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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지 은 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요  약]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

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

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

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

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

화 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근로빈곤노동시장, 삼중노동시장, 경로제약성, 빈곤탈출, 이산시간분석, 항상소득가설

1. 문제제기

외환 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빈곤층의 다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주된 집단이던 외환위기 이전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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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과는 구별되고(구인회, 2002; 송호근, 2002), 이들의 빈곤탈출 해법은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취업

의 질이라는 것이다(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2006 a; 홍경준, 2004; Chen, 2005, Fortin and 

Fleury, 2004, PRI, 2004 등). 이에 정부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일을 통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

해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1)). 

그러나 근로빈곤의 주된 원인이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과 일반노동시장과는 구분된 근로빈곤

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 때문이라면, 개인행위에 초점을 둔 근로유인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송호근(2002)에 따르면 일반노동시장과는 분리된 빈민노동시장이 존재하며, 이주희(1998)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일단 빈민노동시장에 속하게 되면 그곳에 장기간 머물도록 하는 구속력이 작용해

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배양한 빈곤노동자일지라도 일반노동자가 취업하는 보통의 상태로 편입하기

란 대단히 어렵다고 하였다(송호근, 2002 재인용).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일찍 취

업하지만 최초 노동시장진입부터 저임금․미숙련․불안정 고용특성을 보이며,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

을 반복하면서 주변노동시장을 전전하다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나금실, 2005; 

박재홍, 1999; 남춘호․이상호․이상록, 2006; 장원봉․정수남, 2005). 따라서 근로빈곤노동시장이 내

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닌 일반노동시장과도 분절된 상태로 존재하고, 근로빈곤

층의 빈곤탈출을 저해한다면, 핵심정책은 근로유인제고가 아니라 노동시장구조개선이 될 것이다. 물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시행된 적이 없고, EITC 도입 이후 노

동공급, 빈곤탈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행위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근로빈곤층의 기초보장과 자립, 빈곤완화의 정책목표 달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EITC는 국민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효과가 낮을 경우 국민들의 사회

복지 혹은 빈민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근로빈민에게는 구조적 불이익을 수용하면서, 

그 틀내에서 근로하도록 강요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정책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이나 심각성 등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몇 편에 불과하다. 물론 

빈곤탈출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초점을 둔 연구는 소수이

고,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주목한 연구는 송호근(2002)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중노동시장의 외부노

동시장을 빈민노동시장으로 보았을 뿐이며,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구속력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일단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동이 있더라도 내부 

혹은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상향이동은 제한된 경로 제약성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취업과 취

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을 가정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태와 소비지출 2가지를 모두 

1) 근로빈곤층 전반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지원 확충도 논의되고 있지만, 취업빈곤층에게는 근로소득
보전제도를, 실직빈곤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대상 확대와 내실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및 저소득층 
창업지원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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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노동시장을 구획한 후, 근로빈곤노동시장과 일반노동시장(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의 구조적 분절로 나타난 노동시장이동의 경로제약성을  Markov 이행확률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제약이 근로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산시간분석(discrete time hazard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7차 자료이다.

2. 분절노동시장이론

1)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일반노동시장

일반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라 1차(primary) 노동시장과 2차(second) 노동시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좋은 직업(good job)으로 이루어진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과 직업보장, 높은 임금

상승률, 직무사다리(job ladder)를 통한 승진기회, 상대적으로 발전되고, 자본집약적 기술과 효과적인 

관리, 강한 노조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나쁜 직업(bad job)으로 이루어진 2차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

장과는 달리, 불안정 고용과 높은 이직률, 낮고 정체된 임금률(wage rate), 직무사다리는 존재하지 않

거나 매우 제한되었다. 또한 생산기술이 초보적이고 노동집약적이며, 노동조합이 없고, 노동력 관리는 

일관적이지 않고 발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각각의 노동시장은 자기강화과정(self-reinforcing process)을 거친다. 1차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관리를 강화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성 증가노력은 

더 기술적으로 우수한 자본(capital)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다시 노동력을 향상시킬 필요를 만들

고, 동시에 근로자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주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동기부여를, 근로자는 승진

과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 더불어 고용주는 인적자

본개발을 회수하기 위해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게 된다. 그 결과 1차 노동시장은 개선과 발전의 자기강

화과정을 거친다. 나아가 고용안정성은 노조조직으로 이어지고, 노조는 임금상승압력을 행사하며, 근

로자들의 승진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와 규칙을 공식화함으로써 1차 노동시장의 자기강화과정을 더 

공고히 한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의 직업은 누구나 빨리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일들, 반복 작업이 주를 

이루어 임금수준이 낮다. 그래서 노동집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 도입압력이 없고, 업무를 

위한 훈련도 필요하지 않고, 실시되지도 않는다. 그 결과 기술수준이 낮아서 생산성은 정체되고 현재

의 근로자는 실직근로자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낮아서 근로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킬 동기부여가 없다. 고용주입장에서는 직업훈련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을 낮

출 이유도 없다. 오히려 고용주들은 이직률이 높으면 노조조직을 막을 수 있고, 휴가나 퇴직급여와 같

은 부가급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이직률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용관계

는 임시적이며 이직률과 직업불안정성은 높아진다. 또한 직무사다리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되

었다. 그래서 막다른 일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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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근로자와 직업간의 피드백을 통해 근로자들은 각 노동시장에 적합한 행동양식과 근로자 특

성을 발전시킨다. 예컨대 1차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며 근로자들은 신뢰성이 높아지고, 안정된 근로습관

을 가지게 된다. 또한 1차 노동시장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시간을 지키고, 회사 시설과 도구를 

양심적으로 다루며, 직무사다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신기술학습에 노력한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의 

상향이동 부족은 나쁜 근로습관을 형성하고 직업 애착심을 약하게 만든다. 2차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낮은 임금률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이직률을 높게 만든다. 고용주들은 노조조직 혹은 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적 투자를 피하기 위해 임시적 고용관계를 선호한다. 그래서 결근과 지각에 대한 벌칙

도 없고, 이는 다시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루게 된다. 나아가 1차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로자라도, 2차 노동시장에서 일정기간을 보내면 이러한 능력을 상실한다. 잠재적으

로 좋은 근로자도 2차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갖게 되면, 직업특성에 자신들을 맞추기 위해 2차 노동시

장의 행동양식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2개의 노동시장간에는 이동성이 거의 없다. 다양한 형

태의 차별이 특정계층을 2차 노동시장으로 몰아가며, 일단 2차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나쁜 직업이라는 

분류에 따라 나쁜 직업습관을 익히게 된다. 그래서 2차 노동시장 경력을 지닌 근로자는 열등하고, 지

위가 낮고 신뢰할 수 없어 1차 노동시장의 피용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2

차 노동시장근로자는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나아가 경제적․기술적 진보는 1차 노동시

장근로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비해, 2차 노동시장근로자들은 훈련없는 저숙련 직무를 지속하

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양 노동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는 줄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상향

이동은 더 불가능해진다(Campbell and Brue, 1992).

우리나라에서도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남춘호, 1991; 정인수, 1991; Bai and Cho, 

1992; 정이환, 1992; 조우현, 1992; 류재술, 1992; 류장수, 1993; 채창균, 1993; 이상일, 1994, 남기곤, 

1994; 전병유, 1995; 이건, 2001 재인용), 황수경(2003)의 표현을 따르면, 한편에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내부 노동시장과 다른 한편에는 지나치게 유연한 외부 노동시장이라는 전혀 다른 두 유형의 노동시장

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자체는 외부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켜 노

동시장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 또한 입직기준으로 연령 또는 경력이 중시되는 한국노동시장에

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일정기간을 보낸 노동력은 상위층의 입직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극히 제한된다(이효수, 2002). 나아가 계층적인 위계질서에서 상위계층인 

자본가, 전문직, 정규 임금노동자 자녀들은 높은 교육,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내부노동시장 참여자가 

되고, 하급사무직, 임시직 노동자 가계의 자녀들은 낮은 교육, 낮은 수준의 숙련을 형성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외부노동시장의 참여자가 된다. 그 결과 빈곤은 세대별로 세습될 수 있다(조우현, 1998). 

