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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인사말

한 해가 지난 시점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한 일상은 지속되고 있고, 사회 제반 시스템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커져 가
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남긴 상흔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에 비해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위기가 새로운 전환점이 된 과거 경험을 참조하면 코로나 팬데믹
또한 한국사회에 새로운 변화 및 발전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의 역사적 교훈들이
다양한 영역 및 분야에서 적극 조명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또한 성찰과 더불어 새로
운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 평가됩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는 금번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한국 사회복지정책,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길을
묻다”로 기획하여, 코로나 사태가 제기한 도전과 과제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
자 합니다. 금번 학술대회가 시대적 물음에 온전한 해답을 도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복지정
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함께 고민하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 학술대회도 국민연금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과 공동 주최·주
관하여 전문 연구기관들에서 주목하는 정책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정
책 연구자들의 치열한 문제의식이 담긴 연구성과들을 발표하는 자유주제 세션도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회 기획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한 “소모임연구활동지원사업” 연구결과들을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불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어 무척 아쉽습니다만, 더욱 활발한 온라인 참여를 통해 학회원
및 참여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고대하여 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6월
11일 학술대회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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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태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본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춘계학술대회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상록 학회
장님과 서울시복지재단,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
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
지정책의 확대를 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혁신적인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자리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회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안정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을 개
선하고,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복지지출을
단순히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학술대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을 전망하고 주요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 실험
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관 기관들이 다루는 국민연금의 개혁,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등 우리사회의 굵직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한국 사회정책이 진일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주제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주시는 구인회 교수님과 패널로 참여해주시는 본 원의
노대명 박사님을 비롯하여 윤홍식 교수님, 이원재 소장님, 조남경 교수님 등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토론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로운 정책 방안을 설계하는 데 귀히 쓰이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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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구인회 교수입니다. 2021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개최를 크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록 학회 회
장님과 여러 임원진 선생님들의 노고, 회원님들의 열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 여러 학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가 이루고 있는 성취는 참으로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
지 연구자들이 정책과 실천의 두 가지 축을 결합하며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그 연구활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역할은 각별히 중요
합니다. 사회복지학 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복지학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학제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정책의 장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경험과 지
향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막중한 책임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한국 사회복지정책,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길을 묻다”는 주제
로 내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회가
사회복지정책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집단지성을 한층 발
전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적 위기의 시기에 그간 발전해온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커다란 기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도 한국사회복지정책학
회와 협력하고 교류하며 한국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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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관 기관 세션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국민연금연구원)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의 지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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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세션2 ] 가족, 주거, 안전
Predictors of marital dissolution in later life: A 20-year longitudinal study of middle-aged and older couples in Korea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시설 안전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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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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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 급여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수급신청의사에 미치는 영향
급여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수급신청의사에 미치는 영향*

1)

문혜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Ⅰ. 연구 배경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준중위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 명에서 2018년 73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전
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주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은 부양의무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 신청 가구와 더불어 부양의무 가구의 낙인으로 인
한 신청 거부, 실 지급과 무관한 부양비의 소득 인정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나 비수급 빈곤은 제도적
기준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와 이해 정도, 기대되는 급여액,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해 발생하는데(van Oorschot, 1996),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빈곤 상태에 있으나 수급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넓게 규정하면, 신청을 하였다
가 탈락되거나,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탈락이나 중지는 신
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청과 미신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미신청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잠재적 이용자인 비수급 빈곤층의
신청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하고,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그러나 잠재적 수
급권자가 기초보장제도의 세부적 기준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인식된 정보
하에서 선정 가능성을 판단하고, 신청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신청 절차의 특성이 저소득층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자격여부의 불확실성 즉, 모
호성이 신청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복지재단(2019)의 비수급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
준보다 정보의 부족, 절차의 복잡성이 미신청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되었다. 미국 Food Stamp 비수급자
의 절반 이상이 급여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격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고(Bartlett et al., 2004)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질적 조사에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청 단계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하였다(허용창⋅한경훈 외, 2020). 이는 급여의 자격 여부, 즉 신청하면
수급을 할 수 있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할 경우 신청을 결정하거나 신청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뺷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뺸 의 일부(제4장 이용자 친화성 검토)를 수
정, 보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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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절차적 복잡성과 수급 여부의 모호성이 신청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상적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선정가능성과
신청의사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Ⅱ. 선행 연구 검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우, 과도하게 복잡한 제도이다. 저소득층을 선별해야 하는 공공부조 제도에서
기준의 복잡성은 TypeⅡ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신청을 저해하는
TypeⅠ 오류를 유발한다(Kleven & Kopczuk, 2011). 소득인정액과 각종 공제,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조치
와 특례, 가구의 구성 등 제도적 기준의 복잡성은 저소득층의 삶의 복잡성에 따라 각종 예외적인 사례들을
제도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급권에 대해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어
각 기준이 설정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준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되는데,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라는 주관적 관
념에 근거하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본 재산의 공제 규모, 주거용 재산의 인정
규모,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의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복잡성은 제도이용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며, 신청절차의 복잡
성으로 이어진다. 신청절차의 복잡성은 선정기준 등 제도적 복잡성에서 기인하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신
청자는 급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사전 단계, 신청 여부 결정, 신청을 실행해 옮기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방문과 서류 준비와 제출 등의 절차적 복잡성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
우는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
한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여부, 급여액 등은 제도의 잠재적 이용자가 신청
여부 결정 및 신청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높은 모호성을 띄고 있다.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확률의 인지 여부로 구분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가능한 결과의 확률
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얼마나 회피하고 감수할 것인지 즉, 위험 회피(risk aversion) 성향과 관
련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실질적 확률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선행연구에서
는 이를 불확실성과 구분된 모호성으로 규정하고, 모호성 회피(ambiguity aversion) 성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Akay et al., 2012; Li, 2016).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선정 확률
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선정 여부의 불명확성은 불확실성이 아닌 모호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고(Luttmer & Samwick,
2015), 모호성 및 복잡한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Li, 2016;
Spears, 2013)가 제시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위험회피 성향이 더 크지만 모호성 회피는 고소득 및 저
소득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Akay et al., 2012). 모호성 회피 성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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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나, 빈곤의 맥락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강조된다
(Spears, 2013).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이용자인 수급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초보장제도가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급에 따라 근로를 더 많이했는지(변금선, 2005; 구인회 외,
2010),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원진, 2010; 최요한, 2018), 저축에 미치는 영향(손병돈, 2011) 등이 연구되
었다. 관련 질적 연구들은 수급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주경희 외, 2015), 최근 들어 비수급 빈곤
층의 삶(김윤영⋅권진, 2015)과 비수급 빈곤의 원인(허용창⋅김동진 외, 2020), 신청 경험(허용창⋅한경
훈 외, 2020)에 대한 연구들로 이어졌다. 기초보장 수급권자 혹은 저소득층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한 국
내 선행 연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개념의 정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복잡성은 제도적 복잡성과 이로 인한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인식하는 복잡성에 초점을 두고자한다. 제도적 복잡성
은 절차적 복잡성에 투영되어 신청을 위한 방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
급자가 인식하는 복잡성을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초보장 신청 여부 결정 단계에서 신청자는 복잡한 기준과 개념, 신청과 조사의 분리 등으로 인해 신청
하더라도 선정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선정여부의 불명확성’을 모호성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선행연구 다수는 대상을 특정하고(저개발국가의 분명한 저소득층 및 이와
구분되는 비교집단 설정 등), 확률을 통제하는 인위적 실험(항아리에서 색깔공 꺼내기 등)에 기반하고 있
다. 따라서 급여신청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회피 성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응답자가 인식하는 ‘선정가능성 대비 신청의향’을 통해 위험
회피 성향을 간접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업체
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 설문 방식으로 2020년 11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개인 특성, 가구 소득과 자가보유 여부, 가구원수와 같은 가구 특성 정보를 수집하
였고, 가상적 사회보장 급여 4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정 가능성과 신청 의사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응답자에게 제시한 가상의 사회보장 급여는 <표 1>과 같다. A∼D의 가상적 급여는 복잡성과 모호성이
낮음과 높음으로 구분된다. A는 복잡성과 모호성이 모두 낮은 기준이 되는 급여 형태로 온라인 신청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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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가구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또한 매우 간단하며 신청자
가 대표 작성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월 20만원 정액이며, 지급대상은 신청의사에 낙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폭넓게 설정하였다.
B는 기준이 되는 A와 달리 모호성을 높인 가상급여이다. 모호성은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지급대상에
반영되었는데 납부한 소득세와 재산세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 지급 결정 기간도 길고, 지급금액이 큰 가구
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선정여부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도록 설정하였다. 단, 기대급여액이 A보다 낮
을 수 있어 기대급여액의 효과를 배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C는 복잡성이 높은 급여로 설정한 것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적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A보다
많고 가구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D의 급여에 대해 응답자가 선정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다(1)”∼ “매우 높다(4)”로 응답하였고, 신
청의사에 대한 인식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표 1> 설문 문항 : 가상의 사회보장급여 구성

신청방법
신청서류

A. 복잡성 낮음, 모호성 낮음
온라인 혹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가구원 중 1인 대표 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입
가구소득조회용 개인정보동의서(신청자 대표작성)

지급금액

월 20만원

지급시기

신청 후 3주 이내

지급대상

전체 국민 중 소득이 높은 10% 제외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대상

C. 복잡성 높음, 모호성 낮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세대주 신청(세대주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가구원 전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입
가구원 전체의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입(소득재산신고서)
납세증명서(작년도)
소득, 재산 및 세금납부 실적 조회용 개인정보동의서
(가구원 모두 작성)
(A와 같음)
(A와 같음)
(A와 같음)

B. 복잡성 낮음, 모호성 높음
(A와 같음)
(A와 같음)
(A와 같음)
- 작년 가구원 전체가 납부한 소득세⋅재산세 ×환급률
-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률 차등적용(1∼5%,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률 높음)
- 월 최소 2∼20만원
신청 후 3개월 내
- 전체 국민 중 소득이 높은 10% 제외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금액 큰 가구에 우선 지급
D. 복잡성 높음, 모호성 높음
(C와 같음)

(C와 같음)

(B와 같음)
(B와 같음)
(B와 같음)

Ⅳ. 분석 결과
1. 응답자 기본 특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3.5세로 35∼49세의 비율이 49.2%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35∼
49세 비율이 29.6%, 65세 이상이 16.6%임을 고려할 때, 39∼49세가 과다 표집되고 65세 이상이 과소 표
집되고, 성별은 남성이 54%로 다소 과다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전체의 고졸 이하의 비율이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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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졸 이상 비율이 52.9%로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
패널의 특성으로 추정되며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2> 응답자 기본 특성 :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연령 구간

합계

남성

22∼34세

111

(22.2)

51

35∼49세

246

(49.2)

50∼64세

126

(25.2)

최종학력
(고졸 이하)

여성
(46.0)

60

(54.1)

(8.1)

132

(53.7)

114

(46.3)

(16.7)

76

(60.3)

50

(39.7)

(30.2)

65∼88세

17

(3.4)

11

(64.7)

6

(35.3)

(47.1)

전체

500

(100.0)

270

(54.0)

230

(46.0)

(19.2)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10.6%이며 300∼500만원이 약 50%를 점한다. 가구원 중 자기 소유
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7.8%였는데,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이 54.1%이며(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2017년 서울시 자가보유율이 47%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응답자의 자가보유율은
서울시민 전체보다 다소 높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가보유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가 확인되었다.
<표 3> 응답자 가구 특성 : 가구소득 및 자가보유 여부
(단위 : 명, (%))
자가보유

전체

소득구간

자가보유

자가 미보유

200만원미만

53

(10.6)

14

(26.4)

39

(73.6)

200-300만원미만

94

(18.8)

38

(40.4)

56

(59.6)

300-400만원미만

118

(23.6)

75

(63.6)

43

(36.4)

400-500만원미만

137

(27.4)

90

(65.7)

47

(34.3)

500만원이상

98

(19.6)

72

(73.5)

26

(26.5)

전체

500

(100.0)

289

(57.8)

211

(42.2)

1인 가구가 21.2%이며 200만원 미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43.4%로 높았다.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비율이 32.0%, 4인 가구 16.6%이므로(통계청, 2019), 1∼2인 가구가 과소 표집되고 3인 이상 가구가 과다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응답자 가구 특성 : 가구소득 및 가구원수
(단위 : 명, (%))
가구원수

1인

소득구간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만원미만

23

(43.4)

6

(11.3)

19

(35.9)

3

(5.7)

2

(3.8)

200-300만원

34

(36.2)

16

(17.0)

25

(26.6)

16

(17.0)

3

(3.2)

300-400만원

23

(19.5)

26

(22.0)

37

(31.4)

27

(22.9)

5

(4.2)

400-500만원

20

(14.6)

17

(12.4)

34

(24.8)

52

(38.0)

14

(10.2)
(7.1)

500만원이상

6

(6.1)

5

(5.1)

28

(28.6)

52

(53.1)

7

전체

106

(21.2)

70

(14.0)

143

(28.6)

150

(30.0)

31

통계청, 2019

(32.0)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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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분석 결과
1) 급여구성별 차이
복잡성과 모호성이 모두 낮은 A와 비교하여, 모호성이 증가한 B와 복잡성이 증가한 C, 복잡성과 모호
성이 모두 증가한 D에서 모두 선정가능성과 신청의사가 낮게 나타났고, 복잡성과 모호성이 모두 높은 D
가 선정가능성과 신청의사 모두 가장 낮았다.

주)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높다” 및 “매우 높다” 응답 비율

[그림 1] 가구소득 구간별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높음” 응답률 비교

A∼D 급여구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선정가능성 응답의 차이가 가장 큰 급여구성은 A로 평균값의 최대-최소 차이
가 0.82(200만원 미만 3.45, 500만원 이상 2.63)이며, 차이가 가장 작은 경우는 D로 최대-최소 차이가 0.33
이었다. D에서 가구소득별 차이가 줄어든 것은 하위 소득구간에서 선정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에서 기
인한다.
신청의사의 차이는 선정가능성 응답 차이보다 작고, B의 경우 최대-최소가 0.3(200만원 미만 3.36, 500
만원 이상 3.06)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고, C와 D가 0.14로 최대-최소가 가장 근접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급여구성에 따른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의 변화가 컸는데, 최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응답자는 선정가능성에 대해 최대 3.45(A)∼최소 2.83(D)로 응답하여 최대-최소간 차이가 0.62, 신
청의사는 최대 3.58(A)∼최소3.06(D)로 0.52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최상위 소득구간은 선정가능성
2.67(C)∼2.51(B)로 0.16, 신청의사 3.31(A)∼2.99(D)로 0.32의 차이를 보여 최대-최소 격차가 최하위 소
득구간에 비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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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구소득 구간별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평균 비교

구분

A 복잡성 낮음
모호성 낮음

B 복잡성 낮음
모호성 높음

C 복잡성 높음
모호성 낮음

D 복잡성 높음
모호성 높음

선정
가능성

신청의사

선정
가능성

신청의사

선정
가능성

신청의사

선정
가능성

신청의사

200만원 미만

3.45

3.58

2.87

3.36

3.40

3.28

2.83

3.06

200∼300만원

3.20

3.43

2.77

3.24

3.06

3.27

2.85

3.13

300∼400만원

3.22

3.38

2.77

3.19

3.15

3.23

2.80

3.08

400∼500만원

2.99

3.39

2.77

3.24

2.96

3.25

2.70

3.05

500만원 이상

2.63

3.31

2.51

3.06

2.67

3.14

2.52

2.99

전체

3.06

3.40

2.73

3.21

3.02

3.23

2.73

3.06

최대-최소

0.82

0.27

0.36

0.3

0.73

0.14

0.33

0.14

주)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4점 척도 응답값의 평균

2) 선정가능성 인식 대비 신청의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가 낮다고 응답하였으나, 선정가능성 대비 신청의사는 상
대적으로 더 컸다. 즉, 선정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다면 고소득층의 신청의사가 더 높았다.
<표 6>은 <표 5>의 소득구간별 평균값을 활용하여 선정가능성 대비 신청의사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A 급여구성에서 최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응답자의 선정가능성 대비 신청의사가 1.04배이나 최상위 소득
구간은 1.26배였고, 복잡성이 높은 C 급여구성에서 최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응답자는 선정가능성 대비 신
청의사가 0.97로 신청의사 평균값이 0.11점 더 낮았다.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C 급여구성에서도
신청의사가 선정가능성의 1.18배로 나타났다.
<표 6> 가구소득 구간별 선정가능성-신청의사 비교
구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전체

선정가능성(a) 대비 신청의사(b) 비율(b/a)
A

1.04

1.07

1.05

1.13

1.26

1.11

B

1.17

1.17

1.15

1.17

1.22

1.18

C

0.97

1.07

1.02

1.10

1.18

1.07

D

1.08

1.10

1.10

1.13

1.19

1.12

차이(b-a)
A

0.13

0.22

0.16

0.40

0.67

0.34

B

0.49

0.48

0.42

0.47

0.55

0.48

C

-0.11

0.20

0.08

0.28

0.47

0.21

D

0.23

0.28

0.29

0.35

0.47

0.33

3) 복잡성과 모호성 수준에 따른 인식 변화
A-C 비교는 모호성이 낮은 상태에서 복잡성이 증가하였을 때의 변화, B-D 비교는 모호성이 높은 상태
에서 복잡성이 증가하였을 때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A에서 C로 복잡성이 증가하였을 때,
선정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0.05점 감소(A의 1.4%)하였고, B에서 D로 복잡성이 증가하였을 때는 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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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없었다(0.1% 증가).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1). 복잡성이 증가하였을 때 선정
가능성 인식보다 신청의사의 변화가 더 컸다. 신청의사는 전체적으로 4.3∼4.7% 감소하였고, 소득 최하위
구간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A-C, 8.4%, B-D 9.0% 감소). 특히 B-D 즉, 모호성이 높은 상태에서 복잡
성이 높은 경우, 소득 최하위 구간과 최상위 구간의 신청의사 변화 양상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최하
위 9.0%, 최상위 2.1% 감소).
A-B 비교는 복잡성이 낮은 상태에서 모호성이 증가하였을 때의 변화, C-D 비교는 복잡성이 높은 상태
에서 모호성이 증가하였을 때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복잡성이 낮은 상태에서 모호성이 증가한 경우
(A-B) 선정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9.7% 감소하였는데 소득 최하위 구간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16.9% 감소), 소득 최상위 구간에서는 3.5% 감소에 그쳤다. 복잡성이 높은 상태에서 모호성이 증가한 경
우(C-D)에도 선정가능성이 4.9%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소득 최하위 구간에서 가장 컸다(6.9% 감소). 신
청의사는 A-B의 경우 전체적으로 5.4% 감소, C-D의 경우 5.1%가 감소하였고, 소득구간별 차이는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복잡성과 모호성이 모두 증가하였을 때(A-D) 선정가능성은 전체적으로 9.7% 하락하였고,
소득 최하위 구간에서 선정가능성 인식이 크게 감소하였다(18.0%). A-B로 모호성이 증가되었을 때
(16.9% 감소)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복잡성 증가의 추가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잡성과
모호성이 동시에 증가한 경우 신청의사는 9.4%로 하락하였는데,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14.7%가 감소하
였고, 나머지 소득 구간은 8∼9% 수준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선정가능성과 달리 신청의사에 있어서
는 복잡성과 모호성 증가의 효과가 가산된 형태(additive)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복잡성 및 모호성 증가에 따른 변화 및 변화율
(단위 : 점, (%))
구분

복잡성 증가

모호성 증가

복잡성⋅모호성 증가

선정가능성
소득구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전체

A-C
0.06
0.14
0.07
0.03
-0.04
0.05

B-D
(1.6)
(4.0)
(2.0)
(0.8)
(-1.2)
(1.4)

0.04
-0.09
-0.03
0.07
-0.01
0.00

A-B
(1.3)
0.58
(-3.0)
0.44
(-0.9)
0.45
(2.3)
0.23
(-0.4)
0.12
(-0.1)
0.34
신청의사

소득구간
A-C
B-D
A-B
0.30
(8.4)
0.30
(9.0)
0.23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0.16
(4.5)
0.12
(3.5)
0.18
0.15
(4.3)
0.10
(3.0)
0.19
300∼400만원
0.15
(4.1)
0.19
(5.7)
0.15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0.16
(4.6)
0.07
(2.1)
0.24
전체
0.17
(4.7)
0.14
(4.3)
0.19
주) (
)안은 기준 급여구성 대비 감소율. 예를 들어 A-C의 경우 [(A-C)/A]×100

C-D
(16.9)
(12.6)
(13.0)
(6.6)
(3.5)
(9.7)

0.57
0.21
0.36
0.26
0.15
0.29

(6.3)
(5.0)
(5.4)
(4.3)
(6.8)
(5.4)

0.23
0.14
0.14
0.20
0.15
0.17

A-D
(6.7)
(4.1)
(4.2)
(5.8)
(4.5)
(4.9)

0.62
0.35
0.42
0.29
0.11
0.33

(6.9)
(4.2)
(4.4)
(6.0)
(4.7)
(5.1)

0.53
0.30
0.30
0.34
0.32
0.34

C-D

(18.0)
(10.2)
(12.3)
(8.5)
(3.3)
(9.7)
A-D
(14.7)
(8.3)
(8.3)
(9.6)
(8.8)
(9.4)

1) 고소득층에서 복잡성 증가시 선정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판단한 것은 납부한 세금의 환급 방식으로 급여구성
의 복잡성을 설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음.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률이 높다고 가정하였으나 세금을 많이 낸 고소
득층이 선정가능성이나 급여액이 높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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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가능성 인식 및 신청의사 영향 요인
다음으로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구소득을 구간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
를 보완하기 위해 가구원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외에 개인특성(성별, 학력, 연령)을 함께
통제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200만원 미만 최하위 소득구간과 기타 소득구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가
구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정의는 <표 8>
과 같다.
<표 8> 변수 정의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수명
선정가능성
신청의사
선정가능성 인식 변화
신청의사 변화
저소득 여부
가구원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의
급여구성(A∼D)별 선정가능성에 응답, “매우 낮다”(1)∼ “매우 높다”(4)
급여구성(A∼D)별 신청의사에 응답, “매우 낮다”(1)∼ “매우 높다”(4)
급여구성에 따른 선정가능성 응답값의 차이 (A-C/B-D/C-D/A-D)
급여구성에 따른 신청의사 응답값의 차이 (A-C/B-D/C-D/A-D)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1
1인/2인/3인/4인/5인 이상
남성=0, 여성=1
50세 미만=0, 50세 이상=1
고졸 이하=0, 대학 이상=1

먼저, 가구 및 개인특성이 급여구성별 선정가능성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모호성이 낮은
A와 C 급여구성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선정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1인 가구보다 다인 가구가 선정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A와 C에서 4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선정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 이외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복잡성과 모호성이 높
은 D에서 50세 이상 연령층의 선정가능성 인식 수준이 50세 미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선정가능성 인식 영향 요인
독립변수
A
저소득
(저소득=1)
0.354**
0.356**
가구원수
2
-0.075
3
-0.155
4
-0.319**
5
-0.078
성별
(여성=1)
0.033
연령
(50세이상=1)
-0.066
(대학이상=1)
-0.018
교육수준
주) ‡<.1; * p<.05 ; ** p<.01; *** p<.001

B
0.135

C
0.114
0.046
-0.003
-0.060
0.047
-0.136
-0.157
-0.084

0.368**

D
0.365**
-0.008
-0.076
-0.226*
0.005
-0.001
-0.043
-0.033

0.083

0.056
0.038
-0.006
-0.075
-0.105
-0.117
-0.157‡
-0.138

두 번째로 가구 및 개인특성이 급여구성별 신청의사에 미친 영향이다. 저소득 여부만을 분석모형에 포
함시켰을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신청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A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신청의사에는 선정가능성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정가능성을 독립변수로 포함시
킨 결과, 선정가능성을 높게 판단할수록 신청의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가구원수 및 개인특성을 통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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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복잡성이 높은 C와 D에서 저소득층의 신청의사가 고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C에서는
9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복잡성이 낮은 A와 B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청의사가 높았다.
<표 10> 신청의사 영향 요인
독립변수
A
(저소득=1)
0.206*
0.060
2
-0.044
3
-0.099
4
0.100
5
0.044
성별
(여성=1)
0.168**
연령
(50세이상=1)
-0.043
교육수준
(대학이상=1)
-0.072
선정가능성
0.439***
주) ‡<.1; * p<.05 ; ** p<.01; *** p<.001
저소득
가구원수

B
0.189

C
0.129
-0.021
-0.123
0.069
0.011
0.107‡
-0.031
-0.065
0.468***

0.050

D
-0.178‡
-0.079
-0.051
0.062
0.132
0.004
-0.004
-0.139‡
0.571***

0.015

-0.035
-0.004
-0.152‡
0.098
-0.040
0.102
-0.047
-0.097
0.580***

다음은 선정가능성 인식과 신청의사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이다. 가구 및 개인특성을 통제한 상
태에서 복잡성과 모호성 변화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표 4>의 회귀계수가 클수록 더 크게 감소한 것
을 의미한다.
복잡성이 증가한 A-C와 B-D에서 선정가능성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청의사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복잡성이 증가한 A-C
에서 여성의 신청의사 하락이 더 컸다.
모호성이 증가한 A-B와 C-D에서 저소득층의 선정가능성 판단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
면, 신청의사 변화는 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모호성이 증가할
때 여성의 신청의사 하락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과 모호성이 모두 증가한 A-D에서 선정가능성과 신청의사에서 저소득층의 하락폭이 고소득층
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변화 영향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저소득=1)
2
3
선정
4
가능성
5
변화
성별
(여성=1)
연령
(50세이상=1)
교육수준
(대학이상=1)
(저소득=1)
저소득
가구원수
2
3
신청
4
의사
5
변화
성별
(여성=1)
연령
(50세이상=1)
교육수준
(대학이상=1)
1) ‡<.1; * p<.05 ; ** p<.01; *** p<.001,
2) 회귀계수가 클수록 기준 대비 더 많이 감소함을
저소득
가구원수

A-C
-0.008
-0.067
-0.079
-0.093
-0.082
0.034
-0.023
0.015
0.186*
0.006
-0.073
0.027
-0.125
0.178**
-0.044
0.078

B-D
0.057
0.008
0.003
0.015
0.152
-0.019
0.000
0.054
0.185*
-0.017
0.031
-0.014
0.134
0.010
0.034
0.074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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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0.243*
-0.121
-0.152
-0.259*
-0.125
0.169*
0.091
0.066
0.034
-0.078
-0.042
-0.082
-0.023
0.139**
0.032
0.024

C-D
0.308**
-0.046
-0.070
-0.151‡
0.110
0.116‡
0.114
0.105
0.032
-0.101
0.062
-0.122
0.236
-0.030
0.110
0.019

A-D
0.300*
-0.113
-0.149
-0.244*
0.028
0.150*
0.091
0.120
0.218*
-0.095
-0.011
-0.095
-0.111
0.149*
0.066
0.097

 발표 2. 급여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수급신청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선정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신청의향도 높았으나, 복잡성이 높은 경우 선
정가능성을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저소득층의 신청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위험회피 성
향이 비저소득층에 비해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의 모호성 회피 성향이 고소득층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제도적 복잡성과 연계될 경우 저소득
층의 신청의사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선정가능성을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지만,
복잡성과 모호성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단,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고연령층이 과소표집 되었음을 고려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고
연령층은 위험회피 성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다수를 구성하는 고연령층은 복잡
성과 모호성에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의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도 고려해야 하
며, 이러한 점은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저소득층은 신청절차가 복잡해질 때 신청의사가 더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미래보다 현재 시점의 가치
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현재 중시 편향(present bias)이 상대적으로 더 커 신청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가치
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복잡성이 높을 때 선정가능성을 통제하면 고소득층보다 신청의사가 낮
았고, 선정여부가 불명확해질 때 선정가능성에 대해 고소득층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위험회피 성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Luttmer and
Samwick, 2015).
현재 중시 편향이나 위험 회피 성향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통제력의 부족으로 인한 충동적 기질(Dalley,
Everitt and Robbins, 2011),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과 인지능력의 저하(Haushofer and Fehr, 2014)로 설
명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령이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판단력이나 인지능력에 의한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Pepper와 동료들의 해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하위계
층의 현재 중시 편향을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맥락상 적절한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낮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인식
모두가 낮으며,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매력을 발휘할 수 없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현재를 중시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대응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저소득층이 직면
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상 적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Pepper, Gillian and Nettle, Daniel, 2017).
어떤 이유에서든 저소득층에게 현재를 중시하는 시간 편향과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회피 성향이 존재한
다면 선정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습득 비용과 신청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야 신청행
위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정여부의 불
명확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 사회보장급여를 설정, 단순화된 형태로 의견을 물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이다. 신청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져 용어와 절차에 대
한 어려움은 일부 극복될 수 있으나,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가능성을 가늠하고 신청의사를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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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에서 제도와 신청절차를 이해하는 어려움은 신청 당사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잠재적 이용자가 제도를 명료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정기준 자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특성상 선정기준의 복잡성 수준을 낮추
는 데 한계가 있다면,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다 쉬운 용어로 구성하여 이용자 친화성을 제고해야 한
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 상담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공적 연계체계
를 강화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행동주의경제학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위가 제한된 합리성과 자기통제 능력의 부족, 사회적 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에 행동주의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써 제도
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줄이는 것이 미신청 비수급 빈곤층의 신청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넛지(nutdge)’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고령
층이 과소표집되는 등 조사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조사도구로 활용한 가상적 사회보장급
여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조작적 정의함에 있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고, 비수급 빈곤층의 신청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교하고 풍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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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 40년: 누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연구해 왔나?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 40년:
누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연구해 왔나?

노법래 (세명대학교)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김수현 (컬럼비아대)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복지정책 분야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실증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서 그간 사회복지 정책 분야 연구의 흐름을 전반적인 수준에서 진단하고 향후 연구
방향성 정립에 필요한 비판적인 시사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경험한 숨 가
쁜 변화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 여러 측면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였다. Ernst Bloch
가 후발 발전주의 국가로서 독일 사회의 빠른 제도 변화 경험을 축약해서 언급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은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와 그 연구에도 녹아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은 빠른 제도적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정책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계층, 지역, 세대별로
심해질 수 있는 갈등 요소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고민은 불가피하게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을 참고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한 고유성을 잃지 않아야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성격을 서설적 차원에서 검토하
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심화이며 이는 정부 정책 설계와 이에 대한 분석과 평
가에 있어 중요한 도전 상황이다(Evans & Davis, 1999). 특히 한국 사회의 빠른 제도적 변화 경험은 이와
같은 도전 양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응용 학문로서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부터 유리될 수 없으며 일정 수준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이론
과 실증 증거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연구는 사회 복잡성의 심화에
따라 주제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공동 연
구는 학술 활동의 분업화를 촉진해 연구 생산의 양적 증대를 가져오는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
론, 논문 실적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구 실적의 양적 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업 과정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연구 협업의 증대는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사
회복지 정책 분야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구 협업 구조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사회복지 정책 분야 연구의 창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
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상호 유사성이 높은 연구자들이 형성하는 강한 결속(strong tie)
이 창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 지적한다(Powell & Grodal, 2005). 그러나 강한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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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 주제나 관점에 고착되어 창발적 역량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최영훈 외,
2008). 유사성이 높은 연구자들이 형성하는 강한 결속은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창발적 연구의 토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구의 유사 재생산을 반복하는 패쇄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구
성원 간 형성되는 느슨한 결속(weak tie)에 기반한 협력이 환경 변화에 적응적이며 문제 해결에서의 창조
성 발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Granovetter, 1973). 학제적 성격과 응용학문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느슨한 타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협업구조와 이를 형성
하는 주요 협업 집단의 연결 구조와 주제를 검토함으로서 연구 분야의 창발적 성격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난 40년 간의 사회복지 정책 연구를 실증적으로 고
찰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논문 생산의 양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논문 생산과 이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양적 변화
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적 변화를 바탕으로 탐색적인 시기 구분을 통해서 연구의 흐름을 짚
어보고자 한다.
연구의 두 번째 측면은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하고 시기에 따라 어떤 내용적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논문 초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
하고자 한다. 키워드 추출(keyword extraction)과 공기구조(co-occurring structure)를 통해 살펴본 내용적
차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주요 주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이다.
분석의 세 번째 측면은 연구자의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연구 협업 방식과 연구자별 주요 연
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자는 공저자 구조(co-authoring
structure)를 통한 연구 네트워크의 검토와 연구 생산 수준과 연구 네트워크에서 점하는 중심성(centrality)
를 기준으로 핵심 연구자를 도출하고 이들의 주요 연구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생산 방식이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가와 함께 학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분석 대상은 한국 사회복지 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한국사회복지정책학
회), “한국사회정책”(한국사회정책학회), “사회보장연구”(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한국
사회복지행정학회), “보건사회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2020년까지 개제된 전체 논문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 학술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학술지를 모두 대
상으로 하되 “한국사회복지학(한국사회복지학회)”나 “사회복지연구(한국사회복지연구회)”와 같이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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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와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지 성격을 지니는 학술지는 제외하였다. “보건사회연구” 의 경
우는 미시적인 접근을 취하는 연구도 일부 게재되나 사회보장이나 의료 정책과 관련된 정책 주제를 다루
는 연구가 많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자료는 분석 대상 논문의 초록을 포함한 서지 정보이다. 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세 가지 데이터는 서론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관찰 지점과 각각 관련이 있
다. 첫 번째 데이터는 학술지별 논문의 시기별 분포와 저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취합된(aggregated) 종단
자료이다. 두 번째 자료는 논문 초록에 대한 형태소 분해 결과이다. 형태소 분해를 위한 데이터 초기 가공
은 Python 3.6 환경에서 진행하였으며, 단어 분해는 R 환경에서 “KoNLP”패키지(Jeon & Kim, 2016)를 활
용했다. 세 번째 데이터는 공저자 자료이다. 공저자 자료는 공저 그래프(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한 자료
로서 분석에 포함된 서지 정보를 바탕으로 공저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모든 짝(pair)를 추출하여 작성하였
다.
위 대상 논문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정책”과 “사회보장연구”는 전처리 단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본 중간 보고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분석결과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예시적 성격이 강하며
이후 데이터 보완 과정 가운데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2. 분석 방법
1) 절단점 분석(break points analysis)
절단점 분석은 시계열 구조의 변화를 포착하는 분석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Bai & Perron, 2003). 본 연
구에서는 논문 출간 수 추이에 대한 검토에 절단점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모형의 결정(절단점의 수)에
단일한 선택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절단점 수 변화에 따른 모형 적합도의 변화(예,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residual sum of square)를 통해 최적 모형을 찾는 “elbow method”를 활용하고자 한다.
2) 키워드 분석
절단점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기 구분을 활용하여 시기별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
로 키워드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식을 활용
하고자 한다. TF-IDF 방식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수와 희소성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키워드
의 성격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Aizawa, 2003). 여기서는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도별로 연구 키워드를 포착하기 위해서 매해 출간된 전체 초록을 취합하여 키워드 비교를 진행했다.
3) 주요어 연관 구조
본 연구에서 주요어는 비교 시기별로 높은 수준의 빈출어나 앞에서 진행한 TF-IDF값 측정에 따른 상위
키워드인 경우로 정의한다. 주요어로 분류되는 빈도나 TF-IDF 값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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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기서는 비교 시기의 상위 25%에 속하거나 TF-IDF값 20위까지를 선별하여 주요어로 정의하였
다. 빈출 수준의 경우는 비교 시기별로 텍스트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빈출어의 상대적 수준을 고
려하여 비율값을 사용하였으며, TF-IDF값의 경우는 각 시기의 특징적인 주제를 텍스트의 양에 상관없이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기준을 활용하였다.
주요어 사이의 연관성은 한 쌍의 단어가 동일한 초록에 얼마나 동시에 출현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두 단어가 모든 초록에 항상 동시에 등장한다면 이들의 상관성은 최댓값인 1이 되며, 동시에 한 번도 등장
하지 않는다면 상관성은 최소값인 0이 되는 것이다. 단어 사이의 상관성을 그래프 구조로 제시하기 위해
서는 상관성 여부에 대한 기준값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준값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그래프의 밀도
(density)가 너무 낮아 성긴 양상을 띄게 되어 상관구조에 대한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기준값이 너
무 낮을 경우는 그래프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 의미 있는 패턴 추출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기준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방법이나 권고점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연관성을 0.1부터 0.3까지 0.01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어 전반적으로 전체 시기
의 특징을 비교적으로 잘 드러내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분석 과정을 거쳤다.
4) 공저자 네트워크와 중심성
공저자 구조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노드)와 공저 관계(엣지)로 구성된 그래프를 작
성하였다. 앞에서 도출한 시기 구분을 바탕으로 공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포착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래프의 전반적 모습에서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개별 연구자의 중심성(centrality)을 계측하였
다. 그래프 구조에서 중심성은 다양하게 계측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를 활용하였다. 매개중심성은 그래프 상의 모든 노드(node)간 최단 경로상에 중심성을 측정하
고자 하는 노드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Newman, 2001).

Ⅲ. 분석 결과
1. 양적 추이와 시기 구분
[그림 1]은 최적 break points를 찾기 위해 모형 비교를 한 결과이다. 좌측의 세로축은 RSS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 세로축은 BIC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검토 결과 최적 모형(절단점의 수)는 3
개∼4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개를 초과할 경우 AIC값의 경우 별다른 개선이 없으며 BIC값
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한 절단점 수 범위 내에서 결과의 간명성
을 위해서 절단점을 3개로 두고 시기 구분을 네 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는 앞서 진행한 절단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생산 수준(회색 실선)과 시기 구분 결과를 함
께 제시한 것이다. 점선은 smoothing된 추세선이며, 계단식으로 표현된 실선은 시기별 평균 수준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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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적 Break Points 모형에 대한 Scree plot

주고 있다. 점선으로 표현된 수직선은 각 절단점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그 평균에 해당하는 절단점
을 숫자로 표현했다. 세 개의 절단점은 각각 1995년, 2003년, 2012년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정책 관련 논문은 명확한 성장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3년 전후 시점에서 빠른 성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성장 추세는 2012년이 지나면서 다소 주춤해지고 있으며, 최근 시점
에는 일정한 하향 곡선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관찰되는 하향 곡선이 장기적인 추세를 반
영하는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3]은 이 시기별 논문 출간 관련 양적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상단은 논문 출간 수, 중앙은 참여 연
구자의 수, 하단은 참여 연구자의 조사 기간 전체 실적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자별 조사 기간 전체 실
적은 논문 1편당 100점을 부과하고 이를 저자 수로 나누어 총합하였다. 예를 들어, 단독 투고의 경우는
100점이 되며, 저자가 둘인 경우는 50점이 각각 주어지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네 시기 별로 독특한 특징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우선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1기의 경우 논문
생산과 참여 연구자는 제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논문 생산과 참여 연
구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참여 연구자의 평균 총기여는 이 시기 정점
을 찍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시기에 현재까지 사회복지 정책 분야 논문 생산에서 가장 기여가
큰 연구자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개시함을 의미한다.
200년부터 2012년까지는 논문 생산과 참여 연구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적 팽창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총기여가 빠르게 낮아진다는 점은 이 시기에 신진 연구자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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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논문 생산 추이와 시기 구분

현상이 발생함을 함의한다. 2012년부터 최근 시기는 논문 생산과 참여 연구자의 수가 정점을 찍고 부분적
인 하향 추세가 관찰되는 때이다. 참여 연구자의 평균 기여도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연구 참여자의 증가
추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추세는 국내 사회복지 정책 관련 연구의 전반적 생산성이 감퇴하고 있
는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

2. 연구 주제의 변천 1: 연구 키워드의 변화
[그림 4]는 연도별 빈출 상위 25위까지의 단어를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연도는 앞서 살펴본 시기 구분
을 참고하여 선택하였다. 연도별로 추출된 상위 25개 빈출어의 노출 수준 평균을 수직선으로 제시하고 제
시된 단어의 노출 수준 평균을 상회하는 단어의 경우 막대를 진하게 처리하였다. 그림에서 드러나듯 최상
위 빈출어는 시기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시기에서 “연구”, “분석”, “요인”, “영향” 등
의 단어가 최고 빈출어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
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예측 가능한 양상으로서 일정 수준 자료의 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기별 빈출어의 순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면 이는 해당 영역의 주제가 극단적으로 변화하
였거나 자료 수집에서 편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5]는 TF-IDF값을 기준으로 연도별 상위 키워드를 25위까지 제시한 것으로 앞서 제시한 빈출어와
동일한 구성을 따르고 있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키워드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국민의료비”가 최상위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시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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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논문 생산 시기별 양적 지표 추세 비교

강보험 통합과 같은 일련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상위 키워
드로 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 또한 당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둘러싼 아동학대의 본격적 공론화가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호”는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일
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주제를 검토했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의 전반적 키워드 분포
는 이후 전개될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청소년 보호”가 최상위 키워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추
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위원회 발족 준비를 본격화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
법과 같은 법적 정비 등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혁을 둘러싼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전후 시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권익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도입이 활
발히 이뤄졌는데 “여성노동자”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된 것은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동아시아” 키워드의 경우 복지국가 례짐 이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복지국가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기 시작하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전후 시점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
형자론” 등 동아시아 지역 질서 안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때이기도 하다. 2004년의 키워드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복지 정책 정비와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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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상위 빈출어

보인다.
2009년은 “식중독”이 최상위 키워드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
독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교육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일련의 시책이 진행된 때이기도 하다. 2009년의 특징은 이전 시기에서 관찰되는 정
책 이슈의 활발한 논의가 둔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도출된 키워드가 뚜렷하게 특정 사회복지 정책
이슈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15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부”, “연구”,
“확인”, “위험” 등의 특정 정책 영역을 드러내지 않는 단어들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상위 키워드로 포착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연구의 양적 팽창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일반적 용어들의
TF-IDF값이 높게 계측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끝으로 2020년의 경우 “청년”이 최상위 키워드로 포착되었는데, 이는 해당 시기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청년 관련 정책임을 뜻한다. 2020년은 이전부터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동과 노
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더해 COVID19 감염병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
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때이기도 하다. “다문화” 또한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데, 해당 주제는 인구학적 위기와 노동시장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의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는 주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 70 -

 발표 1.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 40년: 누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연구해 왔나?

