (5.9) 38 (11.6) 28 (15.1) 24 (19.8) 18 (19.9) 16 (22.2) 11 (20.2)

계
3,522 

(100.0)
655 

(100.0)
331 

(100.0)
187 

(100.0)
122 

(100.0)
89 

(100.0)
74 

(100.0)
52 

(100.0)

<표 5-8> 빈곤경험기간별 기초보장수급 횟수의 분포

(단위 : 가구, %)

주: 굵은 글씨는 빈곤경험기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횟수보다 2년 이상 많은 가구임.

 

  2) 노동시장 참여

빈곤 진입과 탈출의 가장 주된 요인은 근로소득의 변화로 알려져 있

다. 일시 ․반복 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빈곤선 주 에서 소득

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안정 인 노동시장 참여는 탈빈곤을 

진하거나 재빈곤화를 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5-9>는 빈곤유형별 연간 가처분소득 수 과 그 소득원천별 구성

을 제시한 것이다. 이 때 소득은 가구원수의 차이를 감안하기 하여,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가구 소득을 나 어 균등화한 소득이다. 우선 빈

곤유형별 연간 가처분소득을 비교하면, 빈곤무경험가구가 체 평균의 

119.4%인 반면 일시빈곤가구는 71.5%, 반복빈곤가구는 40.1%, 지속빈

곤가구는 31.5%에 그쳐, 빈곤유형별 소득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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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원천별 구성을 보면,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근로소득의 비 이 낮다. 

빈곤무경험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90.0%를 차지하는 반면 

일시빈곤가구에서는 74.6%, 반복빈곤가구에서는 42.7%, 지속빈곤가구에

서는 27.6%에 그친다. 이처럼 낮은 근로소득은 빈곤의 원인이 낮은 노

동시장 참여율 때문이며, 따라서 취업 우선정책이 이들에 한 빈곤정책

이라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계

근로소득 2,568 (90.0) 1,274 (74.6) 410 (42.7) 207 (27.6) 2,043 (85.5)
  상용근로소득 1,533 (53.7) 408 (23.9) 88 (9.1) 44 (5.9) 1,147 (48.0)
  임시일용근로소득 493 (17.3) 465 (27.2) 207 (21.6) 113 (15.0) 442 (18.5)
  사업소득 485 (17.0) 300 (17.6) 60 (6.2) 19 (2.5) 393 (16.4)
  농림축산소득 51 (1.8) 97 (5.7) 50 (5.2) 29 (3.8) 57 (2.4)
  어업소득 3 (0.1) 2 (0.1) 2 (0.3) 0 (0.0) 3 (0.1)
  기타근로소득 2 (0.1) 2 (0.1) 3 (0.3) 3 (0.3) 2 (0.1)
재산소득 164 (5.8) 87 (5.1) 47 (4.9) 31 (4.2) 134 (5.6)
공적이전소득 218 (7.6) 194 (11.3) 239 (24.9) 266 (35.4) 219 (9.2)
  사회보험소득 169 (5.9) 82 (4.8) 44 (4.6) 37 (4.9) 137 (5.7)
  기타정부보조금 42 (1.5) 74 (4.3) 108 (11.3) 127 (16.9) 58 (2.4)
  기초보장급여 7 (0.3) 38 (2.2) 87 (9.0) 103 (13.7) 24 (1.0)
사적이전소득 182 (6.4) 268 (15.7) 302 (31.5) 276 (36.8) 211 (8.8)
조세 -132 (-4.6) -47 (-2.8) -13 (-1.4) -13 (-1.8) -101 (-4.2)
사회보험료 -148 (-5.2) -69 (-4.0) -26 (-2.7) -17 (-2.2) -117 (-4.9)
가처분소득 2,853 (100.0) 1,707 (100.0) 959 (100.0) 751 (100.0) 2,389 (100.0)
(상대소득) (119.4) (71.5) (40.1) (31.5) (100.0)

<표 5-9> 빈곤유형별 연간 가처분소득의 구성 비교(2011)

(단위 : 만원, %)

그러나 근로능력자를 제외하면, 일시․반복빈곤가구의 고용률이 낮다

고 볼 수 없다. <표 5-10>을 보면, 빈곤무경험가구에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 은 60.4%인데 비해, 일시빈곤가구는 

50.3%, 반복빈곤 가구는 36.6%, 지속빈곤가구는 24.4%로 고용률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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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은 수 이다. 그러나 빈곤경험가구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근로능

력이 없는 가구원이 많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65세 이상․

재학 ․군복무 ․ 증장애인으로 정의한 근로무능력자가 빈곤무경험

가구에서는 22.5%인데 비해 일시빈곤가구는 31.5%, 반복빈곤가구는 

46.2%, 지속빈곤가구는 61.5%에 이른다.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

무능력자를 제외하고 고용률을 계산하면, 빈곤유형별 고용률의 격차는 

크게 어든다. 빈곤무경험가구가 77.9%인데 비해 일시빈곤가구는 

73.4%, 반복빈곤가구는 68.1%, 지속빈곤가구는 63.3%에 이르러, 빈곤

경험가구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다고 할 수 있다.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근로무능력 2,034 (22.5) 580 (31.5) 320 (46.2) 353 (61.5)

근로능력

취업 5,458 (60.4) 925 (50.3) 254 (36.6) 140 (24.4)

실업 80 (0.9) 26 (1.4) 5 (0.7) 4 (0.7)

비경활 1,467 (16.2) 308 (16.8) 114 (16.5) 77 (13.4)

계 9,039 (100.0) 1,839 (100.0) 693 (100.0) 573 (100.0)

고용률(전체 대비) 60.4 50.3 36.6 24.4 

고용률 (근로능력자  대비) 77.9 73.4 68.1 63.3 

<표 5-10> 빈곤유형별 근로능력 유무 및 경제활동상태 비교(15세 이상 인구, 2011)

(단위 : 명, %)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빈곤층이 고용 단 과 임  일자리에 종사한다

는 사실이다. <표 5-11>에서 취업자의 종사상 지 별 구성을 보면, 빈

곤경험가구에서는 비임 근로자의 비 이 높다. 일시빈곤가구에 속한 취

업자 가운데 35.7%, 반복빈곤가구의 49.3%가 비임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한 임 근로에 종사하더라도 임 이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

사하는 비 이 높다. 반복빈곤가구에 속한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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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에 그치며, 임시직 15.5%, 일용직 21.5%에 이른다.

한편 연간 취업기간을 보더라도 빈곤경험가구는 고용 단 을 경험하

는 비 이 높다. 한국복지패  설문은 근로일수가 더라도 1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일한 개인의 비 이 과  측정하

고 있지만, 빈곤무경험가구의 취업자가 내내 취업한 비 이 83.2%인데 

비해 일시빈곤가구는 77.7%, 반복빈곤가구는 68.3%로, 낮은 수 이다.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종

사

상

지

위

임금근로자 4,137 (75.8) 595 (64.3) 129 (50.7) 62 (44.6)

 상용직 2,424 (44.4) 210 (22.7) 24 (9.5) 10 (7.3)

 임시직 1,208 (22.1) 230 (24.9) 39 (15.5) 18 (13.1)

 일용직 478 (8.8) 140 (15.2) 55 (21.5) 27 (19.3)

 자활, 공공근로 26 (0.5) 14 (1.6) 11 (4.3) 7 (4.8)

비임금근로자 1,322 (24.2) 330 (35.7) 125 (49.3) 78 (55.4)

 고용주 253 (4.6) 29 (3.1) 3 (1.2) 2 (1.5)

 자영업자 809 (14.8) 229 (24.7) 80 (31.3) 53 (37.8)

 무급가족종사자 260 (4.8) 72 (7.8) 43 (16.7) 23 (16.2)

연간

취업

기간

1-6개월 450 (8.2) 124 (13.4) 35 (13.8) 23 (16.5)

7-11개월 588 (10.8) 130 (14.1) 45 (17.6) 18 (13.0)

12개월 4,543 (83.2) 718 (77.7) 173 (68.3) 98 (70.4)