2) 분절노동시장 측정방법별 연구결과

노동시장 분절을 측정하는 방법은 첫째 노동시장의 직무․직장 분포 혹은 핵심적 대기업과 주변적 

중소기업이라는 산업의 이중 구조 분석, 둘째 임금함수 추정, 셋째 노동이동, 넷째 내부노동시장의 존

재자체를 확인함으로써 노동시장분단을 추론하는 4가지를 들 수 있다(조우현, 1998). 그러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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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구조는 주로 노동이동 혹은 임금결정 메커니즘의 상이성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의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황수경, 2003). 측정방법별 최근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노동이동

이 논의는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노동이동을 분석한 가교(bridge)-함정(trap)논쟁으로 대표되며(황

수경, 2003), 관련연구는 남재량․김태기(2001), 이효수(1991; 2002), 한준․장지연(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남재량․김태기(2001)에 따르면, 1993~1999년 동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한 

확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은 비정규직→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 실업→비정규직이라는 

일종의 폐쇄회로 속을 전전하고 있다(황수경, 2003 재인용). 둘째, 이효수는 1991년의 연구에서 외부

노동시장의 노동력은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외부노동시장에 장기침전하거나,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하위단층 주변부를 유동한다는 점을 밝혔다(이효수, 2002 재인용). 2002년의 

연구 역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탈출성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노동

시장이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고, 비경제활동인구, 실업, 비임금 근로

자 등이 그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분절노동시장 존재입증을 연구의 주목적으

로 하지는 않았지만, 한준․장지연(2000)은 10년 이상 근로생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

규직 근로를 하다가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정규직의 대안이 되기도 하지만, 

비정규직이 경력초반부터 끝까지 전 근로생애를 통해 일관되게 지속되는 고용형태라고 하였다. 그리

고 류기철(2001)도 직전 직장의 일자리는 새 직장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쳐, 직장이동 후에도 기존

의 일자리 유형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2) 임금추정

임금추정을 통해 노동시장분절을 분석한 황수경(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내부노동시

장과 외부노동시장 각각은 서로 다른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작동한다. 내부노동시장은 대기업 정

규직을 중심으로 학력, 연령과 같은 인적특성에 비중을 두는 보상시스템을 취하는 반면, 외부노동시장

은 직무특성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체계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이건(2001)은 중화학 공업을 선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3) 근로빈곤 노동시장(Working Poor Labor Market)

송호근(2002)은 빈곤노동자가 속한 노동시장은 빈민노동시장으로 일반노동시장과 분절되어, 별도

의 임금규칙이 존재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단 빈민노동시장에 속하게 되면 그곳에 장기간 

머물도록 하는 구속력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배양한 빈곤노동자일지

라도 일반 노동자가 취업하는 보통의 상태로 복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이주희, 1998; 송호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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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나아가 이와 같은 노동시장구조는 빈곤노동자로 하여금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송호근은 노동시장을 2개로 구분함으로써 다층 분절구조가 아닌 기

존의 이중노동시장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분절구조가 근로빈민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대상에서 장기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

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자로, 노동의 최하층에 위치하고, 이러한 자활사

업 참여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빈민

노동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계층 혹은 노동시장을 제외하고 분석한 단점이 있다. 또한 분절노동

시장 측정을 임금추정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황수경(2003)이 지적하였듯이,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 분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이한 인적특성이나 직무특성, 기업 및 산업특성, 차별적 요인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편 생애사 접근법을 통해 연구한 나금실(2005), 박재홍(1999), 남춘호 외(2006), 장원봉․정수남

(2005)의 연구 역시 근로빈곤노동시장이 분절되어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먼저 남춘호 외(2006)

는 근로빈민 대부분은 노동력의 상향이동이 제한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하에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

을 반복하면서 주변부문 노동을 전전하는 하향이동의 연쇄가 일어난다. 그 결과 노동을 통한 빈곤탈

출은 불가능하게 되고 고령과 함께 빈곤의 악화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박재홍(1999) 역시 저학력 응

답자들은 대체로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취업하게 되고 전직이 빈번하며 계층․계급의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나금실(2005), 장원봉․정수남(2005)의 연구에서도 근로빈곤

층의 직업경력은 주로 최초 노동시장 진입부터 영세제조업, 판매업, 하층사무직 등의 불안정 노동과 

잦은 이직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직업탐색과 이직을 통해서 좀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은 한정되었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능성은 점

점 더 협소해진다. 

3. 근로빈곤층 개념

1) 국외 선행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근로빈곤층의 의미 혹은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포틴과 플레리

(Fortin and Fleury, 2004)는 기존의 캐나다에서 사용한 근로빈곤층 개념은 풀타임근로자에게만 국한

하거나, 빈곤결정의 주된 요인이 되는 가족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근로빈곤층보다는 저임금근로

자에 더 가까운 기준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그들은 연령과 주된 활동, 가구소득을 고려하

여, 18~64세로 풀타임 학생이 아니며, 연간 910시간2) 이상 유급 근로를 하지만, 세후소득이 빈곤선이

하에 있을 경우를 근로빈민으로 보았다. 첸(Chen, 2005)도 포틴과 플레리(2004)의 개념정의에 따라 

2) 26주로, 주당 평균 35시간(캐나다 근로가능인구의 평균 근로시간임. Fortin and Fleu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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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을 16~64세로서, 일년에 최소 27주 이상 근로하고(파트타임 근로라도 27주 이상이면 포

함), 소득이 빈곤선이하일 경우로 정의하여 연구하였다. 27주를 기준으로 한 것은 실업급여 등의 수

급기준이 27주 이상의 근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근로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1〉 유럽 일부 국가의 근로빈곤층의 개념

국가 근로기준 가구소득기준

미국

가구구성원의 총 근로시간이 1,750이상일 경우(U. S. Census 

Bureau)
Federal Poverty Line(FPL)

개인이 최소 27주 이상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경우(U. S. 

Bureau of Labour Statistics)
상동

성인으로서 평균 1,00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The Urban 

Institute 및 그 외 연구기관) 
FPL의 200%

양부모가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부모가운데 한명이 
주당 20시간 근로할 경우(Child Trends)

FPL이하일 경우

호주
임금 혹은 봉급의 가족 전체의 소득이 50%이상일 경우
(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ing)

가처분소득의 평균이하

캐나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근로로 연 49주 이상 근로할 경우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저임금(low income)이하

풀타임근로자(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20,000이하(개인)

영국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소득을 지닌 경우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독일 풀타임 근로자 국가평균소득의 50%

프랑스
1년 가운데 6개월 이상 노동시장에 있었던 근로자와 1개월 
이상 직업을 가졌던 근로자

중위소득의 50%

  자료 : Fortin and Fleury(2004).              주 : ( ) 은 기관임.

2) 국내 선행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우리나라 역시 근로빈곤층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다. 다만 외국에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여부로, 그 외 연구는 

주로 취업여부 등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표 2〉 참고). 먼저 홍경준

(2005)은 미국의 클레인과 론즈(Klein and Rones, 1989)의 정의를 따라, 근로빈곤층을 빈곤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비교적 포괄적인 정의이기는 하지만, 비경활빈곤층

은 제외된 단점이 있다. 또한 6개월이라는 기준은 미국의 경우 사회보험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

기간이었고, 캐나다는 평균 근로시간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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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주당 48.75시간3)(2005년 기준. 노동부)으로 외국의 기준을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

합하지 않다. 