[그림 5] 연도별 주요 키워드

3. 연구 주제의 변천 2: 주요어의 연관 구조
[그림 6]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주요어의 상관구조를 다룬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분석
에 포함된 주요어는 453개였으며, 상관성 유무 기준은 .17로 정했다. 상위 빈출어(FQ), TF-IDF방식에 따
른 키워드(KW), 두 범주에 모두 속하는 경우(KWFQ)에 따라 노드의 색을 구분했다.
주요어의 연관 구조에서 드러나는 이 시기의 특징은 사회정책 연구 주제의 뚜렷한 분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주요어가 일정하게 구분되는 군집화를 이루기보다는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높은
밀도(density)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 전반의 높은 밀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시기에 속
하는 논문의 수나 고유한 연구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은 본 연구의 시기 구분상 제 2기에 해당하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요어 연관구조를 제
시한 것이다. 이전 시기와 달리 이 시기는 일정하게 단어 군집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
다. 먼저 12시에 형성된 단어 군집은 “건강상태”, “건강보험”, “보건의료”, “환자”, “아동”, “여성”, “출산”
등의 단어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 건강정책과 관련된 클러스터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로 “음주”,
“흡연”, “자살”과 같은 이슈가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의 3시부터 4시 방향에 형성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면서 밀도도 높은 단어 군집은 높은 중
심성과 더불어 키워드이면서 빈출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무”, “몰입”, “사회복지사” 등의 단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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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어의 상관구조(1995년∼2002년)

해 사회복지 실천의 조직과 인력 관리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막바지
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이 진행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현장과 관련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진 때
이기도 하다.
6시 방향에 형성된 클러스터는 “전달체계”, “네트워크”, “평가시스템’, “사회서비스” 등의 주요어가 중
심을 형성하고 있음을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주요어 군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군집은
“프로그램”, “역량”, “현장” 등의 단어를 매개로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주제와 가깝게 밀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의 수나 밀도에 있어 다소 약한 수준으로 포착되긴 했으나 7시와 8시 방향에 느슨하게 “복지국가”
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군집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군집은 “정치”, “체제”, “사회정책”, “노
동자”, “재정”과 같은 단어 구성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드러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10시 방향에 높은 밀도를 보이면서 형성된 단어 군집은 “연금”, “사업장”, “고용”, “고령”, “사회
보험”, “실업”, “빈곤층” 등의 중심어를 통해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보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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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어의 상관구조(2003년∼2011년)

련 군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빈곤”은 이 시기의 빈출어와 키워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단어로 해당
군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빈곤과 관련된 사회보장 정책 연구가 활발
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8]은 분석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어의 상관구조를 제시한 결과이
다. 그래프 구조의 전반적인 특성은 이전 시기에 비해 낮아진 밀도를 들 수 있다. 다만 1시에 “소득보장”,
“연금제도”, “요양시설”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관련 주제가 일정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12시 방향에는 “임금”, “노동시장”, “고용”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군
집이 포착되며 “청년”주요 키워드로서 인근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군집의 아래에는 “사
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소진”, “감정”, “지위” 등의 주요어로 구성된 소규모의 군집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의 3시 방향에는 “복지국가”를 중심어로 “사회정책”, “체제”, “정치” 등의 단어로 구성된 사회정책
혹은 복지국가 전반을 다루는 거시적 연구와 관련된 단어 군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4시 방향에는
“여성”, “양육”, “결혼”과 같은 여성 혹은 가족과 관련된 군집과 더불어서 관련된 주요 정책 영역인 “다문
화”와 “아동”분야 단어들이 인근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에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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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문화 등의 주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거시적인 제도 연구의 관심이 이전의 노동에서 해당
분야로 부분적으로 이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사회복지정책 연구에서 부분적인 단어 군집이 관찰되지만 전
반적으로 밀도가 낮은 그래프 구조를 보이는 점은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성긴 연관구조는 일반적으로 연
구 주제의 다양화 따른 주제의 탈집중화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키워드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이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적인 연구 경향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성긴 그래프 구조는 상당 부분 기존에 명확하게 존재했던 연구 주제에의 집중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집중
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이 시기에 부상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의 양적 트
렌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기존에 기여가 컸던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연구
자가 진입하는 세대 교체기의 성격을 보이면서 이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던 연구 생산이 침체기에 접어
든 때이다. 따라서 연구 세대 교체기에 접어들어 연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양자에 걸쳐 연구 생
산의 동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주요어의 상관구조(2012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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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 특성1: 공저자 네트워크의 변화
[그림 9] 는 조사 시기 전체 공저자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점(노드)는 저자를 의미하며, 선(엣
지)는 공저 관계이다. 점의 크기는 총기여(논문생산)에 맞춰 크기를 조정하였다. 다만, 해당 지표는 편포가
1)

크기 때문에 상용로그를 적용하여 크기 보정을 하였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앙부에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가 존재하면서 외각에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가 산개된 구조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연구 기여 수준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연구자들이 중심에 형성된 큰 네트워크에 속해 있
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시기 전체 공저자 네트워크

[그림 10]은 네 시기별 공저자 구조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시기 전체의 흐름을 볼 때, 공저자 네트워
크의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기(P3)에 이르러 참여 연구자의 수와 연구 협
업의 양적 팽창이 관찰되는데 이 시기부터 중앙부에 규모가 큰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
인다. 제4기(P4)는 이전 시기에 관찰되는 흐름이 더욱 심화되면서 높은 밀도로 연결된 거대 협업 네트워
크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큰 협업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 연구 기여도가 높고 공저자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은 연구자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 시각화를
사각형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외곽으로 갈수록 그래프 상의 거리가 왜곡되는 효과가 있음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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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기별 공저자 네트워크의 변천

앞에서 제시한 그림은 시기 비교를 위해 그래프를 사각형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그래프 구조를 정확하
게 관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림 11]은 제4기의 공저 구조를 3차원(좌측)과 거대 군집에 집중하여(우측) 제시한 결과이다. 해당 시
기의 연구 협업 구조는 연구를 주도하는 거대 클러스터가 존재하면서 군소 클러스터가 산개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중앙부에 위치한 클러스터가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성격을 주도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속한 핵심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를 검토함으로서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전
반적 성격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자 특성2: 핵심 연구자와 주요 주제
[그림 12]는 전체 시기에 걸친 공저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심성에 대한 자연로그값(가로축)과 기여
도(세로축)의 관련성을 제시한 것이다. 각 점은 연구자를 의미하며 점의 크기는 참여 논문의 수에 비례하
여 크기를 조정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점의 분포는 U자형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저자 네
트워크의 중심에서 벗어나 단독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제
외하면 중심도와 기여 수준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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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생산 수준은 핵심 연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거
대 협업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연구는 해당 네트워크와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에 따라 생산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림 11] 제 4기의 거대 협업 네트워크

[그림 12] 중심도와 기여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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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앞에서 살펴본 그림에서 중심도와 기여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10명의 핵
심 연구자를 추출하여 기여도 순으로 정렬하고 연구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이다. 주요 키워드는 논
문에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택했다.
표에서 “기간”은 자료상에 해당 연구자가 참여한 첫 연구가 출간된 해와 마지막 해 사이의 시간 범위를 의
한다. 표에서 제시된 기간이 해당 연구자의 실제 논문 생산 이력을 정확히 계측한 결과는 아니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추정치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는 상당부분 연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의 주요 연구영역이 연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와 중심도가 가장 높은 18번 연구
자는 비영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27번과 1071번 연구자는 세부 연구주
제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주로 여성, 가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66번 연구자는 주로 빈곤과 관련된 연구를, 4번 연구자는 의료보장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자들은 대부분 추정 연구 이력이 2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핵심 연구자는 가파르게 양적 증가를 하기 시작한 2000년 전후 시점에 왕성한 연구를 수행한 집단으로 파
악된다.
<표 1> 핵심 연구자의 특성
ID

기여

Log중심성

기간

주요 저자 키워드

18

3079.66

12.19

20

기부, 사회공헌, 사회적 기업

353

2975.25

11.9

26

국민연금, 노후준비, 사회보험

227

2650.18

10.04

24

여성, 돌봄, 장기요양
빈곤, 복지지출, 소득재분배

1066

2554.54

11.51

23

600

2393.04

10.41

14

국민연금, 연금개혁, 농민

925

2392.15

10.92

23

국민연금, 복지체제, 사회투자전략

1071

2306.26

9.39

23

여성, 시간빈곤, 일가족양립

310

2114.59

9.12

28

국민연금, 재정안정, 산재보험

398

2095.78

9.32

17

국민연금, 복지인식, 연기금 투자

4

2009.99

10.58

26

의료보장, 건강불평등, 저소득층

Ⅳ.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논문 생산의 전반적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절단점 분석을 통해서 네 개의 시
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양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분석 기간 동안 가파른 양적 성장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급격한 양적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 논문 생
산이 정점에 이르러 차츰 감소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시기에 신규 연구자들이 새롭게 논문
출간에 참여하면서 세대 교체기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연구는 연도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매시기별 특징적인 키워드가 포착이 되
었으며, 해당 키워드는 연구가 생산되던 당시의 정책 변동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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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키워드 수준의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키워드가 활발히 출현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TF-IDF 방식이 비교 시기에 출현 빈도가 낮아도 독특한 단어가 출
현하면 이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키워드 출현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 주
제의 획기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 시점별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거나 TF-IDF 수준이 높은 단어를 주요어로 정의하고
주요어가 초록에 동시 등장하는 수준을 측정하여 상관구조를 그래프 형태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그래
프 형태로 포착된 주요어 연관구조는 시기에 따라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2000년 이전의 연관 구조는
높은 밀도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연구 주제의 분화가 이후 시
기에 비해 많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양적 성장세로 진입
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관성을 유지하지만 비교적 명확한 단어 군집이 포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군집은 건강,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국가 제도 연구,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진
사회보장 연구로 연결되는 환구조를 보였다. 한편 2012년부터 최근 연구의 주요어 연관구조는 이전 시기
에 관찰된 군집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가운데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성긴 양상을 나타냈다. 이 시기에 뚜
렷하게 특징적인 키워드가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성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 시기만의 특징적인 연구 주
제가 발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구자 세대 교체에 따라 기존의 연구 주제를 주도해 온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이 감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저자 구조로 검토한 연구 협업 양상은 최근 시기로 올수록 협업 구조가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
러나 그 가운데서 거대 연구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대 네트워크는 소수의 기여도와
중심도가 높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생산이 거대 네트워크와 거기에 속한 핵심 연구자들에 의해 집중화된 방식으로 주도되어 왔음을 의미한
다. 단독 연구를 선호하는 소수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연구 생산량과 연구 협업 구조에서의 중심성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여도와 그래프상의 중심도를 바탕으로 핵심 연구자와 그들의 주요 연구주제를 살
펴 보았다. 10명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자를 추출하여 검토한 결과 이들의 절반은 연금을 주로 연구한 연
구자들이었으며, 여성/가족, 빈곤, 비영리, 건강정책을 연구한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사회복지정책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가 특정 주제로 집중된 경향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의 또 다른 중요 주제인 산재, 실업, 보훈, 지역과 같은 문제나 정책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적 접근, 정책이
나 사회복지 관련법의 도입 과정(정책분석)을 다루는 연구 네트워크와 그에 속한 핵심 연구자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40년 간 사회복지정책 분야 연구를 탐색적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진단하면 다
음과 같다. 검토한 바와 같이 양적인 수준에서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가파른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공저자
네트워크로 포착한 연구 협력 수준의 증가와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연구 생산에 있어서 집중과 주제의 쏠림 또한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Powell & Grodal(2005)이 주장
한 바와 같이 강한 결속이 창의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주제의 쏠림이 있는 강한 결속은 그와 반
대로 특정 주제와 관점에 연구가 고착되는(lock-in)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고착 구조는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회복지 정책 연구에 한계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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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사회보장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주요 연구 집단으로 형성되지 않는 주요 주제의 누
락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업이나 산재와 같이 사회보험 제도에서도 핵심적인 정책 분야가 연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안정적인 연구 협업 집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청소
년 정책, 다문화 정책 등 정책 대상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집단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제약점은 사회 복잡성의 심화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해 추동된 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그와 같은 변화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예견되어 왔다. 더불어서 2020년에 닥친 대규모
감영병 사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볼 때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
응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
석에서 도출된 기본소득과 관련된 일부의 연구 영역이 이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책 환경의 변화가 기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제도적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관찰 증거는 본 연구에서 확
보하지 못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제도적 변환을 거치면서 “비동시성
의 동시성”을 그 어느 사회보다 깊게 경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기존 제도와 정합적이면서도 새롭게 표출되는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는 정책 설계에 필요한 이론과 근거를 생산하는 노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이 한
국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그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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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박종서, 2017). 과거 일과 가정은 상호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
되어 왔으나,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장과 가정생활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핵가족화, 맞벌이가구의 증가,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직장 및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서도 일⋅가정양
립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다(Gilbert, Hallet, & Eldridge, 1994; Bond, Galinsky, & Swanberg, 1998). 더욱
이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켰는데, 일⋅가정양립 환경이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에 일
⋅가정양립정책을 포함하였다. 법적 기반 역시 확고히 마련되어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동년도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제정되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제도 인지 및 활용 수준, 제반 환경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정책인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이용자가 지속
적으로 증가해 왔다. 출산휴가제도는 기업의 도입율이 80.3%(2015)에서 81.1%(2017)로 증가하였으며,
국민 인지도가 80.7%(2015)에서 81.7%(2017)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자 역시 2017년에 비해 2019년에는 35.4%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이와 같은 제도적 성숙은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주로 일⋅
가정양립정책의 인식과 활용(이지혜, 2019; 정미주⋅임상호, 2016), 정책에 대한 비판(박종서 외, 2016),
개선방안 연구(강민정, 2016; 박종서 외, 2017) 등이 수행되어 왔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정책 참여로 인한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신체적 변인의 변화(계선자, 2018; 김경미⋅강민정, 2016; 박민정, 2019), 후속출산
의도(선민정⋅조상미, 2019; 송민영, 2018) 및 기업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태희⋅오민지, 2019; 오
민지⋅김태희, 2018; 이진숙⋅최원석, 2018) 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왔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의 연구
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정책의 연구 동향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가족정책기초연구 정책브리프(2011)에서 일-가족 갈등과 개인, 일, 가족 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개인 수준에서의 관련 변수들을 파악했을 뿐 정책 차원에서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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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연구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20년간 일⋅가정양립정책 연구가 어떠한 특성을 보여 왔
는지 조망함으로써 주요한 학문적 흐름과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문적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연구
업적을 파악하는 것은 후속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또한 정책실무자에게는 개선방
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경향성 분석에 가장 빈번하게
또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사용하였다. 텍스
트 마이닝 기법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군집화 할 수 있다(박상언⋅이병량, 2017).
이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연구 경향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내용분석은 사
회과학 분야에서 보편적인 연구방법이긴 하나(Stemler, 2001), 분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최재성 외, 2016). 텍스트 마이닝은 초록에 공통적으로 내제되어 있는 주제어를 추출하는 방
법론(박상언, 2015)이라는 점에서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일⋅가정양립정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
일⋅가정양립정책이란, 직업적⋅가족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이 공급되어 기혼 남녀 근
로자가 일과 가족의 영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반 정책을 이르는 것이다(di Torella &
Masselot, 2010; 이동선, 2016). 이러한 제반 정책 및 제도를 일⋅가정양립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가정양립을 본격적인 정책과제로 삼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한 법률에서는 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난임치료휴
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분화하여 탄력적 근
무제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
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부모 돌봄 서비스, 가
족간호 휴직제 등), 근로자지원제도(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으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
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관련(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 관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 등), 근로유
연화(유연근무제, 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각의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접적인 일⋅가정양립정책을 지원하는 제
도는 김근주(2017)의 연구에서 국제 휴가정책 및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y &
Research : INLPR)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유형화한 4가지 세부 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INLPR에
서는 일⋅가정양립제도를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는 모성휴가, 배우자출산휴가로 대표되는 부성휴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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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모휴가 그리고 유연근무제의 총 4가지 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최근에
는 광의의 부모휴가라는 범주 내에 기존의 부모휴가에 더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를 포섭하여 하나의
범주로 보았으며, 여기에 유연근무제를 따로 두어 총 2가지 범주로 축소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국내
의 일⋅가정양립제도 관련 법안들의 범주들과 INLPR의 세부유형화를 통합하자면 일⋅가정 양립을 지원
하는 정책 및 제도는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논의가 서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시작한 것은 후기 산업사회
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노동력의 유입이 필수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족의
생계부양의 책임이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1.5인 혹은 2인의 생계부양자 모델로
변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양쪽의 변화가 촉진되는 것으로부터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혜
정, 송다영, 2020).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의 이런 후기 산업사회 진입 이후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상황
을 1990년대 이후 압축적으로 겪고 있으며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 서구사회에서의 논의와 달리 성평등패러다임이 부재한 채로 가족 내 돌봄 부
담의 주체를 ‘여성’으로 전제한 채 일⋅가정양립제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안현미,
2007; 정창훈, 조문석, 장용석, 2011; 안미영, 2015; 이혜정, 송다영,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
간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연구를 총 망라하는 것을 통해 현재 국내의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에게
만 초점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일⋅가정양립제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일⋅가정양립정책의 현황 및 쟁점
일⋅가정양립정책의 대표적인 제도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의 최근 이용 현황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출산전후 휴가 이용자 수는 2015년 94,590명에서 2019년 73,30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육아휴직은 2015년 87,33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05,16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주
목할 만한 점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이 급격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5년 4,872명에서 2017
년 12,04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9년도엔 22,297명으로 2015년 대비 대략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이용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 및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24.4%
에 불과하였다.
<표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자 수
(단위: 명, 백만원)
출산전후 휴가자 수
육아휴직

2015

2016

2017

2018

2019

94,590

89,834

81,093

76,414

73,306

계

87,339

89,795

90,122

99,199

105,165

여성

82,467

82,179

78,080

81,537

82,868

남성

4,872

7,616

12,042

17,662

22,297

자료: 통계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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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쟁점은 남성의 이용률 미비, 근로조건에 따른 제도 한
계, 제도 밖 사각지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남성의 일⋅가정양립정책의 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낮
으며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
성의 육아휴직 이용은 최근 증가하였지만 여성근로자의 사용 현황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가족돌봄, 경제 등의 일⋅가정양립의 모든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최영준, 2021). 이는 아직 우리 사회의 위계적인 근로 조직
문화, 낮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의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하며 아버지
친화적인 부모휴가정책을 도입 및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홍승아, 2018).
둘째,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장 유형, 직종, 근로형태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의 실효성은 더욱
낮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거나 민간 대기업의 경우, 사무직인 경우,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용 비율이 높지만 개인사업체, 판매직, 임시⋅일용직 등의 경우에는 이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근
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가정양립제도를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근로여건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강조되고 있다(이지혜, 2019).
셋째,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보장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현황
을 보면(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64.5%가 비정규직이었으며 97.9%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2.6%가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가정양
립제도에 대해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재희 외, 2018).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을 90일간 지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 일⋅가정양립정책의 선행연구
1) 국내연구
지난 10년간 국내 일가정양립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일⋅
가정양립에 관한 연구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일⋅가정양립 정책 활용을 다룬 연구들, 셋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가정양립 정책을 다룬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연구는 (1) 개인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경험 연구(안소희⋅최정
숙, 2014; 양소남⋅신창식, 2011; 정선이 외, 2019; 현솔지⋅백학영, 2020) (2) 젠더적 관점에 따른 일가정
양립 연구(고영실⋅박용한, 2020; 김연하 외, 2019; 김은경⋅심준섭, 2016; 박정민⋅윤영채, 2018; 오민아
외, 2018; 장유나 외, 2020) 등이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일⋅가정양립 정책을 다룬 연구들은 (1) 일가정양립 정책 이용에 따른 개인
의 경험 및 인식 연구(김선미⋅안희란, 2016; 김연진⋅김수영, 2015; 김태윤⋅김미숙, 2016; 손서희,
2017; 최새은 외, 2019; 최지은⋅김현경, 2019) (2) 일가정양립정책 활용으로 인해 조직 내 근로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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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 등에 관한 연구(류연규⋅백승호, 2013; 박찬웅 외, 2018; 이양숙⋅장수정,
2013; 전성준 외, 2018; 정창훈 외, 2011; 최수찬⋅김종성, 2016; 최지은⋅김현경, 2019) 등이 있으며 조직
내에서 일가정양립정책 활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가정양립 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1) 일가정양립정책 평가, 분석에 관
한 연구(구은미, 2015; 김은정, 2012; 노혜진, 2016; 이혜정⋅송다영, 2020), (2) 젠더적 관점에서 일가정양
립 정책연구(김영미, 2009; 김혜정, 2011; 윤성호, 2013; 홍승아, 2012; 황은정⋅김교성, 2013), (3) 국외 일
가정양립정책 및 국가 비교 연구(이성한, 2018; 김지현, 2020; 노혜진⋅황은정, 2018; 심상용, 2013; 이동
선, 2016; 김사현⋅홍경준, 2014)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국외연구
국외연구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연구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
고 2000년대에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 이는 국내에서의 연구동향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도 꾸준하게 근로자들에게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Gilbert, Hallet, & Eldridge, 1994; Galinsky, Bond, & Swanberg, 1998)과 이들을 둘러싼 가정, 조직,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Ruppanner, & Maume, 2016;
Wiß, 2017; Mauerer, 2018; Krstić, & Matić, 2020; Weale, Oakman, & Wells, 2020). 이러한 국외 연구는 다
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가정양립 관련 실증연구들,
둘째,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들, 셋째,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된 패러다임들을 다루는 연
구들로 분류해볼 수 있다. 각각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가정양립 관련 실증연구들은 (1) 직종별 환경에 따른 일⋅가정양립 양상을 살펴본 실증연구
(Visser et al., 2016; Hofmann, & Stokburger-Sauer, 2017; Darko-Asumadu, Sika-Bright, & Osei-Tutu,
2018; Nogues, & Tremblay, 2019; Hassan, 2020; Palumbo, 2020; Townsend, & Bugg, 2020), (2) 각종 직무
변수들과 일⋅가정양립의 관련성 연구(Rasheed, Iqbal, & Mustafa, 2018; Pawoko, 2019; Bhattacharya,
Neelam, & Rajagopal, 2020), (3) 기타 다양한 변인들과 일⋅가정양립 관련성 연구(Rao, 2016; Sirgy, &
Lee, 2016; Pattusamy, & Jacob, 2017; Sirgy, & Lee, 2018; He et al., 2020), (4) 특수한 상황으로 2020년의
Covid-19와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Palumbo, 2020; Wolor et al., 2020).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들은 (1) 국가별 일⋅가정양립정책의 운용 및 환경과 관
련된 연구들(Ruppanner, & Maume, 2016; Wiß, 2017; Feeney, & Stritch, 2019; Le et al., 2020), (2) 가족정
책, 육아정책과 일⋅가정양립 관련성 연구(Samantroy,& Khurana, 2016; Mauerer, 2018; Krstić, & Matić,
2020), (3) 조직 차원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Adame-Sánchez,
González-Cruz, & Martínez-Fuentes, 2016; Kotey, & Sharma, 2016; Wheatley, 2017; Krys et al., 2018;

1) Scopus라는 색인/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work life balance’로 article을 검색한 결과, 2001년 95개, 2002년
96개, 2003년 143개, 2004년 169개, 2005년 236개, 2006년 262개, 2007년 299개, 2008년 369개, 2009년 373개,
2010년 395개, 2011년 473개, 2012년 486개, 2013년 595개, 2014년 629개, 2015년 658개, 2016년 853개, 2017
년 968개, 2018년 1,089개, 2019년 1,323개, 2020년 1,428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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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e, Oakman, & Wells, 2020).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다루는 연구들은 (1) 주로 gender gap issue등과 관
련된 성별 영향력이 일⋅가정양립정책에 미치는 것과 관련된 연구(Karkoulian, Srour, & Sinan, 2016;
Pareek, & Bagrecha, 2017; Odriozola, & Baraibar-Diez, 2018; Dilmaghani, & Tabvuma, 2019; Akobo, &
Stewart, 2020), (2) 다양한 신념 체계, 인식체계인 이데올로기가 일⋅가정양립정책에 미치는 연구로 분류
할 수 있다(Rao, 2017; Denson, Szelényi, & Bresonis, 2018; Stavrou, & Ierodiakonou, 2018; Sav, 2019).

Ⅲ. 연구방법
1. 분석용 데이터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일⋅가정양립정책을 주제로 사회복지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대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복지적 함의를 내포한 연구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
지 목록 가운데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2020년 기준 최근 5년 간 임펙트 펙터(Impact Factor) 1.0 이상의 학
술지 47개를 1차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학문적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McMahon과 AllenMeares(1992)의 학회지 선정 기준 가운데 해당 분야의 주요 학회지이며 전국적 저자와 독자가 있는 학술
지이자 분석 대상이 되는 시기에 학회지가 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7개의 학술지에 대해 첫째,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제도)’,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로/유연근무(제도)’를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과 범위는 학자마다
그리고 법마다 포괄하는 정책이 다소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구분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2) 이처럼 법⋅제도적 구
분을 참고함과 동시에 국제 휴가정책 및 연구네트워크(INLPR)에서 일⋅가정양립정책 유형화를 모성휴
가와 부성휴가, 육아휴직(부모휴가), 유연근무제로 구분류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김근주, 2017). 키워드
검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KCI)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특정 연도가 제외되어 있는 학술지의 경우
RISS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또한 RISS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학술지 사이트에서 검색을
완료하였다. 검색 결과 위 5개 키워드로 연구가 검색되지 않은 25개의 학술지를 제외하였다. 둘째, 남은
22개 학술지의 국문 제목과 초록을 일일이 탐독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을 다룬 연구들을 최종적으로 선
정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157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학술지는 <표 2>에 제시하였듯, ‘가족과 문화’와 ‘사회복지정책’ 학술지의 논문이 각 19편으

2)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난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탄력적 근무제도와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으로 구분한다. ③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관련, 육아휴직 관련, 근로유연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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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사회복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등의 학술지에서 10편 이상의 일⋅가정양립정책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학술
지는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
구’, ‘열린부모교육연구’ 등으로, 해당 학술지의 관심 분야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2> 분석대상 저널과 논문 편수
(n=157)
저널
가족과 문화
사회복지정책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사회복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노동정책연구
비판사회정책
사회보장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보건사회연구

빈도
19
19
15
14
11
10
9
7
7
7
6

비율
12.1
12.1
9.6
8.9
7.0
6.4
5.7
4.5
4.5
4.5
3.8

저널
육아정책연구
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아동복지학
한국보육학회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열린부모교육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빈도
6
5
5
4
3
3
2
2
1
1
1

비율
3.8
3.2
3.2
2.5
1.9
1.9
1.3
1.3
0.6
0.6
0.6

아래 [그림 1]과 같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 대상 사회복지학 학술지에 게재된 일⋅가정양립정
책 연구 논문의 총 수는 157편이었다. 2001년 이후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평균 8편의 논문이 매년 발표되어 왔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편수

2. 분석방법
1) 내용분석(content analyis)
내용분석은 연구경향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으로, 연구자가 선정한 명확
한 분류기준에 의해 적은 수의 범주로 압축하는 체계적 기술이다(Stemler, 2001). 내용분석의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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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마다 다양한데,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McMahon & Allen-Meares, 1992; Taber & Shapiro,
1965; 정준금, 2013; 최재성 외, 2016)을 참고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정책
연구들을 다루고 있음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정책연구 경향성을 연구한 정준금(2013)의 구분을 활
용하였다. 정준금(2013: 35)이 밝혔듯, 연구목적은 연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책 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증으로 분류하였으며, 경험적 분석이 포함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 제언에 중점을 둔 경우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이론은 정준금(2013)은 실제 정
책 이외에 특정한 이론을 살펴본 연구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젠더관점이나 특정 패러다임을 바탕으
로 한 정책연구들을 여기에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 제도는 분석용 데이터 파트에서 전술하였듯, 법 제도적
구분과 이론적 측면(김근주, 2017)을 고려하여 일⋅가정양립정책 및 가족친화제도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로제도로 구분하였다.
<표 3> 내용분석을 위한 조사 항목
항목
학술지 개요

구분
학술지명, 발행기관, 연도, 권, 호, 저자, 제목, 국문키워드, 영문키워드, 연구비 지원 여부, IF(임펙트 펙터)

연구목적

실증, 처방, 이론

연구내용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연구방법
연구지역
연구대상
데이터

양적연구, 질적연구(문헌연구), 혼합연구, 기타
국내, 국외, 국내외, 기타
↳ 국내인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타, 알수없음
개인, 조직(기업), 정책(제도), 행정(전달체계), 기타
↳ 조직인 경우: 공공(정부 및 지자체), 민간 비영리조직(사회복지 유관 조직 및 시설), 민간 영리조직
2차 데이터, 1차 데이터, 기타, 해당없음
일가정양립제도 및 가족친화제도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로제도

연구 대상
제도

↳ 세부 제도 및 개념

변수 사용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 등 경로관련변수, 기타

저자 정보

저자 구분(단독, 공동), 저자 수, 저자 직책(대학, 연구원, 공무원, 실천가, 기타)

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경향성 분석에 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단
어의 상위 출현 빈도수 분석, 워드클라우드 산출, 토픽모델링 그리고 의미연결망(SNA) 분석을 실시하였
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기존의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닌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고수준의 정보를 추출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들을 정제하여 특정 단어의 출현빈도, 연관
성 분석을 활용하여 단어들 간의 관계를 추출해내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Blei & Laffery, 2009, Hwang &
Hwang, 2016). 본 연구에서 텍스트마이닝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텍스트 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주제어가 누락된 경우 제목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전
처리란 텍스트마이닝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텍스트를 보다 다루기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과
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KoNL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에 투입한
157개의 학술지 논문의 주제어에서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명사를 통해 출현 빈도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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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며, 그 가운데 상위 출현 빈도 단어를 통해 워드클라우드를 산출하였다. 워드클라우드란 단어 빈
도를 시각화하여 빈도에 따라 글자 크기와 색을 다르게 표현하여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상위출현 빈도 분석에
서 단어의 중요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맥락에서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단어들 간의
관계를 이용한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만들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김영우,
2017).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수집된 자료들 간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주제들이 있을 것이란 가정 하에 이들을 추출해내고 이들 주제들 간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기 위해 사용하
는 방법을 말한다(방상언, 이병량, 2017).

Ⅳ. 일⋅가정양립정책 연구경향 분석 결과
1. 내용분석 결과
1) 시계열 분석
연도별 연구내용을 <표 4>와 같이 살펴본 결과, 정책평가 논문이 102편으로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
였다. 또한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논문이 41편(26.1%)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정책집행 및 정책결
정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정책의제 설정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8년이었으며, 정
책평가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9년과 2013년, 2017년 등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연구내용
(n=157)
20
01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총계

빈도

0

2

1

5

1

4

0

4

3

2

1

1

3

2

3

0

6

1

2

41

구분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비율

0.0

빈도

0

0

0

1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3

비율

0.0

0.0

0.0

14.3

0.0

9.1

0.0

0.0

0.0

0.0

0.0

9.1

0.0

0.0

0.0

0.0

0.0

0.0

0.0

1.9

1

1

1

1

2

빈도

0

비율

0.0

빈도
비율

1

40.0 33.3 71.4 14.3 36.4

20.0 33.3
2

1

0.0

21.1 27.3 28.6 20.0

9.1

0

1

1

0

0

1

0

1

0

0.0

14.3

9.1

0.0

0.0

9.1

0.0

20.0

0.0

1

5

5

5

15

7

5

3

9

30.0 25.0 23.1

10.0 12.5 15.4
6

5

8

0.0

50.0 14.3 33.3 26.1

0

1

0

0

11

0.0

8.3

0.0

0.0

7.0

9

5

6

4

102

100.0 40.0 33.3 14.3 71.4 45.5 100.0 78.9 63.6 71.4 60.0 81.8 60.0 62.5 61.5 100.0 41.7 85.7 66.7 65.0

<표 5>에서 연도별 연구목적을 확인한 결과, 현재 진행되는 정책 및 개인적 요인 분석에 초점을 둔 실증
연구가 전체의 6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처방 연구가 25.5%였고, 이론 연구가 5.7%로 가장 적
었다. 시기별로 보면, 실증 연구는 증감은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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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연구목적
(n=157)
구분

20
01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총계

1

3

2

1

4

7

5

13

7

6

4

6

6

5

11

8

9

5

5

108

빈도

실증

비율

100.0 60.0 66.7 14.3 57.1 63.6 100.0 68.4 63.6 85.7 80.0 54.5 60.0 62.5 84.6 88.9 75.0 71.4 83.3 68.8
0

빈도

처방

비율

이론

2

1

5

3

2

0

2

4

1

1

4

4

3

2

1

3

2

0

40

0.0 40.0 33.3 71.4 42.9 18.2 0.0 10.5 36.4 14.3 20.0 36.4 40.0 37.5 15.4 11.1 25.0 28.6 0.0

빈도

0

0

0

비율

0.0

0.0

1

0

2

0

4

0

0.0 14.3 0.0 18.2 0.0 21.1 0.0

0

0

1

0

0

0

0

0

0.0

0.0

9.1

0.0

0.0

0.0

0.0

0.0

0

25.5

1

9

0.0 16.7

5.7

연도별 연구지역은 아래 <표 6>과 같이 국내가 약 67%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외 연구(17.2%)와 국외
(15.3%), 기타(0.6%)의 순이었다. 국내외 연구는 주로 한국과 국외의 정책 및 제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
았으며, 국외 대상 연구는 주로 한국 제도에의 시사점을 발견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6> 연도별 연구지역
(n=157)
구분
국내
국외
국내외
기타

빈도
비율

20
01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총계

1

2

1

5

2

5

4

11

7

5

5

6

9

6

11

6

9

6

4

105

100.0 40.0 33.3 71.4 28.6 45.5 80.0 57.9 63.6 71.4 100.0 54.5 90.0 75.0 84.6 66.7 75.0 85.7 66.7 66.9

빈도

0

비율

0.0

2

2

1

1

2

1

6

3

40.0 66.7 14.3 14.3 18.2 20.0 31.6 27.3

빈도

0

1

0

비율

0.0

20.0

0.0

1

4

빈도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3

0

0

3

0

0

0

3

0

0

0

24

0.0

0.0

27.3

0.0

0.0

0.0

33.3

0.0

0.0

0.0

15.3

2

1

2

2

3

1

2

27

0

2

1

2

0

0.0

10.5

9.1

28.6

0.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9.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14.3 57.1 27.3

18.2 10.0 25.0 15.4

0
0.0

25.0 14.3 33.3 17.2

<표 7>에서 국내 연구지역만을 따로 살펴본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48.9%)가 절반 정도에 해당
하였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연구(3.1%)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연구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연구가
20%에 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법 기술 시 보다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국내 연구지역(다중응답)
(n=131)
전국
국내
연구지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타

알 수 없음

총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4

48.9

30

22.9

6

4.6

4

3.1

27

20.6

131

100.0

전체 논문의 연구비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연구가 97편(61.8%)이었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가 60편(38.2%)이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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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비 지원 여부

<표 8>은 연도별 연구대상을 확인한 결과로, 전체의 63.7%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그 다음은
정책(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9.3%였다. 조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6.4%)와 행정(전달체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3.2%)는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표 8> 연도별 연구대상(다중응답)
(n=157)
구분
개인
조직/기업
정책(제도)
행정
(전달체계)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
01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총계

1

2

0

3

3

5

1

10

8

3

3

6

8

7

12

8

11

5

4

100

100.0 40.0 0.0 42.9 42.9 45.5 20.0 52.6 72.7 42.9 60.0 54.5 80.0 87.5 92.3 88.9 91.7 71.4 66.7 63.7
0

1

0

1

0

0.0 20.0 0.0 14.3 0.0
0

3

3

2

4

0

2

1

0.0 40.0 5.3
5

2

8

1

2

0

2

0

9.1 28.6 0.0 18.2 0.0
3

0

2

5

2

0

0

0

0

0

0

10

0.0

0.0

0.0

0.0

0.0

0.0

6.4

1

1

1

1

2

1

46

0.0 60.0 100.0 28.6 57.1 45.5 40.0 42.1 27.3 0.0 40.0 45.5 20.0 12.5 7.7 11.1 8.3 28.6 16.7 29.3

빈도

0

0

비율

0.0

0.0

빈도

0

0

비율

0.0

0.0

0

1

0

0.0 14.3 0.0
0

1

3

0

0

0

0

0.0

0.0

0.0

0.0

3

0

2

1

0

2

1

0.0 40.0 9.1
2

0

0.0 14.3 42.9 27.3 0.0 10.5 9.1 28.6 0.0

1
9.1

0

0

0

0

0.0

0.0

0.0

0.0

0

3

2

3

0

1

0

0.0 14.3 0.0
2

0

1

5
3.2
24

0.0 37.5 15.4 33.3 16.7 0.0 16.7 15.3

연도별 연구방법을 아래 <표 9>에서 확인한 결과, 양적연구가 거의 60%에 달하였으며, 질적연구가
35.7%였다. 이는 전체 연구의 68.8%의 연구목적이 실증이었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질적연구는 대
부분 문헌연구에 해당하였으며,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는 3.8%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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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도별 연구방법
(n=157)
구분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
01

20
03

1

0

100.0 0.0
0

5

20
04
0
0.0
3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총계

3

3

6

3

11

8

5

2

8

6

5

7

8

10

4

4

94

42.9 42.9 54.5 60.0 57.9 72.7 71.4 40.0 72.7 60.0 62.5 53.8 88.9 83.3 57.1 66.7 59.9
4

3

5

2

6

3

2

3

3

4

2

4

1

2

3

1

56

0.0 100.0 100.0 57.1 42.9 45.5 40.0 31.6 27.3 28.6 60.0 27.3 40.0 25.0 30.8 11.1 16.7 42.9 16.7 35.7

빈도

0

0

0

0

1

0.0 14.3

0

0

2

0

10.5 0.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빈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2