<표 5-11> 빈곤유형별 종사상 지위 및 연간 취업기간(취업자, 2011)

(단위 : 명, %)

표 인 실업보상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 여인데, 임 근로자의 고

용보험 가입률은 빈곤무경험층이 58.0%인데 비해 일시빈곤층은 45.6%, 

반복빈곤층은 21.4%에 불과하다. 한 퇴직 시에 퇴직  는 퇴직연

을 받을 가능성도 일시빈곤층은 40.9%, 반복빈곤층은 21.4%에 불과하

다. 실직 험이 높은 빈곤경험층의 다수는 실업 여뿐만 아니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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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받기 어려워서, 실직이 (재)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해서는 다양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지

만, 체 으로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 이다. 일시빈곤층의 고용서비스 

참여율은 2.7%, 반복빈곤층은 5.6%에 불과하다. 그나마 참여율이 가장 

높은 로그램은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회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의 

직  일자리 창출 로그램이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흔히 

한시  일자리라는 특성 때문에 비 받지만, 보다 큰 문제는 일반 노동

시장과 연계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친다는 이다. 한 일

자리로의 재취업 서비스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인 

일자리로는 근론능력이 취약한 빈곤계층이 실업과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

기 어렵다.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58.0 45.6 27.0 26.4 

퇴직금/퇴직연금 54.0 40.9 21.4 21.6 

근로

능력자

자활근로 공동체 0.2 0.9 1.2 0.8 

직접 일자리 제공 0.4 1.3 2.9 5.1 

교육훈련 0.2 0.4 0.7 0.2 

청년 인턴 0.0 0.0 0.3 0.0 

소계 0.9 2.7 5.6 6.3 

<표 5-12> 빈곤유형별 고용보험 가입률, 퇴직금․퇴직연금 수혜 가능성, 고용서비스 참여율

(단위 : %)

  
  3) 욕구영역별 고정비용

빈곤경험가구는 식료품비, 주거비, 열수도비, 보건의료비의 지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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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표 인 욕구 역에서 빈곤유형별 

부담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처분소득 비 주요 욕구 역의 지출 비 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가가구에서도 출 상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과 한 가구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차로 인한 임 료에 한정한다. 세와 보증

부 월세의 경우에는 세 (보증 )을 연 10%의 리를 용하여 월세

로 환산하 다. 월평균 월세( 는 월세 환산액)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 은 빈곤무경험가구에서 5.9%, 일시빈곤가구 8.4%인 반면 반

복빈곤가구는 21.3%, 지속빈곤가구는 16.1%에 이른다. 반복빈곤가구에

서 임 료 비 이 더 높은 것은 집의 유형태가 세  보증부 월세

인 비 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일시빈곤가구, 반복빈곤가구, 지속빈곤가구 순으로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높다. 반복빈곤가구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 은 소득의 13.9%이며, 

지속빈곤가구에서는 26.4%에 이른다.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등이 장

기빈곤가구일수록 많기 때문이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교육비의 

비 은 빈곤무경험가구와 일시빈곤가구에서 상 으로 높다. 이는 반복 

는 지속빈곤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손)자녀가 기 때문이다. 30세 

미만의 (손)자녀가 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인 가구에 한정할 경우 

소득 비 교육비 비 은 일시빈곤가구와 지속빈곤가구에서 상 으로 

높다.

빈곤유형별로 소득 비 지출을 과부담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 을 

보면, 임 료가 소득의 30% 이상인 가구는 반복빈곤가구가 19.6%로 가

장 많으며, 지속빈곤가구가 12.2%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의료비가 소

득의 20% 이상인 가구는 반복빈곤가구와 지속빈곤가구가 17% 에 이

른다. 30세 미만의 (손)자녀가 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인 가구에 한

정할 경우, 교육비가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의 비 은 일시



제5장 빈곤의 시간적 차원 분석 ∙105

빈곤가구가 31.2%에 이르며, 지속빈곤가구에서도 23.2%를 차지한다.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소득대비 

지출 

비중

주거임대료 5.9 8.4 21.3 16.1 

의료비 5.6 9.5 13.9 26.4 

교육비 7.2 7.4 3.1 2.4 

교육비1) 12.6 17.6 12.2 16.7 

소득대비 

지출 

과부담

가구 

비중

주거임대료 30%이상 4.6 7.3 19.6 12.2 

의료비 20%이상 5.1 11.5 17.8 17.0 

교육비 20%이상 10.9 11.4 4.3 3.2 

교육비 20%이상1) 14.6 31.2 17.7 23.2 

<표 5-13> 빈곤유형별 주요 욕구별 지출 수준 및 과부담 가구 비중(2011)

(단위 : %)

주 1) 30세 미만의 (손)자녀가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가구에 한정

이상의 욕구 역에 한 사  지출을 사회 으로 지원한다면, 얼마나 

빈곤이 감소할 것인지를 시산하여 보았다. 를 들어 2011년 빈곤가구 

가운데 임 료를 부 보조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에 한 

별은 다음과 같다. 임 료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최 생계비에서 

주거비(최 생계비의 15.8%)를 제외한 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빈곤을 

벗어난다고 별하 다. 2011년 최 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가 최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각각 4.5%, 4.7%이므로, 동일하게 의료비

와 공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를 시산하 다.

<표 5-14>는 2011년 빈곤 가구 가운데 각 욕구 역에 한 사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의 비 을 제시한 것이다. 

임 료 지원 시 탈빈곤 가구의 비 은 가장 높은 23.88%이며, 공교육비 

지원은 12.5%, 의료비 지원은 3.9%로 산출되었다. 의료비 지원의 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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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효과가 낮은 것은 근로를 통한 가구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이었다. 빈

곤유형별로 보면, 각 욕구 역에 한 사회 인 지원의 탈빈곤 효과가 

작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반복빈곤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이다. 반복 인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지출 부담도 그 만큼 크다는 것

을 보여 다.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은 공공부조제도 개편 방안의 하나

로 생계 여와 의료․교육․주거 등 물 여의 수 기 과 여수 을 

분리하여 욕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한 바 있

다(이태진 외, 2012). 욕구별 여는 통합 여체계의 탈수  해요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욕구별 빈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빈곤가구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임대료 지원 23.8 20.1 25.9 23.7 

의료비 지원 3.9 4.0 6.1 2.3 

공교육비 지원 12.5 11.0 16.5 10.2 

<표 5-14> 욕구별 지원 시 탈빈곤 비중(2011)

(단위 : %)

  2. 빈곤유형별 결정요인

빈곤유형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난 이 있다. 빈곤의 동태 인 변화를 분석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패 회

귀분석을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구 구성이나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는 계속 변화하지만, 빈곤유형은 찰기간인 7년 동안의 다양한 빈

곤 경험을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이다. OECD(2001)는 

최 의 찰 시기의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 으며, 강신욱(2009)은 

빈곤 진입시기의 인구학  특성과 빈곤 진입직 의 경제활동상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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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사용하 다. 

본 장에서는 찰시기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기 하여 7개년 동안

의 경험 횟수, 비 , 평균 등의 다양한 체 인 방법을 사용하 다. 다

만, 가족 구성은 마지막 찰시기인 2011년 정보를 사용하 다. 비노인 

남성가구주 가구를 기 집단으로 하고, 노인가구주 가구 여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 여부를 구분하 다. 한편 찰시기 동안 결혼, 이혼, 사

별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증감을 고려하기 하여 7개년 동안의 가구원

수를 평균하여 사용하 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수와 취업자의 수 한 

7년 평균값을 사용하 다.

경제활동상태는 빈곤 결정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분석단

가 가구이므로 가구원 체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반 하는데 한계

가 있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근로를 통해 획득하는 

소득이 가처분 가구소득의 72.9%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구주의 경제활

동만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포함하 다. 하나는 연간 취업기간을 사용하

다. 연간 취업기간에 한 정보는 4차년도 자료부터 조사되기 때문에 

4개년 동안의 평균값이 0개월인 경우, 1～6개월인 경우, 7개월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 다. 다른 하나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  정보를 사용하

다. 가구주가 7년 동안 경험하는 종사상 지 를 합산하여 포함하 다.