  〈표 2〉 국내 선행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연구자 근로기준 가구소득기준

김교성․최영(2006) 15~64세 이하이며 현재 취업상태 중위소득의 50%

김영란(2005)
불완전 취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장기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중위소득의 60% 

금재호(2006 a) 2001~2003년 동안 취업자가 있는 가구
①절대적 빈곤

②중위소득의 50%

노대명․최승아(2004)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상태에 있는 구성원 중위소득의 60% 

이병희(2005) 18~64세 이하이며, 경제활동참가자 평균소득의 40%

홍경준(2005)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①절대적 빈곤
②중위소득의 40%

한편 금재호(2006a)는 ‘취업가구가운데 중위소득의 50% 혹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할 경우’로, 김

교성․최영(2006)은 ‘15~64세의 취업자가운데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여 분

석하였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정의는 실직자와 비경활인구로 편입된 사람들을 제외시켜 근로빈곤층

의 주된 특성으로 주목받는 노동시장지위의 유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노대명․최승아(2004)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상태에 있는 구성원’으로 정의

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비경활 근로빈곤층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

여 근로할 수 없는 여성 등도 포함하게 된다. 그 밖에도 김영란(2005)은 장기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60%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장기실직상태에 있는 근로빈

곤층을 배제하였고, 표본이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 불과하여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한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액이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유사하다는(홍경준, 2004) 점

을 고려하면 빈곤선 이상의 차상위 및 중하위 계층까지 포함한 분석결과가 된다.

3) 본 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본 연구의 근로기준은 근로가능여부, 경제활동상태로 경제활동(경활)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 모두

를 포괄하였다(〈그림 1〉의 개념 Ⅲ). 

3) 2005년 기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평균 195.1시간(제조업 근로자는 202.7시간. 노동부 매

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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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근로빈곤층의 개념 

구   분 개념 Ⅰ 개념 Ⅱ 개념 Ⅲ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금근로

근로빈곤층
취업

근로

빈곤층
경활

근로빈곤층

정규직 

근로빈곤층

근로

빈곤층1

)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

근로빈곤층

비임금근로

근로빈곤층

실업자
실업

빈곤층

실업

근로빈곤층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또는 실업으로 분류된 사람

을 제외한 모든 15세 이상

비경활

근로빈곤층

비경활

근로빈곤층1

)

  주) 1) 평소활동과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전업 학생, 가사 혹은 육아중인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제외하였음. 그러나 가사 혹은 통학 등을 하면서 일한 경우는 포함됨. 

      2) 노대명․최승아(2004)의 개념틀을 본 연구의 분석에 맞게 편집함.

논의를 경활빈곤층으로 국한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실업률이 15세 이상 가운데 3%로 비교적 안

정적인데 비해, 고용률은 2005년 기준 59.7%, 경활률도 2006년 62%에 불과하다(금재호, 2006 b). 따

라서 상당 규모의 유효인력이 비경활빈곤층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근로

빈곤층은 취업자에서 실업자로의 이동, 그리고 실업자에서 비경활인구로의 이동 자체가 매우 유동적

일 수 있다고 하여, 비경활빈곤층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평소활동이 전업학생인 경우와 가사 혹은 육

아만을 담당하는 여성은 제외하였다. 다만 평소활동 혹은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이 주로 가사나 육

아 혹은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 외의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그리고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은 포함하였다4).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65세 이상 노인을 근로무능력

층으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65~83세(4차)에도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만일 이들을 제외하면, 고령에도 근

로하지만 빈곤한 생계형 고령근로자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을 분석에 포함한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고령근로자의 고단한 

노후 실상을 포착하기 위함이지, 고령층에게도 근로를 강제하자는 취지로 분석에 포함한 것은 아니

다.5) 

4) 설문문항 가운데 평소 활동과 지난 1주간 주요활동, 지난 1주간 소득활동 모두를 고려하여 일하지 

않거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인으로 4차는 84세, 5차는 82세, 6차는 83세이다. 

5) 고령층을 근로능력층으로 간주하여 이들에게 합하지 않은 근로 심  탈빈곤청책을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 심  탈빈곤정책과 노동취약계층으로 사회통합과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의 에서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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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국외연구 가운데 로스와 그의 동료들(Ross, Scott and Smith, 2000; Chen, 2005 재인용)은 1990년

대 캐나다의 노동시장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여, 저임금, 

실업, 노동시장 접근 어려움의 문제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근로빈곤층을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첸

(2005)의 연구에서도 근로빈곤층은 실업과 저임금, 풀타임근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는데, 대

다수는 이러한 노동시장문제를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PRI(2004)는 

노동시장참여유형이 근로빈곤층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한(precarious) 직업이 

근로빈곤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빈곤 혹은 빈곤탈출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있고, 분석의 일부로서 근로빈곤층문제

를 다룬 연구는 있다(구인회, 2002; 홍경준, 2004 등).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이나 동학에 초

점을 두고 분석한 양적 연구는 금재호(2003; 2006a), 김교성․최영(2006), 노대명․최승아(2004), 이

병희(2005) 등의 몇 편에 불과하다.6) 먼저 홍경준(2005)의 연구를 보면, 근로빈곤층은 대단히 유동적

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져,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고 취업과 미취업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

고 이들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직후에도 열악하였지만,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

화되었다. 그러나 홍경준은 노동패널 1차와 6차의 각 경제활동상태 비율의 변화만을 살펴봄으로써, 근

로빈곤층이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움직인다는 논의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예컨대 1차 상용직의 

경제활동상태가 5차까지 지속되다가 6차에 변경된 경우는 5년 동안 상용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잦

은 이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관측연도의 시간적 차이가 비교적 길고 2개 년도에 불과하며, 

탐색적 연구였기 때문에 근로빈곤탈출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영란(2005)도 일

하면서 가난 속에 편입되는 근로빈민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지만, 역시 근로빈곤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 및 근로조건, 복지상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로빈곤층의 발생 배경에 대한 설명에 그쳤

다. 금재호는 2003년의 연구에서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근로빈곤가구이며, 또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14% 정도는 빈곤상태에 있어 취업 그 자체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2006년(a)의 연구를 통해서도 일자리 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1

년과 2002년의 변화, 2002년과 2003년의 1년간의 변화만을 살펴보아, 관측기간이 2개 연도이고 1년이

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의 변화만을 보았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인지, 일시적 

특성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가구로 연구대상이 제한되

었다. 그 외 김교성․최영(2006)은 빈곤탈출확률이 빈곤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간의존

(duration dependence)효과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빈곤이행에 있어서 일시적이거나 미미한 

소득, 소득측정상의 오차로 빈곤지위의 변화가 발생하여, 빈곤이행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에도 이를 조

6)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실태파악에 대한 연구는 김영란(2005)과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홍경준(200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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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병희(2005)의 연구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상태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다른 경제활동상태에 비해 빈곤탈출확률이 높다. 하지만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낮아지며, 과거에 빈곤

을 경험한 개인은 보다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하였다. 그 외에도 노대명․최승아(2004)는 근로빈곤층

에 대한 실태분석 및 빈곤결정요인에 대해 정태적 방법과 동태적 방법으로 빈곤진입과 탈퇴요인을 분

석하였다. 그러나 이병희(2005), 노대명․최승아(2004)는 경제활동상태를 종사상 지위와 소득으로만 

파악하여, 경제활동의 다양한 특성과 근로빈곤층의 역동적인 경제활동상태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노대명․최승아(2004)는 빈곤기간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5.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제 3~7차까지의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시작시점을 3

차로 삼은 것은 1차와 2차의 종사상 지위에서 자영업과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이

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은 경제활동과 가구지출의 파악시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조사는 

2000년도 한 해 동안의 가구지출을 질문하지만,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는 2001년 조사 시점 

당시의 상황을 질문하고 있다. 그래서 가구지출과 경제활동상태의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3차의 경

제활동상태와 4차의 가구지출을 연결하였고, 그 외 연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하였다. 그래서 실제 

분석 연도는 4개 연도이고, 최종분석대상은 가구주로서 분석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결측치가 

없는 3,121명이 되었다.  