0.0 15.4
1

0

12.5 0.0

0

0

0

1

0.0

0.0

0

0

0

0

1

0.0

0.0

0.0

0.0

0.6

0.0 16.7

6
3.8

<표 10>을 보면 데이터 수집방법으로 2차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가 약 47%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 조사
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1차 데이터가 28%로 나타났다.
<표 10> 데이터 수집방법(다중응답)
(n=157)
구분
빈도
비율
빈도
1차데이터
비율
빈도
기타
비율
빈도
해당없음
비율

2차데이터

20
01
0
0.0
1
100.0
0
0.0
0
0.0

20
03
1
20.0
0
0.0
0
0.0
4
80.0

20
04
0
0.0
0
0.0
0
0.0
3
100.0

20
05
2
28.6
2
28.6
0
0.0
3
42.9

20
06
3
42.9
1
14.3
0
0.0
4
57.1

20
07
3
27.3
3
27.3
0
0.0
5
45.5

20
08
2
40.0
1
20.0
0
0.0
2
40.0

20
09
7
36.8
6
31.6
4
21.1
3
15.8

20
10
4
36.4
4
36.4
0
0.0
3
27.3

20
11
5
71.4
1
14.3
0
0.0
1
14.3

20
12
1
20.0
2
40.0
0
0.0
2
40.0

20
13
7
63.6
2
18.2
0
0.0
2
18.2

20
14
6
60.0
3
30.0
1
10.0
1
10.0

20
15
4
50.0
3
37.5
0
0.0
1
12.5

20 20 20 20 20
16 17 18 19 20
7
6
7
5
4
53.8 66.7 58.3 71.4 66.7
6
3
4
1
1
46.2 33.3 33.3 14.3 16.7
0
0
0
0
0
0.0 0.0 0.0 0.0 0.0
0
0
1
1
1
0.0 0.0 8.3 14.3 16.7

총계
74
47.1
44
28.0
5
3.2
37
23.6

일⋅가정양립정책이 논문 내에서 어떠한 변수로 사용되었는지를 아래 <표 11>과 같이 확인한 결과, 기
타 변수가 46.8%로 가장 많았다. 일⋅가정양립정책이 기타 변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보다 국내외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한 GDP 대비 가족지출이나 여성
고용율 등을 빈도분석이나 기술통계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일⋅가정양
립정책을 독립변수로 살펴본 연구들도 약 40%에 해당하였으며, 일⋅가정양립정책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경우들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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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수 사용(다중응답)
(n=126)
20
01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경로 관련
변수
기타

20
03

20
04

20
05

빈도

0

0

0

0

비율

0.0

0.0

0.0

0.0

0

1

빈도

0

0

비율

0.0

0.0

1

0

빈도
비율

100.0 0.0

빈도
비율

0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0

1

3

2

3

0

0.0 14.3 100.0 12.5 33.3 0.0
1

4

1

3

4

4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0

3

0

1

2

0

0.0 33.3 0.0 14.3 16.7 0.0
1

5

3

4

3

5

20
18

20
19

0

0

0.0

0.0

5

2

20
20

총계

0

15

0.0 11.9
3

49

0.0 20.0 20.0 57.1 33.3 18.8 44.4 57.1 50.0 55.6 33.3 57.1 25.0 55.6 41.7 40.0 60.0 38.9
0

0

0.0

0.0

1

4

2

0

1

1

1

0.0 14.3 33.3 6.3
4

3

0

0

1

0

0.0 14.3 0.0

10

2

2

1

0

1

1

0

1

1

0.0 11.1 14.3 0.0 11.1 8.3
1

6

2

7

3

6

0

0

9

0.0

0.0

7.1

3

2

59

0.0 100.0 100.0 80.0 80.0 42.9 0.0 62.5 22.2 28.6 50.0 11.1 66.7 28.6 58.3 33.3 50.0 60.0 40.0 46.8

<표 12>에서 연도별 저자 수를 확인한 결과 단독 연구(54.8%)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005년∼
2007년 경부터는 2인 이상의 저자 논문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래 <표 13>에서 저자의 직책은 대학의
교수나 석박사생 등이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2> 저자 수
(n=157)
구분
단독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빈도
비율

20
01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총계

1

5

3

6

5

9

4

12

8

2

3

6

2

4

5

3

4

1

3

86

100.0 100.0 100.0 85.7 71.4 81.8 80.0 63.2 72.7 28.6 60.0 54.5 20.0 50.0 38.5 33.3 33.3 14.3 50.0 54.8

빈도

0

0

비율

0.0

0.0

0

1

1

1

0.0 14.3 14.3 9.1

빈도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1

0

6

2

3

2

1

1

9.1 20.0 5.3

1

2

0

9.1 28.6 0.0

빈도

0

0

0

0

0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

0

빈도

0

0

0

비율

0.0

0.0

0.0

0.0 14.3 0.0

5

7

4

8

4

6

4

2

56

0.0 31.6 18.2 42.9 40.0 45.5 70.0 50.0 61.5 44.4 50.0 57.1 33.3 35.7
0

0

0

0.0

0.0

0.0

0

1

0

0.0 10.0 0.0

0

2

2

2

1

13

0.0 22.2 16.7 28.6 16.7 8.3
0

0

0

0

0

1

0.0

0.0

0.0

0.0

0.0

0.6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표 13> 저자 소속
(n=221)
20
01

구분
대학
연구원
공무원
실천가
기타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빈도

1

4

3

8

11

13

비율

0.5

2.1

1.6

4.2

5.7

6.8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7

23

13

10

5

14

13

9

15

10

16

9

8

192

3.6 12.0 6.8

5.2

2.6

7.3

6.8

4.7

7.8

5.2

8.3

4.7

4.2

86.9

2

4

1

4

1

빈도

0

1

0

0

0

1

0

1

2

0

2

1

2

2

비율

0.0

4.2

0.0

0.0

0.0

4.2

0.0

4.2

8.3

0.0

8.3

4.2

8.3

8.3

0

1

0

0

1

0

빈도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빈도

0

0

0

0

0

0

0

0

0

0

0.0

0.0

0

0

0

0

0

0

0.0 50.0 0.0

0.0 50.0 0.0

20
16

20
18

20
19

20
20

8.3 16.7 4.2 16.7 4.2

총계

24
10.9

0

0

0

0

0

2

0.0

0.0

0.0

0.0

0.0

0.9

0

1

0

0

1

2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빈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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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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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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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석대상이 된 157편의 연구의 총 707개의 주제어를 57개의 주제어로 분류하였다. 해당 작업
을 위해 연구자 1인이 1차 분류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전체 연구자가 참여하여 수정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연구 가운데 상위 20개의 주제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가장
많은 주제어는 ‘일가정양립’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양
립정책 가운데 특히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1995년 이후 육아휴직의 대상을 근로여성에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할 배우자로 확대함
에 따라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3위인 ‘기타
직무변인’은 조직 관련 주제어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 관련 변인들로, 노동권이나 노동생산성 증진,
노동시장 성분절 구조, 업무량, 이직의도 등 다양한 직무변인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외에도 5위인 ‘여성경
제활동’은 기혼 여성 노동자, 일하는 어머니, 취업모, 여성노동 등의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가
정양립정책이 점차 남성 배우자에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가정양립의 많은 부분이 여성 배우자
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방법’은 퍼지셋
분석, 잠재성장모형 등 실제 분석방법들을 하나의 주제어로 통합한 것인데, 특히 다층모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위인 ‘국가’는 남유럽국가, 노르딕국가, 한국 등 주제어에 국가명이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영국과 독일 연구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9위 ‘가족요인’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주제어였으며 일⋅가정양립에서 가정에 보다 초점을 둔 논문들이 여
기에 해당하였다. 11위 ‘기타정책’에는 여성고용정책, 돌봄의 사회화 정책, 보육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또
한 ‘현금지원정책’은 보육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재정지원 등 현금성 지원 정책들을 포괄하였다.
<표 14> 주제어 상위 20개
순위

주제어

빈도

비율

순위

주제어

빈도

비율

1

일가정양립

35

5.0

11

기타정책

19

2.7

2

육아휴직제도

31

4.4

12

현금지원정책

18

2.6

3

기타직무변인

30

4.3

서비스

16

4

가족친화정책

25

3.6

젠더이데올로기

16

여성경제활동

23

분석방법

23

7

국가

22

3.1

8

일가정양립정책

21

3.0

가족정책

20

가족요인

20

5

9

3.3

2.8

13
15
17
19

연구방법

15

기타이데올로기

15

일가정갈등

14

저출산

14

보육

13

시간연구

13

2.3
2.1
2.0
1.8

연도별로 2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를 출현 빈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가정양립정책’보다 ‘가족친화정책’이 주제어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이후부터
‘일⋅가정양립정책’이 주제어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도는
‘육아휴직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는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기업과 관련하여 ‘기타직무변인’,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유연근무제도’등이 등장하고 있
다. 연구가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일가정갈등’, ‘일가정양립’, ‘일가정조화’에 대한 연구들이 모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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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2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연도

주제어

2003

국가, 기타, 육아휴직제도, 가족친화정책

2004

가족친화정책

2005

기타, 현금지원정책, 젠더이데올로기, 가족정책, 가족친화정책, 육아휴직제도, 서비스, 탈가족화

2006

기타, 가족정책, 저출산, 젠더이데올로기, 육아휴직제도, 탈가족화, 국가, 일가정양립, 보육, 탈상품화

2007

기타, 탈가족화, 국가, 일가정양립, 탈상품화, 기타직무변인,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일가정조화, 가족요인, 유연근무제도

2008

서비스, 육아휴직제도, 가족친화정책, 기타직무변인

2009

기타, 기타직무변인, 기타정책, 가족요인, 서비스, 일가정갈등, 국가, 가족정책, 가족친화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분석방법, 기타이데올로기, 근무형태, 육아휴직제도, 일가정양립, 일가정조화, 여성경제활동, 현금지원정책,
젠더이데올로기, 남성양육참여, 저출산정책, 한부모가구

2010

기타, 기타직무변인, 국가, 일가정갈등, 가족친화정책, 여성경제활동, 가족요인, 가족정책, 일가정양립,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출산율, 조직몰입, 부부가구

2011

기타, 여성경제활동, 일가정양립정책, 기타직무변인, 분석방법, 임금, 조직성과

2012

기타, 정책효과, 근무형태

2013

기타, 일가정양립정책, 기타정책, 분석방법, 정책효과, 기타직무변인, 육아휴직제도, 연구방법

2014

기타,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정책, 기타직무변인, 육아휴직제도, 연구방법, 저출산, 가족요인, 기타이데올로기,
가사분담, 심리사회요인, 시간연구

2015

기타, 시간연구, 일가정양립, 기타이데올로기, 가사분담, 분석방법, 젠더이데올로기

2016

기타, 일가정양립, 육아휴직제도, 연구방법, 기타직무변인, 기타정책, 현금지원정책, 남성양육참여, 가족요인,
가족친화정책, 직무만족도, 일가정갈등, 일가정조화

2017

기타, 일가정양립, 현금지원정책, 여성경제활동, 부부가구, 시간연구, 보육, 정책효과

2018

기타, 시간연구, 분석방법, 여성경제활동, 가족요인, 불평등, 보육, 가족친화정책, 저출산, 직무만족도

2019

기타, 심리사회요인, 육아휴직제도, 분석방법, 연구방법, 남성양육참여, 기타이데올로기, 국가

2020

일가정양립, 근무형태, 육아휴직제도, 분석방법, 기타이데올로기, 기타직무변인, 불평등

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관련 연구들, 현금지원정책 및 다양한 정책들도 나타났다. 또한 관심있게 볼 점
은 ‘남성양육참여’가 2회 이상 주제어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시간연구’가 주제어 중 하나
로 등장하여 생활시간, 시간빈곤, 돌봄시간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018년과 2020년에는 ‘불평
등’ 역시 주요 주제어 가운데 하나로 등장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연구 주제들로 확장되
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차원3)과 관련한 상위 5개 주제어를 확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화정
책’, ‘일가정양립정책’, ‘가족정책’, ‘기타정책’ 등의 순서였다(<표 16>). ‘육아휴직제도’를 제외하면 일⋅
가정양립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정책 차원 상위 5개 주제어
순위

주제어

빈도

비율

1

육아휴직제도

31

16.8

2

가족친화정책

25

13.6

3

일가정양립정책

21

11.4

4

가족정책

20

10.9

5

기타정책

19

10.3

3) 정책 차원에 해당하는 주제어는 가족친화정책, 가족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출산휴가제도, 부성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남성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저출산정책, 현금지원정책, 기타정책, 서비스, 정책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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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4)과 관련한 상위 5개 주제어를 확인한 결과 ‘기타직무변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
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노동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형태’로 나타났다(<표 17>). 3위는 동일하였는데,
‘기업의 가족친화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 ‘임금’ 으로 나타났다.
<표 17> 조직 차원 상위 5개 주제어
순위

주제어

빈도

비율

1

기타직무변인

30

34.5

근무형태

12

13.8

8

9.2

2

기업의가족친화조직문화
3

직무만족도
임금

가구 차원5)과 관련한 상위 5개 주제어를 확인한 결과, 관련된 상위 5개 주제어를 확인한 결과 ‘여성경
제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요인’, ‘보육’, ‘남성양육참여’, ‘부부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표 18> 가구 차원 상위 5개 주제어
순위

주제어

빈도

비율

1

여성경제활동

23

21.9

2

가족요인

20

19.0

3

보육

13

12.4

4

남성양육참여

11

10.5

5

부부가구

9

8.6

2) 일⋅가정양립정책 세부 제도별 분석
본 연구에서 변수로 활용된 다양한 제도 및 개념을 정리하니 총 186개가 도출되었다. 이를 다시 가족친
화정책, 가족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출산휴가제도, 부성휴가제도, 남성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저
출산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 기타휴직제도, 복리후생제도, 기타 등 총 14가지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각 항목별로 확인된 제도 및 개념은 다음의 <표 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조직 차원에 해당하는 주제어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기업의 가족친화조직문화, 직무만족도, 조직성과, 조직몰
입, 근무형태, 경력단절, 기타직무변인, 임금이다.
5) 가구 차원에 해당하는 주제어는 일가정양립, 일가정조화, 일가정갈등, 남성양육참여, 여성경제활동, 성역할태도,
가사분담, 한부모가구, 부부가구, 보육, 부모권, 가족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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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각 연구에서 활용된 세부 제도 및 개념 정리
범주
가족친화정책

세부 제도 및 개념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가족친화정책,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제도 전반, 가족친화제도전반,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
화제도 시행 및 이용

가족정책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가족복지정책, 가족정책, 가족정책지출

일가정양립정책

모성 및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정책, 양립지원제도,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일가정양립정책, 일-가정양립
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일가정양립정책전반, 일가정양립제도, 일가정양립제도 전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일가정
양립지출, 일가족양립제도 전반

출산휴가제도

산전산후휴가, 산전전후휴가 사용 여부, 산전후 휴가제도,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휴가이용경험, 산전후
휴가제도, 산전휴휴가급여, 최대출산휴가및육아휴직일수, 출산급여, 출산전후 휴가기간 연장, 출산전후휴가, 출산휴
가,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유급휴가기간,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총휴가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의 수준, 출
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보장,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합산기간, 출산휴가제도

부성휴가제도

남성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 부성휴가, 부성휴가 기간, 부성휴가길이, 부성
휴가의 소득대체율, 부성휴가제도, 아버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모 육아휴가, 모성급여, 모성보호, 모성보호정책, 모성보호제도, 모성휴가, 모성휴가길이, 모성휴직, 모친양육휴가제,
부모양육휴가제, 부모휴가, 부모휴가급여, 부모휴가기간, 부모휴가의 소득대체율, 부모휴가제도, 실질육아휴직급여기
간, 아동양육휴가, 양육휴가 길이, 여성 육아휴직, 여성육아휴직, 유급 육아휴직제도, 육아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지출비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등, 육아휴직사용여부, 육아휴직을 포함해
아동 돌봄 관련 휴가기간, 육아휴직이용경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지원지출(현금성), 일시적 육아휴직, 출산휴가기
간 및 육아휴직 합산기간, 휴가ㆍ휴직제도, 휴가제도, 휴가지원, 휴가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제도

남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제, 남성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의무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남성휴가사용인센티브,
남편육아휴직, 부 육아휴가, 부친양육휴가제,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 휴가제도, 부모휴가(+아
버지 할당제), 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 여부,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아버지할당제, 아버지할당제여부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제도, 근로의 유연성, 근무시간선택제도, 근무시간유연제, 근무유연제도,
단축근무, 시간제근무, 시간제노동, 유동근무시간제, 유연근로,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및 칼퇴근법, 유연
근무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재택근무제, 주5일근무제, 탄력 근무제, 탄력근로제,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운영
여부, 탄력근무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도, 탄력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도

저출산정책

저출산지원정책, 출산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현금지원정책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비용, GDP대비 부모휴가(모성휴가포함) 지출과 보육지출의 합, GDP대비모성, 가족수당,
경제적지원, 경제적지원제도, 기타 현금 및 현물 급여, 부모수당, 부모수당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채용장려
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여성재고용장려금

서비스

0∼2세보육서비스이용률, 3∼5세보육서비스이용률, 보육돌봄지원제도, 보육비, 보육비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보육서
비스의 공공성, 보육서비스지원, 보육시설, 보육정책 전반, 보육지원, 보육지원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정
책, 자녀보육비용지원, 직장내 보육서비스,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무, 직장보육시설운영

기타휴직제도

가사지원, 가족간호휴가, 가족간호휴직제, 가족돌봄휴직, 자기개발을위한휴직, 특별휴가제도

복리후생제도

근로자지원제도, 복리후생제도, 서비스지원제도

기타

대체인력풀, 시간정책, 일과 생활의 조화, 휴가성평등, 출산, 장애아동특별지원제도

총 14가지 항목 가운데 본 연구에서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된 주요 세부 제도를 총 4가지로 선정하
여 내용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제도가 함께 검색이 되어 전반적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을 다룬 것과, 가족친화정책을 통
합하여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으로, 둘째는 출산휴가제도와 부성휴가제도를 통합하여 출산휴가제도로,
셋째는 육아휴직제도와 남성육아휴직제도를 통합하여 육아휴직제도로, 넷째는 유연근무제도로 하여 살
펴보았다. 본 주요제도를 다중응답처리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주요 세부 제도로 선정된 총 4가지 중 한 건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연구를 다중응답 처리한 결과 총 377
건이 본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총 377건 가운데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많은 36.6%(138건)를 차지하였으
며,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이 30.8%(116건), 출산휴가제도가 18.3%(69건), 유연근무제도가 14.3%(54건)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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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구분

빈도

비율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116

30.8

출산휴가제도

69

18.3

육아휴직제도

138

36.6

유연근무제도

54

14.3

총계

377

100.0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연도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1>, [그림 3]과 같다. 가장 많이 활용
된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2006, 2009, 2010, 2017년도에 11건 이상 활용이 되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일⋅가정양립 정책의 경우에는 활용되는 정도가 다른 제도들과 비슷한 추이를 보
이다가 2015년도 이후에 활용이 꾸준하게 나타나며 2020년도에는 다른 제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활용
도를 나타냈다.
<표 21> 연도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20
01

구분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일⋅가정양립
정책

빈도

0

4

5

6

3

8

5

9

6

6

5

9

4

5

10

4

6

6

비율

0.0

1.1

1.3

1.6

0.8

2.1

1.3

2.4

1.6

1.6

1.3

2.4

1.1

1.3

2.7

1.1

1.6

1.6

출산휴가
제도

빈도

0

1

1

2

4

9

4

9

4

4

3

3

3

3

1

6

6

1

비율

0.0

0.3

0.3

0.5

1.1

2.4

1.1

2.4

1.1

1.1

0.8

0.8

0.8

0.8

0.3

1.6

1.6

0.3

육아휴직
제도

빈도

1

3

5

4

11

9

6

18

12

5

3

8

8

5

9

12

8

7

비율

0.3

0.8

1.3

1.1

2.9

2.4

1.6

4.8

3.2

1.3

0.8

2.1

2.1

1.3

2.4

3.2

2.1

1.9

유연근무
제도

빈도

1

0

1

0

1

5

6

9

5

4

3

2

3

3

2

2

6

1

비율

0.3

0.0

0.3

0.0

0.3

1.3

1.6

2.4

1.3

1.1

0.8

0.5

0.8

0.8

0.5

0.5

1.6

0.3

[그림 3] 연도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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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정책 연구내용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육아휴직의 경
우에는 정책평가가 26.3%(99건)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출산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도 정
책 평가가 각각 14.1%(53건), 9.3%(35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다른 주요 정책 연구
내용들보다 정책 평가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의 경우에도 정책평가가
가장 많은 19.9%(75건)로 나타났지만, 정책의제설정도 8.2%(31건)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다른 제도들
에 비해 의제설정에서 결정, 집행, 평가까지 고르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양
립정책 전반이 다른 제도들을 총괄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 연구내용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빈도

31

2

8

75

총계
116

비율

8.2

0.5

2.1

19.9

30.8

빈도

12

0

4

53

69

비율

3.2

0.0

1.1

14.1

18.3

빈도

29

1

9

99

138

비율

7.7

0.3

2.4

26.3

36.6

빈도

12

1

6

35

54

비율

3.2

0.3

1.6

9.3

14.3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연구목적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제도 구분에 따른 차이가 없이 모두 실증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처방, 이론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연구목적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증
90
23.9
52
13.8
101
26.8
39
10.3

처방
20
5.3
14
3.7
30
8.0
14
3.7

이론
6
1.6
3
0.8
7
1.9
1
0.3

총계
116
30.8
69
18.3
138
36.6
54
14.3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연구방법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제도 구분에 따른 차이가 없이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
휴직의 경우 다른 주요 세부 제도들에 비해 혼합연구(2.4%, 9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연구에
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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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구방법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빈도

양적연구
73

질적연구
40

혼합연구
2

기타
1

총계
116

비율
빈도
비율

19.4
40
10.6

10.6
25
6.6

0.5
3
0.8

0.3
1
0.3

30.8
69
18.3

빈도
비율
빈도

81
21.5
32

47
12.5
19

9
2.4
2

1
0.3
1

138
36.6
54

비율

8.5

5.0

0.5

0.3

14.3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연구지역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가 모든 주요 세부 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국외, 국내⋅외 연구의 비중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은 국외 연구(4%, 15건)와 국내⋅외 연구(3.7%, 14건)가 비슷하게 나타
났으며, 유연근무제도도 국외, 국내⋅외 연구가 동등하게 0.8%(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
우에는 국외가 8.5%(32건), 국내⋅외가 6.4%(24건)으로 우리나라와 국외의 비교연구보다 국외의 사례 및
경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국외가 2.4%(9건), 국
내⋅외가 5.6%(21건)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국외의 비교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연구지역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빈도
비율

국내
86
22.8

국외
15
4.0

국내외
14
3.7

기타
1
0.3

총계
116
30.8

빈도
비율
빈도

39
10.3
81

9
2.4
32

21
5.6
24

0
0.0
1

69
18.3
138

비율
빈도
비율

21.5
48
12.7

8.5
3
0.8

6.4
3
0.8

0.3
0
0.0

36.6
54
14.3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연구대상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제도 구분에 따른 차이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개인 연구대상단위로 본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정
책(제도), 조직/기업, 행정(전달체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연구대상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개인

조직/기업

정책
(제도)

행정
(전달체계)

기타

총계

빈도
비율
빈도

79
21.0
46

10
2.7
4

30
8.0
21

4
1.1
2

6
1.6
16

116
30.8
69

비율
빈도
비율

12.2
85
22.5

1.1
9
2.4

5.6
47
12.5

0.5
2
0.5

4.2
29
7.7

18.3
138
36.6

빈도
비율

39
10.3

4
1.1

12
3.2

1
0.3

2
0.5

54
14.3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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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데이터 수집방법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일⋅가정양
립정책 전반은 2차 데이터 14.6%(55건), 1차 데이터 8.8%(33건), 해당 없음 7.2%(27건), 기타 0.3%(1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2차 데이터, 해당없음, 1차 데이터,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달리 유연근무제도는 1차데이터 6.4%(24건), 2차 데이터 4.5%(17건), 해당없음
3.4%(13건), 기타 0.3%(1건)으로 나타나 다른 제도들이 주로 2차데이터가 많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표 27> 데이터 수집방법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차 데이터
55
14.6
41
10.9
65
17.2
17
4.5

1차 데이터
33
8.8
12
3.2
36
9.5
24
6.4

기타
1
0.3
0
0.0
4
1.1
1
0.3

해당 없음
27
7.2
18
4.8
38
10.1
13
3.4

총계
116
30.8
69
18.3
138
36.6
54
14.3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저자 수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
요제도 구분에 따른 차이가 없이 모두 단독이 가장 많았으며, 공동 연구의 경우에도 인원이 늘어갈수록 출
현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8> 저자 수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단독
58
15.4
47
12.5
84
22.3
28
7.4

2인
45
11.9
12
3.2
41
10.9
20
5.3

3인
11
2.9
9
2.4
12
3.2
5
1.3

4인
0
0.0
1
0.3
1
0.3
1
0.3

5인 이상
2
0.5
0
0.0
0
0.0
0
0.0

총계
116
30.8
69
18.3
138
36.6
54
14.3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라 저자 소속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9>와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제
도에서 대학과 연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의 경우에는 다른 제도들
과 달리 실천가의 연구 참여 비율이 3.2%(12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 저자 소속별 주요 세부 제도구분에 따른 응답결과(다중응답)
(n=377)
구분
일⋅가정양립정책 전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
160
42.4
73
19.4
147
39.0
68
18.0

연구원
14
3.7
16
4.2
23
6.1
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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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0
0.0
0
0.0
2
0.5
1
0.3

실천가
12
3.2
0
0.0
1
0.3
0
0.0

기타
1
0.3
2
0.5
1
0.3
2
0.5

총계
116
30.8
69
18.3
138
36.6
5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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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1) 출현빈도수 분석
분석에 투입한 157개의 학술지 논문의 주제어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명사는 547개였다. 출
현빈도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명사를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제시한
결과, ① 가족, ② 여성, ③ 정책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④ 가족친화, ⑤ 가족친화제
도, ⑥ 육아, ⑦ 휴직, ⑧ 일가정(가족) 양립, ⑨ 일가정(가족) 갈등, ⑩ 저출산 등의 단어들도 상대적으로 비
중이 높았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정책들-가족친화제도, 육아휴직
제도, 등-을 이미 학술지 검색 시 키워드로 활용하였기에 제도 관련 키워드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위 10위 단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술지 논문들은 일⋅가정양립정책
이 가족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요하나, 일가정양립과 일가정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10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아버지’, ‘젠더’, ‘부모’, ‘남성’ 등
의 단어에서 보이듯 일⋅가정양립정책의 논의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부모 전반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전체 논문에서 상위 출현한 단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기법의 시각화

2) 의미연결망 분석
분석대상 학술지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동시 출현빈도수를 조사하여 상위 20위에 대해 네트워크를 분석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분석결과에서 글자와 원이 클수록 빈도가 높으며, 관련성이 높을수록 가까이
위치하고, 연결된 선이 굵을수록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연구
는 ‘일가족(가정)’양립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가족(가정)양립’은 ‘성역할’, ‘가족정책’,
‘저출산’, ‘지원정책’, ‘가족친화제도’, ‘육아휴직’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들의 관계가 가
까워 빈번하게 연결된 노드 집단인 커뮤니티(community)로 구분해 보면, ‘가족정책’은 ‘부모휴가’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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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 등과 관련성이 높았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지원정책’ 등과, ‘아버지’는 ‘가족친화’, ‘일가
족갈등’, ‘가족친화제도’ 등과, ‘저출산’은 ‘보육정책’, ‘유아교육’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이 가족의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정책(김승권, 2004)임을 고려할 때, 모
성휴가와 부성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괄하는 ‘부모휴가’와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국가의
노력(류연규, 2006: 35) 이라는 ‘탈가족화’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모두
출산 후 지원이며 가장 대표적인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아버지’와 관
련하여서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친화제도’는 ‘일가족갈
등’ 및 ‘직무만족’과 같이 제도를 촉발하는 요인과 제도의 성과가 되는 요인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은 ‘보육정책’, ‘유아교육’과 관련되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분석대상 논문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3)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 수 결정을 위해 R 통계의 ldatuning 명령어를 이용해서 Arun2010, CaoJuan2009, Griffths,
Deveaud2014 등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Arun2010 측정치, CaoJuan 2009 측정치 등은 값이 작을수록,
Griffths 측정치와 Deveaud2014 측정치는 값이 클수록 최적의 토픽 수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토픽 수는 7
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픽1, 토픽2, 토픽4, 토픽 6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고 있으
며, 토픽3, 토픽7도 하나의 군집에 가깝게 구성이 되었다. 토픽5는 단일군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3개의
군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군집상태를 바탕으로 7개 토픽을 유사한 토픽들을 뭉쳐서 다
시 3개의 토픽으로 줄여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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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토픽에서 일가족양립은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토픽을
분류하고 주제를 도출하였다. 토픽1은 아버지, 남성, 여성, 젠더, 성역할 등 성평등 내용과 관련된 단어들
로 구성이 되어 있어 주로 일가정양립과 젠더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가족친
화제도, 직무만족도, 출산율 등 가족친화정책에 주된 비중을 보이는 주제였다. 마지막으로 토픽3은 가족
정책 중에서 저출산, 육아휴직, 보육정책, 유아교육, 그리고 탈상품화, 탈가족화 등이 주된 단어로 구성되
어 있어서 다른 토픽들에 비해 자녀의 출산과 보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저출
산 보육정책과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로 주제가 통합되었다.
<표 30> 토픽모델링 결과
순위

토픽 1

토픽 2

토픽 3

1

일가족양립

가족친화

가족정책

2

정책

가족친화제도

일가족양립

3

육아휴직

정책

저출산

4

아버지

일가족양립

탈가족화

5

젠더

일가족갈등

보육정책

6

남성

일가정양립

율아교육

7

육아휴직제도

직무만족도

여성

8

여성

출산율

탈상품화

9

지원정책

저출산

육아휴직

10

성역할

가족

복지국가

주제

일가정양립과 젠더

가족친화제도

저출산 보육정책과
복지국가 이데올로기

3. 분석결과 종합
최근 20년 동안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논문 157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시기적으로는
2009년에는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2007년 ｢남
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이 되면서 일가정양립
을 본격적인 정책 과제로 삼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일⋅가
정양립정책이 2008년 정부가 바뀌면서 제1차 기본계획의 보완판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박종서(2017)는 일⋅가정양립정책이 제1차 기본계획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를 높
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대책으로서 일⋅가정양립
정책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및 제도의 발전이 관련 학문적 관심을
견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일⋅가정양립정책 가운데 육아휴직제도가 연구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전술하였듯, 육아휴직의 대상을 근로여성에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할 배우자로 확대함에 따
라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까지 동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산휴가제
도와 유연근무제도의 언급 비중이 낮은 것은 본 제도가 일⋅가정양립정책을 위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
식하는 비중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도에 관한 중요성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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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함께,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는 2015년도 이후에 활용이 꾸준하게 나타나며
2020년도에는 다른 제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활용도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일⋅가정양립정책의 각 제
도들이 분절되어 개별제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정책으로 가야하는 흐름을 일부 반영한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연구목적을 분석한 결과 연도나 주요제도별 구분에 관계없이 실증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처방, 이론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실증 연구는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정준금(2013)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는 정책분석에 초점
을 두고 있는 실증연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거나 기존 이
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이론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다른 주요 제도들에 비해 혼합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
나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구대상으로는 개인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조직/기업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주요
제도구분에 의한 결과에서 출산휴가제도나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연구는 각각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실제 주제어 검색에서 3위가 ‘기타직무변인’이며, 2007년 이후 기업과 관련된 여러 주제어들-기
업의 가족친화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조직/기업 내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실현되는 주요한 장 가운데
하나가 조직/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방법은 2차 데이터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세부 제도구분을 살펴보면 유연근무
제도는 1차데이터가 가장 많이 나타나 다른 세부 제도들이 2차데이터가 많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연근무제도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제도 정착이 더디게 나타나고, 연구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2차 데
이터에서보다 해당 연구만을 위한 1차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학의 최근 20년간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데 의의를 가
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양립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후 현재에 이르기까
지 실제 정책 및 제도의 성숙에 비추어 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일⋅가정양립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의 흐
름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연
구가 축적된 결과를 종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에 이를 내용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경향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 본 일⋅가정양립정책 연구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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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내용 측면에서 주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경향 분석은 특정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
한 것이 아님에도 시계열 분석 및 제도 및 주요 세부 제도 분석결과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가정양립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인식되어 왔
던 것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으나 육아휴직 외에도 다양한 일⋅가정양립 정책의 세부 제도 및 정책들이
존재하는 바, 이들에 대한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일⋅가정양립 정책 전
반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길일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일⋅가정양립정책의 쟁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가정양림
연구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정책연구의 대상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이 증가하고 남성에게도 친화적인 일⋅가정양립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
의 대상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라면 남
성에게도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
한 근로자의 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가운데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연구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빈곤, 한부모 등 어려움이 중첩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양립정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양적 분석 외에도 질적 분석이나 혼합 분석 등 여러 분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양적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회복지연구의 경향성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문제이다(유혜림⋅민인식, 2018; 최재성 외, 2016). 정책에 관한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를 위해
서라면 정책의 실제적인 내용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혼합연구 및 질적연구에 대한 논의가 더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소 마이너한 지적이긴 하나, 연구지역에서 알 수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로 나타나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기술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소속 측면에서 공무원과 실천가의 연구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 특성 상 대학 교수 및 연구원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구현되
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천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냄에 있어
이들의 참여가 동반되도록학계와 실천계 모두 상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일⋅가정양립정책의
학문적 경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경향성 분석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어떤 양태를 보이고 있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박상언⋅이병량, 2017). 본 연구는 연구경향성 분석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의 학문적 경향을 심층적으로 규
명할 수 있었다. 더욱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메타분석이나 체계적 고찰, 연구경
향성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술지 선정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내용분석을 위한 학술지 선정에
있어 각 연구들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학술지 가운데 임펙트
팩터 1.0 이상인 경우만을 포괄하였다. 이에 일⋅가정양립정책이 언급되지 않는 학술지도 대상으로 선정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술지 선정 시 McMahon과 Allen- Meares(1992)
의 5가지 기준에 대한 온전한 고려와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지를 포괄함으로써 보다 정
교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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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미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Ⅰ. 서론
본 논문은 경력단절 후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여성경
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살펴볼 때, 여전히 M 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육
아, 출산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문제지만, 경력단절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질을 살펴보면, 주로 저숙련, 저임금,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고용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에서의 직업 경험을 인정받기 어려워 이전 일자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재취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시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이시균, 2017).
여성들은 이러한 제약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성지미, 2002). 통상 자영업 선택
은 노동시장에서 실업 상태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임금 근로자와 다른 근로 환
경, 예를 들면 상사가 없거나, 임금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 동기를 갖고 있거나, 노동시간의 제약에서 자유
롭고 싶은 경우에 선택한다(성지미, 2002). 특히 여성들의 자영업 선택은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조정이 용이함을 위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성지미, 2002). 남녀
의 구분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8
년 현재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1.0%이며1) 이는 OECD 국가들 중 다섯 번째로 높
은 비율에 해당한다.
그간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를 전후로 남성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남성 자영업자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실업의 탈출
구로써 자영업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성지
미⋅안주엽, 2004).
반면, 여성의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지 않다. 남성들은 주로 자영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만, 여성들은 무급가족 종사자로서 비공식적으로 남성들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노동자
로서 온전한 대우와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는 관심 밖에
있었다(김근주 외, 2019). 그러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성들도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꾸준히 증가

1) 경제활동인구조사(2019),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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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여성 자영업자가 갖는 특성, 즉 남성들보다 훨씬 소규모의 자
영업을 운영하는 등 비임금 근로자로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김근주 외, 2019)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여성의 자영업 선택은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
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경우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문유경 외, 2002; 정진성, 장지연,
2001).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 자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특징, 남성 자영업자들과의 비교 등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자영업 진입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자
영업 진입 이후 여성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이행 과정을 보이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자영업자로서 재취업 후 다른 종사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지속적으로 노동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변화의 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자영업 선택 후 다양한 노동시장 이
행 과정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유형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분석된 연구가 거의 없다. 자
영업 진입 이후에도 다양한 이행과정이 존재하는 바 이를 단순히 자영업 선택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파
악하는 것은 자영업 선택 이후의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종단적으로 분석
된 경우에도 재취업 유형 중 일부로 분석되어 임금근로자와는 구별되는 자영업자만의 변화 궤적을 자세
히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패턴을 파악하
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을 학술적으로 보
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력단절 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여성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 장에서는 그간 선행연구들이 여성이 자영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을 단일한
사건으로 취급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지 않은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집단
기반궤적 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활용하여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노동
시장 이행궤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문헌 검토
1. 여성의 경력단절과 자영업 선택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자영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고, 주요
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문헌들에서 자영업의 선택, 유지는 경기적 요인 특히 실업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노동시장 조건이 임금 근로자로서 취업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영업 선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병유, 2003). 이를 설명하는 가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밀어내기
가설(Unemployment push hypothesis)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은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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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키기고,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가 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는 가설이다 (Storey
and Johnson, 1987). 반대로 끌어들이기 가설(Recession-pull hypothesis)이 있다. 이는 경기가 좋을 때 자
영업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실업률이 낮을 때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실패할 확률도 낮아진다. 또한 자영업에 실패할 지라도 임금 근로자로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8)는 지역 실업률이 높으면 자영업을 할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Taylor(1996)도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생계형으로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과 연관
되어 있어, 밀어내기 가설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전병유, 2003).
경기적 요인 외에도 Henley(1999)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기업가적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이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적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교육을 통한 높은 성취와 노동시장 경험은 자영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án, Congregado and Roman, 2012). Burke et al.(2000)은 대학졸업의 고학력은 자영업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영업 소득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여성의 경우 자영업의 선택은 생애
주기와 깊은 관련이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저학력층에서 비임금 근로
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김근주 외, 2019). 비임금 근로자 중 1인 자영업자의 성별⋅학력별 분
포만 살펴보면, 남성은 21%가 대졸 이상이었으나 여성은 29%로 나타나 임금 근로의 기회가 제한적인 고
학력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근주 외, 2019). 안주엽⋅성지미
(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 고졸 미만자는 고졸자 보다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았다.
기업가적 자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접하면서 자영업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수
하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전병유, 2003). Taylor(1996)는 부모가 자영업주일 경우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자녀도 자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
융자본도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영업 선택에는 자본 제약이 존재하고, 창업자금 또는 운영
자금은 개인이 가진 현금, 다양한 자산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전병유, 2003).
그러나 위와 같은 자영업 결정 요인들이 성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Saridakis et al(2014)
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은 남성들과 달리 경제적 요인 예를 들면 GDP, 이자율, 실업율 등에 의해 영향
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전병유(2003)의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경험이 많을수록 자영업자가 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 여성의 경우 직업 경험은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성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미취학 자녀의 유무이다.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비임금 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7%나 증가
하며, 이는 양육기에 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를 선택한다고
하였다(금재호 외, 2009). Hundly(2000)의 연구에서는 비임금 근로 종사자는 가사, 자녀 양육 등 가정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될 때, 임금 근로자보다 시간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
구 소득에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반대로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비임금 근로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성지미, 200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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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관련 요인이 비임금 근로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는다(김근주 외, 2019). 비임금 근
로 소득을 제외한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비임금 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고
본 연구도 있는 반면(문유경, 2002), 금재호 외(2009)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비임금 근로를
선택한다고 분석되었다.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요인인 학력,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등이 비임금 근로에 미
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전병유, 2003). 남성의 경우 학력과 직업 경력 등은 비임금 근로 선택
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직업 경력은 비임금 근로 선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영업의 선택은 또한 경력단절 후 재진입과 관련이 높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
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자영업(고용주/1인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을 선택한 여성의
비율은 26.6%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2. 11). 이는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가 자영업인 비율인
7.3%보다 세 배 이상 높으며, 2016년 같은 조사 때보다 6.6%p 오른 것이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
에 진입할 때 자영업을 선택하는 여성이 이전 종사상지위와 비교해도, 3년 전 조사와 비교해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생애 사건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재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였다(김근주 외, 2019). 실증 연구의 결과에서도 임신과 출산 후 경력단절 후 재취업은 자영
업 선택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정진성과 장지연(2001)은 여성의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혼인과 출산이 비임금 근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성 임금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자영업과 무급가족 종사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김주영(2010)도 결혼 후 경력단절
된 여성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혼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금근로자였
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경력단절 전에 자영업자주로 종사하였던 여성은 임신, 출산 이후에도 근로 시간 조정이 용이
한 자영업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성지미⋅안주엽, 2004)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과 자영업 선택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연령 효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과 자영업 선택이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최은영(2016)은 18-39세 여성
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45세 이후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경우 비임금근로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성지미(2002)와 김근주 외(2019)의 연구에
서도 여성의 연령은 자영업을 선택하게 하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2. 자영업의 이행 궤적
자영업의 이행 궤적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소수이다. 대부분 자영업의 진입, 유지, 이탈 각각을
연구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분석기간을 길게 상정하고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관련
된 연구를 정리해 보면 여성에게 있어서 자영업의 선택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 성지미⋅안주엽(2004)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제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 경
험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이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의 가교직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남성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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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진입 가교 역할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자영업은 시장에서 퇴장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안주엽과 성지미(2003)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영업의 지속 기간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자영업 주기는 남성보다 짧고, 업종별로 편차가 있어 농림어업이 가장 길
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었으며, 가장 빈번히 입직과 이탈이 발생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이었다. 최민정(2017)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을 분석하였는데,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은 상용직 경력 유
지형, 지속적 경단 후 불안정 노동형, 자영업 이후 미취업형, 지속적 무급가족 종사자형, 장기미취업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유형들 가운데 교육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지속적인 경
력단절 후 불안정한 노동 유형 또는 자영업 이후 미취업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폴란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으로부터의 이탈을 분석하였는데 남녀 자영
업자 모두 40대 중반이 되면 자영업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은퇴와 관련되어 비경제활동
으로 이행하는 경우이다(Rokicka, 2014). Beusch and Soest(2020)는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
의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질적인 자영업자 집단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
에 주로 나타나는 프리랜서형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자영업
자이기는 하지만 복지 수급자이기도 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짧은 기간 동안만 자영업자로 머물고, 다시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유형이며 네 번째는 자신의 직업경력 후반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다
섯 번째는 항상 자영업을 유지해 오는 집단이며, 여섯 번째는 하이브리드형 자영업 즉, 자영업과 임금 근
로와 같은 다른 소득원을 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식보유자로서 자
영업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Lin et al(2000)은 캐나다의 자영업 진출과 이탈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캐나
다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에서 진입과 이탈이 빈번하다고 하였다. 특히 자영업 이전의 유급 노동과
자영업 경험 모두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영업을 길게 유지할수록 자영업으
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았다.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배우자도 자신의 자영
업에 진입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배우자가 임금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자영
업으로부터 이탈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Dilon and Stanton(2017)은 미국 자영업자의 역동성
(Dynamic)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초기의 불안정한 소득이 임금 근로자 시절 소득보다 낮아진다면, 더 이
상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임금 근로자로 돌아갈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자영업에 진입하게 되는 인과적 특성, 자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경력단절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자영업 진입 여성들의 특성, 노동
시장 이행 궤적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파악하지 못한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궤적 유형 간 비교 및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 117 -