<표 5-15>는 추정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들을 보여 다. 노인가구

주 가구는 지속빈곤가구에서 74.8%, 반복빈곤가구에서 62.8%에 이른다.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는 일시빈곤가구가 16.4%, 반복빈곤가구 9.8%

로 높다. 빈곤을 경험하지 않거나 일시 으로 경험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원수가 은 반면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수는 빈곤무경험가구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15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빈곤이 

장기화되는 가구일수록 가구 내 평균 취업자 수는 고, 가구주의 연간 

미취업 비 이 높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자 업 등의 평균 취업 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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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 특성>

노인가구주 가구 0.292 (0.449) 0.195 (0.445) 0.368 (0.425) 0.628 (0.357) 0.748 (0.311)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
0.098 (0.293) 0.085 (0.313) 0.164 (0.326) 0.098 (0.219) 0.070 (0.183)

가구원수 2.950 (1.235) 3.185 (1.326) 2.740 (1.113) 2.151 (0.877) 1.897 (0.702)

근로무능력자수 1.150 (0.874) 1.171 (1.013) 1.110 (0.786) 1.056 (0.623) 1.130 (0.528)

취업자수 1.306 (0.754) 1.494 (0.782) 1.123 (0.623) 0.703 (0.506) 0.449 (0.432)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연간 미취업 비중 0.149 (0.352) 0.087 (0.317) 0.180 (0.339) 0.335 (0.349) 0.514 (0.358)
연간 1-6개월 취업 

비중
0.093 (0.287) 0.056 (0.257) 0.139 (0.305) 0.205 (0.298) 0.251 (0.310)

연간 7-11개월 비중 0.161 (0.362) 0.143 (0.393) 0.248 (0.381) 0.198 (0.294) 0.100 (0.215)

상용직 취업년수 2.397 (2.836) 3.146 (3.353) 1.096 (1.702) 0.223 (0.598) 0.076 (0.327)

임시일용직 취업년수 1.226 (1.893) 1.232 (2.186) 1.531 (1.800) 1.153 (1.294) 0.535 (0.846)

자영업 취업년수 1.552 (2.494) 1.514 (2.848) 1.841 (2.291) 1.593 (1.865) 1.215 (1.568)

<표 5-15> 빈곤유형별 주요 특성

는 일시빈곤가구와 반복빈곤가구에서 길게 나타난다.

<표 5-16>은 빈곤 유형을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

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때 기  집단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이며, 추정계수 신 상 험도(relative risk ratio)

로 제시하 다.

추정모형 1을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는 빈곤무경험가구에 비해 일시빈

곤일 가능성이 2.2배, 반복빈곤이 3.3배, 지속빈곤이 3.5배에 이른다. 비

노인 여성가구주 가구는 일시빈곤일 가능성이 2.4배, 반복빈곤이 1.6배

이며, 지속빈곤일 험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구원수가 많을수

록 장기 인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 반면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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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을수록 장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복빈곤 험이 13

배, 지속빈곤이 1.5배에 이른다. 한편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빈

곤 험은 낮은데, 취업자 수가 1명이 많으면 일시빈곤 가능성이 0.6배, 

반복빈곤 0.4배, 지속빈곤 0.2배로 하락한다.

추정모형 2는 가구 내 취업자의 수 신 가구주의 연간 취업기간 정

보를 사용한 것이다. 가구주가 1년 내내 미취업인 상태는 상과 같이 

빈곤 장기화의 험이 높은데, 빈곤무경험가구에 비해 지속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4.8배에 이른다. 6개월 이하의 부분취업 할 때도 빈곤 장기

화 험이 높으며, 7-11개월의 부분취업 할 경우에는 반복빈곤의 확률이 

높다.

추정모형 3에서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 별 취업 년수를 포함하 다. 

상용직에 오래 취업할수록 (장기)빈곤 험은 하락한다. 반면 미취업에 

비해 임시일용직 는 자 업으로 취업할 경우 (장기)빈곤 험은 하락

하긴 하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다. 를 들어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으

로 1년 더 많이 일하더라도, 빈곤무경험에 비해 일시빈곤 험은 0.9배, 

반복빈곤도 0.9배로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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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빈곤/빈곤무경험 반복빈곤/빈곤무경험 지속빈곤/빈곤무경험

상대

위험도

(로버스트

 표준오차)

상대

위험도

(로버스트

 표준오차)

상대

위험도

(로버스트

 표준오차)

(1)

노인가구주 가구 2.207 (0.255) *** 3.335 (0.515) *** 3.492 (0.650) ***

여성가구주 가구 2.442 (0.371) *** 1.618 (0.361) ** 1.360 (0.332)

가구원수 0.994 (0.097) 0.741 (0.095) ** 0.629 (0.079) ***

근로무능력자수 1.055 (0.118) 1.259 (0.186) 1.538 (0.230) ***

취업자수 0.580 (0.062) *** 0.364 (0.062) *** 0.225 (0.046) ***

Log pseudo-likelihood=-3967.7116   Pseudo R2=0.1400

(2)

노인가구주 가구 1.778 (0.225) *** 2.633 (0.448) *** 2.200 (0.448) ***

여성가구주 가구 2.003 (0.322) *** 1.338 (0.307) 1.075 (0.271)

가구원수 0.704 (0.047) *** 0.408 (0.036) *** 0.327 (0.030) ***

근로무능력자수 1.536 (0.128) *** 2.394 (0.293) *** 2.908 (0.348) ***

연간 미취업 비중 1.574 (0.256) *** 1.898 (0.410) *** 4.761 (1.098) ***

연간 1-6개월 

취업비중
2.809 (0.459) *** 4.236 (0.805) *** 9.457 (2.084) ***

연간 7-11개월 

취업비중
2.539 (0.321) *** 3.008 (0.519) *** 2.955 (0.661) ***

Log pseudo-likelihood=-3912.8902   Pseudo R2=0.1519

(3)

노인가구주 가구 1.044 (0.135) 1.196 (0.199) 1.056 (0.200)

여성가구주 가구 1.653 (0.271) *** 0.983 (0.227) 0.868 (0.226)

가구원수 0.761 (0.050) *** 0.482 (0.041) *** 0.376 (0.034) ***

근로무능력자수 1.436 (0.117) *** 2.010 (0.233) *** 2.519 (0.287) ***

상용직 취업년수 0.719 (0.020) *** 0.489 (0.038) *** 0.363 (0.046) ***
임시일용직 

취업년수
0.934 (0.026) ** 0.903 (0.032) *** 0.732 (0.032) ***

자영업 취업년수 0.927 (0.022) *** 0.907 (0.027) *** 0.860 (0.025) ***

Log pseudo-likelihood=-3733.8366  Pseudo R2=0.1907

<표 5-16> 빈곤유형의 결정요인(다항로짓)



제5장 빈곤의 시간적 차원 분석 ∙111

시간  차원에서 빈곤을 분석한 본 장의 주요한 발견과 정책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7년 동안 빈곤경험률은 30.0%에 이르러, 빈곤 험에 노출된 

가구는 한 시 의 빈곤율을 크게 상회한다. 반 내외의 빈곤층이 빈곤 

진입과 탈출을 매년 거듭하지만, 빈곤경험가구 가운데 2회 이상의 빈곤

을 경험하는 가구가 34.4%에 이르며, 한 시 에서 빈곤가구의 반 가

까이가 빈곤을 지속 으로 경험하는 가구로 나타나, 빈곤의 반복성과 지

속성이 크게 나타난다.