2)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연구문제Ⅰ은 일반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이 존재하는가로서 노동시장 이동의 경

로제약성을 Markov 이행확률7)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구속이 근로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구문제 Ⅱ)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8).

7) t시점에 어떤 노동력 상태에 있던 사람이 t+1시점에 특정 노동력 상태로 옮겨갈 확률을 의미한다. 

8)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을 이용하여 전환하였다. 근로빈곤노동시장기간이 1년인 사람은 1개의 관
측치(1행)로, 4년인 사람은 4개의 관측치(4행)가 된다. 여기서 4년의 근로빈곤노동시장지위기간을 
지닌 경우의 변화변수는 t-4년은 관측 첫 시점이므로 변화없음(0)으로 입력하였고, t-3년에서 t-2년
도로의 변화값은 근로빈곤지속을 나타내는 변수값 0과, t-2년에서 t-1년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
화값도 근로빈곤지속을 나타내는 변수값 0과, t-1년에서 t년으로의 변화값은 1과 결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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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근로빈곤탈출(연구문제 Ⅱ)로 7차에 근로빈곤을 탈출하면 1을, 빈곤상태가 지속된 경우

는 0으로 입력하였다. 

① 빈곤

학문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가구소득

을 기준으로 빈곤가구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생계비 보조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왔

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와 정책 등에 있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정의에 대한 타당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Milton Friedman, 1957)에 의하면, 

각 소비주체가 매 시점 벌어들이는 소득은 경기변동, 시점 간 노동공급의 대체효과(intertemporal 

substitution) 등 여러 이유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나, 소비는 주로 그 경제주체의 생애소득(life-time 

income)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비록 소득은 낮아도 소비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

으며, 반대로 높은 소득에도 소비수준은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의 소비가 현재의 소

득뿐 아니라, 과거의 소득 및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

은 많은 일시적 요인(transitory components)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

할 경우 실제 빈곤하지 않은 가구가 빈곤가구로 분류될 오류와 실제 빈곤한 가구가 빈곤하지 않은 가

구로 분류될 오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9). 그리고 이와 같은 괴리는 분석결과에 편의를 초래할 수 

있다.10) 또한 소득은 빈곤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여도 자산이 많은 경우 당연히 빈곤가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자료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어렵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활용

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소득보다는 지출에 더 적용성이 높다(김대일, 2004). 이에 본 연구 역

시 빈곤판단기준으로 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11). 

한편,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가운데 본 연구는 절대빈곤을 사용하였고12), 절대빈곤선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200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직접 이용할 

경우 한국노동패널에서의 과소보고문제로 인해 빈곤층이 실제보다 과대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9)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하여 분석한 빈곤층의 평균 가구지출은 전체적으로 매월 86만원을 지출
하고 있고, 임금근로자는 101만원, 자영업자는 무려 150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
자는 소득에서 일시적 요인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 가운데서도 상위 
10%는 지출이 280만원을 넘고, 무직자 가구가운데서도 상위 10%가구는 매월 128만원 이상을 소비
지출하고 있어, 이러한 가구들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에 타당성이 결여된다. 이는 빈곤가구를 개
념적으로 미리 설정된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의될 수는 있으나, 실제 자료에 이 개념
을 적용하여 빈곤의 규모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름을 보여주는 것이다(김대일, 2004).

10) 김대일(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항상소득가설이 성립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가구 소득
의 항상적 요인보다는 일시적 요인의 분포가 확대되어 그 괴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11) 소비지출이 결측치(missing)이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제외하 다. 

12)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연구가 아닌 이상 정책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탈빈곤 정책과 관련하여 더 적절하다(홍경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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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근로능력자가구의 월평균(mean) 소비지출은 통계청의 2000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통계청 홈페이지)의 73%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계층의 가

구소비지출에 100/73을 곱하여 조정하였다.13) 그 이외의 연도는 각 년도 가구지출을 소비자물가지수

를 반영하여 2000년 물가기준으로 전환하였고, 2000년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한편 빈곤율

은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구단위의 빈곤율은 한계가 있

고(Citro and Michael, 1995; 구인회, 2002 재인용), 본 연구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기초한 노동시

장지위가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빈곤 측정단위를 개인으로 삼았다.

② 빈곤이행 

분석시작시점을 기준으로 빈곤탈출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비지출이 한 해에 최저생계비 미만이

었다가 다음 해에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그 개인은 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빈곤은 

실업 등의 현상과는 달리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자의성이 개입된 개념으로서 빈곤 측정시 개인에

게는 거의 의미를 지니지 않은 미미한 변화라도 그것이 빈곤선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빈곤지위의 이행

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측정상의 오차가 빈곤이행의 정도를 과대하게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구인회, 200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 Bane and Ellwood, 

1986)개념을 이용하여, 50% 이상의 소비지출변화로 빈곤을 벗어난 경우만 빈곤이행으로 보았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각 개인별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지속기간이다. 근로빈곤층은 불안정 고용과 잦은 고용상

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여, 특정시점의 종사상 지위 자체는 경제활동상태의 일부를 보여줄 뿐이며, 

유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노동이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반노동시장 밖에서의 불안정 고용, 저

숙련의 특징을 지닌 근로빈곤노동시장내에서의 폐쇄적 이동이 원인이라면, 종사상 지위만으로는 근로

빈곤의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존의 근로빈곤을 포함한 대다수의 빈곤연구는 빈

곤탈출의 주요요인으로 취업의 질만 주목하여, 종사상 지위, 혹은 직종이나 업종, 혹은 상용직에서 비

상용직으로의 변화여부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노동시장과는 구분된 근로빈곤노동

시장이 존재하는 삼중노동시장을 전제한다. 그리고 각 노동시장은 본래의 노동시장지위를 따르는 경

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지녀, 근로빈곤노동시장에서 다른 노동시장으로의 유출입이 제한되는 

경로제약성을 가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제약은 다시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였다(〈그

림 2〉 참고). 

13) 물론 통계청 자료와 KLIPS자료의 소비지출의 평균차이가 중위값(median)차이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소비수준에 따라 과소
보고 확률이나 크기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관련자료가 없어서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일
률적으로 100/73을 곱하여 조정함으로써, 다른 왜곡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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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동시장구조  이동

전체 노동시장

일반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
제한적

이동가능

근로빈곤노동시장

빈곤
폐쇄적 순환

특정사건발생시
유입가능

단절.
거의 없음

단절.

확률 낮음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상태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표 4〉참고). 여기서 임금이 아닌 

지출을 사용한 것은 빈곤기준을 소비지출로 설정한 이유와 동일하다. 내부노동시장은 정규직, 자영

업․고용주이면서 가구규모별 소비지출이 상위 20% 이상일 경우로, 외부노동시장은 정규직 혹은 비

정규직(임시․일용직), 자영업․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나 실업․비경활로 가구규모별 소비지출이 

하위 10%보다는 높지만 상위 20%지출보다는 낮을 경우로 보았다. 근로빈곤노동시장은 가구규모별 

소비지출이 하위 10%이하일 경우로 구분하였다.14) 

이렇게 경제활동상태 외에 소비지출을 포함한 것은 일반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은 안정된 정규직중심

이고, 외부노동시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중심이지만, 최근에는 정규직이라도 저임금, 열악한 

고용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을 내부노동시장참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

영업도 고소득 자영업자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자산이나 인적자본 등이 열악

하여 저소득, 불안정 상태가 대다수로, 동일한 종사상 지위에서도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정

규직은 정규직으로 승격되거나, 비정규직내에서 승진되는 경우도 있음을 근거로 지출이 상위 20% 이

상일 경우는 내부노동시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승진 및 고용관계는 

내부노동시장의 규정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 계약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들

을 내부노동시장에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15). 그 외 무급가족종사자는 정규직 혹은 안정된 직

14) 근로빈곤노동시장 기준으로서 가구 소비지출의 하위 20%가 아닌 10%를 사용한 것은 하위 20%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포함하는 것이 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5) 물론 조기퇴직이나, 건강, 육아 등으로 정규 풀타임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시․일용직은 선
택이며, 근로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이 비자발적이고,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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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노동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4〉 노동시장구분

노동시장구분
기               준

경제활동상태 소비지출

내부노동시장
정규직

소비지출≥소비지출 상위 20%
자영업․고용주

외부노동시장

정규직
소비지출 하위 10%<소비지출 

>소비지출 상위 20%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자영업․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실업․비경활

근로빈곤

노동시장

정규직

소비지출≤소비지출 하위 10%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자영업․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실업․비경활

주) 1) 모든 지출은 2000년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하여,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음. 