 소모임연구활동

발표세션

1.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자료를 먼저 설명하면,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한국노동패널을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종
단적 노동시장 이행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가장 장기간의, 그리고 세부적인 일자리 정
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패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와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의 특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가구원의 특성과 경제활동, 교육, 훈련 등을
1998년 이후 연 1회씩 매년 추적하여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2) 노동패널은 1998
년 5,000 가구 및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한 이후 2021년 2월 현재 22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노동패널은 가구, 개인, 부가조사, 직업력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직업력 데이터에는 1차에서
22차까지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노동시장 이행을 종단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데이터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 그 중에서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자영업으로 선택한 여성을 분석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경력단절 당시와 그 이후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다. 통계청에서 경력단절을 정의하는 방
법에 따라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병
간호)으로 인하여 주 일자리를 그만 두는 경우를 확인하려면, 직업력 데이터의 퇴직사유에서 결혼 등의
경력단절 사유가 다른 항목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패널 직업력 데이터의 5-10차는 퇴직사유에
서 출산, 육아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11차 조사부터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
러나 경력단절 이후 다시 자영업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자영업 진입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하기에는 관찰기간이 짧을 수 있다. 따라서 1차부터 포함하되, 5-10차에서 경력단절 사
유가 불분명한 여성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렇게 경력단절 이후 자영
업으로 진입한 여성 중 분석을 위한 일자리 정보가 최소 5년 이상 확보되면서 자영업 진입을 1990년 이후
에 한 248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3)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집단기반궤적모형,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이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이질적인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식별하고 궤적 유형 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기반궤적모형을 중심으로 분
석방법을 서술한다.
집단기반궤적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은 Nagin(1999, 2005)이 처음 제안하였다. Nagin
(2005, p. 3)은 어느 한 집단 내 개인의 발전 과정(developmental process)은 서로 동질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전제한다. 이렇게 한 집단 내 이질적인 발전 과정을 모델링하는 접근법은 집단기반궤적모
형 외에도 위계모형과 잠재곡선모형이 있다. Nagin(2005, p. 4-10)은 위계모형과 잠재곡선모형과 같은 일
2)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https://www.kli.re.kr/klips
3)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 진입 연도가 1950년대부터 나타난다. 분석대상의 시간적 배경을 가능한 한 통제하면서
표본 크기까지 고려하여 199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만약 1950년대에 자영업에 진입한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최
근 진입한 사례에서 종속변수 결측치가 많아져 이는 분산의 비대칭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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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성장곡선모형과 집단기반궤적모형 중에서 주어진 연구문제에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세 가
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우선 일반 성장곡선모형은 모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공통의 발전 양상–증
가 또는 감소–을 따르는 과정과 관련된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속도는 다를지언정 공통의 성장
과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일반 성장곡선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데 공통의 성장과정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발전 현상이 있기 마련이다. 즉 발전과정에 증가
나 감소의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집단기반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Raudenbush, 2001).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연구목적과 관련된다. 집단기반 접근은 고유의 패턴이 데
이터에 드러나는지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즉 결과변수의 발전 과정의 모양에 관심을 둔다. 반면 일반 성
장곡선모형은 고유의 속성이 궤적 내 개인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
라서 결과변수의 발전 과정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더 적합하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터닝 포인트
가 될 만한 사건에 대응한 경로의존 가능성과 관련된다. 집단기반궤적모형은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터
닝 포인트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더 적합하다(Nagin, 2005,
p. 4-10). 이 연구는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이 동질적이지 않고 복수
의 이질적인 궤적을 따를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이행궤적이 어떤 특정 패턴을 보일 것이라
는 가정을 하지 않고 그 패턴을 식별하는 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성장곡선모형이 아닌 집단기반
궤적모형이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집단기반궤적모형은 개인  를 기간 동안 측정한 종단적 배열을  {    }로 두었을 때,
개인  의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확률   는 개인  가 특정집단  에 속할 확률  와 특정집단  에 속
한 개인  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건부 확률   의 곱으로 계산된다(식 1). 이때 특정집단  에서 기간
에 걸친  it는 상호독립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특정집단  에 속한 개인  의 종속변수에 대한 확률   
는 매 시점의 해당 확률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식 2)(Hsu and Jones, 2012; 김사현, 2020).

    
    



     ............................................................................................................................(식 1)

 








 ( it) .................................................................................................................................(식 2)


집단기반궤적모형은 세 가지 종류의 자료에 적용할 수 있다. 가산 데이터, 절단형 데이터, 이분형 데이
터가 그것인데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종사상 지위로 범주형 다항변수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한 기존연구들은 관심변수를 이분형(취업 or 미취업)으로 측정하거나(민현
주, 2012; Hynes and Clarkberg, 2005; Sun and Chen, 2017), 절단형 데이터로 간주하여(김혜연, 2010; 박
미희, 홍백의, 2014; 윤미례, 김태일, 2016; 김재희, 2017; 변금선, 2018; 윤하림, 2020; 홍성표, 임한려,
2020) 분석을 하였다. 절단형 자료로 간주한 연구들의 경우 종사상 지위를 노동시장에 통합된 정도의 서
열형 자료로 해석하거나,4) 종사상 지위 변수를 다른 변수들과 같이 활용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작화
4) 이 경우 다수 연구들이 비경제활동, 실업,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 임시/일용 임금근로, 상용 임금근로의 순
으로 서열화하되, 자료에 따라 비경활과 실업을 묶거나 무급과 비임금근로를 합하는 등의 차이는 있다(김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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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절단값(최댓값과 최솟값)이 있는 자료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도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관심변
수가 종사상 지위로 미취업부터 상용 임금근로자 순서로 된 서열변수로 간주한다. 자영업을 상용직보다 노
동시장에 덜 통합된 지위로 보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포를 가정하더
라도 이 분석방법의 궁극적 목적은   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Nagin, 2005, p. 24).
집단기반궤적모형의 일차 목적은 발전적 궤적의 이질성을 잘 대표하는 집단의 수를 식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잘 만들어진 방법이 필요하다. 적절한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
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이다(Schwarz, 1978; Kass and Raftery, 1995; Raftery, 1995). 이들은 가장 큰 BIC 값(0에 가까운 음수)을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한다(Nagin, 2005, p. 63). 다만, BIC 값은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속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BIC 값도
증가하지만 점차 그 한계 증가량이 감소하는 지점, 이른바 elbow point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Petras
and Mayns, 2010). 두 번째 기준은 베이즈 요인(Bayes factor) 값이다. 베이즈 요인의 로그값은 j개의 집단
을 원모형으로, j+1개의 집단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구한 둘 간의 BIC 차이값에 근사한다(Jones,
Nagin, & Roeder, 2001). Jones et al.(2001)은 베이즈 요인 로그값이 6 이상일 경우 원모형보다 대안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도출된 집단들 중 그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 또한 대안적 기준이 될 수 있다(김혜연, 2010). 그러나 어떤 기준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
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Nagin et al.(2018)은 모형 선택이 단순히 적합도 통계의 기계적 적용에 의할 것
이 아니라 이론 및 현실적 관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한 기준과 더불어
연구자의 판단으로 이론 및 현실적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소진, 2019; 김
사현, 2020).

3. 변수측정
발전적 궤적을 식별하기 위한 관심변수는 종사상지위로 5개의 항목-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미취업5)-으로 구성된다. 독립변수는 시간인데, 연구마다 시간 단위가 1개월
(민현주, 2012; 박미희, 홍백의, 2014; 변금선, 2018; 홍성표, 임한려, 2020)에서부터 2개월(Hynes and
Clarkberg, 2005), 1년(윤미례, 김태일, 2016; 윤하림, 2020)까지 다양하다. 시간 단위가 짧을수록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만(변금선, 2018) 반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면서 계산시간만 과도해진다
는 의견도 있다(Hynes and Clarkberg, 2005). 이 연구는 1-22차의 전체 차수를 활용하면서 여성 자영업의
평균 지속기간이 138개월(안주엽, 성지미, 2003)로 꽤 길다는 점에서 1년 단위로 종사상 지위를 측정한다.
집단기반궤적모형과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투입 변수와 측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2010; 박미희, 홍백의, 2014; 윤미례, 김태일, 2016; 홍성표, 임한려, 2020).
5) 무급가족종사자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표본 내 사례 수가 최대 10명으로 그 규모가 작아 미취업
과 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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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기반궤적모형 투입 변수 측정방법
변수

정의

측정방법

독립변수

시간

자영업 진입일로부터의 기간 (1년 단위, 최대 10년 이후까지 측정)

종속변수

종사상 지위

1=상용 임금근로, 2=임시⋅일용 임금근로, 3=고용주, 4=1인자영업, 5=미취업/무급가족종사자

<표 2>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투입 변수 측정방법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의

측정방법

나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서 자영업에 진입 할 당시 나이

교육수준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서 자영업에 진입 할 당시 교육수준
(1=고졸미만, 2=고졸, 3=전문대졸 이상)

6세 미만 자녀 유무

경력단절 이후 첫 자영업에 진입 당시 6세 이하 자녀 수
(0=자녀없음, 1=있음)

자영업 시작 시 고용원 유무

1= 고용주 : 고용원이 있는 경우, 2=1인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경우

자영업 시작 시 종사 산업

1=기타산업, 2=도⋅소매업, 3=교육 서비스업, 4=숙박 및 음식점업

현재 일자리 소득(만원)

현재 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소득(만원)

경력단절 직전 종사상 지위

경력단절 일자리 종사상 지위 1=임금 근로자, 0=비임금 근로자

가구 균등화 소득

자영업 진입 이전 1년간 가구 균등화 소득

이행 유형

집단기반궤적모형 분석 결과 도출된 노동시장 이행 유형
1=임금근로 전환형, 2=자영업 유지형, 3=유급노동 이탈형

Ⅳ. 연구결과
1. 최적유형 결정
최적 궤적 유형의 개수와 함수의 차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론적 및 현실적 이유와 여러 가지 적합도 통계
를 고려하였다. 우선 함수의 차수는 2차까지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여성의
자영업 평균 지속기간이 138개월로 길다는 점에서 2차 함수만으로도 이 연구의 분석기간인 10년 동안의
노동시장 이행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개 유형, 2차 함수에서부
터 시작하여(Tanwar, 2020) 최적 유형을 도출할 때까지 집단의 수를 늘려가면서 2차 함수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하였다. 두 모형 간 BIC 차이의 로그값이 2∼6 사이면 대안모형이 더 좋은 모형
임에 긍정, 6 이상일 때 강한 긍정이라고 판단한다(Jones et al. 2001). 최적 궤적 유형 도출은 BIC 값 변화
와, 집단 비중의 적정성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3개 집단으로 결정하였다.6) 3개 집단의 궤적 모양에 따라
자료와 부합하는 최적 유형은 다음 표 3에서 4번이다.

6) 4개 집단으로 했을 때 BIC 값이 더 커지긴 하였지만 한 집단의 비중이 10%라 하더라도 25명 내외로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3개 집단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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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적유형 결정
집단 비중 (%)

번호

유형 수

함수 차수

BIC
(N=248)

ln△BIC

1

1

2

-4181.71

5.7

100.0

2

2

2 2

-3878.99

5.4

32.1

67.9

집단 1

집단 2

집단 3

3

3

2 2 2

-3668.07

5.4

17.9

59.4

22.7

4

3

1 1 2

-3662.87

5.4

18.9

58.9

22.2

세 개 집단에 대해 자영업 진입한 해부터 10년 동안 종사상 지위 변화 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1번 집단은 임금근로 전환형, 2번 집단은 자영업 유지형, 3번 집단은 유급 노동 이탈형 이

3
1

2

종 사 상 지위

4

5

라고 이름을 붙였다.7)

0

5

10

자영업진입 이후(year)

1=임금근로 전환형 18.9%
3=유급노동 이탈형 22.2%

2=자영업 유지형

58.9%

[그림 1] 최적 궤적유형 그래프

임금근로 전환형은 18.9% (46개 사례)를 차지하며 자영업에 진입한 바로 다음 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다. 그림 2는 임금근로 전환형에 속한 개인들의 시점별 종사상지위 누적그래프이다. 아래 하늘색이 상용
임금근로, 주황색이 임시일용 임금근로인데, 임시일용 임금근로는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 1년부터 기울기
가 급격하게 우상향한다. 상용 임금근로는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 2년과 3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같은 시기 1인 자영업을 표시하는 노란색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어 임금근로 전환형 대부분이 1인 자영업
으로부터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의 자영업 유지형은 세 개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절반 이상인 58.9%(148개 사례)가
10년 동안 자영업을 유지하였다. 그림 3에서 1인자영업(노란색)과 고용주(회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7) 본 연구에서 분류한 1번 집단: 임금근로 전환형, 2번 집단 : 자영업 유지형, 3번 집단: 유급노동 이탈형 각각은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서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면 1번 집단 : 임금근로
전환형의 의미는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이후 임금근로로 전환하였다는 의미이며, 2번
집단 : 자영업 유지형의 의미는 첫 일자리로서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유형을 의미한다.
3번 집단 : 유급노동 이탈형의 의미는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이후 유급노동을 이탈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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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면적이 크고, 1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고용주의 비율이 33%로 약간 높다.
마지막으로 그림 4의 유급노동 이탈형은 22.2%(54개 사례)이며, 자영업에 진입한지 1년 이후부터 급격
히 1인 자영업이 줄어들면서 미취업/무급가족종사자(파란색)의 면적이 커진다. 고용주로 자영업에 진입
한 여성도 계속 감소하여 4년 이후에는 유지 중인 사례가 없다. 임금근로 전환형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에
진입한 뒤 1∼2년을 유지하기가 힘들면 다른 직종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 진입 이후 1∼2년이
고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임금근로 전환형

[그림 3] 자영업 유지형

[그림 4] 유급노동 이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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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특징 및 유형 결정요인 분석
1)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개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영업 진입 당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 전환형은 31.17세로 가장 낮았으며, 자영업 유지형(33.88세), 유급노동 이탈형(33.24
세)의 경우 약 2세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자영업 유지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
문대졸 이상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6세 이하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세 유형 모두 자녀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유급노동 이탈형에서 6세
이하 유자녀 비율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높았다. 전체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당시 고용주 비율은 약
30%,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70% 로 나타나,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2배 정도 많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영업 유지형에서 고용주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았다(약 33%). 경력단절 후 첫 자영업을 시작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임금근로 전환형이 80.74개월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짧았고, 유급노동 이탈형은
107.07개월로 가장 길었다.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평균 기간은 90.7개월로 약7.6년의 시간이 걸렸다.
자영업으로 진입할 당시 종사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산업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도⋅소매
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서 임금근로 전환형에서 낮았다. 경력단절 일
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세 유형에서 모두 임금근로자였던 비율이 80%를 상회하여 압도적으로
많았고, 비임금근로자였던 비율은 자영업 유지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았다. 경력단절 이전 1년간
가구 균등화 소득은 2398.6만원이었으며, 가장 소득이 많은 유형은 자영업 유지형이었으며, 임금근로 전
환형에서 가장 낮았다.
2) 유형 결정요인 분석
다음으로 위에서 분석한 세 가지 유형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
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유급노동 이탈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임금노동 전환형과 자영업 유지
형의 결정요인을 비교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을수록 임금근로 전환형, 자
영업 유지형에 비해서 유급노동 이탈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간 선행연구들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일치하지 않았다. 6세 이하 자녀가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만, 비임금 근로를 선택하는 것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성지미, 2002)와
7세 이하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로 종사할 확률이 7%정도 높으며, 이는 비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도 존재한다(금재호, 2009). 본 연구에
서는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은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 시작 후 다시 임금근로로 전환하거나, 자영업을 유지
하는 유형에 속하기 보다는 유급노동의 이탈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6세 이하의 자
녀 양육은 자영업의 지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력단절 이후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임금근로 전환형, 자영업 지속형 보다는 유급노동 이탈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
였다.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2020년 전체 비임금 근로자의 약 12%가 종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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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유형별 기술통계
임금근로 전환형

자영업 유지형

유급노동 이탈형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나이

31.17

8.75

33.88

9.78

33.24

표준편차
9.18

고졸미만

0.22

0.42

0.26

0.44

0.19

0.39

고졸

0.57

0.50

0.42

0.50

0.57

0.50

전문대졸 이상

0.22

0.42

0.32

0.47

0.24

0.43

6세 이하 자녀 있음

0.22

0.42

0.29

0.46

0.41

0.50

6세 이하 자녀 없음

0.78

0.42

0.71

0.46

0.59

0.50

고용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26

0.44

0.33

0.47

0.26

0.44

1인 자영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74

0.44

0.67

0.47

0.74

0.44

자영업 진입시 종사 산업
=기타 산업

0.43

0.50

0.32

0.47

0.31

0.47

자영업 진입시 종사 산업
=도소매업

0.24

0.43

0.25

0.43

0.33

0.48

자영업 진입시 종사 산업
=교육 서비스업

0.17

0.38

0.21

0.41

0.13

0.34

자영업 진입시 종사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0.15

0.36

0.22

0.42

0.22

0.42

현재 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소득 (만원)

94.45

77.73

166.96

175.59

75.31

51.21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임금근로자

0.85

0.36

0.80

0.40

0.83

0.38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비임금
근로자

0.15

0.36

0.20

0.40

0.17

0.38

자영업 진입 이전 1년간 가구
균등화 소득(만원)

2195.95

1059.29

2497.73

1636.47

2293.47

1390.80

총계 (N=248)

46

148

54

속 기간이 가장 짧은 산업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0. 8). 특히 이들은 업체당 종사자 수가 적고, 열악
하여 진입, 이탈이 가장 빈번한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남윤미, 201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직종에 종사
할 경우, 자영업을 시작하였지만 다시 유급노동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임금근로 전환형을 준거 집단으로 하여 자영업 유지형에 속하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현재 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수입액이었다. 연령이 증
가할수록 자영업에서 임금 근로로 전환하기 보다는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 임금 근로자로 다시 입직하려면 연령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임금근로로 전환하기 보다는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력단절 후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한 것이다. 그간 선행연구
들에서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이후의 하나의 유형으로만 다루어지거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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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영업 취업 후 이행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항로짓분석
임금근로 전환형
(Ref=유급노동 이탈형)

자영업 유지형
(Ref=유급노동 이탈형)

자영업 유지형
(Ref=임금근로 전환형)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29
(0.033)

0.031
(0.026)

0.060*
(0.026)

고졸 (Ref=고졸미만)

0.576
(0.745)

-0.099
(0.598)

-0.675
(0.598)

전문대졸 이상

0.045
(0.904)

-0.331
(0.721)

-0.376
(0.721)

6세 이하 자녀 있음
(Ref=없음)

-1.668**
(0.621)

-1.105*
(0.484)

0.563
(0.538)

자영업 시작 시 고용주
(Ref=자영업 시작 당시 1인 자영업자)

0.173
(0.832)

0.953
(0.640)

0.780
(0.634)

자영업 시작 시 종사산업=도소매업
(Ref=그 외 산업)

-0.938
(0.723)

-0.256
(0.595)

0.681
(0.592)

자영업 시작 시 종사산업=교육 서비스업

-0.430
(0.779)

0.302
(0.654)

0.732
(0.616)

자영업 시작 시 종사산업=숙박ㆍ음식점업

-1.856*
(0.815)

-1.110+
(0.654)

0.746
(0.672)

log현재 시점 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소득(만원)

0.319
(0.310)

0.792
(0.263)

0.473+
(0.260)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임금 근로자
(Ref=비임금 근로자)

0.727
(0.740)

0.208
(0.534)

-0.519
(0.623)

log자영업 진입 이전 1년간 가구 균등화
소득(만원)

0.200
(0.411)

0.277
(0.353)

0.077
(0.318)

상수

-1.775
(3.779)

-4.926
(3.183)

-3.151
(2.952)

모형적합도
N
Log likelihood
LR chi2
Prob > chi2

178
-141.7393
42.69
0.0051

+p<0.1 *p<0.05 **P<0.01 ***P<0.001

회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진입한 이후에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연구의 배경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LIPS) 1차-2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집단기반궤적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이용하였고, 이 분석 방법은
한 집단 내 다양한 그룹의 변화 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대상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들이며, 최종 248명이 포
함되었다. 분석결과 임금노동 전환형, 자영업 유지형, 유급노동 이탈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임금
노동 전환형은 자영업 진입 이후에 자영업을 지속하지 않지만, 임금 근로자로서 노동시장 경력을 이어가
는 유형을 의미한다. 자영업 유지형은 자영업 진입 이후에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유급노동 이탈형은 경력단절 이후에 자영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였으나 다시 유급노동을 이탈하
는 유형이다. 이를 통하여 경력단절 이후에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궤적이 다양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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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유형 중 유급노동을 이탈하는 경우(유급노동 이탈형)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근
로활동을 하는 유형(임금근로 전환형, 자영업 유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미취학 자녀 유무
였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 전환형, 자영업 유지형 보다 유급노동 이탈형에 속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선행연구들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의 차별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노동 시간의 조정이 용이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세 이하 자녀의 유무가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자영업의 지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에 숙박⋅음식점
업에서 자영업자로 종사하는 것은 유급노동을 이탈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20년 현재 자영업자가 전체 노동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고,8) 그 중 다수는 서비
스 업종에 몰려 있고 특히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금재호, 2012). 또한 업체 간 경쟁이 심
하고, 저부가가치이며, 영세하다는 특징 때문에 유지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가장 짧다(통계청, 2020.
8)9).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이 산업에서의 종사자들이 유급노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
의 위험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임금근로 전환형에 비하여 자영업 유지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특성은 연령과 자영업에서 얻는 월
평균 소득액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유지하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연령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서 다시 재입직하는 것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최종 일자리로 자영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의도
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이 있음에 주목하여, 다시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막고 임금 근로자로서 노
동시장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직 훈련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는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여성이 이질적인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낸 만큼 여성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위 유형
중 유급노동 이탈형에 속한 여성들 중 다수는 자영업 진입 이후 1년과 2년 사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
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변수가 유급노동 이탈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 이 유형에 속한
여성들은 임금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영업을 선택
했더라도 또다시 경력단절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
원하는 정책에 일⋅생활 균형과 자영업 유지를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 여성이
접근하기 쉬운 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은 임금노동자와 달리 9-18시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현 보육⋅교육제도 하에서 자영업 여성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불과 자영업 진입 1-2년 만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이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
어, 돌봄이 필요한 자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 기존의 자
영업 연구들이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진입 또는 이탈이라는 일회성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8) 자영업자 현황(통계청, KOSIS)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9) 2019년 8월 현재 비임금 근로자 전체의 평균 지속기간은 14년 8개월인데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에서의 종사기
간은 7년 6개월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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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이후 자영업을 선택한 여성의 종단적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을 위한 사례 수 확보를 이유로 회귀모형에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또한 경력단절 후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진입 후 노동시장 궤적들이 실업률과 같은 경기 요인과 높은 관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기 반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코호트 분석
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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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불평등 누적사회: 격차의 중첩과 결과
불평등 누적사회: 격차의 중첩과 결과

최유석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Ⅰ.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격차 또는 불평등이 누적되고 중첩되는 양상과 메카니
즘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격차의 중첩이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다. 한국사회에서는 경제, 교육,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전병유, 신진욱, 2016). 대
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수도권과 비수도
권, 강남과 비강남 등 우리 사회에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격차가 서로 엇갈린다
면 최종적인 격차의 정도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비수도권에 살지만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을 가지면
수도권에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영역별로 격차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격차가 중첩되어 증폭된다는 점이다. 격차의 중첩은 수도
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나타난다.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전문직 고수입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거주자 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의 격차와 중첩되면서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별로 격차의 존재와 격차를 빚어내는 요인을 개
별적으로 탐색하여 왔다(김낙년, 2013, 정이환, 2007, 김경근, 2005, 김진영, 2007; 남인숙, 2011). 각 영역
에서 격차의 정도가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격차를 유발하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중첩된 양상을 밝히는 연구는 일부 연구(예: 전병유, 신진욱, 2016)를 제외하고는 매우 부
족하였다.
이는 분석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회귀분석 기법은 각 영역별로 개별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색
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석을 통해 이러한 격차가 중첩된 현실과 중첩된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격차의 누적과 중첩 메카니즘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 중에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중첩되어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는 격차의 중첩이 행복으로 측정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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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격차 심화의 메커니즘
1. ‘다중격차’ 연구의 확장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에 관한 연구가 있다(황규성, 2016; 정준호, 전
병유, 2016; 신진욱 외, 2016). 다중격차는 각 영역별 불평등이 병존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중첩되어 있
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황규성, 2016). 불평등이 단순히 중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
또는 격차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강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황규성, 2016).
다중격차의 개념은 각 영역별로 불평등의 양상과 원인을 탐색해 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이다(황규성, 2016; 신진욱 외, 2016). 다중격차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다양한 영역
에서 어떻게, 얼마나 중첩되어 있으며,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독특한 체계로 발현되어
확대재생산하는지, 그 양상과 메카니즘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황규성, 2016; 신진욱 외, 2016).
또한 여러 불평등의 차원 중에서 핵심적인 불평등의 영역이 무엇인지, 각 차원의 불평등이 응축되어 어떤
집단이 가장 열악한 지위를 차지하고, 불평등 체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신
진욱 외, 201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중격차 연구의 개념과 분석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중격차 연구에
서는 주로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등을 핵심 범주로 삼아서 각 영역 별로 격차가 중첩된 양상을 밝히고, 주
요 범주를 결합하여 지표화하는 등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황규성, 2016; 정준
호, 전병유, 2016). 그러나 불평등의 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행위
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분석의 영역을 행복으로 확장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소득,
자산, 주거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러한 변수들이 삶의 질의 주요 조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
책개입의 우선순위도 개인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소득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빈곤층, 저소득층에 주목하
여 왔다. 이 연구에서는 행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양한 격차가 삶의 조건과 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정서를 나타내는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것이다.
집단이 지닌 다양한 속성(또는 범주) 간의 차이로 인해 각 범주가 결합된 집단 간에는 행복 수준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소득, 계층 등의 범주가 결합된 결과, 행복의 정도에서 어떠한 집단
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누리고, 어떠한 집단이 더 불행한지를 예시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각 집단이
지닌 다양한 속성의 중첩에 따른 행복 수준의 분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집단 간 행복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향후 연구로 남겨 둘 것이다.

2. 격차의 누적
집단 간 격차가 심화되는 메카니즘에는 상이한 수준과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이익과 손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애주기에 걸쳐서 어떻게 심화되어 집단 간의 격차가 누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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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볼 것이다.
격차심화의 첫 번째 메카니즘으로 이득의 누적(cummulative advantage)을 꼽을 수 있다(DiPrete and
Eirich, 2006). 초기의 작은 이득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초기의 작은 격차가 지속
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이득의 누적에 따른 격차심화의 메카니즘은 마테효과(조혜선, 2007), 경로의존
적 보상 증가(Arthur, 1994), 평판효과(Gould, 2002), 누적적 차별(Blank et al., 2004), 선도자 잇점(first
mover advantage) (Kerin, et al. 1992), 수확체증 등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Rosen(1981)의 수퍼스타 모델에 따르면 초기의 작은 품질의 차이는 제품 또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증
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상당한 시장가격의 차이를 낳게 된다. 기업 CEO와 같은 상위 직급 임원진에게
직원 급여의 수십 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를 효
과적으로 관리하고 고급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장치이다(Rosen, 1981). 이러한 ‘승
자독식시장’ 의 형성은 국가별로 차이는 보이는데, 주로 영미식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득의 누적 메카니즘은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한다. 먼저 산업수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승자
독식 구조의 확대는 기업 간 경쟁구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Autor et.al. 2017).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에서도 일부 기업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매출액, 고용인 기준)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정보기술 분야의 플랫폼 기업, 메신저 서비스
기업은 광범위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시장점유율은 97%에
달한다. 이러한 기업의 집중 현상은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인건비 비중을 낮추어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
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Autor et.al. 2017).
기업의 규모와 형태의 차이에 따른 이득의 누적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력 또는 우연한 기회
로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입사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장기간의 직업활동 기간 동안 얻게 되고
이들은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입직 초기에 비정규직 직장을 전전하는 근로자와 생
애 전반에 걸쳐서 확연한 차이를 낳게 된다.
기업내부의 인사관리정책도 이득의 누적과 관련을 맺는다. 호봉제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입사 시기에
높은 호봉을 받는 경우, 그 효과가 경력 기간 내내 높은 급여수준으로 이어진다. 생애기간의 평균임금을
끌어올림으로써 은퇴 후에도 높은 수준의 연금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회사에서도 이
득의 누적 메카니즘이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생산성과 성과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동료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생산성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관행이 승진과 같은 토너먼트 시스템과 결
합되어 승자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Frank & Cook, 1995). 초기에 뛰어난 성과를 통해 이득을 얻
은 사람들은 더욱 주목을 받아 승진하게 되고, 이들에게는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는 이득의 누적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격차의 중첩
격차가 심화되는 두 번째 원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익 또는 불
이익의 증가율은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
는 상황에서 기업의 규모 요인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심화 또는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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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에 속하는가 하는 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의 임금격차를 심화 또는 완화하게 된다. 같은 정규직 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고용형태의 차이가 기업 규모의 차이와 중첩되
면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해지거나 약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
러한 특성은 일종의 상호작용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면서 초기의 격차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고학력/저학력, 수도권/비수도권 등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집단
간 차이가 중첩되는 경우, 생애 전반에 걸쳐서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다소 극단적
인 경우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
은 경우와 지방대에 진학,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비수도권에 거주한 경우 생애전반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반면에 집단 간 격차가 교차하는 경우, 종합적인 격차는 완화될 것이다. 따라
서 최종적인 격차의 심화 또는 완화 정도는 각종 격차의 결합분포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격차가 중첩되어 심화되는 배경에는 집단 간 이동이 점차 제한되는 현실도 관련이 있다. 격차의 정도뿐
만 아니라 더 나은 지위로 진입하는 장벽의 높이도 격차누적사회가 공고화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있어도 집단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이 완화될 것이다. 처음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잡았어도 1-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정
규직 일자리를 잡게 되면 생애 전반의 임금격차는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형태, 기
업규모, 직종 등에서 전환이 어려워질수록 격차가 고착되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기업, 노동시장, 지역 별로 격차의 양상과 그 원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1. 상장기업 상위 10개 종목의 집중화
최근 일반인에게도 주식투자와 코인투자의 광풍이 일고 있다. <그림 1>은 KOSPI와 KOSDAQ에 상장
된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과 전체 상장기업에서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1)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995년말 46조원에서 2020년말 958조원으로 약 21배가 되었
다. 상위 10개 종목 시가총액은 2020년말에 KOSPI 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까지 도달하면서 2019년말
615조원에서 958조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56%가 급증하였다.
2020년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2,411개, 종목은 2,531개였다.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은 약

1) 분석내용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아니라 상위 10개 ‘종목’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
되어 2020년말 기준 각각 시가총액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계열 분석의 편의상 종목을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 기업 단위의 분석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큰 차이가 없었다. 2020년말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NAVER,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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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조였다(한국거래소, 2021).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
년말 40.4%에 달했다. 조사기간 동안 이 비율은 1996년이 26.5%로 가장 낮았으며, 1999년에는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 상위 기업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
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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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거래소(2021)

[그림 1]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 추이 (단위: %, 조원)

상위 10개 종목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위1-3위 종목의 시가총액비율은 2007년 이후 1위 종목
과 2, 3위 종목 간에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2020년말 기준 1위 종목(삼성전자) 시가
총액비율은 20.4%로 2위 종목(SK하이닉스) 3.6%에 비해 약 5.6배에 달하였다.
25
20.39
20
15
10
3.64

5

2.55

0
1995

1998

2001

2004
1위

2007

2010
2위

2013

2016

3위

자료: 한국거래소(2021)

[그림 2]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의 시가총액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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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대기업으로의 집중현상은 최근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선도
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격차의 심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
등이 발생하는 1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선도기업들의 성과는 해당 산업의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
를 보이는가?
<표 1>은 2020년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9개 기업의 직원, 매출액 등의 영업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9개
기업 대부분은 매출액 기준 해당 산업의 선도기업이다. 9개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매출액 116조, 영업
이익 20조, 직원수 11만1천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선도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산업 평균 영업
이익률을 대부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의 경우 2020년 소속 산업(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의 평균 영업이익률 -4.8%에 비해, 41.6%로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
인다.
<표 1> 상위 9개 기업 2020년 영업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직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산업별
영업이익률

직원 1인당
매출액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삼성전자

111,143

166,311,191

20,518,974

12.3

2.3

1,496

185

SK하이닉스

28,941

30,524,987

4,545,877

14.9

5.2

1,055

157

LG화학

12,741

20,830,009

1,114,437

5.4

4.5

1,635

87

삼성바이오로직스

2,886

1,164,776

292,588

25.1

- 4.8

404

101

셀트리온

2,158

1,689,787

703,303

41.6

- 4.8

783

326

네이버

4,048

4,126,629

1,440,813

34.9

- 9.4

1,019

356

삼성SDI

11,324

9,101,397

231,336

2.5

4.3

804

20

현대자동차

71,500

50,661,002

768,626

1.5

0.9

709

11

카카오

2,837

1,779,194

300,064

16.9

- 9.4

627

106

자료: 한국거래소(2021)

직원 1인당 매출액은 LG화학이 16억3천5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으로 나타
났다.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네이버가 3억5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셀트리온, 삼성전자 순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통적인 대규모 자본집약적 제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지식정
보경제의 플랫폼 기업은 적은 인력으로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일부가 지식정보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직원 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격
차는 사라지고, 뛰어난 인적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장치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보너스가 제공된다. 이
러한 보상구조가 기업간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기업
별 교섭의 제약으로 인해 조직 내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와 임금인상에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 다음 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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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
업의 월평균 임금은 약 596만원인 반면, 중소기업(5-499인) 월평균 임금은 약 338만으로 대기업 임금의
59.%에 불과하였다(노민선, 2021). <그림 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임금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1999년 71.7% 수준에서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노민
선, 2021).

자료: 노민선(2021: 4)

[그림 3]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 변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속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령
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지난 20년 간 확대되었다(노민선, 2021: 10). <그림 4>에
서 보듯이 평균 근속기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999년 8.3년에서 2019
년 10.7년으로 2.5년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1999년 5.1년에서 2019년 6.0년으로 0.9
년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지난 20년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속년수 격차는 3.2년에서 4.7년으로 확
대되었다(노민선, 2021).

자료: 노민선(2021: 11)

[그림 4] 대기업/중소기업 평균 근속기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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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지만, 더 많은 급여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받고 있다. 따라서 입직 시점에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의 입사 선택은 생애주기 전반
에 걸쳐서 누적적인 보상의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임금격차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예: 인적자본)과 수요 측면의 요인(예: 기업경영실
적, 자본구조)에 주목하였다(문영만, 2019: 44).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크게 대기업의 혁신과 효율
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경제적 지대 추구를 강조하는 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Autor et.al. 2017). 대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은 직원들의 고
학력과 높은 생산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은 생산성이 뛰어난 인적자원에 대한 높은 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Autor et.al, 2017).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 근로자의 학력과 생산성은 일부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4.9년인 반면, 중
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3.6년이다(문영만, 2019).
두 번째 시각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협력기업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지대 추구행위를 강
조한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설정 능력에서 비롯된 높은 지불능력,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협력관행을 통한 납품단가 통제 등의 경제적 지대 추구가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의 배경이라
는 것이다. 대기업은 협력기업의 종속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단가를 통제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품 수요 감소 등 시장의 위험을 협력기업에게 분담 또는 전가하는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 두 가지 시각은 효율성과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립되지만 모두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를 요인분해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심화
정도가 하락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원규, 2017).
중소기업 노동생산성과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
해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총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지난 30여년 간 대기업의 구조조
정을 통한 효율화, 핵심사업의 집중과 선택,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승자독식 산업구조로의 변화로 인해
대기업으로의 집중화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Autor et.al., 2017).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이 감소하고 이를 노동자 수로 나눈 노동생산성도 감소하였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2)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8월 기준 171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323만원의 53%정도 수준이었다(통계청,

2) 실제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감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이 활용되는 노
동생산성 지표인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총액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는 실제 노동자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별 특성(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과 기업규모를 반영한
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인건비 지출과 같은 노동비용의 비중을 낮추고, 시장점유
율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Autor et.al., 2017). 노동생산성 지표는 이미 규모의
경제 효과, 자본집약적 투자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인 노동생산성 지
표를 활용하여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다고 주장할 때 그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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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 수치는 2013년 56.2%에서 더 낮아진 것이다(통계청, 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초기 격차
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대된다. 정규직의 경우 호봉제/성과급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많은 반면, 비정규
직의 경우 일종의 직무급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아
무리 경력이 쌓여도 동일한 금액의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의 전환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5>는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유형을 2010년부터 추적한 결과이다(통계청, 2020).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2년
27.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6.6%까지 떨어졌다. 2014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서 기간제 계약종료 비율도 2010년 37.8%에서 2015년에는 74.3%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0
년 상반기에도 계약종료율은 78.1%에 달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감소하면서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간의 격차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급여수준 격차, 낮은 정규직 전환율로 인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려고 졸업 후에도 대기업, 공무원/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공무원/공단직원이 되는 것이 은퇴 이후까지 생애 전반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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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20)

[그림 5]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유형 추이

4. 격차누적사회의 폐쇄성과 경쟁구조의 변화
격차가 누적되고 중첩되면서 더 나은 직장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은 더 심화된다. 이범(2020)의 주장
처럼 현재의 경쟁은 부모세대의 지위로부터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쟁이다. 예전의 부모세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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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삶을 위한 경쟁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력에 걸맞는 사
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같은 지위의 계층사다리에 매달려 있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이 모두
힘겨운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치룬다. 그래서 청년들의 스트레스는 점차 증가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
대에도 우리는 좀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누적격차사회의 폐쇄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녀로의 지위세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핵심적인 장치는 교육과 취업이다(전병유, 신진욱, 2016).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명
문대 진학이 가능하게 된다. 대학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모두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입시전략을 수립하고, 자녀교육에 집중한 결과 명문대 진학을 가능하게 한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가 확
대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던 시절,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형을 통해 명문대 입학이
가능하기도 하였다. 대학입시제도 자체가 고위층/상류층의 입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경력사원으로 대체해 나간다. 그나마 줄어든 대
기업과 금융권 신입사원의 채용에서도 부모의 연줄이 영향을 미친다. 공정할 것으로 여겨졌던 공기업의
경우에도 부모의 인맥과 청탁이 취업에 작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강원랜드 하이원 취업자
518명 중에서 49%인 239명이 국회의원과 임원진의 청탁을 통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0).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연줄없이는 입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할 인맥이 부
족한 청년들은 좌절하고, 그나마 공정한 공무원 시험에 몰입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과 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람들의 행복감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행복의 변이
를 다루는 기존 연구에서는 변수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행복의 차이를 빚어내는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로 인해서 격차의 심화로 인해 행복 또는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노
력이 등한시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격차누적사회에서 한국인의 행복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격차의
중첩으로 인해 집단 간 행복의 격차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Ⅳ. 격차누적사회와 한국인의 행복
격차의 누적과 중첩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서 경쟁은 생애주기의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다. 취학연령 이
전에 이미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고등학교까지 진행된 대입경쟁은 취업경쟁으로 이어지고,
입사 후엔 승진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격차누적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은 어떠한가?