둘째, 빈곤유형별로 만성빈곤율을 분석하면, 지속빈곤가구의 73.9%는 

찰기간동안 평균소득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반면 반복빈곤가구는 

20.8%, 일시빈곤가구는 1.1%에 그친다. 그러나 지속빈곤가구에서 3년 

이상의 기 보장 수 을 받는 가구의 비 은 32.6%에 그치고 62.7%는 

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 보장의 사각지 가 범 하게 나

타난다. 한편 일시빈곤가구에서도 3년 이상의 기 보장 수 을 받는 가

구가 12.3%에 이르러, 수 가구 선정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하고 고용률을 계산하면 빈곤유형

별 고용률 격차는 크게 어든다. 근로능력자의 고용률은 일시빈곤가구

가 73.4%, 반복빈곤가구가 68.1%에 이르러, 일시․반복빈곤가구에서 

취업 우선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취업 시에 고

용보험 가입률이나 미취업 시 고용서비스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  일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실직 험

이 높은 반복․일시빈곤층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안 망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경험가구는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지출 부담이 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정책의 표 인 욕구 역에 사회  지원이 이루

어질 경우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의 비 은 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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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별 여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빈곤계층의 특성에 맞게 빈곤정책을 다양화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빈곤가구에 한 소득보장을 강화함과 동시

에 반복․일시  빈곤경험가구에 한 활성화정책과 욕구별 여의 도입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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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다차원 인 빈곤을 측정하는 안  방법으로 직 인 

측정 방식의 하나인 잠재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이 분석방법을 용

하여 한국의 빈곤 규모와 특징을 분석하 다. 그리고 기술통계, 

ANOVA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각 잠재집단별로 특징을 밝히고자 하 다. 

제1절 빈곤의 다차원성과 잠재적 집단분석 

빈곤은 직 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 인 개념이다. 따라서 직

으로 찰하는 것 한 어렵다(Dewilde, 2004). 찰할 수 없는 구조

를 악하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는 잠재집단분석기법과 

기존의 요인분석기법과 군집분석이 있다(이재열 외, 2005). 잠재집단분

석은 직 으로 찰된 요인들 간의 계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 추상 인 잠재 인 집단들을 찾아내는 분석기법이다.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통해 찰할 수 있는 여러 빈곤  박탈과 련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여러 유형의 빈곤집단을 발견할 수 있다. 빈곤한 사

람들은 측값을 활용하여 모형으로부터 측정된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기 으로 분류할 수 있다(Hagenaars and McCutcheon, 2002; 

McCutcheon, 1987). 

요인분석기법과 군집분석기법 한 집단을 분류하는 기법으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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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분석방법은 빈곤집단을 탐색하는데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먼  변수 사용에서 한계를 갖는다. 요인분석기법은 사

용하고자 하는 지표들이 등간, 비율변수 수 이어야 하며, 요인들이 선

형이라 가정한다. 그러나 빈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  소득을 

제외한다면 일반 으로 가용한 박탈지표는 범주 이다. 따라서 요인분석

은 박탈지표들과 같은 범주형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기에 어려운 이 

있다. 반면에 잠재집단분석기법은 변수의 여러 분포형태를 가정하고 있

어 투입변수의 척도유형에 계없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Hagenaars and McCutcheon, 2002; McCutcheon, 1987). 

두 번째로, 군집분석은 주 인 단에 따라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

여야 한다. 집단으로 분리된 개체들의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묶고 다른 

것끼리는 분리하는 방법이다. 유사성은 공분산을 이용하여, 개체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가까울수록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는 측 변수

들 간의 계가 높으나, 인과 계는 아닐 때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김

연형, 2010). 그러나 빈곤을 경험하는 양상은 매우 범 하고 이질 이

다. 특히, 빈곤의 여러 차원을 고려할 때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이질

인 집단으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잠재집단분석기법은 집단을 세

분화 할 때 연구자의 주  단이 아니라, 별도의 평균과 분산을 가진 

독특한 하  분포들의 합으로 세분화를 하여 집단이 묶인 후, 그 성격을 

확인하는 사후  세분화의 성격을 띠며, 통계 인 검증 한 가능하다. 

한 상자가 반드시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로 제시되므로, 상자의 다양한 측면을 반

한다는 장 이 있다(Dewilde, 2008). 따라서 잠재집단분석기법은 이론

으로 빈곤집단의 유형을 밝히기보다는 탐색 인 차원에서 빈곤집단의 

유형을 밝히는데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잠재집단분석기법은 

각 측치에서 잠재집단 수(latent class score)를 계산하여 빈곤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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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와 분포 한 알 수 있는 장 이 있다. 

잠재집단분석은 여러 가지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M-plus를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 다6). 

제2절 자료와 변수의 설명

본 장의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  7차 자료를 사용하 고 최종분석

상가구는 5,701가구이다. 본 연구는 크게 주거, 교육, 의료, 근로, 융

과 련된 변수들을 이용하 다. 

주거분야의 경우에는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주거생활 박탈, 이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 다. 주거생활박탈은 주거안정성이 취약하여 재의 

주거에서 쫓겨날 험이 있는지 여부, 난방비를 내지 못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비 과부담 여부만을 이용하 는데, 교

육비 과부담은 공교육과 사교육비 지출을 합한 비용이 월소득의 20%이

상인 경우를 1로 그 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 다. 고용과 련된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이용하 다. 근로능력도 능력의 수 을 기

으로 구분하여 변수화하 다.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의료비 과부담과 

의료박탈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 다. 의료박탈에는 건강보험을 미납하

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거나, 병원갈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하

다. 마지막으로 융박탈의 경우에는 신용불량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를 

변수화하 다. 사용된 변수에 한 자세한 설명은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6) Latent GOLD와 SAS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Latent GOLD는 잠재집단분석을 해 개발

된 로그램으로 사용환경이 편하다는 장 은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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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주거소유상태 1. 월세    2.전세   3.자가, 기타

 주거비용부담 1.주거비/소득 30%이상   0. 3%미만

 주거생활박탈 1.쫒겨나거나, 난방비 못냄   0. 그렇지 않음

교육

 교육비지출 부담 1. 교육비/소득 20% 이상  0.  20%미만

의료

 의료비지출 부담 1.의료비/소득 20%이상  0. 20%미만

 의료박탈 1. 건강보험료 못내거나 병원에 못감  0. 그렇지 않음

고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1.상용직

2.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비경제활동 

4.임시,일용,공공근로,실업

  근로능력
1.근로불가능

2.단순근로미약자, 단순근로가능

3.근로가능

금융

  금융 신용불량 1.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된 적 있다  0 없다  

 

 

제3절 빈곤 집단의 구성과 특성 비교

  1.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표 6-2>는 분석 상가구의 일반 인 특성에 해 제시하고 있다. 분

석 상가구의 월소득은 평균 약 350만원이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54세이며, 평균 3명의 가구원과 생활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22%이며, 아동이 있는 가구는 33%이다. 부분의 가구주는 근로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약 12%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 이다. 가구주의 

근로형태에 해 살펴보면, 상용직이 35%로 가장 높으며, 비경제활동인 

가구주가 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가구의 주거소유형태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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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명 평균/비율 (S.D)

월소득(천원) 350.26 (268.34)
가구주연령 53.5 (14.5)
가구주교육년수 11.4 (45)
가구원 수 2.8 (1.3)
여성가구주 21.5
아동거주가구 33.1
근로능력정도

   근로 불가능 0.61
   미약 단순근로가능 11.49
   근로가능 87.9
경제활동 참여형태

   임시,일용,자활,실업 20.1
   비경제활동 24.01
   고용주,자영,무급가족 21.07
   상용직 34.82
주거형태

   월세 18.98
   전세 18.78
   자가/기타 62.24
기초보장 수급가구 6.4

가 자가이며, 본 분석 상가구의 기 보장 수 자 비율은 6.4%이다.

  
  2. 빈곤집단의 수 

잠재집단을 악하기 해 먼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이 하나라는 가정을 하는 독립모형에서 출

발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탐색하 다. 잠재집

단의 수는 각 모형의 합도와 련된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최종 으로 결정하 다. 모형 합도를 악하기 해 가장 리 이용되는 

것으로 우도비 카이제곱(Likelihood Ratio Chi-Ssquare), 엔트로피

(Entropy),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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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

모형 LL X2 df P-valuea Entropy AIC BIC

1집단 3837.5850 2267 0.0000 45572.681 45659.14

2집단 2335.435 2261 0.1346 0.766 43262.356 43441.925

3집단 1664.5550 2254 1.0000 0.799 42220.818 42493.496

4집단 1206.984 2247 1.000 0.875 41557.637 41923.424

5집단 950.400 2231 1.000 0.839 41275.152 41734.048

Information Criteria)의 지표들이 있다. 