    2) 실업은 지난 1주일동안의 주된 활동이 일시휴직이거나, 구직활동인 경우로 파악하였음. 5차와 

6차는 취업준비(통학제외)도 실업에 포함함.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기간(연 단위)은 근로빈곤노동시장 진입시점부터 근로빈곤노동시장 탈출시점

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분석시작시점 이전부터 참여한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좌측절단(left censoring)자료로16), 7차 이후에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무른 경우는 관찰종료

로 인해 우측절단(right censoring)자료로 투입하였다. 

(3) 통제변수17)

① 인구사회학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계층(15~39세: 청장년층, 40~54세: 중년층, 55~64세: 중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 교육수준, 가구주 변화, 가구규모증가이다.18) 연령을 연속변수가 아닌 더미변수

로 만든 것은 기존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탈출확률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나, 이로써는 주된 

낮은 외부노동시장의 근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된 활동이 가사 및 
육아인 여성과 초고령 연령층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비정규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16) 좌측절단자료를 분석에 포함하면. 분석시작시점 이전부터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참여한 대상자의 지
속기간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좌측절단자료를 뺄 경우 주된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자가 빠
지면서 표본선택의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17) 변화값은 감소하였을 경우는 0, 변화가 없을 경우는 1로, 증가하였을 경우는 2의 값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가구내 취업자수가 감소하면 0을, 관측년도 이전해와 동일하면 1을, 이전해보다 증가하면 2
로 코딩하였다. 

18) 연령계층은 연도별 변화가 아닌 각 연도 연령이고, 교육수준은 3차 연도 교육수준이다. 한편 만성
질환이나 장애도 노동공급 및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자료는 만
성질환 및 장애를 판단할 적절한 문항이 매년 자료에 있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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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령계층과 비주류 근로연령계층인 고령층의 빈곤탈출이 다른 양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경제  특성

경제적 특성은 취업가구원수 변화, 근로소득변화, 공적이전소득의 변화,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타

소득의 변화이다. 여기서 경미한 소득의 변화는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 요

인이 우려되기 때문에 t년의 소득이 t-1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는 0, 20%이상 증가한 경우

에 2를 그 외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6. 분석결과

1) 삼중노동시장(Triple Labor Market)

노동시장이동은 분석대상 가구주 3,121명 가운데 전체 인구가 아닌 각 년도 근로능력계층으로 한정

하여 살펴보았다. 근로계층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비경활이 과대 포착되어, 외부노동

시장과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규모 역시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도별 노동시장구조 분

포를 보면, 1999년은 외부노동시장이 7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내부노동시장(19.8%), 그리고 근로

빈곤노동시장이 6.2%였다. 외환위기 진정국면으로 진입한 2001년 이후에는 내부노동시장은 21.3%로 

비율이 높아졌지만, 외부노동시장비율은 66.1%로 감소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비율은 2001년에 13.1%

로 2배 이상 증가한 후, 200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근로능력계층의 노동시장구조별 분포

구분 3차(1999년) 4차(2000년) 5차(2001년) 6차(2002년)

내부노동시장 19.8% 16.6% 21.0% 21.3%

외부노동시장 74.0% 76.4% 65.9% 66.1%

근로빈곤노동시장 6.2% 7.0% 13.1% 12.6%

자료 : 노동패널 각 연도 원자료     주: 전년도 가구가중치*전년도 가구원수로 가중화하였음.

그 첫 번째 이유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구도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어 불안정 고용과 비경활 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9). 둘째, 55~83세의 중

고령층 이상이 31.9%에서 6차에 38.4%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거리나 지

하철에서 폐지수집 혹은 잡화․채소판매 등의 일을 하는 생계형 고령근로자가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

19) 노동시장지위를 경제활동상태와 소비지출 모두를 기준으로 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소비지출 하위 
20%가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가 있어서 하위 10%이하를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자로 보았기 때문
에, 3차에는 근로빈곤층 비율보다(〈표 9〉참고) 낮다. 그러나 5차 이후에는 근로빈곤율보다 근로빈
곤노동시장참여자 비율이 높을 것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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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조조정 등으로 중심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중고령자들이 하향 이동하여 근로빈곤노동시장에서 일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본 연구 분석대상의 

전체 근로능력계층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이 2.8%에서 2.7%로 근소하게 감소한 

것에 비해,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계층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00년 29

명(15.5%)에서 2001년은 63명(19.1%)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3일 이상 불

안정 고용에 참여하는 조건부과제외자와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낮기는 하지만,20) 제도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근로빈곤노동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 특히,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자 5명 가운데 1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표 6〉 근로능력계층의 노동시장이동 Markov 이행확률

구 분

노동시장이동
4차

내부 외부 근로빈곤
집단간 

차이검증

3차

내부 507명(100%) 525%(266명) 46.9%(238명) 0.3%(3명)

.000***
외부 2,114명(100%) 7.8%(164명) 86.0%(1,819명) 6.2%(131명)

근로빈곤 252명(100%) ― 44.4%(112명) 55.6%(140명)

소계 2,873명

구 분
노동시장이동

5차

4차

내부 434명(100%) 66.1%(287명) 33.2%(144명) 0.7%(3명)

.000***
외부 2,190명(100%) 10.3%(226명) 75.1%(1,645명) 14.6%(319명)

근로빈곤 283명(100%) 0.7%(2명) 26.1%(74명) 73.1%(207명)

소계 2,907명

 구 분
노동시장이동

6차

5차

내부 519명(100%) 65.3%(339명) 34.5%(179명) 0.2%(1명)

.000***
외부 1,849명(100%) 9.0%(167명) 81.9%(1,515명) 9.0%(167명)

근로빈곤 541명(100%) 0.6%(3명) 32.3%(175명) 67.1%(363명)

소계 2,442명

*** p< .001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노동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부노동시장과 근로빈곤노동

시장이 노동시장의 양극단에 위치하여 3개로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이중노동시장으로는 

현재의 노동시장 특성을 담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분절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1차와 

20) 아직까지도 자활사업 참여율이 조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자의 상당수가 부양자조건 등 국민

기 생활보장제도 수 기 에서 탈락하여, 생계를 해 임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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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의 비율은 80:20이지만(Campbell and Blue, 1992),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문제

가 확산․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임금, 안정성 등을 보장하는 1차 노동시장의 비중은 80%가 

아니라, 훨씬 축소되어 일부 계층에게 국한되고, 2차 노동시장의 비중은 증가하면서 동시에 근로빈곤

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이질성이 커져 3층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위기가 2000년 이

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우려되는 결과이다. 