1.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국민들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림 6>은 식비, 병원비, 학비, 실업, 공
과금, 집세 문제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행정연구원, 2021). 2013년 이후 경제적 한계상황을 경험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학비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2014년 15.9%에서 2020년 4.3%로 급감하였다.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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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등 다른 문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21).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는 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
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취약계층 지원정책 등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1)

[그림 6]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 %)

2. 한국인의 행복과 우울의 변화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림 6>은 같은 기간 동안 만19-69세 한국인의 행
복감을 나타낸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4-2021). 행복감은 11점 척도(0-10)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인의 행복감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다소 감
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루어진 2016-17년 기간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2018년을 정점으로 경제성장률의 저하, 실업률 증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심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3)

3) 이러한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모든 국민에게 유사한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 집단(예: 저소득
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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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4-2021)

[그림 7] 한국인의 행복감 추이

우울감의 변화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우울감도 11점 척도(0-10)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우울감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소 증가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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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4-2021)

[그림 8] 한국인의 우울감 변화

행복과 우울의 전반적인 패턴은 한국 성인들의 평균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들어서 행복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 8년간 국민들의 행복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격
차누적은 집단 간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행복과 우울의 평균적인 변화를 통해서는 포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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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집단 간 행복의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격차의 중첩과 행복감 차이의 심화
한국인들은 연령, 교육, 소득, 직업,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등 다양한 인구학적 속성별로 행복감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사무직/관리직일수록, 피용
인이 있는 자영업자일수록, 상용직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최유석, 2018). 이러한 다양
한 변수 중에서 주관적으로 측정한 사회적 지위가 행복의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최유석, 2018).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지위 또는 계층에 따라 행
복감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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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1)

[그림 9] 주관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행복감

<그림 8>은 2020년에 만19세 이상 성인 8,336명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이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0-10점) 집단 별로 행복감(0-10점)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 지
위가 가장 낮은 집단(0점)의 경우 행복감 평균은 4.5점인 반면, 최상위 집단(10점)은 8.9로 행복감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분석결과, 학력, 연령, 직업, 소득,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등 개인의 특성 별로 집단 간 행복의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집단 간 격차가 중첩되면서 행복의 격차도 더 커진다. <표 2>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졸업 집
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의 행복감 평균은 각각 5.8, 6.7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과 600만원 이상 중상류층의 행복감도 각각 5.9, 6.7이었다. 낮은 사회적 지위집단(0-3)의 행복감은 5.3인
데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집단(8-10)의 경우 7.9로 확연히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이러한 3가지 속성이 결
합되어 초졸학력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낮은 사회적 지위집단의 행복감은 5.1로 더 낮은 양상을 보
인다. 반면에 대졸학력의 600만원 이상, 높은 사회적 지위집단의 행복은 8.2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격차

- 145 -

 [자유주제

세션1]

는 더욱 확대되었다.
<표 2> 학력, 소득, 지위별 행복감의 격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초졸

5.8(1.8)

대졸

6.7(1.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9(1.8)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6.7(1.5)

낮은 사회적 지위 (0-3)

5.3(1.9)

높은 사회적 지위(8-10)

7.9(1.2)

초졸, 200만원 미만, 낮은 사회적 지위 결합

5.1(2.0)

대졸, 600만원 이상, 높은 사회적 지위 결합

8.2(1.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1)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을까? <표 3>은 행복한 집단(8-10)
과 불행한 집단(0-4)에 속한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졸 이상, 근로활동,
고소득, 높은 사회적 지위, 사무직, 상용직, 자가 아파트, 도시지역 거주자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
에 불행한 사람들은 초졸 이하, 저소득, 낮은 사회적 지위, 경기/강원지역, 단순노무직, 임시/일용직, 보증
금 월세, 농어촌 거주자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사회의 격차를 빚어내는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면서 행
복 집단과 불행 집단 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불평등은 이제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불평등의 양상과 본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도 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루는 연구는 많았
다(구인회, 2091, 김교성, 2017). 연구자들의 관심은 각종 복지정책의 도입 또는 개혁의 결과 불평등이 얼
마나 완화되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김진욱, 2004; 여유진, 2009; 홍경준, 2011).
그러나 불평등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지, 불평등 구조의 확대재생산의 메카니즘을 엄
격하게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O’Conner(2002)는 미국의 리버럴 학자들의 빈곤연구를 성찰하면서 연구자의 관심이 계량적인 정책분
석에 지나치게 치중한 점을 한계로 꼽기도 하였다. 수십년 동안의 연구 노력이 빈곤정책 평가에 치중함으
로써,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아젠다를 제시하는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O’Conner, 2002).4)
한국의 불평등 연구도 이러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불평등의 양상을 다양한 영역에서 그려내고
4) 미국의 주요 빈곤정책 연구자들이 출판한 책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이 발견된다. 이들이 처음에 1980년
대에 발간한 책은 ‘Fighting Poverty’였다(Danziger et.al, 1986).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챙’이 의욕
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처럼 연구를 통해서 빈곤을 없애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이들의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Confronting Poverty’로 이어진다(Danziger et.al, 1994).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빈곤문제에 직면하여 그 본질을 살펴보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000년대에 나온 책은 이제
‘Understanding Poverty’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Danziger & Haveman, 2001). 빈곤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음을
새삼 깨닫고 빈곤의 양상과 빈곤정책의 효과를 좀더 엄밀히 탐색하고 있다. 이 내용은 Georgetown University,
McCourt School of Public Policy 학장인 Maria Cancian 교수의 강의에서 일부 언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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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프로파일
(단위: %)

학력

행복
(8-10)

불행
(0-4)

가구소득

사회적
지위

거주지역

불행
(0-4)

초졸 이하

8.1

21.5

관리자

2.6

3.0

중졸

4.9

1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9

4.2

고졸

39.0

37.0

사무 종사자

30.0

14.8

대졸 이상

48.1

29.5

서비스 종사자

18.5

22.1

판매 종사자

19.1

21.0

농림어업 종사자

5.4

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8

11.8

직업
근로활동

행복
(8-10)

근로

68.5

60.9

100만원 미만

5.6

16.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0

2.8

100∼200만원 미만

8.0

18.5

단순노무 종사자

5.6

12.9

200∼300만원 미만

14.2

17.5

300∼400만원 미만

20.6

16.7

임금근로자

70.0

62.2

400∼500만원 미만

16.7

11.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6

4.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6

29.3

무급가족종사자

3.9

3.9

상용근로자

82.8

66.3

임시근로자

13.7

21.9

일용근로자

3.5

11.9
3.7

0.1

직장 지위

500∼600만원 미만

15.0

10.5

600만원 이상

20.0

9.3

0

0.5

4.5

1

0.8

3.9

2

1.0

9.4

3

3.9

21.7

4

4.7

22.0

정부

5.1

5

30.4

26.0

공기업

3.4

1.8

6

17.4

7.4

민간기업

70.5

65.0

고용형태

직장 유형

7

24.3

4.1

비영리기관

2.0

3.2

8

15.0

1.0

해당없음

19.0

26.3

단독 주택

24.2

33.5

아파트

58.5

45.3

연립ㆍ다세대 주택

16.7

20.8

기타

0.7

0.4

자기 집

73.7

66.1

전세

15.8

16.8

보증금 있는 월세

8.0

13.6

9

1.6

10

0.5

서울

8.2

9.8

부산

11.1

5.2

대구

4.1

5.3

인천

6.1

8.3

광주

4.0

1.3

대전

5.1

3.4

울산

6.0

1.4

없는 월세(사글세)

0.4

0.6

세종

1.9

1.8

무상

2.1

3.0

경기

7.8

15.7

강원

2.9

7.9

도시(동부)

79.5

76.3

충북

5.5

3.8

농어촌(읍면부)

20.5

23.7

충남

5.3

7.3

전북

5.5

5.9

전남

7.2

5.8

경북

6.4

4.6

경남

9.9

7.7

제주

3.1

4.9

거처 종류

점유형태

도농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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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세션1]

있지만,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와 불평등 체제의 유지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장경제에서의 승자독식의 스타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얻는지, 극
한경쟁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요청된다.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정도가 큰 것은 격차가 누적되고,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약
화되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주식, 코인투자의 열풍은 과거 안정된 직장에서 받은 월
급을 저축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청년층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작
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도 비롯된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노
동시장,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관련이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개인과 가족의 각자도생의 생
존주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지역, 자산 격차와 이러한 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지 못했다. 핵심적인 격차의 영역이 실제로 중첩되는지, 아니면 교차되는지, 주요 영역에서 각종 격차를
낳는 범주들이 결합되어 분포된 양상을 전반적으로 포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격차의 결합분포의 양
상을 좀더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글에서 가설적으로 제시하였던 격차의 누적과 중첩이 과연 존재
하는지, 아니면 격차의 교차로 인해서 격차의 심화현상이 완화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격차의 결합분포와 행복 또는 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도 있다. 격차의 중첩으로 인해 불
이익 또는 불행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중이 어떠한지,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은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감소하
였는지를 밝히는 것도 한국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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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근로 참여소득: 기초소득보장제(guaranteed income)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

Ⅰ. 서 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과 안정된 고용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겪은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체제로 탈산업화했다. 탈산업화는 고전
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어왔던 사회⋅경제적 환경을 해체했으며, 특히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 큰 영향
을 미쳤다. 그동안 안정되었던 고용은 유연하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정규직과 표준화된 임금체계는 다양
한 비정규직과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임금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들이 과연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두드러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화,
저임금 노동의 증가, 실업의 장기화는 실업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임금, 저숙련 고용층과 실업자들
을 위한 실업보호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복지국가들은 기존의 고용과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방식의 고용보험을 대신해서 소득과 ‘조세’
에 기초한 부조적 방식의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4차 산업혁
명과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비추어볼 때 소득수준에 기초하여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 관련 소득보장
정책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 위기는 복지국가들의 레짐별 특성과 역사적 경로와 상관없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고용과 소득보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각 정부들은 진보와 보수
를 넘어 가혹한 폐업과 실업의 터널에 직면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
다.1) 일찍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High Tech, Hich Touch”, 즉 과학기술 혁신과 아날로그적 접촉의
균형을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High Tech + Noncontact, 즉 과학기술
혁신과 비대면이 결합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심각한 양극적 균열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IT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 간 비접촉과 결합하면서 안정적이고 견고한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국민들
과, 반대로 기본적 자원을 갖추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이른바 ‘코로나 균열’(covid
cleavage)이라 부를 정도의 양극화된 균열구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접목
된 코로나19의 영향은 전광석화처럼 전 세계에 빠르게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 계급적
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전격적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특히 저소득층, 영세 자
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취업준비생 등 불안정한 계층들의 고용과 소득을 위협하고 있다.
1) 각 국가들은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해고를 억제하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원하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들에 대한 소득지원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기업에 대하여 대출보증 및 조세납부 유예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OECD, 2020:10-11, 노대명, 202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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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6월에는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9∼12월
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3월에는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3
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앞
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시적, 일회적 방식으로 돌려막기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요식업⋅관광업⋅운수업 종사자 등 수많은 경제
적 약자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근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전국민 고
용보험, 실업부조,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
고 있다. 어떤 합의에 도달하든 중요한 점은 코로나 이후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안은 기존 제도를 일부 보완하거나 연장하는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보
장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수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고용 및 소득보
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무기여 조세방식의 실업부조, 소득에 기반하여 조세로 일부 지
원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몇 가지 기본소득 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글은 최근 도입된 전국민 실업부조와 도입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쟁
점이나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서 실업부조와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기초소득보장(guaranteed income)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쟁점
1. 해외 실업 소득보장제도 유형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는 실업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공하는 목
적에는 차이가 있다. 일단 보험원리에 입각한 실업보험은 실업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효
과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반면 복지원리에 입각한 실업부조는 소득중단이나 소득
상실로 인한 실업자들의 빈곤화를 억제함으로서 실업의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로 재정을 뒷받침하는 실업보험에서는 급여수급을 위해 고용과 기
여가 증명되어야 하고, 급여액은 피보험기간과 과거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며, 수급 기간은 당연히 피보험
기간에 비례한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세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실업부조는 과거의 고용과 기여의 입증이
필요 없고 정액의 급여가 장기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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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국가별 실업 보상제도 유형
실업보상제도 유형
실업부조
실업보험

국가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터키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 이스라엘,
실업보험-공공부조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일본, 한국
영국, 아일랜드, 독일, 그리이스
실업보험-실업부조
실업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출처: 이승윤(2017), 이병희(2013), 남재욱(2017) 참조하여 정리.

실업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고용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부족 한 실업자나
실업급여를 소진한 실업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기여 와 급여 간 비례원리로 인해
소득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실업부조제도는 고용 경력이 실업보험에 비해 엄격하지 않으며,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실업
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급여기간이 대체로 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
자 개인의 특성이나 가족 특성이 급여 수준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2)
<표 2>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부조 비교요약(2020년 기준)>
구분

기간

급여1)

스웨덴

60주

-일당 365(SEK)정액
-최대 평균임금의 20%

핀란드

무기한

-일당 33.7 유로
-최대 평균임금의 19%

X

-비정규직:월 300 유로(평균
임금의 8%)이상: 50% 감액
-정규직: 제외

그리이스

12개월

월 200유로 정액(최대
평균임금의 11%)

실업급여(UI) 받고
12개월 경과된
20-66세

-

Ⅹ

-2주간 104 AUD(평균임금의
3%): 전액
-254까지:50% 감액
-254이상:60% 감액

X

-주당 80 NZD(평균임금의
7%)까지 전액
-초과:70% 감액 적용

Ⅹ

- 65% 통합감액률 적용

호주

무기한

뉴질랜드
(2018)

무기한

영국
(Universal
Credit)

무기한

-월 1211(AUD, 평균임
금의 19%)와유류보조
금월 19(AUD)
-에너지 보조 포함 최
대 평균임금의 17%
-한달 962.4
(NZD)
-최대 평균임금의 21%
-일주일 410
(GBP)
-최대 평균임금의 12%

자격조건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또는 6개월중
480시간 이상

독일

무기한

-한달 416 유로 지급
-최대 평균임금의 10%

Ⅹ

오스트리아

무기한

-이전 실업급여의 92%
-최대 평균임금의 39%

실업급여(UI)소진자

프랑스

6개월(6개월
단위로
무제한 연장)

-일당 16.7 유로
-최대 평균임금의 16%

실업 시작 기준
10년간 5년 이상 근로

급여조정
-취업중 지급 안함, 급여과세

-월 100유로(평균임금의 2%)
이하: 전액
-100∼1,000유로: (평균임금
의 23%): 80% 감액
-1,000∼1,200유로(평균임금
의 28%): 90% 감액
-1,200유로 이상: 급여중단
-월 460유로(평균임금의 11%):
전액
-초과: 감액 적용
-취업후 첫 3달까지 급여지
속(이후 급여 중단)
-단독 670, 부부 1,340유로
기준의 초과 소득: 감액 적용

가구특성
-아동부양가구에 최대
450일 추가지급
-20세 미만 제외
-아동 가구 추가
-55세 이상 소득조사
생략
-가족합산소득 586유로
초과시, 고용시 급여
중단
-아동, 독거노인, 홀부
모가구 추가지급
-부부는 독신보다 감액
-60세 이상 독신 추가
지급
-홀부모,부부,아동 가구
추가
-25세 이하 감액
-25세 미만 감액
-아동 추가지급

-배우자, 아동, 홀 부모
추가

-아동가구 추가지급

X

출처: OECD(2020)-2020.5. 13일 검색.

2)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업부조의 소득지원이 오히려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고, 실업자
및 가구 구성원들의 재취업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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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보면 국가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실업부조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
구하고 대체로 공통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것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 주요국 가들이 실업부조의
대상을 단지 실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저소득 근로자들까지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역시 시장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 일부를 감액(환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체로 지급기한을 한정
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령이나 가족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2.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해왔지만, IMF 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취업자, 장기 실업자, 불안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현재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고용을 전제로 ‘기여’에 기반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
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직자는 물론이고,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임의가입)와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에 방치되어 왔다.
국내에서 실업부조제도의 필요성은 대략 2000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11년 이후 한국노동연
구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김원식, 2000; 장지연 외, 2011; 황덕순, 2011; 이병희, 2013; 방
하남⋅남재욱, 2016).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실업부조의 도입 사유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화
에 비해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 해소,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에 따른 넓은 사각지대,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등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중 ‘성
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
로 채택하고(2017.5),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고용안
전망 강화 조치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명시하였다.3) 이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합의(2019.3.5)를 토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입법화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
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2019.9.10)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며(2019.9.16), 2020년 5월
20일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극적으로 통과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
조는 그 내용에서 OECD국가들에서 운용하는 실업부조와는 다른, 일종의 프로그램 수준에 불과해 학계
와 노동계,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은민수, 2020a).
2020년 1월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I 유형’은 소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일부 청년층에게 구직촉진 수당과 취
업지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I 유형’은 요건심
사형(의무 지출)과 선발형(재량 지출)로 나뉘는데, 요건 심사형은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3)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중 ‘한국형 실업부조도입’ 관련 내용은 “전직 자영자, 장기 경력단절자 등 고용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실업부조제도
를 조속히 도입한다”. “실업부조는 연령⋅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도록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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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선발형으로 ① 가구 재산합계액 3억 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
자 (18∼64세)는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추가 선발해 지원하고, ② 가구 재산합계액 3억 원이하 이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구직자(18∼34세)도 추가 선발해 지원한다. 그러나 선발형은 예산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발가능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로서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참여와 같은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4)

<표 3>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 요건
구분

Ⅰ
(수당)

요건
심사형
선발형

Ⅱ
(서비스)

연령

소득(가구)

재산

구직
의사/능력

18∼64

중위소득 50% 이하

3억 이내

O

100일(2년
이내)

18∼64

- 중위소득 50% 이하
- 18∼34: 120% 이하

3억 이내

O

×

18∼64

- 중위소득 100% 이하
- 18∼34: 120% 이하

O

×

×

취업 경험

지원 금액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구직활동 시
발생 비용

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3.29).

그러나 한국형 실업부조는 몇 가지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첫째, 기존 ‘취업성취패키지’ 정책과의
차별성 문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큰 차이가 없는 제도를 굳이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업부조’ 제도와도 큰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취업성취패키지 프로그램에 비해 지원 기간과 소득지원
수준면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둘째, 엄격한 대상 제한성과 급여의 제한성 문제. 예외적으로 월 50만
원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시킨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근로능
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 경우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의 (‘구직’이 아닌) ‘취업’ 경험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요건으로서,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와 기여 경력에 상관없이 근로빈곤층을 지원하
고 있다. 셋째,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인데도 아동 등 부양가구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수급기간인 6개월 기간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만 지급해 그 효과가 의문스
럽다. 프로그램 종료 후 미취업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으로서 3년 기간 중 소득중단의 우려도 크다. 셋째, 지나친 노동시장 참여 유도의 문제도 심각(의자 뺏기
게임, 마른수건 짜기)하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탄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소득지원을 기반으로
4) 정부는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에게는 취업지원서비 스에 성실히 참여하
여 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
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
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2019년에 3710억 원(22만 7천 명)에서 2020년 2447억 원(15만 명) 으로 추정추정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1582억 원(8만 명)에서 2020년 상반기에만 1642억 원(5만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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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세션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급여조건적인 활성화(activation) 정책을 추구하는 데 비해 우리의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소득지원은 미미한 채 오로
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의 고용정책은 실업자,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에 대한 목표보다 취
업지원과 취업촉진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의 한계
를 인정하고 실업부조의 개념을 확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저소득을 개인 단위로 보장하는 방안을 중요
하게 고려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43만 명이 줄었으며, 비경제
활동인구는 69만 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약 63만 명이 줄었으며 실업자는 19만 4천 명이 늘었다.

[그림 1] 경제활동인구 구조

산업별로는 2019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31만 3천명, -13.4%), 도매 및 소매업(-19만 7천
명,-5.5%), 제조업(-11만명, -2.5%) 등에서 감소했고, 직업별로는 2019년 12월 대비 단순노무종사자(14만
2천명, 4.0%), 농림어업숙련종사자(4만명, 3.4%), 관리자(2만 1천명, 5.5%)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종
사자(-33만 7천명, -10.4%), 판매종사자(-17만 3천명, 5.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만 2천명, -2.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직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9.
< 전
체>
27,154
◦ 관리자
387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594
◦ 사무종사자
4,763
◦ 서비스종사자
3,233
◦ 판매종사자
2,998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178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405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51
◦ 단순노무종사자
3,546
출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통계청).

12

2020.

구성비
100.0
1.4
20.6
17.5
11.9
11.0
4.3
8.9
11.2
13.1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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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27
83
-2
238
-50
70
5
4
196

26,526
408
5,462
4,718
2,895
2,824
1,218
2,383
2,930
3,688

12
구성비
100.0
1.5
20.6
17.8
10.9
10.6
4.6
9.0
11.0
13.9

증감
-628
21
-132
-45
-337
-173
40
-22
-121
142

증감률
-2.3
5.5
-2.4
-1.0
-10.4
-5.8
3.4
-0.9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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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35만 1천 명, 일용
근로자는 17만 명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7만 5천 명 증가하였
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만 8천 명, 무급 가족종사자는 5만 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코로나19의 피해가 임시직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9.

12

2020.

구성비
< 전

체>

◦임금근로자

12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27,154

100.0

51.6

26,526

100.0

-62.8

-2.3
-2.5

20,690

76.2

54.4

20,174

76.1

-51.6

- 상용근로자

14,575

53.7

64.1

14,580

55.0

0.5

0.0

- 임시근로자

4,706

17.3

3.4

4,355

16.4

-35.1

-7.5

- 일용근로자

1,409

5.2

-13.1

1,239

4.7

-17.0

-12.1

◦비임금근로자

6,464

23.8

-2.9

6,352

23.9

-11.2

-1.7
-9.6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6

5.3

-18.0

1,298

4.9

-13.8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9

14.9

16.9

4,124

15.5

7.5

1.9

979

3.6

-1.8

930

3.5

-5.0

-5.1

- 무급가족종사자
출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통계청).

앞에서 언급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69만 명 증가한 부분에서 2020년 12월 기준으로 특별
히 ‘쉬었음’인구가 31만 4천 명 늘어 총 253만 명을 초과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1% 증가이다.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
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하는 구직단념자도 전년 동월
의 53만 4천 명에서 19만 명이 증가된 7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전국민 고용보험’(취업자 고용보험, 보편적 고용보험)과 쟁점
1. 해외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사례(?)
2020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3가지 제시를 제시하
였는데, 첫째,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 둘째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 셋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
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홍민기
(2020)와 이병희(2020)가 해외 전국민고용보험 사례로 지목한 덴마크와 프랑스의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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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덴마크는 2017년 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하는 법
안 통과,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사회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핵심적 내용은 근로자/자영자의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자격과 기여액이 결정된다는 점이다.6) 덴마크
에 거주하는 18-63세 인구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면 본인 선택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
는 겐트방식이지만 조세투입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율이 높다(2018년 기준
으로 실업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77%). 근로자와 자영자 간 기여와 보장수준이 동일하다는 점이 특
징이며, 12개월 이상 실업보험 기금 가입이력이 있으면 전년 소득 대비 최대 90%의 급여(대신 상한선 설
정)를 2년 동안 수급할 수 있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으며, 실업보험의 재원은 개인의 실업보험
기금 보험료와 노동시장분담금이다. 덴마크는 이미 1994년에 사회보장 지출의 중앙정부 부담을 재정적
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동시장분담금’을 도입하여 ‘노동시장기금’을 조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8%씩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국세청이 징수. 보험료는 정액이며 실업급여 재원의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
는 조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는 2018년 기존에 배재되어 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개혁
을 단행하고 201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기여금을 1.7%p
인상하였고(근로자는 7.5%에서 9.2%로, 자영업자는 8.0%에서 9.7%로), 사업주의 보험료는 평균 4%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급여액과 지급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즉 임금노동자의 실
업급여 수급요건은 기존 28개월 중 4개월 이상의 근로이력에서 2019년 11월부터는 6개월 이상의 근로이
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실업급여액도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이전 소득에 비례하지만, 고소득
자에게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도록 하향조정하였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
년 이상 동일 사업을 영위한 자가 파산(폐업)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전 2년 과세소득이 연평균 1만 유로 이
상이어야 하며, 해당 자영업 이외의 과세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당액인 월 560유로 미만이어야 한다는 엄
격한 설정을 하였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월 800유로를 최대 6개월간 수급할 수 있는데, 급여액
은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수준이며 수급기간은 53세 미만 근로자의 최대 24개월에 비해 짧은 편이다.
프랑스와 덴마크 개혁 사례의 시사점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과 급여수급의 기준을 ‘기여’가 아닌
‘소득’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회보험 방식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어 많은 근로자들을 포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란 점에서 도입 취지를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유형이라 분류하기 어렵고, 두 국가 모두 가장 최근인 2018년
과 2019년에 도입되어 그 성과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덴마크나 프랑스의
소득기반 사회안전망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두 국가 모두 기존 노사의 기여금방식을 대신해서 노동시장
세나 일반사회기여금이라는 조세방식의 재원마련 장치를 사전에 구축했다는 점이다.7) 따라서 일하는 사
람 모두의 실시간 소득파악(RTI)이 가능해지고 징수와 부과체계를 국세청으로 이관한다고 해도 증세라는

6) 덴마크는 새 제도 이전부터 자영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자영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기금이 별도로
존재했고 수급기준도 차이.
7) 프랑스의 보편적 사회기여세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관해서는 은민수(2012)의 “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스
웨덴, 프랑스, 일본의 부가세와 보편적 사회기여세(CSG)의 개혁과정”, 한국사회정책. 19(4): 205-2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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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이호근, 2020: 32).
정부가 2020년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전
국민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예술인이다.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2020년 5월)으로 국내 예
술인(17.8만명) 중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7.5만명(42%)을 대상으로 계약서상
소득을 합산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하였다. 다음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
자들로서 직종별로 순차적 적용을 하는데 1단계는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14개)8) 약 106만∼133만 명
에게 2021년 7월부터 적용하고, 2단계는 플랫폼 대표직종 종사자 약 22만∼179만 명에 대해 2022년 1월
부터 적용하며, 3단계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1년 초부터 실태조사, 관계자 의견 수
렴, 소득정보 활용가능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
구 중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약 231∼258만명과 고용원 있는 자
영업자 133만명 규모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시행한다는 조건부 방안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위와 같은 제안은 기존의 고용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안전망 속에서 그동안 배제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들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비임금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
이 없다. 또한 그 이행 방안으로 사회보험기여금을 ‘임금’기반에서 ‘소득(이윤)’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취
업자 중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 불안전근로계층을 포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소득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9), 고용주 기여분은 누가 ‘대납’할 것인지, 국가가 대납
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에 기여금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
인지 등 난제가 너무 많고, 이해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의가입제와 의무가입제 중
의무가입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되고 임의가입 역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미가입과 저
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가입은 재정상의 어려움 초래할 수 있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보험료 차별화
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부담 격차의 최소화 노력은 임금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임
금노동자에 비해 저조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와 이들의 자의적/임의적 폐업과 실업 여부의 판별상
어려움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시 굳이 전국민고용보험을 가
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리하면, 기존 고용보험을 확대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만들면서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별도로
8) 14개 직종은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조종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
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방문교사, ⑬가전제품
설치기사, ⑭화물차주이다. 특고 전체규모는 166만, 이 중 산재보험 저굥직종(14개)은 106만∼133만으로 추정된
다(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9) 가령 로드맵에서도 나타나듯이 특고의 소득신고 유형만 구분해도 크게 3가지이다. 원천징수형은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유형으로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판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제품점검원이
해당된다(7종). 사업자등록형은 사업주의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유형으로 건설
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 대상이다(4종). 종합소득신고자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
터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가 해당된다(3종). 이와 같이
특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소득 및 업무시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와이 계약형식 및
소득신고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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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는 것은 양 제도의 중복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
후하다. 유럽은 대체로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 간 경계를 허물고 제도의 단순화와 통합을 지향함으
로서 중복급여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줄이면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의 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
계하는 추세이다.10) 물론 영국의 보수당과 독일의 사민당이 이렇게 대처한 배경에는 구직 활성화와 행정
비용 절감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탈산업산회에서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는 사회보험제도
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동하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실업제도는 장기실업자나 불안정
노동자를 대량으로 증가시키는 탈산업사회에서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Ⅳ. 실질적 실업부조이자 부분적 기본소득으로서의 기초소득보장제
이제 실효성이 없는 ‘전국민고용보험’이나 ‘한국형’ 실업부조가 아닌 ‘실질적’ 실업부조로 개편하면서
완전한 기본소득을 향한 출발을 시작해야만 한다. 구직자와 저소득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부분적 기본소
득으로서의 기초소득보장제를 위해 몇가지 방향과 원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미줄처럼 복잡
하고 미로처럼 여러 제도로 나누어 운영되는 현행 제도들을 가능한 단순하게 재편하여 누구나 한 눈에 이
해하고 본인의 손익을 판단할 수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고용과 관련된 여러 현금성 급여와 조세지출 제도들
을 통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11) 둘째,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다급한 비정규직, 영세자영
업자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 소득수
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셋째,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자격을 결정함으로서 일용근로자, 사업자 등 소득
불성실 신고나 미신고를 줄이고 적은 소득세일지라도 납세를 유도한다. 넷째, 개인별로 정기적 지급을 하
되, 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조/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다섯째, 조세지출
개혁은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한정하고, 적어도 수급자들은 이

[그림 2] 각 제도의 한계와 기초소득보장제(GI)
10) 독일은 2005년 하르츠 Ⅳ개혁으로 기존의 실업부조와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부조를 통합함으로써 실업
부조의 수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영국도 2012년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 공제, 주택급여, 소득보조, 실업수당 등
기존 6개 기초보장제도를 ‘유니버셜 크레디트’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11) 예컨대 근로장려금은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나 불황기를 맞아 취업이 어려워지
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다른 소득보장 제도와 같은 경기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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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인한 손실액보다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한다. 여섯째,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최
대한 다른 현금성 급여, 기존의 사회보험 구조를 줄이거나 개편하지 않는다.
불안한 취업과 실업 간 경계의 모호성, 장기 미취업자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자와 폐업 자영
업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대폭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3가지 각각의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막
대한 재정 확보와 낮은 소득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
서 근로 형태나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낮은 불안정한 근로연령층에게 일정 수준까지의 생활소득
을 보장해주는 기초소득보장제 방안(guaranteed income) 방안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단계적 확대 방안
근로연령층 중에서 근로능력을 영구상실한 자들은 공공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들을 제외한 미취업자에
서부터 저소득근로자들까지 망라하는 기초소득제(GI) 지대를 마련하여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
을 통해 ‘차등지급’ 한다면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도 굳이 가능성이 희박한 전국민고용보험을 만들 이유
가 없고, 실업부조는 자연 흡수될 것이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로연령층의 기본소득’으로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초소득보장제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3).
재원마련(증세정치)과 관련해서는, 급여 수준과 대상 범위, 현행 다른 급여들과의 통합 여부, 세금감면
등의 폐지 여부에 따라 소요재정이 큰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는 높은 누진적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비세, 나아가 부동산보유세, 탄소세 도입 등이 모두 검토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증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세나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의
도입 이전에 세금감면과 같은 각종 조세지출의 폐지->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소비세 인상의 순서로 단계
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연계하여 불가피한 새로운 세금의 필요성을 국민
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초기에는 추가 증세 없이 역진적인 조세지출 폐지만으로 재
원을 마련하고 이후 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소득세와 도입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소비세를 인
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새로운 조세 도입은 상당기간 사회적 공론화와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6> 단계별 확대 계획
구분

2023-2024년

2025-2026년

2027년

지급대상
(18-64)

2,000만원(대략 1인 중위소득의
100%) 이하 근로연령층

3,000만원 이하 근로연령층

?

최대급여

1인당 월 50만원12)(년 600만원)

1인당 월 50만원(년 600만원)

감액률

(기준금액-소득)*30%

(기준금액-소득)*20%

지급금액

년 600만원∼0원

년 600만원∼0원

기준소득

2,000만원

3,000만원

12) 실업부조 월 50만원 및 기초연금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
13) 이 방안은 부의 소득세(NIT)를 활용한 것이다. 모든 NIT 모델은 크게 보장수준(guarantee level), 급여감액률
(withdrawal rate 혹은 tax back rate), 급여액(level of benefit), 소득분기점(기준소득, break even point) 등의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보장수준(G)은 국가가 수급자에게 보장하려는 소득수준을 의미하며, 급여감액률(r)은
수급자가 기본소득급여 외에 추가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을 뜻하고, 급여액(B)은 국가의 보장
수준에서 급여감액률이 적용된 금액이다. 그리고 소득분기점은 급여가 0이 되는 소득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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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23-2024년 지원급여 및 예산 규모
(단위: 원)
인원(A)

1인당 년
평균소득(B)

1천만 이하

2,890,704

4,852,483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2,983,208

6,019,318

구분

1인당 년 평균
기초소득(D)

A*D
(백만원)

(20,000,000
-4,852,483)*30%

4,544,255

13,471,975

(20,00,000
-15,173,477)*30%

1,447,956

4,319,553

산식(C)

근로소득과세자

합계

17,791,528

종합소득과세자
1천만 원 이하

2,964,617

5,187,436

(20,000,000
-5,187,436)*30%

4,443,769

13,174,073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1,656,547

14,416,750

(20,000,000
-14,416,750)*30%

1,674,975

2,774,675

합계

15,948,748

총계

33,740,276

자료: 2020년 국세청 통계포털(2019년 귀속 소득자료).

<표 8> 2025-2026년 지원급여 및 예산 규모
인원(A)

1인당 년
평균소득(B)

산식(C)

1인당 년
평균 기초소득(D)

A*D
(백만원)

1천만 이하

2,890,704

4,852,483

(30,000,000
-4,852,483)*20%

5,029,503

13,471,975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2,983,208

15,173,477

(30,000,000
-15,173,477)*20%

2,965,304

4,319,553

∼3천만 원 이하

4,331,915

24,511,564

(30,000,000
-24,511,564)*20%

1,097,687

4,755,087

구분
근로소득과세자

합계

22,546,615

종합소득과세자
1천만 원 이하

2,964,617

5,187,436

(30,000,000
-5,187,436)*20%

4,962,512

14,711,947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1,656,547

14,416,750

(30,000,000
-14,416,750)*20%

3,116,650

5,162,877

∼3천만 원 이하

558,423

26,332,575

(30,000,000
-26,332,575)*20%

733,485

409,595

합계

20,284,419

총계

42,831,034

자료: 2020년 국세청 통계포털(2019년 귀속 소득자료).

2. 재원 확보
국세청 2020년 국세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를 추정하면 약 178,890
억이며, 근로소득세액 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는 약 71,960억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43,920억과 자녀
장려금 6,380억을 합산하면 약 30조원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기초소득보장제가 시행되면 실업부조는 자
연 흡수되므로 그 예산도 절약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구직촉진수당은 45만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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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가정하여 총예산이 9,372억 원이지만 가구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 재산 3억 이내, 2년 내 100일 이
상 취업경험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감안하면 실제 대상과 예산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통해 얻은 1인당 평균을 구하면 1천만 이하 소득자는 근
로소득 공제가 182,768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43,887원, 총 226,654원이며 2천만원 근로소득 공제
391,127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114,893원, 총 506,020원에 불과한 반면 1억 이하 소득자는 총 2,644,540
원, 10억 이하 소득자는 20,234,682원으로 매우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조세지출은 기초소득보장제가 아
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적폐라고 할 수 있다.
<표 9> 조세공제 폐지 이후 소득세 증가분
(단위: 백만 원)
구분

근로소득공제 폐지 증
세효과(A)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 증세효과(B)

합계

근로소득공제
1인 평균(C)

A+B

근로소득세액공제
1인평균(D)

C+D

17,890,590

7,195,585

25,086,173

1천만 이하

528,322

46,013

574,335

182,768

43,887

226,654

1.5천만이하

559,802

155,519

715,321

391,127

114,893

506,020

2천만 이하

734,660

300,745

1,035,405

473,383

198,119

671,502

3천만 이하

2,514,288

1,490,413

4,004,701

580,413

345,561

925,974

4천만 이하

2,342,773

1,517,534

3,860,307

897,011

581,305

1,478,316

4.5천만이하

1,093,431

595,419

1,688,850

1,151,534

627,131

1,778,665

5천만 이하

1,022,993

509,524

1,532,517

1,285,492

640,317

1,925,809

6천만 이하

1,736,980

796,186

2,533,166

1,423,179

652,379

2,075,558

8천만 이하

2,628,513

928,389

3,556,902

1,667,913

589,136

2,257,050

1억 이하

1,851,923

431,518

2,283,441

2,144,773

499,767

2,644,540

2억 이하

2,287,823

376,472

2,664,295

3,037,919

499,922

3,537,841

3억 이하

290,695

29,522

320,217

4,923,112

499,975

5,423,087

5억 이하

158,881

12,346

171,227

6,434,241

499,980

6,934,221

10억 이하

83,735

4,570

88,305

9,160,330

499,945

9,660,275

10억 초과

55,770

1,413

57,183

19,734,582

500,000

20,234,682

<표 5>는 위의 잠정 설계대로 기초소득 수급자들의 공제 감소액과 기초소득 수급액을 비교한 것이다. 1
천만 이하 소득자는 2023-2024년에 평균 450만원, 2025-2026년에 평균 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 공제감
소액에 비해 430∼470만원 정도 순이익이고, 2천만 이하 소득자는 2023-2024년에 평균 150만원,
2025-2026년에 평균 300만원으로 역시 공제감소액에 비해 80∼230만원 정도 순이익이다. 3천만 이하 소
득자도 2025-2026년에 20만원 정도 순이익이다.
<표 10> 공제 감소액과 기초소득 수급액 비교
(단위:원)
구분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합계액

2023-2024년

2025-2026년

1천만 이하

226,654

4,544,255

5,029,503

2천만 이하

671,502

1,447,956

2,965,304

3천만 이하

925,974

-

1,09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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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2020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전체 153개국 중 61위로
나타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 수준에 비추어 매우 저조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짧은 시간내에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무한경쟁을 거듭해 온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결과
는 값비싼 대가이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경
험하지 못한, 기존의 위기와 차원이 전혀 다른, 불확실성의 블랙홀과 같은 세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불안정
한 근로계층들을 탈출시킬 방안들이 전국민고용보험, 실업부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고민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제에 기반하여 장기간 근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들
표본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용안전망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
한 유형의 불안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국민고
용보험은 여러 가지 기술적, 행정적 문제와 경험사례 부족으로 쉽게 이행될 것 같지 않고 실업부조는 까다
로운 조건과 지원기간 및 급여의 부족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기본소득은 소요 재원이 막대하고 정
책의 파급효과 범위가 워낙 넓어서 상당시간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다급하고 절실한 불안정 근로계층에 대한 빠르고 단순한 해법이 필요하다. 불안정 계층의 특성상 소
득, 계약관계,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등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비가시적인데, 그에 따라 실
업부조, 고용보험, 조건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또한 취업과 실업, 개업과 폐업을 반복
하는 한국 불안정계층의 특성상 그때그때마다 받는 급여제도가 다르다면 혼란을 야기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연이어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 최
대 9개월, 실업부조 최대 6개월 등 총 15개월에 불과해 이후 소득보장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
정을 감안한다면 고용보험을 일부 직종에까지 확대하거나 실업부조 대상을 조금 늘리는 정도로는 근로연
령층의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근로연령층을 위한 기초소득제도(GI)는 역진적인 근로소득공
제와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소득세 증가분으로 시장임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서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
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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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세션 (라운드테이블 패널토론)

한국사회복지정책,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길을 묻다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패널 1.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패널 2. 윤홍식(인하대, 복지국가 재구조화 연구센터 소장)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
패널 3. 이원재(LAB2050)
“팬데믹 이후, 신계급사회 형성 가능성과 대응 방향”
패널 4. 조남경(성공회대)
“탈-근대적 사회복지?”