우도비 카이제곱과 AIC, BIC는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엔트로피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8에 근 할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

다(McCutcheon, 1987). <표 6-3>은 각 모형에 따른 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엔트로피를 제외한 우도비 카이제곱, 

AIC, BIC의 값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개수가 증가할수록 합도

가 높게 나타났다. 엔트로피의 값은 집단수가 4개인 경우부터 8.0을 과

한 것으로 나타나 4집단 모형과 5집단 모형이 합도가 높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인 모형의 선택을 해서는 모형을 해석할 수 있는지, 각 집단

이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단해야한다. 5

집단 모형은 해석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 간의 구분도 명확하

지 않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4개의 잠재  

집단이 있는 모형을 선택하 다. 

주. a: P 값이 2집단 모형부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카이제곱 검증이 사례수에 민감하여 사례수가 많은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McCutche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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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적 집단의 특성과 규모

집단의 분류는 조건부 응답확률을 기 으로 이루어진다. 조건부 응답

확률이란 상자가 특정 잠재집단에 소속되었을 때 측된 변수의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말한다. 조건부 응답확률은 잠재집단의 특징을 악

하는데 도움이 된다(McCutcheon, 1987). <표 6-4>는 잠재집단의 유형

에 따른 각 범주별 조건부 응답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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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3개 잠재집단의 유형과 조건부 응답확률

변수명 빈곤집단 1 빈곤집단 2 빈곤집단 3 비빈곤

고용

실업,임시일용자활 2.9 49.5 17.6 21.8
   비경제활동 90.2 34.5 40.5 5.1
   고용주‧자영‧무급가족 6.9 11 8.1 26.6
   상용직 0 5 33.9 46.5
근로능력

   근로미약 52.2 13.4 24.6 0.1
   근로불능 2.9 1.6 0 0
   근로가능 44.9 85 75.4 99.9
주거소유상태

   월세 12.7 72.2 22.6 15.1
   전세 4.7 12.5 77.4 18.2
   자가 82.6 15.4 0 66.6
주거비용부담

   30%이상 0 17.7 100 0
   30% 미만 100 82.3 0 100
주거생활박탈

   박탈상태 2.7 47.1 2.9 0.6
   박탈아님 97.3 52.9 97.1 99.4
교육비지출 부담

   20% 이상 2.2 14.9 13.1 11.2
   20% 미만 97.8 85.1 86.9 88.8
의료비지출 부담

   20% 이상 23.7 8.4 7.6 2.6
   20% 미만 76.3 91.6 92.4 97.4
의료박탈상태

   박탈상태 0.4 27.3 1.3 0.4
   박탈아님 99.6 72.7 98.7 99.6
금융 신용상태

   신용불량 1.8 48.6 0 1.9
   그렇지 않음 98.2 51.4 100 98.1
사례할당 비율 17.64 6.75 5.6 70.01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가구용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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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집단 1로 표시된 첫 번째 집단을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이 높고 

고용  근로능력과 련한 부분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나, 다른 

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확률은 낮다. 먼 , 고용과 련된 항목에서는 

비경제활동상태라고 응답한 확률이 90%이며, 근로능력 항목에서는 근로

미약 상태일 확률이 52%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상태라고 

응답할 확률 한 낮지 않다(45%). 주거소유상태는 자가일 가능성이 높

은 집단(83%)으로, 주거비 지출 비용 부담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고 볼 수 있다(0%). 교육비 지출이 과부담일 가능성 한 낮다(2%). 의

료비 지출과 련하여서는, 의료비 과부담을 경험할 확률이 24%로 높지 

않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다른 집단의 경우는 3%~8%임) 상

으로 높은 응답확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 비용을 내지 

못하거나 정지당한 경험 확률도(0.4%) 낮으며, 신용상태 한 나쁘지 않

은 것이(2%)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잠재집

단은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고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소득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따라서 소득 비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단된다. 

빈곤집단 2인 두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고용, 주거, 교육, 의료  신

용과 같이 여러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집

단 2는 근로가 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85%) 집단이지만, 다

른 집단에 비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은(50%) 집단이기도 

하다. 주거와 련해서는 월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72%) 렴한 주

거를 선택하여 주거비 지출 부담이 높을 가능성은 낮다(18%). 하지만 

쫓겨나거나 기세를 못 내는 등의 주거 생활과 련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47%)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에 한 부담은 세 집

단 모두 높지 않다. 그러나 빈곤집단 2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교육비 지출 과부담 경험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15%). 의료

와 련해서는 의료비 지출부담 가능성은 낮지만, 의료보험료를 못 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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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험 수 자격이 정지 당하는 등의 의료생활 박탈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27%). 그리고 신용불량 상태 가

구원이 있을 확률 한 4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높다. 살

펴본 바와 같이 빈곤집단 2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한 

있지만, 여러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고 교육, 의료, 융

과 련된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인 빈곤집단 3은 다른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지만,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집단 3은 고용과 련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41%) 상

용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34%) 집단이며 근로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75%) 집단이다. 주거와 련해서는 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77%) 주거비 지출이 월소득의 30% 이상을 소비하는 가구이다

(100%). 그러나 교육, 의료, 융과 련된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

능성은 매우 낮다.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집단 3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

는 비율과 그 지 않은 비율이 비슷하지만, 부분이 근로가능하며, 주

거비 지출 부담과 련된 항목을 제외한 다른 역에서는 박탈이 크지 

않은 집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네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빈곤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고용상태는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부분이 근로가능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확률 

한 높다. 주거비용과 의료비  교육비의 지출 부담이 낮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 상태의 가구원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네 번째 집단

은 비빈곤집단으로 고용, 근로, 주거, 교육, 의료, 융에 걸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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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잠재집단은 빈곤집단 1, 빈곤집단 2, 빈곤집단 3, 비빈곤

집단 네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하 다. 분석결과 첫 번째 집단인 빈곤집

단 1은 체사례의 18%에 해당하며, 두 번째 집단인 빈곤집단 2는 7%, 

세 번째 집단인 빈곤집단 3은 6%, 네 번째 집단은 비빈곤집단은 70%

를 차지하 다. [그림 6-1]은 4개의 잠재집단에 따른 각 항목별 박탈범

주에 속하는 조건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잠재집단별로 박탈범주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

분을 살펴보면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를 

들어 빈곤집단 1의 그래 를 살펴보면, 근로미약과 의료비 과부담 범주

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확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집단 2의 그래 의 경우, 고용박탈, 월세, 주거생활박탈, 의료

박탈  신용불량 범주에서 응답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빈곤집

단 3의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 범주에서 가장 높은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빈곤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각 박탈범주에 응답할 확률이 반 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잠재집단에 따라 가구  가구주의 특성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해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표 6-5>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사후 검증을 해 Scheffe test 결과를 추가

으로 제시하 다. 