<표 6>은 각 노동시장구조별 참가자의 노동시장이동을 Markov 이행확률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노동시장에 있어서 각각의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근로능력계층(3차)의 4년 동안

의 노동시장지위이동 경로별 분포를 나타낸 〈부록 표 1〉을 봐도 4년 연속 외부노동시장에만 머무른 

경우는 57.9%, 근로빈곤노동시장에 계속 잔류한 비율은 41.7%,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한 경우는 33.3%

이다. 그렇지만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1999년에서 2000년은 경제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높은 실업

률 등으로 인해, 3차의 내부노동시장참가자가 4차에 외부노동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46.9%로 다른 

연도에 비해 높다. 또한 3차에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4차에 외부노동시장으로 이동

할 확률도 44.4%이다. 그러나 당시는 경제적 영향이 큰 시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동성이 보편적

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4차에서 5차, 5차에서 6차로의 변화를 보면 내부노동시장참여자의 노동

시장지위 유지율은 65%를 넘고, 외부노동시장으로 유입될 확률도 33%수준으로 떨어진다21). 근로빈

곤노동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3차에서 4차로의 변화가운데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44.4%에 이

르지만, 4차에서 5차, 5차에서 6차로의 변화를 보면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 확률은 낮아지고, 근로

빈곤노동시장 유지율은 높아져, 3차에서 4차로의 변화는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내부노동시장참

여자들이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은 매우 극소수이다(평균 0.4%). 마찬가지로 근로빈곤노

동시장 참여자가 후년에 내부노동시장으로 진입할 확률이 평균 0.4%에 불과하여, 두 노동시장간의 이

동은 매우 폐쇄되어 확연한 분절구조를 보여준다. 한편, 외부노동시장에서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은 평균 9%에 불과하고, 외부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노동시장으로의 진입확률도 평균 9.3%인 반면 외

부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할 Markov이행확률은 평균 81.0%에 이른다.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자도 후년

에 여전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다. 하지만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평균 

29%에 이른다. 이는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상향 이동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래 서민층이었으나 외환위기로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 가운데, 자

신의 인적․사회적 자본을 통해 단기간에 근로빈곤노동시장을 벗어난 사례덕분으로 보인다22). 경기

흐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록 4차에 외부노동시장에 진입하였더라도 이들의 종

사상 지위는 비경활이 39.2%, 자영업․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가 36.5%이다.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21)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정규직이 43.1%, 자영업 혹은 고용주인 경우가 47.9%로 나타나, 내부
노동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위기 이후 창업을 하거나, 더 낮은 근로조건하에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록 표 1〉을 봐도 3차에는 내부노동시장이였다가 4~6차 3년 연속 외부
노동시장에 머문 비율이 23.3%로 높게 나타나 경제위기 이후 내부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22) 〈부록 표 1〉을 보면 3차에는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나, 4~6차에 계속 외부노동시장에 
머무른 비율이 15.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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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변화는 임금근로보다는 소규모 창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와 비경활을 통

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4년 내내 근로빈곤한 경우도 41.7%이다. 또한 4차에 

외부에 진입하였더라도 5차에 근로빈곤노동시장으로 돌아와 6차에도 머무른 비율이 17.1%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나(〈부록 표 1〉참고), 상당수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3차의 근로능력계층 가운데 26.3%(〈표 7〉비율 Ⅰ. 756명)은 근로빈곤노동시장을 1번 이상 

경험하였다. 근로빈곤경험자 가운데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을 보면, 1년이 약 40%로 가장 많고 2

년이 29.0%(비율 Ⅱ)로 대부분은 2년 이하의 단기간에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에 국한하여 보면, 단기참여자비율은 낮고, 2명 가운데 1명은 4년 이상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장기간 머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율 Ⅲ). 이는 근로빈곤노동시장이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음과 이들을 중

심으로 장기화․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3).

  〈표 7〉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

지속기간 근로계층 비율 Ⅰ 근로빈곤노동시장 경험자 비율Ⅱ 근로빈곤층 비율Ⅲ

0년 2,117명 73.7% ― ― ― ―

1년 302명 10.5% 302명 39.9% 73명 19.6%

2년 219명 7.6% 219명 29.0% 57명 15.3%

3년 130명 4.5% 130명 17.2% 58명 15.6%

4년 105명 3.7% 105명 13.9% 184명 49.5%

계 2,873명 100.0% 756명 100.0% 372명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3~7차 자료       주 : 3차 연도 근로능력계층의 3~6차의 4년 동안 경험임. 

2)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규모

전체 분석대상 가운데 근로계층 비율은 93.5%(4차)에서 95.6%(7차)로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의 1999년에 12.2%로 가장 높았으나 점점 감소하여 7차에는 6.4%로 감소하였

다. 근로를 하면서도 빈곤한 경우 즉, 근로빈곤율도 전체 빈곤율의 감소추이와 같이 움직여, 3차에는 

10.4%였다가 7차에 6.0%로 감소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감소 혹은 정체하고 있다는 홍경준(200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빈곤층 가운데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 83.5%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7차에는 90.3%에 이른다(〈표 8〉참고). 빈곤층 10명 가운데 9명의 경제활동 또는  

노동상황이 주변화된 노동 혹은 실업과 비경활을 통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3차 연

도 근로계층(2,873명) 가운데 분석기간 중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44.5%로 

1999~2003년 사이에 거의 2명 가운데 1명은 한번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생각보다 높다. 

그러나 빈곤경험자 가운데 4년 내내 빈곤상태에 있었던 경우는 14.6%, 3년은 21.3%이고, 대부분 1~2

년의 단기빈곤(64.1%)이다. 이는 일반빈곤층은 대다수가 짧은 기간동안 빈곤에 머물러 있고, 장기빈

23) 본 연구 자료가 절단자료임을 고려하면, 5년 이상 장기 참여자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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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중이 낮았던 선행연구결과(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홍경준, 2004)와 일

치한다. 

 〈표 8〉빈곤  근로빈곤의 규모

N= 3,121, 단위: %

4차 5차 6차 7차

전체 인구대비 빈곤율 12.2 12.1 8.0 6.4

전체 인구대비 근로계층 비율 93.5 95.2 95.1 95.6

근로계층대비 빈곤율 10.4 11.1 7.5 6.0

빈곤층 대비 근로계층 비율 83.5 87.4 89.3 90.3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3~7차 자료

  주: 1) 모든 수치는 전년도 가구가중치*전년도 가구원수로 가중화하였음.

      2) 모든 지출은 2000년을 기준 소비자물자지수로 조정하였음.

 〈표 9〉 연도별 근로빈곤층의 근로빈곤유형

근로빈곤유형 4차 5차 6차 7차

경활근로
빈곤층

취업
빈곤층

임금근로
빈곤층

정규직 근로빈곤층 19.9% 12.4% 13.2% 4.8%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16.2% 13.6% 3.3% 2.3%

비임금근
로빈곤층

자영업․고용주․무급가
족종사자 근로빈곤층

32.3% 32.3% 24.2% 24.4%

 실업빈곤층 2.9% 2.4% 10.0% 6.3%

 비경활근로빈곤층 28.7% 39.4% 49.4% 62.1%

 계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3~7차 자료.    주: 모든 수치는 전년도 개인가중치로 가중화하였음.

다음은 각년도 근로빈곤층의 근로빈곤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9〉를 보면, 취업빈곤층은 4차에는 

68.4%였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여 31.5%가 되었고, 반면 실업과 비경

활빈곤층은 4차에는 31.6%였으나 7차에는 68.4%로 급상승하였다. 특히 비경활근로빈곤층의 비율이 

28.7%에서 2.2배가량 증가하여(62.1%), 비경활빈곤이 점점 근로빈곤의 주된 유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사나 육아만을 하는 여성과 초고령층을 제외하였음에도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취업의 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취업조차도 어려운 노

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취업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4차에는 정규직 

근로빈곤층이 거의 20%에 이르고,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은 16.2%, 비임금근로빈곤층은 32.3%였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유형의 취업빈곤층 비율이 감소하며, 특히 임금근로빈곤층의 감소가 눈에 

띤다. 정규직 근로빈곤층은 4배가량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은 7배가량 감소하였다. 만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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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빈곤층의 감소가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때문이라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상향이동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10〉을 보면, 오히려 이들 대다수는 비경활빈곤층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비임금근로빈곤층을 비롯하여 임금근로빈곤층조차도 쉽게 비경활로 하향이동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매우 불안한 고용상태를 짐작케 한다. 한편, 비임금근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의 

77.5%(7차)로 근로빈곤층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영세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임을 뜻한다.