 패널 1. 노대명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의주제1)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는 ?
< 세부 논의 사항(안) >
1) 코로나 팬데믹,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전기인가? 위기인가 ?
2) 코로나 팬데믹,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인가? 위기인가 ?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같은 것인가. 이것이 질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현실에서 각
자가 말하는 이상적 복지국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발전 또한 다른 맥락에서 해
석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사회보험 중심형 사회보장체계를 근간으로 복지국가의 발
전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완하거나 변화시키기보다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
다. 그렇다고 <패러다임 전환>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이 존
재하는 것도 아니다. 멋진 슬로건은 존재하지만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구체적 대안이라고 말하기
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현재의 복지국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여전
히 불확실하다.
먼저 복지국가의 발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기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다섯 가
지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발전의 잣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1) 적
용대상의 보편성, 2) 보장하는 욕구의 포괄성, 3) 보장수준의 적절성, 4) 분배구조개선의 효과성, 5) 사회
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좀 더 추상적으로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의 실현 정도>나 <사
회권의 실현 정도>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경합하는 각종 패러다임이 이 네 가지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자극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는 점은 분명하다. 그 슬로건이란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자가 기존 사회
보장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혁신을 추동하고 있다면, 후자는 지난 20년 간 미루어 왔던 기존 패러
다임의 완성을 추동하고 있다.1) 이 두 패러다임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여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기
준(또는 핵심과제)를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낙인효과를 비판하고 보편주의와 단순함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개혁을 추동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과 관련
1) 여기서 패러다임의 재편과 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과 복지 외에도 건강보장과 사회서
비스,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야를 좁혀 소득보장의 관점
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목표로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편적 최저소득보장제도에 가깝고, 전
국민 고용보험은 보편적 사회보험을 지향하지만 소득비례형 보장제도에 가깝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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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률의 노동소득세나 공유부 등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을 핵심 정책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당장의 실
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 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핵심의제를 공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강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재원문제를 기피해 왔던 정치권으로 하여금 본격적으
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만든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화 과정이 보편적 사회보
장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②전 국민 고용보험은 조세행정에서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현행화하고,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혁신함으로써 보편적 사회보험체
계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많은 인구집단을 포
괄하며 사회보험료 징수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외에도 건강보험, 공적연금(특히 국민연금), 산재
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부조 등 비기여형(정확하게는 재정기반) 사회보
장제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비례형 사
회보험제도가 적어도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는 얼마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도 소득파악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와 연동하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혁추진의지가 문제다.
요약하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부각된 경합하는 사회보장 패러다임들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전
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우리사회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현재의
정치쟁점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복지국가 발전의 기회는 용두사미로 그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
실현방안 없는 예쁜 포장의 대안적 프로그램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추동하기 힘들며, 재정적자의 공포를
조장하는 소위 현실적인 선별복지 프로그램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을 말하기 힘들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가 개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1) 어떻게 보편적이고 단순한 제도를 구축할 것
인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제도들을 보다 단순하고 보편적 제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 자르듯
재단해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대안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어떻게 소득보장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는 단순히 재정
지출의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여와 보장에서 연대의 원칙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힘들 것이
다. 3) 재원조달과 관련된 구체적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 그 결과 사회보험료 인상이 주된 대책이었다. 사회보장세 등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향후 1년간 복지국가의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
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3) 코로나 팬데믹에서 K 복지, 어떻게 평가하나 ?
K 방역에 상응하는 K 복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 마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그 역할이 크지 않았다. ①K 방역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
다. 다만 그것이 시민들의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성
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②K 복지가 사회보장정책 측면의 대응을 의미한다면 그 성과
는 저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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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1. 노대명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차례 지급되었던 일시적 재난지원금 또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로 성과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방역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지 몰라도, 사회보
장제도가 시민들을 경제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강력한 자동안
정화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일시적 현금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③코로나19를 계
기로 향후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이다. 기
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이 그것이다.
4) 정부/지자체들의 재난대응(재난지원금),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었나 ?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 번째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초유의 경제충격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습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실직계층이나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후
의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취약집단 중심으로 표적화 되면서 다소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지
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기본소득이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었지만, 그 경제적 효과와 시민들의 복지태도
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그것이 시민들의 복지경험을 확대하여 복지정책과 그에 따
른 추가적 조세부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소득보장제도를 보편적
으로 설계한다는 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편적
제도는 경제사호적 위험에 처한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보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20
년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인 소득파악 문제는 향후 수년 내에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개혁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중론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 또한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계기로 국세청의 소득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미래 어떠한 사회보장 패러다임에도 핵심적인 문제다.
지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기본소득을 표방하며 지급했던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후에도 별도의 소득보장제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
국단위의 보편적 소득보장제도가 발전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보장 혁신
실험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지자체는 다양한 혁신실험을 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
실험이 정치적 포퓰리즘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선거를 통해 심판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사
회에 축적되지 않는 경험이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혁신실험이 전국단위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경제적이고
유력한 경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브라질의 볼사파밀리에의 경우도, 지자체 단위에서의 혁신
실험의 성공에 힘입어 전국화 되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평
가를 넘어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전국화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성과
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제대로 영향을 미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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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안전망의 확충 - 상병수당 & 플랫폼노동 지원대책으로 충분한가 ?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상병수당이 누락되어 있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가닥을 잡
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병수당 도입이나 플랫폼노동 지원대책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섯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
차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이 모순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
으며, 기타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는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고 있다. 점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선효
과의 총량은 다른 서구 복지국가의 1/2∼1/3수준에 불과하다. 그 만큼 사회보장 지출총량이 작고, 각 제도
의 지출구조 개선효과 또한 취약하다. 없는 살림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는
땜질식으로 추가되어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잡다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당장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 : 노동존중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청년층의 일할 기
회, 노년층의 소득보장, 고령화로 급박하게 다가오는 장기요양 등 돌봄수요, 보편적 주거욕구 등이 그것이
다. 이런 기존의 문제에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보장체
계로 보호할 것인지 새로운 문제가 부가되어 있다.

논의주제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 ?
< 세부 논의 사항(안) >
1)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와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어디에서
도 그러한 연대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세대도 노인세대도 각자 도생에 익숙해져가는듯 하
다. 이는 기존 사회보장 패러다임, 즉 사회보험 중심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단번에 사회보험 패러다임을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
는다. 충분한 이행기 동안의 이행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 구축을 지향하며, 대
안적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기여에 상응하는 보장을 근간으로 연대를 강
화하기보다, 연대에 기초한 보장을 근간으로 기여에 상응하는 보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는 강력하고 보편적 사회보험체계를 근간으로 이를 보완하는 사회수당이
나 사회부조제도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적어도 20세기 후반까지 이러한 사회보장체계는
잘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사각지대가 커서 사회수당이나 사회부조를 통해 그
것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회보험 도입이 뒤늦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더 빠른
속도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적정화하면 된다. 하지만 경제환경과 노동세계의 급격
한 변화로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다면, 대안적 패러다임을 검토하는 것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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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사회보험의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비기여형 제도를 강화하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
하다. 고용보험이나 공적연금에서 최저소득보장(최저보장연금 등), 건강보장이나 모성보호, 사회서비스,
주거복지 등의 영역에서 재정기반의 보편적 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
게 사회보장세 등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년간 정부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199.7조원
의 사회보장예산(일자리 포함) 중 공무원연금과 주택기금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을 제
외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산은 70조원 내외이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0조원 내외이다. 이것이 현재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년간 해 왔던 재정노력인 셈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된 사회수당(기초연금이나 아
동수당)을 제외하면,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투입된 재정은 크지 않다. 이는 사회지출에 투입되는 재
정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부문/영역별 재원배분의 원칙을 급격하게
흔들기는 쉽지 않다. 이는 사회보장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세 도입이 필요하다. 더 급진적으로는 이미 사회보험 중 조세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한 보험의 보
험료 또한 사회보장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어떠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가 ? (여전히 유효한 확충 /발전의 패러다임 (포용복지)? 새로운 혁신 /
변화의 패러다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보험을 개편하여 보편적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소득파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와 사회보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분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가 필요하며, 이는 재정기반의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를 선
별과 보편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소득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는 보
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고소득층과 고자산층만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
다. 반면에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는 취업상태와 소득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만일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보편적으로 정비된다면,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또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상향 조
정하기 용이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복지국가의 혁신은 교육, 노동, 사회보장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1)
먼저 교육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추세를 고려해서 교육재정의 일부를 복지재정으로 이전하는 결단이 필
요하다. 더불어 교육부문의 인프라와 종사인력을 다른 사회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교육을 제대로 강화하여 사교육 지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 이어 노동은 비정규직
노동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무
별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에게 시간당 임금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제화되었던 산업재해와 관련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사회보장부문에서는 노후소득
보장과 장기요양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사회보장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서구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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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2010년대 들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두 가
지 문제를 방치한 채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모든 시민과 노동자가 필요한 최
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하고, 그 위에 기여에 상응하는 소득비례형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많은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하에서 예외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정규직이란 공식적인 분류체계에 따른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어떤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주와 노동
자는 소득의 몇 %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소득능력이 취약하다면, 보험료
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두루누리사업의 틀을 유지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조세를 부담해야 하고,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세)는 조세로 인식되어야 한다. 소득이 일
정 기준 이하이면,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기본소득 패러다임은 적절한 대안적 패러다임인가? (cf. 신복지체제)
기본소득 패러다임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패러다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 주
장을 노동과 소득보장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 그렇다고 언제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지배적 형태가 될지 말하기 힘든 - 노동의 미래를 전제로 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 소득
보장제도의 보편주의적 개편안과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
히 불투명하다. 부분기본소득은 다른 사회수당과의 변별력이 약하고, 완전기본소득은 당장 도입할 수 있
는 제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특히 양극화된 사회에서 보편적 최저소
득보장을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과 대비하여 신복지체제 주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신복지체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보면, 일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제안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중위소득 40%기준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2) 각
종 사회수당 도입 및 확대, 3)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 인상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거쳐 단일 국민보험
으로 통합, 4)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 공급 확대, 5) 누진적 보편증세, 조세감면 폐지, 사회보장제
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4) 여타 대안적 패러다임 (생태복지 / 생명복지) 은 없나 ?

- 174 -

 패널 1. 노대명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논의주제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당면 과제와 도전, 무엇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세부 논의 사항(안) >
1) 코로나 불평등(자산/교육 등)의 해법(대응방안)은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불평등의 문제는 다양하다. 그 중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소득계층이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핵심은 비대면 교육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전체적
으로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교육이 이를 대체함에 따라 특정집단의 학생 - 소득계층에 따
른 격차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집단 - 에게서 교육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대면을 전제로 한 다양한
보완적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당장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부실한 공교육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분명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그 중심에 있는 대학을
개혁하는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스
스로 개혁의지가 없고, 이 갈등을 감수할 정치집단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장기간 교육개혁을 도외
시한 채,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강제적 재편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2)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가속화되는 노동/경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플랫폼 노동 & 소
상공 /자영계층 중심의 대응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향후 경제성장에서 자본과 노동투입
보다 기술혁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술혁신을 추동할 인력양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롭고 경쟁적
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
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탈산업화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집단이 부단히 자영업을 부양
하고 있으며, 2) 남아 있는 임노동자는 정보와 기술을 보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고용안정성과
임금격차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이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하층계급이 형성되고 있다
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이상적 대응은 일차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전략이다. 노
동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격차를 확대하는 분할통치전략보다, 보다 많은 노동자가 적은 노동시간을
일하고 격차를 축소하는 연대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고용체제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연대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노동부문의 개혁과 노동존중의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용안정과 임금격차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의 문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더불어 사회보장
제도 측면에서도 경제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는 대안적 실험은 거의 없었다. 노동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
금까지 취했던 주된 접근방법은 항상 문제가 되는 집단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누더기식 접근방법이었
다. 플랫폼노동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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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미루는 것이다.
3)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
4) 미래사회의 복지재정 소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코로나 증세?)
우리 사회에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는 시기마다 추계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분
명한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점점 그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
책처 보고서의 추계결과는 향후 7∼8년 내에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지출이 약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금적립방식은 기금 고갈이 앞당겨진다는 논란을 초래할 것이고, 당년지출방식은 적자폭이 커
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집단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 있
다. 이는 사회보험과 기타 재정기반 사회보장제도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조
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대
체율을 낮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사회보험과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재구조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한 재원조달방안이 새롭게 모
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 증세란 아마도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한시적 사회연대세 등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위기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재원확보의 물
꼬를 튼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이 시민들
의 지혜를 다소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름의 한시적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
리 사회보장제도는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증세문제를 기피한다고 하지만,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그 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일반조세에 비
해, 그 목적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사회보장세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내용적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보유세, 부가세,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해야 하
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야심찬 계획을 주장할 용기와 보다 실천 가능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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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 재구조화 연구센터 소장)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의 전기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전례 없는 충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주제이다.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세계
는 이제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다.”라고 이야
기했다(Friedman, 2020).1) 영국의 중도 우파적 이념을 지향하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21)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OECD 국가들이 고용유지와 소득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지국가의 전환을 묻는 특집기사를 싣기도 했다.2) GDP의 20%를 넘나드
는 예산(유동성 지원 포함)을 집행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당연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일
부에서는 자본주의의 종언을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런 이야기는 대공황 이래 위기시마다
항상 있어왔던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때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비교
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패러다임 전환은 단절적이기 보다는 점증적 변화의 누적적 과정이었다는 점
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단절적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윤홍식, 2019a).3) 이
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 이 글은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복
지국가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미시적 대응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큰 틀의 접근을 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은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접
근했다. 비교분석은 IMF, the World Bank, OECD, the World Data, 한국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사용
했다.4)

1) Friedman, T. (2020). “Our new historical divide.” The New York Times, March 17, (2020).
https://www.nytimes.com/(20(20/03/17/opinion/coronavirus-trends.html (접근일, (2021. 4. 12).
2) The Economist. 2021a. “Covid-19 has transformed the welfare state. Which changes will endure?” Mar 6th 2021
edition.
3) 윤홍식. (2019a). 뺷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 18세기부터 1945년까지뺸.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4) IMF. 2021.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OECD.
2021.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접근일,
2021. 5. 29). OECD (2021), General government debt (indicator). doi: 10.1787/a0528cc2-en (Accessed on 08
March 2021). 통계청. 2021. e-나라지표. 국가채무추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1106. 통계청. 2020. e-나라지표: 정부재정 현황(GDP 대비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접근일, 2021. 5. 29). OECD. (2020a).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1686c758-en. 이창근. 2021. “코로나19 1년, 재직자 고용유지대책 평가와 과제.”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 2021년 3월 9일. 주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
원, 참여연대. OECD (2021a),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fb58715e-en (Accessed on 04 April
2021). Our World in Data. (2021). Coronavirus cases.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접속일,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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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별 사
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다는 한국 복지국가라는 틀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비교사회정책
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한국 복지국가라는 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응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복지체
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정책 대응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사람
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복지체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보편적 복지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노동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복지국가의 대응과는 상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
믹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2020년 코로나19 위
기에 대한 대응을 OECD 주요국의 대응과 비교하는 것이다. 복지체제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식이 상이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을 반영한 평가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민
주화이후 발생한 두 차례의 사회경제위기와 비교⋅평가하는 것이다.

1. 한국과 OECD 주요국의 비교
먼저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보편적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림 1]을 보면 보편적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
유럽 복지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추가지원(현금지원, 고용유지, 세금지원 등)의 필요성이 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잔여적 방식으로 사회복지정책(특히 소득보장정책)을 제도화한 영
미권 복지국가들의 경우는 대규모 추가지원을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GDP의 19.1%에 달하는 대규모 추
가지원을 실행했고 미국, 영국, 호주 등도 대략 GDP의 16%를 넘는 추가지원을 지출했다.

[그림 1] OECD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지출과 유동성 지원,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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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이탈리아 22.7%, 스페인 15.7%)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남유럽 국가
들은 (이탈리아 154.6%, 스페인 117.3%) 추가지원 대신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했다. 이탈
리아는 GDP의 무려 35.5%에 달하는 유동성을 지원했고 스페인의 유동성 지원도 14.4%에 달했다. 대륙
유럽 복지국가들은 영미권 국가와 남유럽의 중간정도의 추가지출과 유동성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 지원과 추가지출을 실행해 다른 대륙유럽 국가들과는 차이를 보
였다. 이는 독일 노동시장이 비교대상 대륙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의 분절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Emmenegger, Häusermannn, Palier, and Seeleib-Kaiser, 2012).5) 즉, 불안정 고
용상태에 있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다른 대륙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추가지
원과 관련해서는 영미권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독일, 이탈리아와 유사했다.
일본의 특이점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8년 기준으로 238.7%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GDP의 15.6%
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차이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규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림 2]를 보면 북유럽 복
지국가들의 고용지원 규모는 스웨덴이 11.5%로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컸고 그 뒤로 덴마크 9.2%, 노르웨
이 8.5%, 핀란드 7.4%였다. 상대적으로 공공부문 고용규모가 큰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고용유지를 위
해 지원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4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2017년 기
준으로 평균 27.4에 달해 17.7%인 OECD 평균보다 10%p 높았다(OECD, 2019).6) 반면 (미국을 제외한)
영미권 국가들과 대륙 유럽의 국가들은 전체 취업자 중 많게는 66.3%를 지원한 뉴질랜드에서부터 작게는
15.9%를 지원한 캐나다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그림 2] 취업자 대비 고용유지 지원 비율(%)

5) Emmenegger, P., Häusermannn, S., Palier, B., and Seeleib-Kaiser, M. ed. (2012). 뺷이중화의 시대: 탈산업 사회
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뺸. 한국노동연구원 옮김(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6) OECD.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Paris: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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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보편적 소득보장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고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낮으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기업규모와 노동시장 지원에 따라) 이중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은 대규모 추가지
원과 유동성 지원을 했어야 했다. 특히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상 꼭 필요한 조치
였다. 하지만 고용유지를 위한 한국의 지원은 전체 취업자의 3.8%에 그쳤다(이창근, 2021). 일부 경제학자
들은 한국의 이러한 인색한 지원이 한국의 확진자 규모가 크지 않았고 경제도 코로나19 팬데믹에 잘 견뎌
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백만 명당 확진자수는 2021년 4월 4일 기준으로 한국이 1,204명으
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적은 국가에 속했다. 하지만 [그림 3]을 보면 한국보다 확진자수가 더 적은 뉴
질랜드와 호주도 대규모 지원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확진자 규모가 지원규모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성장률도 마찬가지이다. 성장률과 지원규모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성장체제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중심의 성장체제라는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과 소득상실이 주
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윤홍식, 2019, 2021).7)

주: 적색 네모는 북유럽 복지국가, 흑색 마름모는 한국. 윤홍식(2021)에서 발췌한 것임.

[그림 3]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고용비율, 확진자 수, 실질 GDP 성장률8)

다시 말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재벌 대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일하고 있는 불안
정 일자리로 이루어진 내수부문(개인 대면 서비스업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KDI, 2021),9) 이러한 타격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한국 성장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7) 윤홍식. (2020). “코로나19, 성공한 방역과 실패한 고용⋅복지”. 뺷복지동향뺸, 259: 30-35.
8) 윤홍식. (2021). “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왜 지원에 인색했을까?” 참여사회포럼: 코로
나 팬데믹 이후 ‘국가의 성격변화.’ 2021년 4월 29일.
9) 김지연. (2021).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 KDI 보도자료. 2021년 4월 23일.

- 180 -

 패널 2. 윤홍식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
3⋅4분기에 들어서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을 때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수출이 압도적이었다.
2.1%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3/4분기를 보면 민간소비(내수)의 기여율은 0.0%인데 반해 수출은 +5.6%를
기록했다. 4/4분기에도 민간소비의 기여율은 –0.7%p였던 것에 반해 수출은 +2.2%였다(기획재정부,
2021).10)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지원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생의 어려움은 매우 컸기 때문이다.

2. 민주화이후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다음으로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대응을 평가해 보자.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화 이후 있었던 두 차례 위기(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 비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전향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추가지원(현금지원, 조세지출, 고용유지 지원 등)의 규모가 GDP 대비 3.4%로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비해 대규모 지원을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채무를 적극적으로 늘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정부채무는 GDP의 6.2%p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3%p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물론, 단군이래 최대 위기라고
불렸던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9%p, 1999년 5.7%p 보다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지출의 규모의 증감을 통해 위기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평가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표 1>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적 대응
1997년 외환위기
사회지출,
%

정부지출,
%

국가채무,
%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위기 전, %

3.5(‘97)

7.1(‘07)

12.2(‘19)

위기 후, %

4.8(‘98), 5.8(’99)

7.6(‘08), 8.4(’09)

n.a

증감(%, %P)

1.3%p(37.1%)- ‘98
2.3%p(65.7%)- ‘99

0.5%p(7.0%)- ‘08
1.3%p(18.4%)- ‘09

n.a

위기 전, %

18.9(‘97)

19.8(‘07)

23.4(‘19)

위기 후, %

22.0(‘98), 21.0(’99)

21.3(‘08), 23.3(’09)

25.3(‘20)

증감(%, %P)

3.1%p(16.1%)- ‘98
2.1%p(11.1%)-’99

1.5%p(7.5%)- ‘08
3.5%p(17.6%)-’09

1.9%p(8.1%)- ‘20

위기 전, %

11.4(‘97)

27.5(‘07)

37.7(‘19)

위기 후, %

15.3(‘98), 17.1(’99)

26.8(‘08), 29.8(’09)

43.9(‘20)

증감(%, %P)

3.9%p(34.2%)- ‘98
5.7%p(50.0%)- ‘99

-0.7%p(-2.5%)- ‘08
2.3%p(8.4%)- ‘09

6.2%p(16.4%)- ‘20

다만 1987년 민주화이후 겪었던 세 번의 위기 중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가장 심각했고 그 다음으로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문재
인 정부라서 더 특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지원 규모는 위기의 강도에 따라 대응 수위가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아도 2008년 금융위기보다 2020년 코로나19
10) 기획재정부. (2021). ‘21년 1/4분기 실질 GDP 속보치 특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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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더 적극적이었다(IMF, 2021, 2009).11) 예들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독
일은 2007년과 비교해 2009년 재정규모를 GDP의 4.2%p 늘리는데 그쳤지만,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
해 무려 14.4%p나 늘렸다. 반면 한국은 2009년 재정확대는 2007년과 비교해 GDP 대비 2.3%p 확장하는
데 그쳤고, 2020년에도 2019년 대비 6.2%p 확장하는데 그쳤다. 정리하면, 이중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낮은 공공부문과 높은 자영업자 비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구조와 낮은 사회지출과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
는 사람들을 배제한 사회보장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적
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담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불안전 고용상태에 있는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야 했다. 그러
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 평가에 근거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 복지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약할 가능
성은 대단히 낮다. 그나마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
는)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소득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
지만 논의의 진척은 매우 더뎌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2021년 연구용역, 2022년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 순으로 계획하고 있어, 실제로 실행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더욱이 사회복지정책
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전환을 논하는 것은 논의를 매우 제한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다. 1차 분배체
계로서 성장체제와 2차 분배체계로서 복지체제가 완벽하게 조응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와 복지체제 논의를 종합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체제도 성장체제와 조응하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윤
홍식, 2019a).
지방정부의 대응은 흥미롭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월에 본격화되었을 때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한 정부 단위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였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
된 지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이 되어서야 1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분
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는 있었지만, 재정⋅행정분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안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기치 않는 위험에 대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미래에 닥칠 예기치 못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역량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IMF. (2009). Updata on fiscal stimulus and financial sector measures. April 26, 2009. IMF. (2021).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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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당면 과제와 도전
1. 속도, “낡은 것의 소멸과 새로운 것의 부재”
코로나19 팬데믹은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에서 지식경제로의 전환), 글로벌라이
제이션의 둔화, 소득⋅자산불평등, 비대면 사회의 확산,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고령화, 기후위기,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의 확산 등은 팬데믹 이전부터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
협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단순히 기존 경
향을 촉진하는 촉매제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의 본질을 적절히 설명
하기 어렵다. 1929년 대공황을 둘러싼 온갖 억측과 비관이 난무했을 때 케인즈(Keynes, 1932[1930])는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쓴다.12) 100년 후에 고소득 서구 국가의 평균적인 노
동시간이 15시간으로 줄어들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담고 있는 에세이였
다. 하지만 이 짧은 에세이의 핵심 논지는 일반적으로 잘 인용되는 노동시간의 축소와 미래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핵심 논지는 대공황으로 표출된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
이었다. 케인스의 논지는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지만, 20세기 초 사회경제제도
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공황으
로 자유방임주의 질서가 급속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대신할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회경제
제도는 아직 구성되지 못한 현실을 위기의 본질로 이해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역사적 관계를 논한 쿠즈네츠(Kuznets)의 가설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인용
에 재인용, 재재인용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쿠즈네츠의 가설은 성장의 초기 국면에는 불평등
이 증가하지만, 성장이 일정정도 이루어지면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역U자형 관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 아니다. 쿠즈네츠는 산업구조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는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
가하고 전환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산업구조가 농
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역U자형으로 변화하는 소득불평등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
었다(Kuznets, 1955).13) 자본주의 변화, 구체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 사
회경제적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분배체계(성장체제와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의 전환(구체적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며,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위기,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충격이 더해질 때 그 ‘전환의 속도’가 가속되면서 위기가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12) Keynes, J. (1932[1930]).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In Essay in persuasion, pp. 358-361.
New York: Harcourt Brace.
13)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렇게 보면 ‘쿠즈네츠의 파동’이라는 개념은 밀라노비치(Milanovic, 2017[2016])가 쿠즈네츠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 아니라 1955년에 출간된 논문에서 쿠즈네츠 자신이 제시한 핵심 가설이었다. Milanovic,
(2017[2016]). 뺷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뺸. 서정아 옮김(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globalization). 서울: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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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가 가속되면서 위기의 양상이 한국 분
배체제(성장체제와 복지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 팬
데믹이라는 위기의 본질은 산업혁명이후 농업을 대체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구에서는 1960년
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식경제(서비스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적 위기의 심화정도가 사회경제제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도 산업사회에 기초해 제도화한 노동을 산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지식경제(디지털 시
대) 시대에도 고수하려는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토니오(Antonio) 그람시(Gramsci,
1999[1929]: 327)가 뺷옥중수고뺸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 새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14)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구조(경제체제)는 위기를 거치면서 급
격하게 변화하는데 제도로서의 분배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2.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도전
그럼 간단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전환을 한국 복지국가(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살펴
보자. 많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살펴보
자.15) 소득⋅자산 불평등, 빈곤, 불안정 고용의 증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
제적 위기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할 것은 위기의
현상이 아니라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위기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의 문제이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
어서면서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분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형성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Baldwin, 2019[2016]).16) 복지국가
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는 라크너와 밀라노비치(Lakner and Milanovic, 2015)가 [그림 4]에서 잘 그려냈듯
제조업 일자리가 고소득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면서, 고소득국가의 반(비)숙련 노동자들의 소
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17) 한국의 주력산업인 제도업도 2000년대 중반부터 생산과 소비가 분리
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등 조립가공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높아졌다(이은석⋅이정욱⋅박나연⋅김유신, 2012).18)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
14) Gramsci, A. (1999[1929]). 뺷그림시의 옥중수고 1: 정치편뺸. 이상훈 옮김(Quaderni del carcere). 서울: 거름.
15) 사실 위기의 요인이 너무 광범위해 여기서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경제체제와 복지체제라는 분배체제
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6) Baldwin, R. (2019[2016]). 뺷그레이트 컨버전스뺸. 엄창호 옮김(The great convergence). 서울: 세종연구원.
17) Lakner, C. and Milanovic, B. (20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30(2), 203-232.
18) 이은석⋅이정욱⋅박나연⋅김유신. (2012).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Discussion 뺷BOK
경제리뷰뺸, Paper Series, No.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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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GVC도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적으로 외국인직접 투자(FDI) 비중은 2007년 2.2조 달러에서 2020년 0.7조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와 코
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면서 무려 68.2% 감소했다. 세계 GDP 대비 FDI의 비중도 2007년 3.7%에서 2020년
0.8%로 78.4%나 감소했다(OECD, 2021b).19) 세계 교역증가율도 2008년 GDP 대비 60.9%로 정점을 기록
한 이후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다(The World Bank, 2020).20)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9)는 코로나
19 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2019년 초에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슬로벌라이제이션(Slobalization)으로 명
명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21)

자료: Lakner and Milanovic(2015)의 그림을 재구성한 것임.

[그림 4] 전 세계 소득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의 상대적 증가율, 1988-2008

한국의 특이점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라는 세계적 흐름과는 상이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FDI는 2007년 1.61%에서 2017년 3.14%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인 2020년에도 2.05%를 유지했다(OECD, 2021b). 한국 기업의 해외직
접 투자도 2014년 359억 달러에서 2018년 593억 달러로 4년 동안 65.2%나 증가했다(오세진, 2019).22) 이
러한 상황은 한국 복지국가에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과제를 던져준다. 하나는 한국에서 기업의 성장이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동반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한국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 괜찮은 일자리
의 상대적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윤홍식, 2019b).23)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자 국내에서는 ‘제조업의
19) OECD (2021b), FDI flows (indicator). doi: 10.1787/99f6e393-en (Accessed on 30 May 2021)
20) The World Bank. (2020). Trade(% of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 (접근일,
2021. 5. 25).
21) The Economist. (2019). “Slowbalisation: The stream has gone out of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9/01/24/the-steam-has-gone-out-of-globalisation.

glass”,

22) 오세진. (2019). “최근 제조업의 해외진출 트렌드와 영향.” 뺷산은조사월보뺸, 76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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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화,’ 즉, 국내에서는 제품의 기획, 광고, 판매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노
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현실은 전후 서구 복지국가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기업과
복지국가의 동반 성장이 한국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해외 소비
에 의존하고 생산 자체도 상당 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이 내수와 연관된 복지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 복지국가가 확대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침하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사회에게는 위기인 것이다.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 성장체제인 한국
에게 세계 교역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수출주도 성장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부터 지속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를 가속시킨다면 한국의 수출주도 성
장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성장체제가 수출주도에서 내수를 중
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국가의 확장에 긍
정적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이 수출주도 성장체제를 본격화했던
196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보면 한국 경제에서 생산인구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이
었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과 함께 움직였다. 한국 경제
가 비교대상인 OECD 고소득국가 보다도 더 요소투입형 성장에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가
고소득국에 진입하면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성장률의 둔화가 일어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출처: 윤홍식. (2021).

[그림 5]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 1961-2020
23) 윤홍식. (2019b). 뺷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뺸. 서울: 사
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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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국가들의 일반적 경향이다(Vollrath, 2020).24) 즉, 인구증가율과 성장률의 둔화는 한 사회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결과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일반적인 고소득국가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인당 GDP에 따른 합계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예외
성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일인당 GDP가 1만 불에서 2만 불로 진입했을 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63에서
1.12로 급격하게 낮아졌지만, 스웨덴은 1.77에서 1.84로 높아졌고 일본은 1.8에서 1.7로 미세한 하락만 있
었다(윤홍식, 2021).25)
한국과 30년을 잃어버렸다고 평가 받는 일본을 비교해 보면, 고도성장기 일본과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은 각각 9.3%와 9.6%로 유사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한국이 2.41%로 일본의 1.3%보다 높다.
반면 혁신의 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6.89%, 일본은 8.3%였다. 문제
는 한국과 일본이 저(低)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두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3.6%와 4.6%로 낮아졌는
데,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한국이 0.56%로 일본의 1.2%보다 더 낮은 것은 물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3.0%로 일본의 3.4%보다 낮았다는 것이다(통계청, 2019a, 2019b; 요시카와 히로시, 2017[2016]).26)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다른 고소득국가들 보다 한국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
나19 팬데믹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한국의 출산율을 더 낮춤으로서 인구학적 위험 요인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로 2019년 0.92보다 더 낮아졌다. 이처럼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
실에서 공적 복지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된다는 것은 인구구조
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필요를 한국 복지국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대하는 국민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장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의 성장 동인을 요소투입에서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변화와 관련된 도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면서 디지
털 기술변화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변화가 대량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있다. 사실 기술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공포는 산업혁명이래 주기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Chace, 2017[2016]: 235-8),27) 기술변화가 총
고용량을 줄인다는 경험적 근거는 취약하다. OECD 자료를 보면 디지털 기술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용율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OECD,
2020a). 경험적 연구도 디지털 기술변화가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
킬 수는 있지만, 총고용량을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raetz and Michaels, 2018: 755).28) 디지털
기술변화의 영향은 일자리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양극화시킨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24) Vollrath, D. (2020). Fully grown: Why a stagnant economy is a sign of succe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5) 윤홍식. (2021).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
복지 대응 제2차 포럼, 2021년 4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吉川洋(요시카와 히로시). (2017[2016]). 뺷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뺸. 서울: 세종서적. 통계청. (2019a). 주
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통계청. (2019b).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27) Chace, C. (2017[2016]). 뺷경제의 특이점이 온다뺸. 신동숙 옮김(The eonomic singularity). 서울: 비즈페이퍼.
28) Graetz, G. and Michaels, G. 2018. “Robots at work.”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0(5): 75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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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지털 기술변화를 케인스와 쿠즈네츠가 이야기한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해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하는 도전과 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기술사가들에 따르면 기술변화는 노동대체적인 변화와 노동보완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
다(Frey, 2019).29) 일반적으로 노동대체적인 기술의 발전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노동보완적인 기술의 발
전은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산업구조의 전환과 연결시키면, 기술변화는 농업사회에
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노
동대체적인 기술이, 새로운 산업이 지배적인 양식이 되면 노동보완적인 기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국면은 디지털 기술변화가 노동보완적이기 보다 노동대체적이기 때문에 고용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구조를 양극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디
지털 기술변화가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한 일자리의 양극화가 국민국가의 성장모형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
다. [그림 6]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부 국가는 디지털 기술변화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
는 대신 중간⋅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한 한국 복지국
가의 도전과 과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나는 디지털 기술변화가 중간임금 일자리를
감소시켜 노동시장 구조를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로 양극화 시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디
지털 기술변화에 적합하게 고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구성을 고도화시
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교육⋅훈련, 보건의료, 돌봄 등)를 제공할 때 실현
가능하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국가들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문
제는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개인과 가족이 사적으로 감당하게 함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라 불평
등의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

출처: Goos, Manning, and Salmons. (2014).

[그림 6] 디지털 기술변화와 일자리의 임금구성의 변화30)
29) 여기서 노동대체적인 기술변화가 고용의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Frey, C.
(2019). 뺷테크놀로지의 덫: 자동화 시대의 자본, 노동, 권력뺸. 조미현 옮김(The Technology trap). 서울: 에코리
브르.
30) Goos, M. Manning, A. and Salmons, A.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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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인적자본을 고
도화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이다. 이 때문에 당장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생활수준이 낮아진)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필
요하다.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 제도는 한국 복지국가가 디지털 기술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위험에 국민의 기본생활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도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분명해진 기후위기이다. 이제 기후위기는 누구도 피해할 갈 수
없는 상수이다. 특히 한국 경제는 기후위기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7]을 보면 1990
년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30년 동안 2.4배
가까이 증가했다. OECD 주요 국가들 중 성장을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호주와 캐나다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 국가에서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한국을 탄소배
출제로 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한 이상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탈-탄소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탄소배출 산업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기후위기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구조의 전환(탄소기반 산업에서 탈-탄소산업으로)과 관련되
며, 복지국가는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인구사회 집단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일명 ‘정의로운 전환’으로 알려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한국 복지국가는 소득(탈
상품화)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기후위기를 새로운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OECD(2020b) 자료를 선별해 그래프로 재구성한 것임.