제6장 빈곤에 대한 잠재적 집단분석 ∙127

<표 6-5> 3개 잠재집단에 따른 가구 및 가구주 특성a

전체집단 빈곤집단 1 빈곤집단 2 빈곤집단 3 비빈곤 Scheffe test

소득빈곤b
(단위:%)

 

   소득비빈곤 63.9 44.80 38.70 48.70 72.40 4>1,2,3

   일시소득빈곤 14.0 19.40 25.60 13.20 11.60 2>1>3,4

   반복소득빈곤 6.3 13.30 16.00 17.30 2.70 3>1>4
2>4 

   지속소득빈곤 5.6 17.50 9.30 9.40 1.70 1>2,3>4
월소득
(단위:만원)

350
(268)

 190
(176) 

 198
(162) 

 219
(189) 

 417
(274) 4>1,2,3

순자산
(단위:만원)

 25,365
(41,926) 

22,816
(35,682)

2,031
(5,317)

24,893
(63,455)

27,927
(42,284)

1,3>2
4>1,2

주관적 계층
(단위:점(1-4))

2.2
(0.9)

1.9
(0.9)

1.3
(0.5)

2.0
(0.9)

2.3
(0.8) 2<1,3<4

지역(단위:%)

   서울 20.8 16.7 27.7 46.4 19.2 3>2>1,4

   광역시 24.3 27.00 22.60 14.90 24.50 1,4>3

   시 45.0 41.9 43.4 37.8 46.5 1,3<4

   군 8.9 13.30 5.10 0.70 8.70 1>2,3,4
4>3

   도농복합군 1.0 1.10 1.30 0.20 1.00
연령
(단위:년)

53.5
(14.5)

69.7
(11.0)

53.5
(11.9)

54.7
(16.4)

48.9
(11.9) 1>2,3>4

교육연수
(단위:년)

11.4
(4.5)

7.9
(5.3)

10.3
(3.8)

11
(5.1)

12.5
(3.7) 4>2,3>1

가구원 수
(단위:명)

2.8
(1.3)

2.0
(1.0)

2.6
(1.3)

2.2
(1.2)

3.1
(1.2) 1,3<2<4

여성가구주
(단위:%)

21.5 42.8 31.4 40.0 13.3 1,3>2>4

아동거주가구
(단위:%)

33.1 7.70 29.40 27.80 40.80 4>2,3>1

건강나쁨
(단위:점(1-3))

1.5
(0.8)

2.1
(0.8)

1.8
(0.8)

1.7
(0.8)

1.3
(0.6) 1>2,3>4

만성질병
(단위:%)

56.9 89.30 62.90 55.70 47.50 1>2,3>4
 주: 괄호( ) 안은 SD이다. 
 주a: F-test 결과, 도농복합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b: 소득빈곤유형의 경우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사례의 10% 정도에 해당된다. 
     결측치는 의료빈곤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한국복지패널 7차 가구용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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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가구  가구주의 인구학  특징과 사회‧경제 인 특징은  

잠재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먼  잠재집단에 따른 소득빈곤의 분포

를 살펴보면, 소득비빈곤은 상한 바와 같이 4개의 잠재집단 에서 비

빈곤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잠재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역동성을 고려한 비교에서는 일시소

득빈곤 비율은 빈곤집단 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빈곤집단 

1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빈곤집단 3과 비빈곤집

단 간에 일시소득빈곤 비율은 차이가 없다. 반복소득빈곤은 빈곤집단 1

과 비빈곤집단에 비해 빈곤집단 3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비빈곤집단

보다는 빈곤집단 1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반복소득빈곤은 빈곤

집단 2와 비빈곤집단간에도 차이를 보인다. 즉, 비빈곤집단보다 빈곤집

단 2에서 더 높은 비율로 반복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빈곤집단 1, 빈곤집단 2, 빈곤집단 3 사이에는 빈복빈곤을 경험하는 비

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소득빈곤의 경우에는 빈곤집단 1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빈곤집단 2와 빈곤집단 3간에 지속소득

빈곤은 차이가 없으나, 이 두 집단은 비빈곤집단과 비교해서는 지속빈곤

의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은 비빈곤집단이 평균 417만원으로, 다른 잠재집단의 평균보

다 높다. 빈곤집단 1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190만원이며, 빈곤집단 2와 

빈곤집단 3은 각각 198만원과 219만원이다. 그러나 세 가지 빈곤집단유

형 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순자산은 비빈곤집단이 평균 27,927만원이며 월평균 소득과 마찬가지

로 비빈곤집단의 순자산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 다음으로 순자

산이 높은 집단은 빈곤집단 3으로, 평균 24,893만원이다. 그러나 비빈곤

집단과 빈곤집단 3간의 순자산의 평균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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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순자산의 평균이 높은 집단은 빈곤집단 1로 

평균 22,816만원이다. 이는 비빈곤집단보다는 낮지만, 빈곤집단 3과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순자산을 보

유하고 있는 집단은 빈곤집단 2로 평균 2,031만원으로 나머지 세 집단

에 비해 하게 낮다. 

가구주가 인식하는 주  계층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 우선 

빈곤집단 2에서 가구주는 평균 으로 자신이 속하는 계층이 하층에 가

까운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주 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다

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다. 다음으로는 빈곤집단 1과 빈곤집단 3이 

주 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낮으며 두 집단 간 주 으로 인식하는 

계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집단 1은 평균 으로 간계

층에 가까운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빈곤집단 3은 평균 으로 

간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빈곤집단이 주 으로 인

식하는 계층은 간계층과 상계층의 사이에 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계층보다는 간계층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포 한 차이가 있다. 다른 세 집단에 비

해 빈곤집단 3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빈곤

집단 2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높다. 그러나 빈곤집단 1과 비빈

곤집단 간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차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곤집단 1과 비빈곤집단이 빈곤집단 3에 비해 역시에 살

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비빈곤집단이 빈곤집단 1이나 빈곤집단 3에 비

해 시단 의 지역에 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군단 의 지역

에 사는 비율은 빈곤집단 1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높으며, 비빈곤집

단과 빈곤집단 3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군단  지역

에 사는 비율이 빈곤집단 3보다 비빈곤집단에서 더 높다. 그러나 도농복

합군 지역에 사는 경우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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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과 가구주의 연령과도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먼 , 빈곤집단 1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70세 정도이며, 네 집단 

 연령이 가장 높다. 빈곤집단 2와 빈곤집단 3의 평균 연령은 각각 54

세와 55세이며, 이 두 집단 간의 연령은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마지막으로 비빈곤집단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이는 네 집단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잠재집단에 따라 가구주의 교육연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비빈곤집

단의 교육연수는 평균 13년으로 가장 길며, 평균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있다. 빈곤집단 2와 빈곤집단 3의 교육연수는 각각 평균 10년과 

11년으로, 평균 으로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두 집단 

간에 교육연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짧은 교육연수를 

나타내는 집단은 빈곤집단 1로, 평균 교육연수는 8년으로 졸이하의 학

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잠재집단에 따라 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반 으로 비빈곤집단

이 빈곤집단들보다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빈곤집단의 

평균 가구원수는 3.1명으로 가장 많으며, 빈곤집단 2의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빈곤집단 1과 빈곤집단 3의 가구원수는 평균 

2.0명과 2.2명이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집단 간에 따른 가구형태 한 차이가 난다. 먼 , 빈곤집단 1과 

빈곤집단 3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두 집단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평균 40%에서 43%이다. 빈곤집단 2의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31%로 빈곤집단 1과 빈곤집단 3보다는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비빈곤집단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3%로 가장 

낮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비빈곤집단이 41%로 가장 높으

며, 빈곤집단 1에서는 8%로 그 비율이 가장 낮다. 빈곤집단 2와 빈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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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가구주의 건강상태와 잠재집단 간에도 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빈곤집단 1의 건강상태는 평균 2.1로써 ‘보통이다’와 ‘나쁘다’의 사

이지만 ‘보통이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집단 2와 빈곤집단 3

은 각각 1.8과 1.7로 ‘건강하다’와 ‘보통이다’ 사이에 치한다고 볼 수 

있다. 비빈곤집단의 건강상태는 평균 1.3으로 ‘건강하다’에 매우 가깝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비빈곤집단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좋으며 다음으로 빈곤집단 2와 빈곤집단 3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마지막으로 빈곤집단 1이 그 뒤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만성 인 질병을 6개월 이상 앓았던 경험의 가구원 유무는 빈곤집단 

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빈곤집단 1의 경우 6개월 이

상의 만성질병을 경험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은 90%에 가깝게 나

타난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빈

곤집단 2와 빈곤집단 3의 6개월 이상 만성질병을 앓았던 비율은 56%에

서 63%정도로 빈곤집단 1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의 

만성질병을 경험한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비빈곤집단으로 약 

48%가 6개월 이상 만성질병을 경험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크게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하

나의 집단은 노인이 많고, 따라서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집단이면

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집단이다. 이 집단의 빈곤은 소득빈곤이 심해서 

지속 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으나 자산의 규모는 상 으로 

덜 열악하다. 두 번째 집단은 근로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가구주의 가

구가 많지만 고용이 불안정하여 복합 인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주

거비를 과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값싼 주거를 선택하여 주거가 불안정

한 것이 특징이다. 한 아동이 있는 가구가 많아 교육비를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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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출 하고 있으며, 융거래를 한 신용도 험할 정도로 빈곤 상황

에 심각하게 놓여져 있는 집단이라 추정된다. 세 번째 집단은 주로 주거

에 있어서 주거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

른 생활 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는 특징을 보인다.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의 가구주 가구가 많아서 역시 아동의 수도 많고 교육비도 

상 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거비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은 비교  높은 경제계층에게 퍼져있다고 하겠다. 