〈표 10〉은 각 연도 근로계층을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욕구대비지출변화를 살펴본 결

과이다. 먼저 4차 연도에 근로빈곤층이였던 사람들은 5차에도 여전히 빈곤층에 머문 비율이 49.7%였

고, 그 이상인 경우는 51.3%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지출이 올랐더라도 욕구대비지출비가 

1~1.5이하인 경우가 27.9%에 이르러 실제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은 22.4%이다. 그나

마도 이 비율은 7차에 16.0%로 더 낮아졌다. 빈곤층에 머무는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빈곤선이상으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욕구대비지출비가 1.5이하) 계속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6→7차. 37.0%).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이 후년에도 빈곤상태인 경우는 약 2명 

중 1명이고(47.0%), 실질적 의미의 빈곤상태를 지속하는 비율은 84.0%로 대다수라는 것이다(6→7차). 

또한 극빈층이라고 볼 수 있는 욕구대비지출비가 0.5이하인 비율이 9.7%에서 7차에는 11.2%로 증가

하였다. 0.5~1.0이하 빈곤층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극빈층은 빈곤지위의 이동없이, 장기화․고착화

되어 빈곤층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비빈곤층은 2.7%만 빈곤에 진입하였

고, 나머지 97.3%(6→7차)은 여전히 비빈곤층으로 있어, 빈곤층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표 10〉근로계층의 욕구 비지출비 변화

욕구대비 지출비 
~0.5 ~1.0 ~1.5 ~2.0 2.0~ 계

4→5차
빈곤층 9.7% 40.0% 27.9% 15.7% 6.7% 100.0

비빈곤층 0.4% 5.8% 17.3% 22.0% 54.5% 100.0

5→6차
빈곤층 7.3% 31.6% 31.9% 15.7% 13.5% 100.0

비빈곤층 0.2% 3.3% 12.8% 18.8% 64.9% 100.0

6→7차
빈곤층 11.2% 35.8% 37.0% 10.4% 5.6% 100.0

비빈곤층 0.1% 2.6% 10.6% 20.2% 66.5%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3~7차. 각 연도 근로계층만 대상으로 함.

  주: 전 년도 가구가중치*가구원수로 가중화함.

〈표 11〉은 3차의 근로빈곤층이면서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근로빈곤노동시장지

속기간에 따른 빈곤이탈확률을 생명표(life-table)분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중위근로빈곤기간은 4년

이다. 근로빈곤이탈률은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1년 지난 뒤에는 17.8%이지만 2년이 지나면 

10.2%, 3년이 지나면 9.6%로 떨어진다. 이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탈출이 낮

아질 것이라는 가정 및 기간의존성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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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별 빈곤이탈률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

유효표본 누적생존율 빈곤이탈률(hazard rate)

1년 246 .8364(.0237) .1782(.0281)

2년 203 .7549(.0278) .1024(.0235)

3년 168 .6858(.0312) .0959(.0266)

4년 이상 103 .6597(.0350) ―

 자료: 한국노동패널 3~7차 조사자료.      주: (  )는 표준오차.                 

3. 회귀분석결과 

3차 연도 조사시점당시 근로빈곤층이면서 근로빈곤노동시장에 참여했던 246명의 개인자료를 개인

별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720 case가 되었다. 246 case의 68.3%가 근

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3년 이상이였기 때문에 분석사례가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1차 작

업 후, 회귀분석에 앞서 집단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주 변화, 가구규모 증가, 취업가구원수 

증가, 근로소득증가, 기타이전소득증가는 각 집단별 근로빈곤 이탈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유의수준 .10). 그래서 추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회귀모형에서는 상기의 변수를 제외하

고, 모형 Ⅰ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투입하고, 모형 Ⅱ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을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이산시간분석은 로지스틱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24).  

분석결과(〈표 12〉참고) 모형 Ⅰ에서는 가구주 성별은 근로빈곤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계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55~64세 중고령층의 근로빈곤탈출확률이 26.1%(신뢰도 

95%), 65세 이상 고령층은 35.8%(신뢰도 99.9%) 낮았다. 15~39세의 청장년층에 비해 중고령층 이상

은 근로빈곤상태에 한번 빠지면, 더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중고령층 이상은 생계유지를 위

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다른 고용형태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더욱더 주변화된 노동에 기대

어 자력으로는 빈곤을 벗어나지 못함을 뜻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빈곤탈출 확률이 높

아지지만, 초등학교이하 학력에 비해 중학교이상 학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3.1% 증가함. 신뢰

도 99%). 고등학교 학력은 근로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신뢰도 90%로 보면, 전문대 이상

의 학력을 지닌 근로빈곤층은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근로빈곤탈출확률이 26.1% 높았다. 이렇게 학력

이 높아질수록 근로빈곤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학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고등학교 학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빈민노동시장은 교육이 전혀 필요없는 직무들로 

24) 로짓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도 종속변수와 같이 범주형 변수인데 반하여,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종속
변수는 범주형이지만, 독립변수가 연속변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분에 크게 제
한받지 않으며, 로짓 모형과 로지스틱 모형은 서로 호환하여 사용되기(Agresti, 1996; 김두섭․강남
준, 2000 재인용) 때문에, 본 연구는 로지스틱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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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차 있기 때문으로 교육기회확대가 반드시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송호근(2002)의 

주장과 일치한다25). 그러나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지닐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인적자본

으로 빈곤을 탈출할 능력을 지닌 셈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면, 최소한 전

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2〉 근로빈곤탈출확률에 한 이산시간 분석결과 

변수
모형 Ⅰ 모형 Ⅱ

B S.E. Exp(B) B S.E. Exp(B)

통제

변수

성별 -.414 .311 .661 .504 .419 1.655

연령계층
   ①중년층 -.262 .432 .769 -.241 .688 .768

   ②중고령층 -1.094 .443 .335* -.702 .692 .496

   ③고령층 -2.349 .454 .095*** -.826 .712 .438

교육수준
   ①중학교 .943 .341 2.567** .425 .506 1.529

   ②고등학교 .566 .368 1.761 -.453 .584 .636

   ③전문대 이상 .969 .567 2.635 .105 .819 1.111

공적이전소득 증가 .121 .568 1.128

사적이전소득 증가 .555 .540 1.743

독립

변수

2년 -3.639 .691 .026***

3년 -5.341 .740 .005***

4년 -7.572 .916 .001***

모델

적합성

―2 Log likelihood 396.121 229.013

sig .000 .000

주 : 기준변수 :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 1년 기준,  성별 : 남성,  연령계층 : 청년층, 교육수준 : 
초등학교 이하, 그 외 변수 : 감소 혹은 동일 기준     

 ***= p<.001. **=p<.05. *=p<.01      = p<.10

그러나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기간과 경제적 특성을 추가로 투입하면(모형 Ⅱ), 그나마의 연령과 교

육수준영향은 사라지고,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기간만 근로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의 분

절구조가 다른 요인의 영향을 압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기간이 2년인 경우는 1

년에 비해 65.9%, 3년은 1년에 비해 86.4%, 4년 이상은 1년에 비해 92.3% 근로빈곤탈출확률이 낮았

다. 근로빈곤노동시장경험이 장기화될수록, 근로빈곤탈출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빈곤노

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노동시장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며, 이는 다시 빈곤으로 연