[그림 7] 한국과 주요 고소득국가들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990=100), 1990-201831)
31) OECD. (2020b). Greenhouse gas emission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G# (접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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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상보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그려야 할까?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
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위
기가 사회정책의 약화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불평등
과 빈곤을 완화하는 사회정책의 효과가 약해진 것을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Emmenegger et al., 2012).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회정책의 확대만으로는 불평등
과 빈곤을 완화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OECD 자료를 보면 신자유주화가 본격화된 1980년부터 지
금까지 GDP 대비 사회지출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은 1980년 14.4%에서 2019년 20.0%로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38.9% 증가했다(OECD. 2021c).32)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복지지출의 감소가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인구고령화
와 같은 인구학적 착시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GDP에서 사회지출의 몫이 증가했다. 분명한 사실
은 분배의 문제는 사회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시민들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배는 생산영
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배체제를 성장체제와 복지체제의 두 축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윤
홍식, 2019a).
문제를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지는 사회복지정책만의 문제가 아
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구조와 무관한 분배제도가 아니라면, 사회복지정책의 패러
다임 전환은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 제조업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고품질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성장전략을 선택했
다. 이러한 성장전략을 선택한 독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가격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자국의 제조업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전체의 비용, 즉, 임금 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출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의 임금 통제는 산별로 이루어지는 협상과 노동시장을 유연화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과는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복지구조도 이중화되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였지만, 복지체제에의 관
점에서 보면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집단을 확대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지 못했던 이유였다.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임금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예민
한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독일 성장체제가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
일 복지국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영미권 국가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하르츠 개혁)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빈곤 문제를 취약계층(노동빈곤층을 포함해)을 위한 잔여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했
2021. 2. 7).
32) OECD. (2021c).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접근일,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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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Clark, 2016; Eichhorst and Marx, 2012; Kroos and Gottschall, 2012; Palier and Thelen, 2012;
Hall and Soskice, 2001).33)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한국 경제의 성장체제와 함께 고민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독일처럼 한국은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인 국가이고 한국 또한 독일처럼 수
출주도 성장체제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은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복지정
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물론 성장체제와 복지체제가 일대일로 완벽하게
조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정합성을 가진 체제구성은 책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체제와 복지체제의 조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
로 논의가 시작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수용한다면, 독일 사례에서 보듯 둘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상보
성이 있기 때문이다(Clark, 2016; Hall and Soskice, 2001).34) 경험적 근거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2. 한국, 독일의 길과 스웨덴 복지국가의 사잇길?
한국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독
일의 성장체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독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주
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숙련형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한국에서 생산성 향상은 1990년대 이래 ‘신경영
전략’이라는 대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숙련노동을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윤홍식, 2019b). 즉, 한국은 주력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고용된 핵심 노동자의 규모가 노동자의 숙
련에 기초해 생산성을 높인 독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 노동시장에서 불
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발전
시킨 독일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불가피했다면, 숙련 노동자조차 자동화 설비로 대체한 한국 노동
시장에서 이중구조화와 더 깊게 진행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의 로봇밀도는 완만하게 높아지는데 반해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율(로봇밀도)은 2013년 이래 세계 최
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독일이 산별 조정을 통해 임금을 통제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체제라면,
한국은 자동화를 통해 숙련노동의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통제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성장체제로 인해 독일보다 더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33) Eichhorst, W. and Marx, P. (2012). “아무 일자리나: 비스마르크식 복지국가의 이중화와 서비스 경제.”
Emmenegger, P., Häusermannn, S., Palier, B., and Seeleib-Kaiser, M. 엮음. 뺷이중화의 시대: 탈산업 사회에서 불
평등 양상의 변화뺸. 한국노동연구원 옮김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pp. 93-127.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Kroos, D. and Gottschall, K. (2012). “사회서비스
의 이중화와 젠더: 독일과 프랑스에서 국가의 역할.” Emmenegger, P., Häusermannn, S., Palier, B., and
Seeleib-Kaiser, M. 엮음. 뺷이중화의 시대: 탈산업 사회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뺸. 한국노동연구원 옮김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pp. 129-159. 서울: 한국노동연구
원. Palier, B. and Thelen, K. (2012). “이중화와 제도적 상호보완성: 프랑스와 독일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복지
국가의 변화.” Emmenegger, P., Häusermannn, S., Palier, B., and Seeleib-Kaiser, M. 엮음. 뺷이중화의 시대: 탈산
업 사회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뺸. 한국노동연구원 옮김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pp. 263-294.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34) Clark, B. (2016). The evolution of economic systems: Varieties of capitalism in the glob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ll, P. and Soskice, 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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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독일과 달리 반도체, 통신기기 등과 같은 최첨단 ICT 산업부문에서도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다. 서유럽 복지체제에서 ICT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
다. ICT 산업은 최첨단 제품으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자본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또한
최첨단 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에 민감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수출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웨덴 산업은 이러한 첨단 ICT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더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제조 관련 서비스(법률 서비스와 같은 직간접
서비스 모두 포함)를 수출하는 서비스 성장체제를 구축했다(Baldwin, 2019[2016]). 스웨덴 성장체제의 이
러한 특징은 국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
유지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산업구조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부문으로 재편되면서, 국내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괜찮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조세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웨덴과 한국의 ICT 산업의 다른 점은 스웨덴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ICT 산업과 다
이나믹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ICT 부문도 여전히 제
조업적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ICT 제품의 설계, 판매, 유통, 홍보 등과 관련된 다이나믹 서비스 분야는
취약하다. GVC의 스마일커브에서 보면 한국 ICT 기업은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이런 성장체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 복지국가가 조세를 높이고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사
회서비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을 보
장받기 어렵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괜찮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안전성을 보장해야하
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공공 부문의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
대⋅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증세가 불가피하다.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 분

출처: 윤홍식(2019b)의 그림을 IFR(2021)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35)

[그림 8] 주요 제조업 강국 로봇밀도의 변화, 1985-2019
35) IFR. (2021). “Robot race: The world’s top 10 automated countries.” Jan 27, 2021.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robot-race-the-worlds-top-10-automated-countries (접근일,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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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임금상승은 다른 부분에서의 임금 상승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회의 노동비용이 전체적
으로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제조에 의존하는 최첨단 ICT 부문의 경쟁력에 (전통적 제조업
만큼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성장체제를 고려했을 때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
다임 전환은 독일과 스웨덴의 사잇길에서 찾는 것이 중단기적으로는 적합할 것 같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자동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국 제조업이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사
회서비스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직접 생산에 의존하는 전통적 제조업 부문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스
웨덴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전통적 제조업에서 ICT와 다이나믹 서비스로 전환
했다. 반면 독일은 계속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도 고품
질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도 이러한 성
장전략에 맞추어 제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체제가 두 국가의 사잇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두 성장체제
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산업을 고도화시킨 분명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전통적
제조업에서 ICT와 다이나믹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했고 독일은 전통적 제조업을 더 강화하
는 선택을 했다. 더욱이 각각의 성장체제는 각각에 조응하는 복지체제가 존재하는데, 한국이 그 둘을 융합
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면 독일
식 성장전략은 작업장 숙련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데 반해 스웨덴식 성장전략은 일반 숙련을 형성할 수
있는 고품질의 대학교육이 핵심이다(Clark, 2016; Eichhorst and Marx, 2012; Kroos and Gottschall, 2012;
Palier and Thelen, 2012; Hall and Soskice, 2001). 한국이 두 국가의 사잇길을 간다는 것은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보면, 작업장 숙련과 고품질 대학교육을 둘 다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금까지 어떤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걸어보지 않는 두 길의 사잇길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성장체제와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지는 집단적인 검증이 필요
하다. 다만, 목표는 분명하다. 성장체제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유지⋅확대하는 것이고 분배체제에서는
보편적인 소득보장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가족배경,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은 지식경제에서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양
질의 사회서비스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관련된 것은 물론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는 과제와 연결되
어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복지체제의 구성을 둘러싼 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준에서 삶의 질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상
호보완성에 기초한 분배체제의 구축을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구
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한국 복지체제가 어떤 복지체제를 지향해야하는지를
[그림 9]를 보면서 이야기해보자. 단순한 프레임이라 많은 한계가 있지만, 큰 틀에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을
어떤 방향에서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야기는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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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구성을 현금(소득보장)과 현물(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이를 축으로 OECD 복지국가들을 배
치하면 [그림 9]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019년 현재 12.2%이지만, 현물과
현물 구성의 최신자료는 없어 2018년(GDP 대비 사회지출, 10.8%) 자료를 사용했는데, 현금과 현물의 구
성비가 4.3% 대 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국 복지국가가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일명 완전기본소득)(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36) 대략 180조
의 추가재원이 소요되고 이는 2018년 GDP 1,898조의 대략 9.5%가 된다(2020년 1,898조). 그러면 한국 복
지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대략 20.3%가 된다(2018년 기준). 2018년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 평
균인 19.8%보다 0.5%p 큰 규모로, 한국의 사회지출규모가 OECD 평균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
는 이렇게 되면 한국 복지국가의 구성이 남유럽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환된다. 물론 남유럽의 소득보장제
도는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성만 놓고 보면
서비스보다는 현금 중심의 복지체제가 된다. 중단기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규모를 OECD 평균수준
으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확대방향은 지식경제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인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확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출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주: FBI는 완전기본소득의 약어다.

[그림 9] 현금과 현물 구성으로 본 복지국가

만약 소득보장정책을 늘리는 것과 함께 현물을 동일한 비율로 늘리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9.8%로 북유럽을 넘어 그 규모만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된다. 사실 향후 10년 이내에 실현가능한 목
36)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뺷기본소득이 온다뺸.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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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라고 할 수 없다(물론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단기적으로 (향후 10년)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규모를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0%로 설정하고 사회서비스와 현금지원을 대략
1:1로 구성한다고 가정하면, 소득보장은 대략 GDP의 5.7%를 늘리고 (2018년 영국) 현물은 3.5%p 늘릴 수
있다(2018년 캐나다). 향후 10년 동안 소득보장정책을 GDP의 5.7%p(2018년 기준 108.2조) 규모로 늘린
다고 했을 때, 이를 전 국민에게 1/n로 나누어줄지(월 18만원), 아니면 필요가 큰 인구⋅사회집단(아동, 노
인, 청년, 실직자 등)에게 집중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월 18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방식보다
는 보편적 사회수당(범주적 기본소득)으로 욕구가 큰 집단의 소득보장제도를 보완⋅강화하는 것이 적절
해 보인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은 공적 성격을 갖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
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지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주의는
‘자산소득조사를 거치지 않고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
주의는 공유부 개념에 기초해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유부에 기초한 보편주의(기본소득식
보편주의)’와는 상이한 원리이다.

4.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치적 동력
마지막으로 언급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치동력을 만
드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지만, 그 전환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항
상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패러다임 전환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적 주체들이 강력한 권력자원을 형성해야 한다. 물론 그 권력자원
은 노조조직률과 좌파정당의 의석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여론의 흐름과 운동 또한 전통적 권력자원을 대신할 수도 있다(윤홍식, 2019a, 2019b).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복지국가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유보적이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상존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큰 흐름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의 정치구조가 여전히 보수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양당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구와 같이 극우와 극좌 포퓰리즘 정당들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력화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점진적 변화가 가능할 것 같지만, 이념적 프레임이 자유주의 우파와 보수주의 우파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극우와 극좌 포퓰리즘의 발흥이 언제나 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는 서구와
달리 정체성 정치가 이민과 인종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젠더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젠더를 둘러싼 정체성 정치는 분배 이슈를 뛰어 넘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
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서구에서는 정체성 정치를 우선한 전통적 좌파에 대한 반향(反
響)으로 분배 이슈와 인종이라는 정체성 정치를 결합한 극우 정당이 출현했다면, 한국에서는 분배 이슈와
젠더, 세대 이슈를 둘러싼 정체성 정치가 결합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분배
이슈와 젠데, 세대 이슈를 결합한 우파 정당이 세력을 얻는다면,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은 사회서비스
가 확장되는 방식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
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보수정당의 안심소득 공약이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수정당의 복지정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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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능성의 단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보듯 젠더⋅
세대 이슈와 분배이슈가 결합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연금과 같
은 전통적 노동자에게 유리한 분배정책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지지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Busemeyer, Rathgeb, and Sahm, 2021; Fenger, 2018; Afonso, A. and Papadopoulos, Y.
2015).37)

Ⅳ. 정리 및 함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지식경제
로 전환하는 이행기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행기에는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기가 증폭된다. 케인스와 쿠츠네츠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위기와 불평등을 이야기했고 기술변
화, 기후위기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시
킴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한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체
제(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분배체제의 부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복지국가(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행기의 특성과 성
장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이라는 논의에 기초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016-2017년 시민의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의 개혁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
전략의 선의가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조정되지 못한 체 개별 영역에서의
고립된 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집권 초기 성장전략으로 제시된 소득주도성장은 ILO가 제시한 임금
주도성장에 한국의 특성(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한 성장전략이었지만, 최저임금을 일회적
으로 높이는 것 이외에 성장체제와 복지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동력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임금인상은 산
업구조 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충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윤홍식, 2018).38) 허탈한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률로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7.9%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7.4%와 차이가 거의 없다(최저임금위원회,
2020).39) 기초연금을 높이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패
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영향도 제한적이다.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에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를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ICT 분야에 집중하고 그린산
업을 육성하겠다는 성장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윤홍식, 2020).40) 특히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제조업
37) Busemeyer, M., Rathgeb, P., and Sahm, A. 2021. “Authoritarian values and the welfare state.” West European
Politics, DOI: 10.1080/01402382.2021.1886497. Fenger, M. 2018. “The social policy agendas of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34(3): 188-209.
Afonso, A. and Papadopoulos, Y. 2015. “How the populist radical right transformed Swiss welfare politics.”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617-635.
38) 윤홍식. (2018).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뺷한국사회정책뺸, 25(2).
39) 최저임금위원회. (2020). 최저임금액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접근일, 2021. 5.
30).
40) 윤홍식. (2020). “한국판 뉴딜에서 복지국가 찾기: 루스벨트의 뉴딜에는 있고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에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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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시도한 것은 성장전략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제조
업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는 전략(독일식 전략)과 ICT 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
그런 성장전략은 어떤 성장체제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없었다. 실제로 성장전략에 따른 교육훈련체
계의 전환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성장체제가 복지체제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성장전략이
그리는 복지체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통상적인 수사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논의를 뒤돌아보았을 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관련 학계조차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통합적⋅종합적 사고를 하지 않는 현실이 한국 복지국가
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는 출발점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자본주의 세계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세계은행, IMF, OECD 등 신자유
주의 국제기구들이 더 이상 ‘과거’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을 통
제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신자유주의 핵심 전략은 지난 2020년 10월에 있었던 IMF와 세계은행의 연
례회합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Giles, 2020; Ostry, Loungani, and Berg, 2019).41) 새
로운 전략은 고용확대와 적극적 재정전략을 통해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신자유주의의 21세기 판 버전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회경제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둔화 또한 로
드릭(Rodrik, 2011[2007])이 이야기한 국민국가가 직면한 주권, 민주주의,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트
릴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에게 긍정적이다.42) 이런 조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는 우리의 정치적 역량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의 누적된 결과에 달려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것.” 뺷복지동향뺸, 263: 5-11.
41) Giles, C. (2020). “Global economy.” Financial Times, Oct 17th 2020. https://www.ft.com/content/0940e381-647a4531-8787-e8c7dafbd885 (접속일, 2020. 10. 20). Ostry, J., Loungani, P., and Berg, A. 2019. Confronting
inequaltiy: How societies can choose inclusive grow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42) Rodrik, D. (2011[2007]). 뺷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뺸. 제현주 옮김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서울: 북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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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신계급사회 형성 가능성과 대응 방향*

43)

이원재 (LAB2050)

Ⅰ. 완화되는 소득불평등
‘소득주도성장의 느리지만 분명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 소득불평등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감소 중임
- 전반적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11년 이후 분명하게 호전되고
있음
- 최상위 계층 집중도를 보여주는 상위 10% 소득 비중은 급상승을 보이다 정체 상태로 접어들었음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포함하는 시장소득의 집중도는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속도가 늦춰지고 있
으며,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는 처분가능소득은 집중도가 완연하게 낮아지고 있음

* 이 글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길을 묻다’의
기획주제 패널토론 발언을 위해 정리한 사전 원고이며, 확정된 발표문이 아니므로 인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

- 199 -

 기획주제

세션

2. 최저임금 상승과 연금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시장소득의 경우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1) 기초연금이 강화되고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비근로 계층의 소득 상
승 효과가 나타나고 (2)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수당이 확대되며 저임금 근로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
로 늘어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애초 성장정책의 외피를 쓰고 등장했던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으로서 분명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음.

Ⅱ.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
‘부동산 격차, 열려 있던 문이 눈앞에서 닫히고 있다’
1. 격차의 중심 축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계층별 순자산 점유율은 2017년 이후 자산
최상위에게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음
- 상위 5% 이상 최상위 계층이 분명한 승자이지만, 자산보유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20%까지도 집
중도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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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불평등 확대는 ‘부동산 복지체제’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음
- 개발연대 부동산은 중산층 이상이 자산을 형성해 취약한 복지제도 아래서도 노후를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였음
- 이 과정에서 특히 시세보다 낮은 신규분양주택 공급과 노령층의 자가 부동산 소유는 복지가 자리잡지
못한 한국사회의 개발연대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

- 즉 누구든지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구입해서 자산으로 보유한 뒤,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오르면 그 자산
을 기반으로 노후 생계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을 ‘주택’이 하게 됨
- ‘아파트’는 이렇게 오랜 기간 한국사회에서 낙수효과를 만들어내는 유사복지제도와 유사재분배장치
로 작동함
- 특히 안정적인 중산층에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 일종의 ‘부동산 복
지체제’로 작동하게 됨
- 그러나 2017년 이후 부동산 자산은 상위계층으로 몰리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분양제도 역시
시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상위계층진입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음
- 부동산은 오히려 상위 10∼20%와 나머지 계층 사이 새로운 계급의 경계선을 긋는 역할을 하게 될 가
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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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산불평등의 정치적 위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계층의 탄생
1. 피케티와 브라만 좌파
-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2019)에서 미국과 유럽의 불평등을 교육, 소득, 자산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각 국가의 거대 보수정당과 거대 진보정당이 모두 특권화된 계층을 대변하게
된 현상을 지적함
- 피케티는 기업가 중심의 ‘상인 우파’와 지식인 중심의 ‘브라만 좌파’ 양쪽이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해
도 뚜렷한 정치적, 정책적 차이를 보였으나, 20세기말 이후 급격하게 동조화되어간다고 지적함
- 결과적으로 유럽의 극우정당, 미국의 트럼프주의 등 ‘토착주의적 세력’이 대중의 지지를 받아 주류 정
치권에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함
- 특히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산’이라는 실증 자료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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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와 한국 브라만의 향배
- 소득불평등이 궁극적으로 낳을 수 있는 차이는 소비의 불평등이며, 따라서 이는 경제적 불평등에 그
칠 가능성이 큼
- 반면 자산불평등은 더 나아가 정치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며 권력의 변화를 수반하며 제도와 사회관
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 등에서 자산계층 중심의 권력구조 형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피케티에 틀에 따르면 중도좌파 정당 위치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
화 논의를 이끌고 있는데, 실제 완화 논의 대상 구간에 속하는 계층은 가구 자산 상위 5%(종부세 완화
논의 구간) 또는 상위 10%(재산세 완화 논의 구간)임
- 과거 한국 정치지형에서 보유세 완화는 언제나 우파 정당(피케티의 틀에 따라 분류)이 이끌었는데, 이
번 논의 지형은 다른 모습을 보임
- 이는 최근 한국사회 자산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지식인 및 정치인 계층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자산 상
위 10%권에 진입해 있거나 그런 계층과 사회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반증
- 피케티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의 브라만은 그 동안 정치적 의견이 달랐던 상인 계층과 본격적으로 동
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임
- 만일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은 부동산값 상승을 계기로 경제 문제에서 정치사회적 문제로 옮
겨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Ⅳ. 팬데믹 이후의 한국사회와 사회보장
‘신계급사회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시기가 온다’
1. 커지는 자산불평등
- 위에 제시한 수치는 모두 팬데믹 직전이거나, 팬데믹 중 금융시장이 폭락해 자산가치가 하락해 있을
때의 조사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음
- 따라서 팬데믹 이후 주가의 급격한 상승, 경제의 V자 반등, 일부 제조업 대기업의 약진과 자영업 및 소
기업의 몰락, 부동산시장의 지속적 상승 등의 변화 과정을 감안하면,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
라고 판단할 수 있음

2. 신계급사회의 형성
- 한국사회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상위 5% 계층(부동산 기준 12억원 이상 소유 가구)의 약진은 이
어질 것이며, 이 5%는 부동산을 매개로 상위 20∼30%와 의식을 공유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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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권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기준 완화 정책 등
은 부동산을 매개로 자산가 의식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됨
-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자산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사회구조의 변동이 예상되며,
그 양상은 자산 상위 5%가 설득한 20%가 주도하는, 20:80의 구조로 변모해갈 것으로 보임
- 이 계층은 과거처럼 시장에서 부를 독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종부세 논의과정에서 보여지듯 여론을
움직이고 제도를 바꿀 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신유목계급’의 등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있음. 이 계급은 배달 일을 하는 여행사
사장이나 배달 일을 하는 문화예술가처럼, 다양한 직업 사이를 부유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는 새로운
자유노동자들임
- 새로운 자산가 계층이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동산’이라는 명확한 위치에 뿌리박고 형성되는
중세 영주와 같은 존재인 반면, 신유목계급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사회 전체를 부유하며 게
릴라처럼 관찰되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음

3. 신계급사회의 사회보장
신계급사회 정책대응의 핵심은 ‘자산 소유 상위계층에 진입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해야 하고, ‘자산을 소유할 기회를 보장하되 소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
하게 하는 것임
이는 조건없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자산보유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계층격차 확대에도 조건을 구걸하지 않고 생계를 위협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가
만들어져야 신계급사회 도래에 대응하는 제도로 작동할 것
- 즉 팬데믹 이후 사회보장의 핵심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야 함.
- 그 중심에는 기본소득제가 있어야 하며, 그 취지는 신유목계급을 포함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계층
에게도 조건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본소득제로는 신계급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따라
서 지나치게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보다는 실질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로 설계해 나가
야함
- 또한 자산구입 기회를 보장하되, 자산 소유자들이 자산가치를 보호해주는 국가의 운영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보유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는 조건없는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신유목계급이 생계불안도 없을 뿐더러 조건부 급여를 충
족하기 위한 활동에 몰입하는 대신,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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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적 사회복지?

조남경 (성공회대학교)

2020년 (대)다수의 학술대회와 세미나, 포럼 등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
건 및 사회) 정책의 대응을 평가하며 그 이후를 전망하는데 주력해왔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만
큼, 2021년 6월에 던져지는 같은 질문은 아마도 조금은 다른 의미, 혹은 조금은 다른 강조점을 내포할 것
같다. 한층 차분해진 시각에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깊은 곳과 먼 곳까지를 살핀
답변이 그러한 암묵적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답안’일 듯하다. 그러나 솔직히 그간의 관련 논의에서 비켜
서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일이 가능할 리 없다. 이 글이 그러한 기대되는 핵심내용에서 조금은 벗어
난, 스스로의 명쾌한 답이 없이 주로 인용과 질문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평가와 당면 과제보다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게 된 이유(이자 변명)이다.
필자가 본 글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바는, 미처 충분히 정리되고 발전되지 못한 단계라 여러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지만, 다음과 같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복지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
황이 아니었는지; 하나의 전환 노력으로서 포용복지와 포용국가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살피는데 있어
소위 ‘환원근대’론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지;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후기
산업화된 복지사회가 공통적으로 위험의 개인화, 심리적 극복의 강조, 외로움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 기저에는 ‘근대’ 자체, 즉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인간 존재를 전제하는 사유가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근대의 인간관을 극복하기 위한 소위 ‘관계론적 존재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란 (아직 고민이 너무 부족하지만)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끝으로 결국 우리는
환원근대의 극복과 근대의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미숙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더 빨리 가라’는 채찍질인가, ‘다른 길로 가라’는 고삐질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고 부족했던 우리 소득보장과 돌봄
보장 체계의 약점들이 더 크게 부각되어 나타났다’로 집약될 수 있을 듯하다(김보영, 2021: 53). 불평등과
불안정이 급속히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 보니 기왕에 갖고 있던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
준이라는 약점, 즉, ‘재난지원금 혹은 일회성 소득지원이 상징하는’ 보편적이지 못한 소득보장제도의 취
약성(노대명, 2020: 70; 윤홍식, 2020: 128; 윤홍식 외, 2020: 23)과, 노인, 장애인, 아동의 돌봄 책임과 부담
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는 돌봄보장제도의 부족, 그리고 값싼 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
다고 여기는 돌봄에 대한 기능적 시각이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격리와 고립’ 아니면 돌봄 공백과 재가족
화로 이어지기 쉬운 집단 돌봄(김보영, 2021: 54; 정익중, 2020: 56)과 평가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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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정익중, 2020: 57; 석재은, 2020)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 등 우리의 소득보장 및 분배체계 자체를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고,
‘고용’과 관련된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역할(혹은 귀환)을 주문하는 주장(윤홍식, 2020)도 있지만, 이들
또한 반드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전제로 제기되고 논의되는 주장은 아니며, 단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이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화시킨다고 진단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우리 사회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과제들을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는 역할을 할 뿐,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1)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방향 전환, 혹은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으니, 조금 더 빨리
가자’는 의미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복지의 근
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우
리 사회복지학계의 학술대회 주제 몇 개만 꼽아보아도, ‘개혁적 사회정책, 변화는 가능한가’, ‘한국의 사회
서비스,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무엇인가’, ‘기로에 선 노동, 사회정책의 방향을 묻다’, ‘사회보험 반세기,
새로운 경로의 모색’,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등, 우리 사회복지의 전환적 논의들이 주를 이
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적 논의와 전환에 속도를 내라는 재
촉으로 봐야할 것이다.

포용복지와 포용국가는 왜 도래하지 않았나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포용복지와 포용국가의 비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환적 제안이면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집단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인 만큼 평가적 논의가 가능하고 그를 통해 우
리 사회복지의 전환 과제들을 도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수출주도 성장 체제
에서 소득주도-내수중심의 포용성장 혹은 포용적 경제로의 변화와, 사회적 배제와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보편적 사회보장이 강화된 포용복지로의 변화를 병행하여, 전자와 후자가 서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
현되는 포용국가(이정우, 2016; 성경륭, 2017; 윤홍식, 2017; 2018)는 결과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다. 왜일
까? 필자가 보기에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모델이던 재벌주도 수출중심
성장체제를 포기하는 일(윤홍식 외, 2020)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큰 이견은
없을 듯하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정치적 조건, 경제적 환
경, 집권세력 등 다양한 답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필자는 특히 우리 사회에 대한 ‘환원근대’의 문제
진단(김덕영, 2014; 2019)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생각된다.
김덕영(2014; 2019)에 따르면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분화’와 ‘개인화’라는 근대의 두 토대가 억압되고,
근대화의 모든 대상과 영역이 ‘경제적 근대화’로, 다시 경제적 근대화는 ‘경제성장’으로 환원된 근대화다.
1) 하지만 ‘재난’을 하나의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집합적 노력이 설계될 필요
가 있다는 주장(강명주⋅김수영, 2020)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부터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과제’
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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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서 시작된 환원근대는 경제가 근대화되면 경제 외적 영역도 근대화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에
기반한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과 가치로 전도되며, 다른 모든 것은 경제성장의 수단
과 객체로 전락하거나 혹은 걸림돌로 간주되어 억압된다. 따라서 계약의 논리, 노동조합, 민주주의 등 근
대의 핵심 요소들과 토대는 억압되고, 교육은 ‘주관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유하고 인식하는’ 근대적 인간의
양성보다는 환원적 근대화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도구적 역할을 요구받으며, 가족은 다양한 사회집단 중
하나로 그 사회적 의미와 기능이 상대화되고 축소되지 못한 채 국가를 대신해 환원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를 떠맡게 된다. 근대화의 주체 또한 국가와 재벌로 환원되었으며, 이들은 순수한 경제
적 동기가 아닌 정치적 동기로 결탁하였고(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 이는 시장에 대한 경제 외적 논리(정
치적 논리)의 개입을 의미하는 만큼, 경제 체계와 시장의 작동을 왜곡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초래하며, 합리적인 근대적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국가와 재벌 이외의 모든 분야와 영역을 그
들의 주변부로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격하한다. 예를 들면 법의 영역에도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가 침투한다. 환원근대는 이후 정부들을 거치며 화폐화(경제성장이 화폐가치로 단순화 혹은 환원)되는데,
집단적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발전’의 목적이 ‘더 높은 1인당 국민소득(N만 달러)’으로 대
체되면서 환원근대와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는 영속화된다. 개인적으로는 화폐적 가치(물질적 부)를 더
많이 갖는 것과 그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환원근대적 경제주의 또는
성장지상주의는 한국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환원근대의 사회이며
이 차원에서는 박정희 이후 한 번도 크게 달라진 적이 없다. 오히려 환원근대의 세계관은 내면화되고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대형주의, 일등주의에 빠져 기업가는 미워할지언정 대기업은 자랑스러워
하고,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로 수치화된 성장을 신뢰하고 욕구한다. 집권세력의 성격과 무관하게 정부
는 ‘녹색’이든 ‘혁신’이든 성장해야 하고, 그 기본 틀은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되어 재벌주도 수출중심 성장체제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원근대
의 극복은 보편적이고 충분한 사회보장 실현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성장 중심의 과잉 근대화
와 경제 외적 영역의 과소 근대화라는 환원근대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어야, 즉 사회의 분화, 가치의 다
원화, 개인주의, 가족과 가족적 관계의 역할, 의미, 기능의 축소 등 그야말로 사회 전반적인 ‘근대’를 이루
어야 가치의 전도가 바로잡히고, 행위의 합리성과 다양성이 살아나고, 사회가 생산성과 효율성의 공장원
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화폐가치(비싸게 팔리는 좋은 집)가 아닌 질적 가치(살기 좋은 집)에 눈
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때 성장체제의 전환도, 인간과 노동을 수단과 객체가 아닌 목적과 가치로 중심
에 놓는 것도, 가족에게 과중하게 맡겨놓은 부담들을 완화하는 것도 비로소 가능하다.

근대 복지국가가 되는 것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2)
이렇게 환원근대의 극복은, 개인(주의)의 발전과 분화를 통한 ‘근대’의 성취는, 그리하여 국가-재벌 동
맹자본주의의 해체와 합리적인 근대 자본주의의 회복 및 사회 전반의 합리화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
2) 에픽하이의 ‘빈차’(2017) 노랫말 중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를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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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대표적으로 보편적 사회보장을 가능하게 하는─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그렇지는 않을 듯하다.
“세 종류의 가난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는 선과 악, 정의와 타락이 대립하던 시기의 가난이다. 다수가 가난했지만 그들
사이는 진흙처럼 끈끈했다. 건너편에는 선명한 악의 실체가 존재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1978)이
다. 이후 20년, 가난에서 물기가 말라갔다. 가난이란 누구의 잘못인지를 물어 싸우기보다 어서 빠져나가야 할 대상이
되었다. 궁핍할지언정 단단하게 뭉쳐 있던 가족과 마을공동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우리 모두
의 가난’이 ‘나의 가난’으로 변하는 길목에서 <괭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2000)이 나왔다. 또 한 번 20년이 흘렀다.
가난은 이제 바삭바삭해졌다. 우리 모두의 가난은 이제 사라졌다. 각개전투 모래알 같은 각자의 가난만 남았다. ... <곁
에 있다는 것>(김중미, 2021) ... <괭이부리말>의 시절은 <난쏘공>의 ... 시절보다 확실히 덜 배고팠다. 하지만 훨씬 더
외로워졌다. 분노도 덜했지만 희망도 덜했다.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을 것 같던 가난의 주머니 안에도 가족⋅이웃⋅마
을이라는 쌈짓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들을 잃고 나서 알게 되었다 ... 그 시절의 가난에는 그래도 공통의 추억
거리가 있었다. 지금은 그것마저 쌓이지 않는 가난이다. 고립되고, 체념하고, 꿈꾸지 않는 가난이다. ... 고립돼서 각자
가난을 겪는 2021년의 ...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주눅이 들어있다. <난쏘공>이나 <괭이부리말> 시절까지도 가난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김 작가는 기억한다 ... 지금은 아니다. 가난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임대아파트
에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온갖 말에다 ‘거지’를 붙여대는 말장난에 거리낌이 없는 사회다. 세상도 그러하고 가난한
이들 스스로도 내면화했다 ... 가난은 이제 혐오 아니면 상품화의 대상이 되었다.” (변진경, 2021.5.)

우리 사회에서 가난을 위시한 사회적(이라고 믿어왔던) 위험들은 점점 더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
다. 세상만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위험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내면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구
조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주목하기보다는 개인이 마주하는 경쟁절차의 공정성에 집착한다(남찬섭, 2020).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다. 거의 10년 전에 미국 노동계급 청년들을 연구한 실바(2020)
는 이들이 부족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홀로 고투해 온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옳다 여기며 다른 사람도 모
두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들의 내면에는 정치나 사회제도, ‘우리’와 연대의 개념 대신
‘나’, 자족, 노동에 대한 낮은 기대치, 타인과의 단절과 헌신하는 관계에 대한 경계, 사회 제도에 대한 폭넓
은 불신 등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위험들은 개인화, 사유화되었으며, 개인은 자신의 정서적, 심리
적 치료(therapy)와 성장을 통해서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집착한다. 이는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우리의 사회서비스 제도이긴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로는] 외롭지 않게 하기는 어렵다(황두영,
2020: 12)”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양적 부족과는 무관하게 기능적 돌봄으로 채워지지 않
는 고독의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수위를 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외로움이 현대 사회
의 중요한 병리적 현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래디컬 헬프’의 Cottam(2015)에게서도 들을 수 있듯이,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경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에 따른 유연화된 경제(노동시장), 얇아진 제도적 보호(사
회안전망), 심해진 불평등 등이 지목된다(실바, 2020; 남찬섭, 2020).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현상의 구조적
‘배경’을 보여줄 뿐, 각 개인의 내면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화’
논의를 참고해야 할 듯하다. 개인화는 기든스, 바우만, 벡 등이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3) 미숙한 수준에서나마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신경아, 2013; 김덕영, 2014; 김정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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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성적(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재)발견과 긍정으로 시작된 근대는, 그러한 존엄한 존재
로서의 평등한 개인(인간 일반)의 자유와 독립성을─주로 전근대적 질서, 규범, 집단, 전통의 억압들을 해
체함으로써─확대하는 과정이었다(1차 개인화, 양적 개인주의, 혹은 합리적 개인주의). 이 과정은 결국 모
든 절대적인 것, 정답이라 믿어온 것, 영속적인 것, 안정적인 것들, 심지어 개인(인간 일반)이 공유하는 보
편성까지도 해체하고 상대화하는 과정이거나 그러한 과정으로 심화되며,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
경, 곧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것이 된다. 이제 인간 일반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그야말로 개별적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위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2차 개인화, 질적 개인주의, 혹은 주관적 개인주의). 따라서
(2차) 개인화 과정에서 개인은 성찰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기든스), 자신만의 고
유한 정체성을 구축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바우만), 사실상 국가와 제도
에 의해 개인에게 강요 혹은 부과된 선택의 기회 속에서 모든 위험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벡).
이렇게 후기 근대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주관화되었고, 위험은 개인화되었으며, 그것은 사회구조적으
로 극복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심리학’을 통해 치유되고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최명민,
2020; 실바, 2020 참고).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평등한 개인들의 보편성에 근거한 연대는 줄고(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남들과 다른 고유하고 차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고 상호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
으며, 개인은 더 고립되고 외로워졌다. 우리 사회는 예외인가? 환원근대에 의한 사회 분화와 개인주의 발
달의 지체, 그리고 (또한 환원근대에 의해 부분적으로 강요된) 강고한 가족주의라는 쟁점이 있지만, 대체
로 개인화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일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받아들여진다(신경아, 2013; 김정훈, 2015).
그렇다면 이러한 (2차) 개인화를 되돌릴 수는 없을까? 어디서부터 문제의 시작인가?

근대의 반쪽짜리 인간관에 혐의를 두면 안 될까
개인화는 결국 근대의 불가피한 귀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개인화는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의 등장과 자본주의 및 복지국가 황금기의 종료와 맞물려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짐멜
(2005[1903])의 19세기 질적 개인주의─18세기 양적 개인주의와 다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20세기 후
반의 개인화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은,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인 개인의 자유
와 해방의 프로젝트였던 근대 자체에 내재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18세기 사람들이 국가와 종교, 도덕과 경제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속들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선한 본성이 방해받지 않고 발전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19세기 사람들은 단순한 자유 이외에 노
3) 개인화를 기든스는 ‘성찰적, 자기충족적 개인이 되는 과정’으로, 바우만은 ‘(공적 영역이 사적인 것들에 의해 식
민화되어) 실질적 주체가 되고자 하나 될 수 없어서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벡은
‘집단과 전통에서 분리되어 철저히 개인이 되면서 동시에 국가와 제도에 결박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신경아, 2013: 268-271), 큰 틀에서 보면 공히 짐멜이 이야기한 질적 개인주의(김덕영,
2014: 52-53) 혹은 합리적 개인주의에서 주관적 개인주의로의 변화(김정훈, 2015: 15)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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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분업에서 개인 및 개인 업적의 특수성, 즉 개인을 남과 비교될 수도, 또한 대체될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런 만
큼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보완 관계를 맺도록 하는 특수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짐멜, 2005[1903]: 35, 진하
게는 필자가 더함)

이성의 힘을 가진 인간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위할 수 있는 존재로 믿어졌
다. 이러한 존재로서 개인은 모두 평등하며, 개인은 (모두) 전근대적인 질서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자
유로워져야 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행위의 준거가 개인의 이성에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근대의 개
인에게는, 점차 모든 보편적인 가치, 정서, 집단(국가를 제외한)이 해체되고 상대화되며 선택 가능한 것이
된다. 개인의 존재 가치는 보편적 인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유일성과 대체 불가능성에 있다고 여겨
지게 된다. 결국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을 운동 주체로 설정’한 근대 프로젝트가 개인과 집단을 고립된
존재로 분리시키는 결과에 다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짐멜, 2005[1903]; 김덕영, 2014; 김기덕,
2015; 드닌, 2019 참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이상으로 하는 근대 인간관은 개인의 고립과 위험의 개인화 및 심리화, 즉
개인화를 불러 온 근본 시작점이라는 ‘혐의’를 가지는 것 외에도, 그 자체로 의존(비독립)을 비정상화하고
선택(의 자유)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독립적이
고 자율적인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느끼면 자신의 존엄을 의심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락사를 요구)하게 된다(van Wijngaarden et al., 2018). 정책과 제도는 독립
적이고 자율적인 (순간에 있는) 구성원을 우대하고, 의존적인 (상황에 있는) 구성원을 배제하며, 때로 보
호하고 지원하나 대상화하고 낙인감을 주며 비의존화를 재촉한다. 윤리적으로는 선험적 ‘옳은 삶’은 부정
되고 각자의 선택으로 추구되는 ‘좋은 삶’만이 가능하며,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정의의 기초가 된다(샌델,
2014: 320-2).