잠재  집단분석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집단을 분석한 결과, 잠재집

단은 빈곤집단 1, 빈곤집단 2, 빈곤집단 3, 비빈곤집단과 같이 4개의 집

단으로 분류되었다. 빈곤집단 3개 집단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

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빈곤의 다른 역보다는 의료와 련한 부분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잠재집단과 비교할 

때, 월소득의 2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의

료 련 지출비용 부담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기본 으로 

소득수 이 낮고 6개월 이상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아 의료욕

구 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가

장 큰 이유로는 빈곤집단 1이 노인가구일 가능성이 높아 소득활동이 활

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소득활동

의 안정성은 낮을 것으로 단된다. 소득안정성은 주로 상용직 근로자이

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이 높은데 빈곤집단 1은 근로유형이 비경제

활동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임과 동시에 근로미약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지속 인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집단은 주거와 융과 련된 부분

에서는 박탈을 경험할 험이 낮고 자산의 규모는 빈곤집단 2보다 높다. 

따라서 자산을 소득만으로 환산하는 행 소득기 선에 의한 빈곤층 

정은 빈곤집단 1에 속하는 많은 가구를 빈곤층으로 악하지 않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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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고 추측된다. 

결론 으로 빈곤집단 1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노년층이면서, 여성가구

주일 가능성도 높고,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만성 인 질병을 본인 

는 가구원이 앓고 있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활동을 장려하여 소득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보

다는 의료비 지출부담을 일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근로능력 상태는 좋은 편이

나, 고용과 주거 그리고 융 분야와 같은 다양한 역에서 박탈을 경험

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빈곤집단 2는 근로

가능하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 소득을 안정 으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

성이 높다. 소득수  한 낮다. 특이할만한 은 월세일 가능성은 높으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주거비 지출에서 과부담을 경

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집단 2가 거주하는 월

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비용 수 자체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주거비용 지출 부담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단

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으며, 가

구 내에 신용불량자가 있을 가능성도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의 규모 한 세 집단에 비해서 하게 낮게 나

타난다. 이는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빈곤집단 2는 노년층이라기보다는 근로활동

을 하고 있는 장년층이나 년층 빈곤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소득을 기

으로 단하는 빈곤층이 빈곤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살

펴본 바와 같이 빈곤집단 2는 소득이외에도 여러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

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주거와 의료  융에서의 박탈에 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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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발견된 잠재집단은 빈곤집단 3이다. 이 집단은 다른 역

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거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주택을 소

유할 가능성은 하게 낮고 월소득의 30%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

할 가능성이 히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활동도 가능하며 

다른 빈곤집단에 비해 상용직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연령상으로는 가

장 은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소득수 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하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산의 경우에도, 여러 차원에

서 박탈을 경험하는 빈곤집단 2보다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구 

내에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빈곤집단보다 높으며 동시에 

여성이 가구주일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빈곤집단 3은 소득활동을 활발

히 시작하는 장년층과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빈곤집단 3은 낮은 소득 계층은 아니며, 

근로  소득활동을 열심히 하는 연령 이지만 소득 비 주거비용 지출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악된다. 건강은 양호하므로 의료와 련

된 욕구가 높지 않아 의료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소득만으로 빈곤층을 단할 경우 빈곤집단 3 한 빈곤상태

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잠재집단은 비빈곤집단이다. 이 집단은 고용상태가 안정 이고 

부분이 근로가능하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확률도 매우 높고 건강 

한 양호하여 주거비용 지출부담이나 의료욕구가 상 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비빈곤 집단은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낮아 소득활동이 가장 활

발한 연령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력과 소득 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집단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으

며, 각 집단의 특징과 욕구는 다를 수 있다. 빈곤집단이 하나의 기 으

로 구분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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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해석

본 연구는 소득을 심으로 하는 단일 차원의 빈곤측정의 한계를 밝

히고 안  측정방법으로 잠재  집단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와 구성, 그리고 특징을 규명하 다.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

심의 빈곤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국가 간 

비교에서도 각 국가의 빈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을 

확인하 다. 우선 LIS자료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국, 랑스, 

독일의 가처분 소득과 욕구 역별 고정비용을 제거한 후 수정된 가처분 

소득을 활용한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두 개의 빈곤율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주거, 의료, 교육 역의 고

정비용이 각 국의 사회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연구에

서 소득 빈곤의 한계로 지 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  지원의 

작용을 확인하 으며 우리나라의 빈곤은 개별 가구의 기  욕구 해결을 

한 고정비용을 고려할 때, 지 까지의 국가 간 비교에서 악된 수

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본론의 제4장에서 지 까지 욕구 역별로 용되어온 각종 빈곤정의

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을 측정한 후 소득빈곤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 욕구 역의 제 빈곤측정방식으로 얻은 빈곤집단과 소득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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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의 첩이 일부로 제한되고 각 욕구 역에서 박탈이나 과부담을 

경험하는 빈곤층이지만 소득빈곤층이 아닌 가구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소득빈곤만으로 각 욕구 역의 빈곤문제를 응하기 

한 상 표 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은 빈곤의 시

간  차원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 한 시 의 빈곤층이 매우 상이한 집

단으로 구성되며 일부 집단은 해당시 에만 빈곤한 일시빈곤이고, 일부 

집단은 반복 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곤가

구  3.5%만이 계속 빈곤한 가구 다. 3년 이상의 빈곤을 지속빈곤으

로 구분하여도 빈곤층  22%정도만 지속빈곤집단이었다. 많은 빈곤층

은 일정시 에 빈곤하지만 다른 시 에는 그 지 않아서 한 시 에 한

정한 소득빈곤이 빈곤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역시 암시하

고 있다. 

안  측정방법으로 잠재  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빈

곤집단이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단지 빈곤과 비빈곤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빈곤측정과 다른 결과로 우리나라 빈곤층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

할 기회를 제공하 다. 3개 집단은 크게 보면 의료비를 과부담하는 노인

이 다수인 집단과 주거비를 과부담하는 근로연령층이 다수인 차상 빈곤

층, 그리고 주거비를 과부담하면서 융배제를 경험하고 근로불안정이 

심한 복합문제 빈곤층으로 구성된다. 이 빈곤집단들은 특성들도 상이해

서 각 집단을 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상의 표 화를 한다면 소득 외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 임을 시사한다.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빈곤이 다차원의 추상  개념으로 일원 인 소득빈곤으로 

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빈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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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왜곡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측정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빈곤에 한 다차원 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몇 가지 측

면에서 이론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소득에 한정한 소득

빈곤의 한계를 경험 으로 검증하고 있다. 소득 빈곤의 한계에 한 논

의는 지 않았지만 한국의 빈곤을 주제로 소득빈곤의 문제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한국의 빈곤을 다른 나라의 빈곤과 비

교하면서 각국의 사회보장의 향을 고려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안  분석방법으로 활용한 잠재  집단분석은 한국의 빈곤을 

악하는데 매우 유리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다차원  측정은 주로 차원계수조정방식이었다. 이 방

법은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면서 규모와 심도를 함께 지수화하는 강

을 가졌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을 빈곤과 비비곤집단으로 구분하면서 

빈곤집단의 내부 구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제를 확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두 번째의 이론  기여와 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이 유

사한 특징을 지니는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을 밝혔다는 것이

다. 이는 우리나라 빈곤집단에 한 새로운 이해의 기반이 될 것이다. 