결되는 악순환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교육투자도 필요하지만(모형 Ⅰ), 빈곤정책의 핵심은 노동시장분절구조 개혁임

을 암시하는 것이다(모형 Ⅱ). 송호근(2002)도 빈곤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분절효과를 정책적으

25) 또한 과거 전쟁직후 대부분 교육보다는 생업을 위해 취업전선에 나선 고령자들이 분석에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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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개하지 않은 채 교육과 기술투자에 자원을 집중한다면 빈곤탈출가능성은 훨씬 작아지거나 실패

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였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다양한 차별구조를 재생산하고 빈곤으

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7.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3~7차 자료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요인을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에 대한 논의가운데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특성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있지만 대부분 종사

상 지위, 직종이나 업종 등 취업의 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으로 구분된 삼

중노동시장을 전제하였다. 각 노동시장은 본래의 노동시장지위를 따르는 경로의존성을 지니며, 그 결

과 근로빈곤노동시장에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상향이동은 제한되고,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는 

경로제약성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다시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

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을 가정하

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외부노동시장을 가운데 축으로 내부노동시장과 근로빈곤노동시장이 노동시장

의 양극단에 위치하는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과거의 이중노동시장이론으로는 현실의 노

동시장구조를 담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빈곤노동시장에서 내부노동시장 혹은 내부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폐쇄되었고(평균 0.4%), 근로빈곤노동시장에서 외부노

동시장으로의 유입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 의미의 상향이동은 매우 제한되었다. 그

리고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져,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

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근로빈곤유형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사나 육아만

을 담당하는 여성과 초고령층을 근로계층에서 제외하였는데도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취업의 질도 중

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

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근로빈곤층가운데 55~82세의 중고령층 이상이 38.4%로, 생계

근로형 중고령자가 근로빈곤층의 주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근로빈곤노동시장참여자 5명 가운데 

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자와 주 3일 이상 불안정 고용에 참여하는 조건

부과제외자도 노동시장의 하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은 계속 감

소하고 있으나, 빈곤층가운데 근로계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차에는 90.3%에 이른다. 이는 

빈곤층 10명 가운데 9명의 경제활동 또는 노동상황이 주변화된 노동 혹은 실업과 비경활을 통해 더 

열악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산시간분석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만 투입하였을 때는 청장

년층에 비해 중고령층 이상의 빈곤탈출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초등학교 이하에 비해 중학교 학력과 

전문대 이상학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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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수를 추가하면, 교육수준과 연령효과는 사라진다. 이는 노동시장의 분절구조가 다른 요인의 영

향을 압도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근로빈곤노동시장경험이 장기화될수록, 근로빈곤노동시장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할 뿐,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다시 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한 채, 근로유인제고를 위한 EITC를 핵심정책으

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근로빈곤층이기 때문에 근로유인정책이 적합하고, 노동

동기를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중심 접근이 구조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이 빈곤층의 취업과 취업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고 실업․

비경활이 근로빈곤층의 대다수였던 본 연구결과와 노동수요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EITC는 소득파악을 전제로 취업빈곤층을 

중심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68.4%(7차)는 실업 혹은 비경활빈곤층이고, 취업

빈곤층이더라도 소득파악이 어려운 영세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비임금근로자)가 24.4%로(〈표 1

0〉참고) 대다수 근로빈곤층에게(92.8%)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6). 오히려 

저임금직종을 증가시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착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저

숙련 직종이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전생애에 걸친 덫이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Esping-Andersen, 

1996), 근로유인 편향적 정책만 실시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

동수요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개혁과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개

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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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Working Poor' Poverty-Exit Possibility : 
Path Dependency of Working Poor Labor Market

Ji, Eun-Jeong
(Ph. D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of working poor labor market 

segmented from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affects employment 

and quality of employment of working poor. It Further examines how path 

dependency makes working poor to remain in the labor market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escape from a vicious poverty cycle. Data is based on the 

3~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Markov's transition 

probability and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are used for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Korea labor marke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primary labor market, the secondary labor market and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employed poor has been reduced, but the proportion 

of non economically-active working poor has been increased and has become the 

main group among the working poor. This shows that labor demand of working 

poor is fundamentally lacking and there are structural barriers that block working 

poor's employment itsel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r working 

poor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the lower poverty-exit rate. This is an evidence 

of vicious poverty cycle that the poor have little chance to exit from working 

poor labor market, once they step into it. Therefore, the longer their participation 

in poor labor market, the more likely they would move only within the closed 

working poor labor marke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labor market structure and to alleviate negative perception and discrimination 

about the poor labor while activating labor demand.

key words : working poor labor market, triple labor market, path dependency, 

poverty exit,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permanent incom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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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근로능력계층의 노동시장이동경로별 분포(3~6차. N=2,873)

3차 4차 5차 6차 번호 사람(명) 비율(%) 3차 4차 5차 6차 번호 사람(명) 비율(%) 3차 4차 5차 6차 번호 사람(명) 비율(%)

내부

내부

내부

내부 1 169 33.3

외부

내부

내부

내부 28 53 2.5

근로

빈곤

내

부

내부

내부 55 ― ―

외부 2 32 6.3 외부 29 31 1.5 외부 56 ― ―

근로빈곤 3 ― ― 근로빈곤 30 1 0.0 근로빈곤 57 ― ―

외부

내부 4 22 4.3

외부

내부 31 12 0.6

외부

내부 58 ― ―

외부 5 40 7.9 외부 32 63 3.0 외부 59 ― ―

근로빈곤 6 2 0.4 근로빈곤 33 2 0.1 근로빈곤 60 ― ―

근로

빈곤

내부 7 ― ―
근로

빈곤

내부 34 ― ―
근로

빈곤

내부 61 ― ―

외부 8 ― ― 외부 35 ― ― 외부 62 ― ―

근로빈곤 9 1 0.2 근로빈곤 36 2 0.1 근로빈곤 63 ― ―

외부

내부

내부 10 50 9.9

외부

내부

내부 37 64 3.0

외

부

내부

내부 64 1 0.4

외부 11 28 5.5 외부 38 81 3.8 외부 65 2 0.8

근로빈곤 12 ― ― 근로빈곤 39 ― ― 근로빈곤 66 ― ―

외부

내부 13 33 6.5

외부

내부 40 92 4.4

외부

내부 67 2 0.8

외부 14 118 23.3 외부 41 1,225 57.9 외부 68 40 15.9

근로빈곤 15 3 0.6 근로빈곤 42 104 4.9 근로빈곤 69 12 4.8

근로

빈곤

내부 16 1 0.2
근로

빈곤

내부 43 2 0.1
근로

빈곤

내부 70 ― ―

외부 17 3 0.6 외부 44 115 5.4 외부 71 12 4.8

근로빈곤 18 2 0.4 근로빈곤 45 136 6.4 근로빈곤 72 43 17.1

근로

빈곤

내부

내부 19 1 0.2

근로

빈곤

내부

내부 46 ― ―

근

로

빈

곤

내부

내부 73 ― ―

외부 20 ― ― 외부 47 1 0.0 외부 74 ― ―

근로빈곤 21 ― ― 근로빈곤 48 ― ― 근로빈곤 75 ― ―

외부

내부 22 ― ―

외부

내부 49 ― ―

외부

내부 76 ― ―

외부 23 1 외부 50 25 1.2 외부 77 11 4.4

근로빈곤 24 ― ― 근로빈곤 51 21 1.0 근로빈곤 78 12 4.8

근로

빈곤

내부 25 ― ―
근로

빈곤

내부 52 ― ―
근로

빈곤

내부 79 ― ―

외부 26 ― ― 외부 53 22 1.0 외부 80 12 4.8

근로빈곤 27 1 0.2 근로빈곤 54 62 2.9 근로빈곤 81 105 41.7

소 계 507 100.0 소 계 2,114 100.0 소 계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