빈곤집단의 규모나 특징을 분석하는 향후 연구들은 빈곤집단  어느 

집단을 연구의 으로 하는지에 따라 연구의 상을 구분하고 분석하

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앞서 지 하 듯이 한국의 빈곤정책은 소득빈곤층으로 집 되는 문제

를 노정하고 있다. 빈곤의 다양한 차원, 여러 가지 빈곤 측정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빈곤정책이 정책의 역을 구성하거나 

상 표 화에서 기 을 마련할 때, 소득빈곤을 넘어 다양한 근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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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는 을 시사하 다. 기 인 욕구 역별로 정책을 개발하

고 그 상의 선정 기 으로 각 차원의 빈곤정의와 측정을 우선 고려하

여야 하며 소득기 은 그 상한을 하게 용하여 빈곤층의 배제를 

최소화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즉, 욕구 역별 정책에서 빈곤층 규명을 

역별로 최 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욕구 역별 빈곤집단의 

표 화를 해서 어떤 요소를 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 자료도 제공

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우리나라 가구  주거, 의료, 교육비를 과 지출하는 

가구 비율을 가구 규모별로 살펴본 것이다. 과지출의 기 은 우리나라 

정책빈곤선인 최 생계비의 각 역 표 지출 비 을 사용한 것이다. 분

석결과를 보면 과지출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1인과 2

인 가구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과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를 보면 사교육비를 포함한 상태로 거의 부분의 학생가구가 

과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  40%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요는 우리나라의 표  생계비를 기 으로 

할 경우 이 기  이상의 지출로 가난한 생활을 할 험이 있는 가구가 

지 않다는 것이다. 좀 더 넓은 소득분 로 확장하여 해당 욕구 역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환이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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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욕구영역별 초과지출 가구의 분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주

거

비

최저생계비 구성비(%) 15.8
소득대비 지출 비중(%) 16.46 7.09 7.22 5.70 4.72 

평균 지출액(만원) 18.23 15.46 20.68 24.73 20.36
초과지출 가구 비율(%) 33.89 18.02 17.10 14.14 11.54 

과부담 비율(%) 14.79 5.85 5.01 4.50 1.51 

의

료

비

최저생계비 구성비(%) 4.5
소득대비 지출 비중(%) 12.47 9.67 5.21 4.16 4.07 

평균 지출액(만원) 9.25 18.02 16.58 17.07 19.12
초과지출 가구 비율(%) 40.30 49.16 27.72 24.12 28.13 

과부담 비율(%) 12.16 12.37 4.32 2.42 1.16 

교

육

비

최저생계비 구성비(%) 4.7
소득대비 지출 비중(%) 19.71 17.62 14.09 16.42 16.79 

평균 지출액(만원) 25.56 27.79 44.12 73.90 76.02
초과지출 가구 비율(%) 100.00 99.00 98.54 99.07 99.88 

주: 1) 초과지출 가구 비율은 최저생계비 구성비 대비 초과지출 가구 비율임.  
    2) 교육비는 학생 있는 가구만 선택하여 분석하였음. 
    3) 교육비: 공교육비+사교육비

<표 7-2> 가구소득 하위 40%가구 중 욕구영역별 초과지출 가구의 분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주

거

비

최저생계비 구성비(%) 15.8
소득대비 지출 비중(%) 19.15 9.42 16.48 9.14 26.61 

평균 지출액(만원) 11.50 9.31 13.54 11.55 33.10
초과지출 가구 비율(%) 35.47 21.98 24.25 22.46 58.20 

과부담 비율(%) 18.98 10.98 11.30 10.06 31.73 

의

료

비

최저생계비 구성비(%) 4.5
소득대비 지출 비중(%) 17.32 14.63 9.90 18.06 8.55 

평균 지출액(만원) 9.36 13.78 11.42 16.15 8.73
초과지출 가구 비율(%) 53.85 65.18 51.78 46.51 62.78 

과부담 비율(%) 16.30 20.33 18.06 14.23 10.52 

교

육

비

최저생계비 구성비(%) 4.7
소득대비 지출 비중(%) 23.31 17.21 22.70 39.68 37.19 

평균 지출액(만원) 29.37 19.98 29.88 60.80 35.96
초과지출 가구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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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는 그 소득층 에 따라 생활상

의 제 측면  어려움을 경험하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을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건강상의 어려움은 소득 3분 까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

답한 가구의 분포가 집되어 있다. 취업의 경우는 주요 문제라고 인식

한 가구가 오히려 간 소득분 에 더 많이 포진하고 있다. 교육도 간

소득분 에서 주요문제라고 인식한 가구의 비 이 높다. 주거문제를 주

요문제로 인식한 가구도 간소득까지 넓게 포진하고 있다. 이 게 본다

면 극빈층 1분  이상에서도 주거, 의료, 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7-3> 소득분위별 주요 문제인식비교

 

소득

분위

주요 문제

전체경제

문제
취업 교육 건강 알코올

가족

폭력

가족

관계
가출

주거

문제
기타

자녀

결혼

1
168 10 2 249 1 0 7 2 9 7 7 462

36.36 2.16 0.43 53.90 0.22 0.00 1.52 0.43 1.95 1.52 1.52 100.00 

2
116 19 6 280 2 0 5 0 1 9 7 445

26.07 4.27 1.35 62.92 0.45 0.00 1.12 0.00 0.22 2.02 1.57 100.00 

3
123 20 9 283 0 0 12 0 5 4 5 461

26.68 4.34 1.95 61.39 0.00 0.00 2.60 0.00 1.08 0.87 1.08 100.00 

4
130 28 19 216 2 0 9 2 3 5 6 420

30.95 6.67 4.52 51.43 0.48 0.00 2.14 0.48 0.71 1.19 1.43 100.00 

5
108 34 16 201 1 0 11 0 8 5 12 396

27.27 8.59 4.04 50.76 0.25 0.00 2.78 0.00 2.02 1.26 3.03 100.00 

6
127 24 31 145 3 0 6 0 14 7 16 373

34.05 6.43 8.31 38.87 0.80 0.00 1.61 0.00 3.75 1.88 4.29 100.00 

7
100 17 32 135 2 1 10 0 12 11 9 329

30.40 5.17 9.73 41.03 0.61 0.30 3.04 0.00 3.65 3.34 2.74 100.00 

8
65 18 40 123 1 1 13 0 12 7 16 296

21.96 6.08 13.51 41.55 0.34 0.34 4.39 0.00 4.05 2.36 5.41 100.00 

9
46 27 36 110 3 0 6 0 7 10 19 264

17.42 10.23 13.64 41.67 1.14 0.00 2.27 0.00 2.65 3.79 7.20 100.00 

10
25 10 47 87 3 0 12 0 9 15 20 228

10.96 4.39 20.61 38.16 1.32 0.00 5.26 0.00 3.95 6.58 8.77 100.00 

전체
1008 207 238 1829 18 2 91 4 80 80 117 3674
27.44 5.63 6.48 49.78 0.49 0.05 2.48 0.11 2.18 2.18 3.1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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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욕구 역별 빈곤의 여러 정의와 측정방식을 

용할 경우 빈곤율과 빈곤층 구성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욕

구 역별 빈곤에 응하는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그 동안 우리나라의 빈곤층 지원정책의 설계에서 쟁

이 되었던 두 가지 제도 개선안에 해서도 본 연구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소득빈곤층을 상으로 통합 인 여를 제공하고 그 

상을 확 시킴으로서 배제된 빈곤층의 규모를 이자는 방안과 욕구 역

별 상의 표 화를 달리하면서 기 욕구충족을 지원할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사이에서 본 연구는 후자의 필요성과 근거가 좀 더 풍부

하게 논의될 기반을 제공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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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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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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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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