온전한(?) 인간관이란 무엇일까
근대의 인간관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낯설지 않다. 최혜지 교수(남기철 외, 2021: 43)는 “코로나로 인
해 이성적⋅합리적⋅자율적⋅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게 허구이고, 일종의 과신이며, 존재론적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며, 인간은 취약하고 상호의존적인, 곧 관계론적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는 기왕의 문제제기에 힘을 싣는다(석재은, 2018; 조남경, 2020; 최명민, 2020; 김보영, 2021). 그런데, 이
러한 인식이 근대의 인간관을 대체해야─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기 보다는 취약하고 의존적─하는
지, 아니면 보완해야─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취약하고 의존적─하는지, 보완한다면 어떻게 보
완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최근 ‘인간이 왜 자선, 기부, 봉사 등 타인의 복리를 위한 자발적 행동에 나서(기도 하)는지’에 대
한 (얕은 수준에서의) 탐구를 통해(김소영 외, 2021), 인간 개개인을 독립된 개체로만 상정해서는 인간 본
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체로서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고 예측할 길
없는 동기와 행위가 공생적 존재, 혹은 생존을 위해 공생이 필수인 비개체적 존재라는4) 이유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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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진화의 시간을 거치며 근본적으로 협력적 사고를 하는, 즉 본성적으로 협력적인, 소속 집단을 넘어 종
전체를 위해 협력하는 유일한 종이 된 인간은(토마셀로, 2017; 2018; 크로포트킨, 2005[1914]) 육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협력(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없는 고립된 개체로서는 살 수 없다. 다른 종의
동물에게서도 고립과 고독에 의한 병리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훨씬 더 그러하며, 그
러한 면에서 비개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은 개체적이면서 동시에 비개체적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본성 모두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근대의 인간관은 반쪽짜리라
봐야 할 듯하다. 그렇지만 인간이 개체적이면서 비개체적인 존재라는 것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 여기
서는 매킨타이어의 주장을 일부 차용해 보고자 한다.
“매킨타이어는 서사(narrative)라는 관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의 삶은 서사적 탐색과도 같다 ..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 ‘개인으로만은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내가 속한 이야기와
친숙하게 될 때만 내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 (샌델, 2014: 326-7)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적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타인 없이 가능한가. 타인
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을 전제하거나 등장시키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가능한가. 나의 오늘을 채운 이야기가 없는 삶은 타인이 없는 삶이다. 곧, 죽은 것과 다름없다. 매
일이 같거나 유사한 이야기로만 채워지는 삶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순간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타인
(들)만이 등장하는 삶이다. 이야기라기보다는 메모에 가깝다. 건조하고 앙상한 삶이다. 반면에 매일 다른
이야기를 쓰는 삶은 영향주고 영향받는 의사소통을 나누는 타인(들)이 등장하는 삶이다. 누가 등장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이야기는 모두 다르다. 타인(들)과 함께 진짜 이야기를 만드는 삶, (어
떤 면에서는) 활력있고 풍성한 삶, 비개체적 존재로서의 본성적 욕구가 충족된 삶이다. 즉, 이야기를 만든
다는 것은 타인이 전제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본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다. 비유하자면 인간
은 ‘대화하는 존재’이다. 대화─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는 신뢰관계, 곧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는 서로 신경 쓰는, 걱정하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희생하
고도 일면 충만해지는, 그 정도의 다양함과는 무관하게 서로 돌보고 의존하는 관계다.
하지만 대화─영향을 주고받는 의사소통─또한 개체적 존재를 전제한다(최명민, 2020). 그리고 이성적
인 개체로서 인간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적 존
재이자 대화하는 존재이다. 두 가지 존재적 본성 모두가 충족되어야 온전한 존재, 온전한 자아실현이 될
수 있다. 곧 대화하는 본성이 충족되어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본성이 충족되어야 대화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는 석재은(2018: 64-5)이 이야기하
는 Nussbaum의 입장과 일치한다: ‘상호의존을 위해 자율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자율성을 위
해 상호의존이 필요하다(van Wijngaarden et al., 2018; 김보영, 2021도 참고).’
이러한 시각에서는 ‘의존’과 ‘돌봄’을,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를 굳이 구분하여 말할 이유가 없다. 누
구나 ‘의존하는 때’와 ‘돌보는 때’가 있으니 모두 ‘상호의존적’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타인(들) 덕분
4) ‘비개체적’이라는 표현은 마치 ‘구분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이상하지만, ‘관계적’이라는 표현은 이미
개체를 전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므로 여기서는 ‘개체로만은 생존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일단
‘비개체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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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나 또한 타인(들)의 이야기에 기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의존하
면서 또한 돌보고 있다. 본성의 온전한 실현 혹은 충족의 관점에서 보면 의존과 돌봄은 서로를 필요로 하
고 욕구하며, 삶을 ‘공동생산’한다. ‘연대’의 개념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대는 근대적
‘시민’, 즉 근대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는, 자발적인 선택과 합의에 의한 행위에 기반하는 개념이었고, 제도
화된 연대(사회복지)이든 자발적 영역의 연대이든, 고립된 개체화의 흐름에 조력하거나 무력해 온 측면이
있다. 내 삶을 함께 만들어주는 타인들과의 연대는 ‘선택과 합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의무와 같은, 나의
이야기뿐 아니라 타인들의 이야기에도 내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책임의식과 같은 것이 된다(샌
델, 2014: 331 참고). 이것을 계속 ‘연대’라 불러야 하는지 혹은 ‘연대적 공존(김보영, 2021: 62)’과 같은 다
른 표현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대화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근거한 사회복지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베버리지가 보기에(Beveridge, 1948[2015]: 149) 사회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탄생은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한 특정한 믿음─예를 들면, 기아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면 현재에 머물고 의존적이고 게을러지는 것
이 아니라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사실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의 체
계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
간관의 문제가 본질적인 이유이다.5) 그렇다면 ‘대화하는 존재’라는 인간관을 바탕에 둔 사회복지의 모습
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고민은 너무도 미완이라 (지금까지의 논의도 충분히
미흡했지만) 설익은 생각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단히 내보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은 개인의 독립과 자율을 목적하는 지원에서 이야기(삶)를 같이 만들어가(려)는 관계단위들
(의 형성과 성장)에 대한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혼
인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단위의 다양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생활동반
자법(안)’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황두영, 2020). 최근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
획’도 같은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겠다. 당장은 경직된 혼인 개념과 법적 인정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점차 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들’을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위
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생활단위들이 모여 확대된 생활단위를 형성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 생활단위들이 모여 공동돌봄이나 공동활
동을 모색하고 전개할 때 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활단위와 확대생활단위의 다양화를 전제로 이들 단위를 중심으로 ‘집과 밥’을 보장하는 접근이 요구
된다. 집과 밥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만큼 보편적이며, 바로 그 이유로─흔히 이야기하는 식구(食口)의
뜻풀이를 떠올리지 않더라도─대화의 존재로서 인간이 삶(이야기)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를 발전시키
는 가장 좋은 기반이 된다(짐멜, 1910[2005] 참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새삼 일깨워 준 상식은 ‘생명과

5) 따라서 인간의 관계적 존재성의 인식을 강조해 온 연구자들이 단지 돌봄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정의와
사회보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예로, 석재은, 2018)해 온 것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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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기본은 집’이라는 점이며, 핀란드의 ‘주거 우선(Housing First)’ 홈리스 정책의 성과가 시사하는 바
는 그 ‘기본’이 갖춰지면 많은 다른 욕구와 문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
현, 2021). 이 때 주거의 보장은 생활단위를 중심으로, 밥의 보장은 생활단위 또는 확대생활단위를 중심으
로 설계된다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대화하는 삶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돌봄이 아무리 사회화⋅시장화 되어도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집안’에서 ‘아주 친밀한 사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 돌봄, 돌봄 노동이 다른 행위와 구분되는 특성 ... 돌봄에는 사회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로 쪼개낼 수 없
는 부분이 있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즉 생활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그렇다 ... 양질의 돌
봄, 즉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나온다 ...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
보겠다는 마음을 최대한 조직해내는 것이 고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시작이다 ... 우리는 찾아야 한다. 낡은 성 역할
에 기대지 않고 평등한 개인끼리 함께 사는 방법, 윤리, 제도를 말이다.” (황두영, 2020: 80, 88, 94, 165)

마찬가지로 생활단위와 확대생활단위의 다양화를 전제로 이들 단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대화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에 따르자면 함께 삶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지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원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생활단위 또는 확대생활단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새로운 인간관에서는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지만, 그보다도 돌봄이
전제하는 신뢰관계는 화폐(가치)로 매개되면 화폐의 속성상 상호의존성은 해체되고 거리가 발생하며 익
명적 관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짐멜, 1896[2005]). 이렇게 되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대화는 사라진
다. 이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더 이상 대화하는 존재로서의 본성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6) 아무튼 이
경우 생활단위 및 확대생활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편, 생활단위를 이루도록,
그리고 생활단위들이 확대된 생활단위를 이루도록 연계하는 일이 사회복지의 역할로 새롭게 요구될 것
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대화하는 삶의 보장으로의 정책 변화는 사실 Sen과 Nussbaum의 실현력/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에 의해 안내받을 것이 많아 보인다. 이 접근도 근본적으로는 근대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관계와 맥락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통해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더 완성도 있게 그려내는 것은 필자의 다음 숙제이다.

환원근대의 극복과 근대의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미숙한 논의를 전개해 보니,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이중의 과제’라는 표현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
는가 싶은 생각이다. 보편적이고 관대한 사회보장의 근대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원근대의 극

6) 이는 현재의 우리 사회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기능
적 요구들 외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바램에도 부응하며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돌봄이 오로지 양적 가치(화폐)로 표현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즉 제도가 돌봄에서 관계성을 빼고 ‘거래’
로 만드는 과정이 지속되는 한 일부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의한 돌봄 관계에서의 권력의 불평등을 이용한 억
압, 학대, 착취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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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국 윤홍식 등(2020)이 친절히 설명해 준 것처럼, 생산체제, 정치체제, 복지체제
의 종합적이고 연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조금
더 문화적 조명으로 문제를 살펴본 것일 뿐이다. 환원된 근대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성장) 외적 근대화를 억압하는 일이 철저하게 영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둘 사이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경제 외적 근대화의 억압이 완벽할 수는 없어서, 서구 사회에서 관찰되던
개인화의 병리적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관찰되는 등, 한편으로는 후기 근대의 양상도 혼재되어 나타나
고 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어떻게 안전하고 살만한 것이 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단
지 ‘건강하고 자율적인 개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을─아직 이것도 안 되었으니 이것부터─고민
할 수 없는 이유다. 굳이 ‘고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은 건강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고립된 개체로서의 인간부터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해야 할 이유는 없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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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인권실태 및 대응방안

권용신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Ⅰ. 연구개요
 조사대상 :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174개, 1,853명의 종사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
였고, 배부된 설문지 중 90.3%(1,673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하였음.
 조사내용 : 종사자의 안전(야간당직, 업무상 질병 및 사고경험, 폭력피해경험, 안전 및 인권교육), 종사
자의 인권(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고충 및 어려움 해결 등),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스트레스 수준 및 원
인, 소진, 우울, 감정노동 경험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남녀차별 경험, 일‧가정 양립 지원제
도,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조치에 관한 의
견(감염예방 인지도 및 수행도, 코호트 격리 경험 등) 등임.

Ⅱ. 분석결과
 종사자 안전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85.8%(182명)로 가장 많았고, 이 경우 79.3%(130명)가 개인 비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유급병
가제도 역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314명)로 비교적 높았음. 종사자 안전 보장을 위한 체계적
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종사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24.0%(379명)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폭력 피해
와 관련하여 폭력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등의 대응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향후 체계적인 대응 마
련이 필요함. 응답자 중 33.3%(528명)는 여전히 이용인 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음. 특히,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92.0%(322명)가 이용인이라는 점에서 이용인 대상 폭력예
방 교육 강화 및 사후 법적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함.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 수준은 평균 3.72점으로 정신건강(우울) 및 소진 수준에 비해 더 높게 나
타났음. 종사자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역시‘감정노동 과다’20.5%(6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비
추어 볼 때,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감정노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모성보호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5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 안내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모성보호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을 느
끼거나 부담을 갖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66.5%(886명)로 높게 나타났음. 그 이유로는‘동료들의 업
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돼서’29.2%(248명), ‘추가인력 고용 불가능’26.5%(225명),‘나의 업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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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인력이 없어서’25.5%(217명) 등으로 나타났음. 모성보호제도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차원에서
제도의 정교화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전반적인 직장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이용시설(평균 3.38점)이 생활시설(평균 3.24점)에 비해 소폭 높
았으나, 이직의향의 경우 이용시설(23.4%)이 생활시설(17.1%)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음. 시간외근로
등 업무강도 면에 있어서 생활시설 종사자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나, 현재 직장에 대한 충성도 측면
에서는 오히려 생활시설이 더 높았음.
 시설유형 간 폭력경험의 차이는 생활시설(27.3%)이 이용시설(18.7%)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생활
시설의 경우 특히 신체적 폭력 비율(91.2%)이 매우 높았음.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악성민원 등 업무상
폭력(29.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각 시설 유형에 따른 폭력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반영함.
 시설유형 간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용시설 종사자의 스트레스, 소진, 우울,
감정노동 등의 수준이 생활시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음. 이 같은 결과는 앞서 기술한 이용시설의 높
은 이직의향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집중 개입을 통해 전반적인 정신건
강 관리가 요구됨을 추정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음. 다
만 격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휴게시간 미보장, 사생활 미보장,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차단, 잠
자리 불편 등)을 감소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조치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시설의 감염예방 지
식 인지정도 및 실천정도 수준이 이용시설에 비해 조금 더 높았음. 또한, 실제 격리에 해당되어 이동이
제한된 경험 역시 생활시설(89.8%)이 이용시설(10.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로 인한 격리기
간 중 어려움 수준 역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4시간 동안 이용자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시설특성상 코로나 등 감염 유행에 따른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Ⅲ. 정책제언
1. 종사자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제언
1) 종사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종사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해 경험자들의 산재 미신청률이
85.8%인 상황이고, 80% 가까이 개인비용으로 사고 및 질병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단, 산재보험의 경우
상해와 직무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
동현장에서 신청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특히, 신체적 노동 등을 통한 근골격계 손상보다는 심리정서적 스
트레스와 질병 및 사고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산재보상률
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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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확대보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확대보급하고, 이행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매뉴얼의 적용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및 인권 매뉴얼이 마련
되어 있는 상황이나 실제 시설 종사자들에게 체감되는 수준에서 이러한 매뉴얼이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임.
3) 폭력피해를 당한 종사자의 치유지원 사업 도입 필요
폭력피해를 당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치유지원 사업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폭력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다른 고객응대 종사자들과 달리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해 가해자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임이 확인됨. 이는 이
차적 감정손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폭력피해를 당한 이후 적절한 휴
식지원과 치유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직장 내 노사 간 협의체 구성률 제고 필요
직장 내 노사 간 협의체 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시설 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노조가 아닌 협의체 역시 1/4 가량이 마련되어 있을 뿐임. 즉, 종사자들이 직장 내부적으로 겪
을 수 있는 다양한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10명당 1명인 상황, 그리고 시설 내 종교행위 강요 경험이 5%, 비자발적 후원
금을 내는 이들이 8명당 1명 정도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시설 내 부당한 경험들은 직무만족을 낮추고 소
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고함. 종사자들의 근로자 권리가 옹호될 수 있는 시설 내 협의체 구성이 확대됨
으로써 권리옹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5)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수준 제고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 내 남녀차별 실태조사,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준수를 위한 시설 컨설팅 및 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유인,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는 명시적으로 모집 및 채용 시 남녀차별을 하는 경우는 드물겠으나, 실질
적으로 본 조사결과 약 7~8명 중 1명은 피해를 남녀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 종사자 모성보호 준수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접근과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인
센티브 강화와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확대 등과 같은 포지티브 접근도 병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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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대응관련 제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2020년 2~3월 코로나 19 대유행을 겪으며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최
선을 다해 방역에 협조하였고, 그 긴박성 때문에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였던 것이 분석결과 확인됨.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재유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의 희생을 다시 강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차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보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020년 3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코호트 격리조치는 시설을 감염원으로 바라본 관점에 기인함. 만약 외부
로부터 시설 종사자나 생활인이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립된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내 유행이 발
생할 위험성이 높음.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을 고
려할 때 시설을 고립시키는 방역대책은 매우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시설의 감염 안전과 관
련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불가피하게 격리조치가 이뤄질 경우 시설 종사자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지원, 숙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공간 마련 등도 함께 지원이 이뤄져야 함. 아울러,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들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아동과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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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부터 1인 가구는 한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양태가 되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고찰이나 정책적 비전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언론은 1인 가구를 사회문제나 마케팅 표
적으로 프레임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1인 가구 추이와 실태를 파악하는 현상 중심의 인구조사에 치중
해 있다. 따라서 정책방안 또한 1인 가구 주택공급, 고독사 방지처럼 당면 문제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수준
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후기 근대사회의 개인화
(individualization)가 심화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인구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의 일면이
다. 따라서 개인화된 삶이 새로운 전형(new normal)으로 떠오를 미래사회를 대비하려면, 부부+자녀로 이루
어진 가족을 전제로 해온 근대사회의 이론과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본질적 재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사회문제로 대상화하기보다는, 이들을 통해 개인화된 사회의 삶의 양식을 더 구체
적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석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혼자 살면서 노동하는 사
람들의 노동과 일상을 통해,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했다. 지금까지 가족(family)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단위
로 역할을 해왔다. 가장이 생계부양자(breadwinner)로서 노동시장에서 생산활동을 담당하면, 주로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을 하며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
는 미래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혼자 살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산과 재생산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들여다
보고자, 21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심층 면접 결과,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자아(self)가
생산과 재생산을 움직이는 핵심가치이자 동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들은 대부분 일(work)을 자기 정체
성(self-identity)과 동일시하며, 노동을 자아를 증명하고 성장시키는 활동으로 여기고 있었다. 재생산 영역
에서는 가사와 같은 전통적 재생산 활동은 외주화(outsourcing)하는 경향이 강하고, 내적 치유나 힐링을 통
해 노동에서 소진된 자기정체성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혼자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생산(self-production)과 자기재생산(self-reproduction) 메커니즘을 구체적으
로 드러냄으로써, 개인화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현상적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
니라, 개인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 현재 자료수집을 마치고 초기 분석과 집필을 시작한 단계로 상당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점 양해 바라며, 소
중한 논평 부탁합니다.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공동저자
*****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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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현재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한국의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5%(558만 가구)로 부부+자녀 가구
37.3%(832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2025년부터 1인 가구 비중이 부부+
자녀 가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9년 현재 한국의 전체 1,380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599만 가
구, 부부+자녀 가구는 596만 가구로 이미 반전이 일어난 상황이다(통계청, 2019).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혼자 사는 삶이 새로운 전형(new normal)이 된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급진적 변화 탓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고찰이나 정책적 비전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는 다음 3가지 한계가 포착된다. 첫째, 연구관점 측면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상화되는 경
향이 있다. 보통 가구(family or household)라는 개념은 출산⋅양육을 수행하는 부부+자녀 가구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와 대비되는 ‘1인 가구’는 정상가족보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집단으로 문제시되었
다. 일례로, 청년 1인 가구는 개인주의 확산이나 불안정한 진로로 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로 묘사되어
왔고(정순희, 임은정, 2014; 강은택 외, 2016), 홀몸노인은 빈곤, 고령화, 가족단절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송유진, 2007; 정경희, 2013). 경제⋅경영 분야의 연구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사회문제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솔로이코노미, 일(1)코노미와 같은 새로운 소비시장에서 공략해야 하는 타깃(target)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참고문헌). 사회문제의 대상이나 마케팅의 대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혼자 사람들의 주체적 시점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둘째, 혼자 사는 사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현상 중심적 접근이 많았다. 기존 연
구는 주로 인구조사를 통해 1인 가구 집단의 추이와 규모를 개괄하는 양적 통계분석이 주를 이루어왔고
(정경희 외, 2012; 김석호 외, 2018, 김형균, 2019), 소수로 존재하는 질적 연구들도 청년, 노인, 여성, 중고
령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들을 일회성 인터뷰를 통해 단편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정순둘, 임효
연, 2010; 정순희, 양은정, 2014; 김혜정, 2015).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 역시 사회 속에서 생산활동을 하
며, 여러 차원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시공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들을 취약집단으로 간주
하고 이들에 대한 단기적 실태 파악에 치중한 방법으로는 이들의 입체적 생활 양태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여러 차원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시공간을 살아가는 존재
이기에, 단기적 실태 파악에 치중한 방법으로는 이들의 입체적 생활 양태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가 급격한 변화에 대한 현상파악에 머물다 보니, 정책제언 또한 즉흥적 대응 위주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행복주택과 같은 1인 생활자를 위한 주거공급정
책, 우울증 심리상담과 고독사 지킴이단 발족 등의 정서 서비스와 같은 정책들이 제안⋅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는 생활양식이 점차 보편화될 경우, 파급력은 단지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구조적⋅제도적 기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
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프로젝트는 미래사회의 주요 삶의 양태가 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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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는 사람들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주체로 바라보고, 이들의 노
동, 돌봄, 사회적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나아가 혼자 살아가는 생활이 뉴노멀
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등과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이를 고려한 정책적 비전과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그중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자 했다. 보통 기존 연구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1인 가구’로 표현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실태
를 주로 재생산 영역에 해당하는 ‘가족 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가족 중심적 관점
은 은연중에 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재생산(reproduction)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인 가구의 문제과 사회적
직무유기를 부각해 왔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는 연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1인 가구
의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연구들은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산(production)’ 활동, 즉 노동에 주목하기
보다는 혼술/혼밥 문화와 같이 1인 가구의 소비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참고문헌). 그
나마 존재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노동에 관한 연구들도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빈곤청년과 같은 특정 취
약집단의 노동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노동은 빈곤과 맞물려 회자되면서 이들
의 노동은 빈곤을 타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노동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정경
희, 2013). 혼자 사는 청년의 노동에 관한 연구들 역시 청년 1인 가구의 노동이 ‘프리터족’, ‘아르바이트’,
‘불안정 노동’과 같이 생계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노동으로 묘사되어왔다(정순희, 임은정, 2014; 이승윤
외, 2017; Inui, 2005).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노동을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행위자이다.
특히 양육과 돌봄과 같은 재생산 책임이 적은 상태에서 이들은 노동이라는 생산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
고, 이때 노동의 의미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노동에 참여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
학 연구에서 노동은 주로 가족의 맥락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단위의 생산과 재생산 관계에 대
한 논의나(장경섭, 2018; Benería, 1979; Esping-Andersen, 1999),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의 여성의 노
동문제나 일-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에 대한 논의가 그런 예이다(Coontz, 1992; Lewis, 1992). 기
존의 근대적 노동이론들은 은연중에 가족과 노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대비 영
역이 희박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노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혼자 사는 사
람들이 노동을 하는 동기에 대한 질문이다. 보통 가장, 생계부양자와 같은 역할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노
동과 가족 부양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왔다. 그렇다면 가족의 부양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힘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재
생산 활동에 대한 질문이다. 근대 사회에서 노동과 가족이 떼려야 뗄 수 없지만, 무엇보다 재생산과 가족
구성은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출산, 양육, 가사와 같은 재생산 활동은 가족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
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재생산은 무엇을 의
미하며, 재생산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혼자 살며 노동하
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
로써, 기존의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재생산 이론이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점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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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근대의 가족 중심적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production)과 재생산(reproduction) 체계의 핵심이 되어 왔었
다. 노동자가 일하는 일차적 목적과 동기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있었으며, 가정은 가사, 출산, 양육
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Seccombe, 1974; 1986). 먼저 서구 사회를 시작으로
보편화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breadwinner model)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가족과 짝을
이루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을 통해 얻는 생활임금(living wage)은 주로 노동
자 개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점에서 가족임금(family wage)이라는 용
어가 개념화되기도 했다(Barrett and McIntosh, 1980: 51; Land, 1980; Fraser, 1994).
가족체계와 근대 자본주의의 연결고리를 진단한 Pfau-Effinger(2004: 378)의 표현을 빌리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의 등장은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계부
양자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에서도 성별의 구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가
족구성원이 가족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가족경제 모델(family economy model)로 특
징지어졌다(Pfau-Effinger, 2004: 384). 하지만 경제활동이 농업에서 광공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영
역으로서의 사업장(workplace)과 생활영역으로서의 가정(home)이 분리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을 위
해 생산영역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생계부양자가 나타나게 되었다(Beck, 1992: 104). 실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성 가장은 산업 단위(industrial unit)
로서 노동력을 투입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여성은 가족 단위(domestic unit)로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성역할(gender role) 모델이 확립되었다(Seccombe, 1974: 6). 산업화
초기 노동운동의 목적을 “여성과 자녀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라고 규정했던 영국의 노동조합의회
(Trades Union Congress)의 선언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Boston, 1980: 16), 노동자의 노동목적은 가족
부양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생계부양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남성 노동자는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으로, 사적 공간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해내는 여성은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내’로
이미지화되며,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재생산 체계가 더욱 견고해졌다(참고문헌).
이처럼 근대 산업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체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생애주기
(life cycle)도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산
업역군이 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준비하는 학령기를 지나, 구직과 취업기, 고용기, 그리고 은퇴기로 구
성되는데(Kohli, 1986, 2007: 258) 이러한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다시 가족 생애주기의 하위 체계로 인식되
며 재표준화(restandardize)된다(Lynn, 1974; Gutmann, 1979; Rosenfeld, 1980). 다시 말해, 구직과 취업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기 위한 관문으로 인식되며, 학령기는 부모가 자녀를 노동시장에서 매력 있는 일
꾼으로 양육하기 위해 담당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했다. 또한, 2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에 걸친 고용기에
는 가족구성원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가족 부양의 의무감으로 노동 강도가 가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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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개인화된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 혼자 살며 노동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하여
하는 시기이다(Rexroat and Shehan, 1987: 738-739; Horrell and Humphries, 1997: 33-34). 은퇴기도 기본
적으로 사회적 제도로 나이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는 자녀의 결혼과 독립과 맞물려 시
기가 조정되는 것이 일상적 현상이다(참고문헌). 이처럼 인간의 생애주기는 노동과 가족이 맞물리면서
‘표준화된 삶(standardized life)’을 양태를 그려왔으며, 이러한 표준화된 삶을 바탕으로 근대 사회의 생산
과 재생산의 메커니즘이 구동해왔다.

2. 후기 근대의 인구전환과 개인화 논의
이른바 후기 근대로 접어들면서 사회구조에 상당한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경제적으로 산업
경제의 근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에도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완전고용을 지향하면서 전후 복지국가를 뒷받침해오던 케인즈주의가 이념적 정당성을 잃기 시작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정책적 기조로 자리매김
하게 되면서 비정규직, 파트 타임, 비정형 노동형태가 급증하게 되었다(Osborne and Gaebler, 1992;
Dunleavy and Hood, 1994; Clayton and Pontusson, 1998).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초기 산업사회에서 가족
중심적 경제의 전제가 되었던 가족임금, 완전고용, 종신고용과 같은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노동 생애주
기가 더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하기도 했다(Standing, 1997: 17-18; Bonoli, 2007: 498-499).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한
때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역할을 요구받던 여성들은 남성생계부양자가 제공하는 생
계비에 의존하기보다 노동시장에 진출해 직접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발적 경제주체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
하게 되었다(Lesthaeghe, 2010: 223; Beck and Beck-Gernsheim, 2001: 132).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 형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기 근대 사
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대가족이 줄어들고 핵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증가하게 된
것처럼, 20세기 중후반 후기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는 한부모 가구, 동거 가구, 1인 가구와 같이 더욱 소
규모화된 가족 형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Snell, 2017: 25). 핵가족을 뒷받침해온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불안정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기반에 적신호
가 켜진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인구학자들은 후기 근대 사회의 위와 같은 변화를 제2차 인구전환(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하
‘SDT’)으로 명명했다(Van de Kaa, 1987; Lesthaeghe, 2010, 2014). SDT 이론은 Lesthaeghe와 van de Kaa
가 1986년 처음 소개한 이론으로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변되는 가구 구조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는 거대한 인구학적 전환임을 발견한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근대 사회의 인구전환에 대한 고전적 논의
들―즉, 전통적 혹은 제1차 인구전환(first demographic transition, 이하 ‘FDT’) 이론들―은 주로 경제성장
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과 출산율 동시에 감소하면서 인구절벽이 발생하는 제로인구성장률
(zero population growth)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인구변화의 종착점으로 보
고 해왔다. 반면, 제2차 인구전환에 집중하는 인구학자들은 후기 근대 사회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규모의 양적 축소를 뜻하는 FDT를 넘어, 결혼관의 변화, 가족관의 변화, 젠더 의식의 변화 등으로 1인 가
구, 동거, LAT(living apart together: 주거를 따로 하는 파트너십) 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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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을 증가하려는 정부의 가족정책만
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한 인구변화의 내성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Lesthaeghe(2010)에 따르면, FDT는 근대 산업화로 인해 경기가 호황기가 접어들면서 시작되는 인구변
화로, 이때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해 가족구성원의 성별에 기초한 노동분업이 가능했다. 따라서 안정
적인 경제기반 속에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낮고, 혼인율은 높으며, 초혼 연령이 낮아 핵가족이 증가하는
것이 근대 사회의 1차 인구전환의 특징으로 포착된다. 하지만 1960~70년대부터 가족구성보다 개인의 자
율성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탈산업화와 경기불황으로 요약되는 후
기 근대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구학적으로도 FDT 때와 달리 점차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고, 혼인율은 낮아지며, 초혼 연령은 높아져, 이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새로운 인구전환이 일
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SDT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실제로 혼인 관계 외의 가족 형태를 탐색한 연구
(Bengtson, 2001; Levin, 2004; Haskey, 2006; Duncan and Philips, 2010)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
형태인 LAT 연구는 SDT 관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Levin, 2004).
인구학자들이 가족 형태 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사회이론가들은 이러한 거대한 인구전환을 개인화
(individu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왔다(Giddens, 1991, 1992; Beck and Beck-Gernsheim, 1995,
2001; Bauman 2001, 2003, 2005). 사실 개인화는 전통적 사회규범과 권위구조에 묶여있던 신분제가 깨지
고, 개인의 능력과 선택으로 지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념 하에 출발한 근대 사회에서부터 꾸준히
지속 되어 온 흐름이다. 이와 함께 가족구성도 촌락공동체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다시 동거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점차 분자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이론가들이 더욱 주목하는 개인화는 SDT로 인해
기존의 근대 사회가 구축했던 가족, 계급, 국가와 같은 사회제도가 깨져나가고, 문자 그대로 개인이 가족
자체를 대체하는 후기 근대 사회의 개인화 심화 현상이다.
후기 근대의 개인화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Beck과 Beck-Gernsheim(1995)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글로벌 시장에 개인이 그대로 노출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개인화의 주
된 배경으로 주목했다. Beck과 Beck-Gernsheim(1995: 00)에게 개인화는 시장 원리로 인해 심화된 이기주
의적 개인주의(selfish individualism)의 산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이들은 “현대 사회가 모든 개인이 독립적
이어야 하며,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으
며(…), 시장의 주체로 (어떤 관계에도 묶여있지 않고 혼자 행동하는) 개인 한 사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결말은 결국 자녀가 없는 분자회된 사회”라고 비판했다(Beck and
Beck-Gernsheim, 1995: 116). 사회가 분자화될수록 인간은 사랑과 관계를 더욱 갈망하지만 동시에 이성적
만남이 안정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더욱 작아진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장의 발전이 자기
이익 중심의 대립 관계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Beck and Beck-Gernsheim, 2001:
54-55). 덧붙여 Beck(1992: 100)은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후기 근대 사회의
‘만들어진 위험(manufactured risk)’에 대한 인식이 개인화 현상을 더욱 추동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를 예측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타인에 대한 불안과 관계 선택의 중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집단 대신에 개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가 펼친 개인화의 핵심 논지이다.
Bauman도 개인화된 사회(2001), 리퀴드 러브(2003), 리퀴드 라이프(2005), 액체근대(0000)와 같은 연
작을 통해 개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Bauman(2005)은 가족, 계급, 국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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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제도에 의해 인간이 연대했던 근대 사회의 전반을 고체 근대로 명명하고, 기존의 사회제도가 힘을
잃고 인간의 다양한 연대가 해체되는 후기 근대를 액체근대로 표현했다. 그는 개인이 점차 사회계층, 공공
영역, 사회집단과 같은 전통적 관계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전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소비주의(consumption), 유연성
(fluidity), 유동성(mobility)를 강조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간의 친밀한 사랑과 관계를 오염시키면서
그것이 1인 가구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Bauman, 2003).
한편, Giddens(1992)는 개인화 현상을 평등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진단했는데, 개인
이 점점 기존의 전통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되고 자율적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형
식과 의무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Giddens, 1992: 75). 나아가 Giddens(1992)는 Beck(1992)의
주장처럼 불안정한 위험사회의 도래로 인해 개인이 이전보다 애정 관계에 있어 자기 확신
(self-affirmation)에 더욱 의존하게 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개방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욱 강력하고 평등한 애정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변되는 후기 근대 사회의 인구변화는 제2차 인구전환으로 인한 개인화의 삼화 과정으로 해석되
어왔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족이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회를 움직이는
작동방식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개인화된 사회의 작동방식: 자기(self)의 확대
사회이론가들이 개인화의 주요특징으로 지적하는 현상은 바로 자기(self)의 확대이다. 후기 근대를 ‘사
회의 죽음(death of the social)’으로 정리한 Rose(1996)의 표현처럼, 국가, 계급, 민족, 가족과 같은 사회제
도가 수행하던 역할에 빈틈이 생기게 되면서 이를 개인이 개별적으로 메우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이 중심
이 된 현대 사회에서는 자아정체성(self identity), 자급자족(self-sufficiency), 자기보호(self-protection)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Beck(2003: 274)도 개인화된 사회에서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보다 개
인이 스스로를 경영하며 성장시키는 자기계발(self-development)이 중요한 가치이자 화두로 떠오르는 현
상에 주목했다. 이때 자기계발은 단순히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화된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Beck, 2003: 274).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자기계발은 중요한 화두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단순
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개인의 역량보다 계급적 기반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사회였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개인화가 진전되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관념이 확대되면서 자기계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Beck, 2003: 274-275). 이런 맥락에
서 Beck과 Beck-Gernsheim(1995)은 개인화된 후기 근대 사회에는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문화와 부르주와
문화와 같은 계급 기반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를 자기계발을 표방하는 자기 문화(self culture)
가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인생의 불운과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
게 부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Bauman(2001)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사회를 자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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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sponsibility)이 과잉된 사회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대 사회에는 가족과 복지국가와
같이 개인의 실수와 실패를 보상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공적인 안전망
이 와해되면서, 위험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서 Bauman(2013)은 공적 영역에 의한 사적 영역의 식민화를 비판했던 Habermas를 필두로 한 비판학파의
통찰이 현대 사회에는 반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후기 근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론장과 공적 영역이 점차 사라지거나 힘을 잃어가고, 언론과 같은
공론장도 사생활과 일상이슈에 몰입하는 사적 공간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사적 영역에 의한 공적 영역
의 역식민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Lasch(1979), Bellah et al.(1979), Twenge(2013)와 같은 정신분석학과 교육학자들은 이와 같은 자기의
확대를 자기 애착이 극대화된, 일종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특히,
Twenge(2013)는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중시하는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를 ‘자기중심 세대(generation
me)’로 정의하고, 이들의 과도한 자기애착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Twenge,
2013: 13-14). 그러나 자기의 확대를 단순히 자기애착이 강한 청년세대의 특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일 수 있다. 이미 많은 사회가 성인 가운데 다수가 독신 상태로 살아가며, 성인의 대부분이 결혼을 통
해 파트너와 보내는 시간보다 결혼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
자 보내고 있는 이른바 ‘초솔로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Klinenberg, 2013: 18). 실제로 우리
는 다양한 매체와 상품을 통해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히며 새로운 생활양식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고 있다.
이미 서점에는 ‘혼자 나이 드는 법’, ‘혼자 사는 삶의 재구성’, ‘혼자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룬 책이 베스트
셀러 반열에 올랐다. 혼밥, 혼술, 혼커족과 같이 개인이 소비시장의 핵심 소비자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솔
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아시아경제, 2016.02.16.). 결국, 개인화
로 인한 자기확대는 단순한 한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미래의 거대한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
이렇듯 개인화된 사회에서 자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Rainie와
Wellman(2017)은 미래의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1인이 가장 기본적 사회단위이며, 개인이
사회의 운영체계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통치성 학파는 ‘기업가로서의 자아(enterpreneur of oneself)’에 대한 표방을 현
대 사회의 통치기반으로 주목한다(Gordon, 1991; Rose, 1996). 즉,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라는 기업
에 항상 고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기업가처럼 관리하고 규율하며, 자아라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성과를 내야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Gordon, 1991: 41). Rose(1996: 157)는 기업가로서의 자
아 개념을 설명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인생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자신을 위
해 일하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후기 근대 사회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생산
체계에 주목한 자율주의 맑시스트들도 개인화 사회에 대한 중요한 성찰 지점을 제공했다(Negri, 1979;
Lazzarato, 1996; Hardt, 2005). 이들은 후기 근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유연성’, ‘자율성’이라는 가치 아
래 단순히 자본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재할 것을 강요받는다
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적 주체로서의 노동자라는 언명은 결국 신자유주의적 경제체계에서 스
스로의 노동력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호명이라고 비판한다(Negri, 197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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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아가 중심이 된 후기 근대의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그간 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해온 기존의 생
산과 재생산 체계도 자아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시장
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정의와 현상 예측에 그칠 뿐,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 메
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혼자 살
면서 노동하는 개인들의 경험을 통하여,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유지될 것인지 짐작해 보고자 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들이 어
떻게 생산과 재생산 활동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노동 연령대인 25세~55세의 비혼 노동자 중에 홀로 생활하는 사람을 자료수집대상으로 설정했다.
연구참여자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조건에 맞는 21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참여
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 섭외된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적을 안내하며 녹취 및 전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쳤다. 심층면접은 1시간 반 내외로 진행되었고, 개인의
일과 생활에 관해 묻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접에 활용했다.
심층 인터뷰에 대한 분석은 주제분석법의 일종인 틀 분석법(framework analysis)를 활용했다. 틀 분석법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ID

나이

성별

직업

일한 기간

혼자 산 기간

참여자1

30세(1992)

참여자2

33세(1989)

남

회계사

4년

1.5년

여

패션디자이너

9년

9년

참여자3
참여자4

26세(1996)

여

빅데이터분석가

0.5년

7년

39세(1983)

여

과외교사

참여자5

41세(1981)

남

IT 기업 디자이너

12년

20년

참여자6

41세(1981)

여

외국계 기업 직원

13년

4년

참여자7

39세(1983)

남

디자이너

7.5년

20년

참여자8

43세(1979)

여

외국계 기업 직원

9년

참여자9

42세(1980)

여

대기업 직원

16년

참여자10

42세(1980)

여

방송국 PD

17년

15년

참여자11

29세(1993)

여

교구제작 기업 직원

3년

8년

참여자12

30세(1992)

남

과외교사, 학원강사

6년

8년

참여자13

30세(1992)

여

노무사

3년

5년

참여자14

30세(1992)

남

시민단체 실무자

3년

1년

참여자15

47세(1975)

남

의료기기 회사 직원

21년

15년

참여자16

26세(1996)

남

디자이너

2년

참여자17

29세(1993)

여

외주방송제작 PD

5년

10년
3년

참여자18

27세(1995)

여

화장품 기업 직원

3년

참여자19

53세(1969)

남

중소기업 대표

23년

참여자20

49세(1973)

여

고위 공무원

23년

참여자21

38세(1984)

남

자영업자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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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은 지양하되 연구자가 먼저 일정한 분석틀과 이론을 잡은 후에 이를
중심으로 인터뷰 자료를 해체 분석하는 연역적 질적 연구방법론이다(김인숙, 2016; Ritchie & Spencer,
1994). 본 연구는 기존의 1인 가구에 대한 담론에서 탈피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과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개인화, 제2차 인구전환, 자아의 확대에 대한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현상
이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틀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틀
분석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틀 분석은 크게 다음 5단계로 진행된다. ① 자료에 친숙해지는 단계 ② 이
론적 분석틀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 ③ 분석틀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④ 주제별로 자료
가 재배열되는 단계 ⑤ 자료의 개념, 패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체계를 도식화해보고 자료를 해석하는 단
계를 거친다(Ritchie & Spencer, 1994: 178-187). 다음은 이와 같은 틀분석을 통해 도출한 혼자 살며 일하
는 사람들의 재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의 주요내용이다.

Ⅳ. 연구결과
1.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산 메커니즘: 자기생산(self-production)
1) 가족 구성보다 일이 최우선이 됨
본 연구에 참여한 혼자 살며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관찰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일을 삶에서
최우선의 과업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36명의 싱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이슈
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한 Wilkinson et al.(2017: 652)도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매우 몰
입되어(committed) 있으며, “일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적 닻(primary anchor)으로 여긴다”는 점을 밝히기
도 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일에 대한 몰입은 단지 이들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완전고용이 가능했던 산업사회의 호황기에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
하고 가정을 형성하는 표준화된 삶의 과업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기에 노동시장 입직 연령이 상대
적으로 낮았고 입직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수준이었다. 그러나 후기 근대에 접어들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완전고용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들이 생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취
업이 어려워 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기인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 자녀 출산 등을 포
기하거나 미루는 현상도 점차 증가했다. Beck(2005: 70)은 과거 취업과 결혼이라는 표준화된 삶이 가능했
던 시기를 포디스트 레짐(fordist regime)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개인에게 집중된 현대 사회를 위험
레짐(risk regime)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의 삶이 비표준화되는 것이 개인화된 사회의 특징이라고 설명하
기도 했다. 완전고용과 종신고용이라는 정해진 루트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전기
를 써 내려가야 하는 절실한 상황(do-it-yourself biography)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생존을 위한 구직과
노동 활동에 매진하다 보면 결국 가족구성과 같은 사안은 뒷전으로 미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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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개인화된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 혼자 살며 노동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도 구직활동, 생계유지 등의 생존 문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족형성
을 위한 결혼이나 출산 등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현재 20대 중반인 참여자3은 대
학원에서 통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빅데이터 스타트업에 취직을 했지만, 향후 일자리를 위해서는 더
큰 조직으로 이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기업을 목표로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구직이 급선무인
그녀는 과거에는 20대 중반 직장인 여성에게 기대되는 연애나 결혼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30대 남성인
참여자12도 과외 강사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며 미래 진로를 고민하느라 결혼은 거의 포기한 채 살아간
다고 언급했다. 디자이너로 일하는 20대 중반 남성 참여자16도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더 걱정이라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결혼을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Guichard(2009)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
가하면서 개인이 자기 커리어를 디자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기 구성(self-constructing)이라는 용어로 표
현했는데, 이처럼 자기 커리어를 구성해야 하는 과업 속에서 가족 구성이라는 전통적 과업은 부차적인 것
이 된다.
일단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당장 혼자 먹고사는 거에만 갇혀 있는거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서 결
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3)
나이 들어 집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집안 사정도 생기다 보니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하
다 보니, 결혼은 포기하는 거지요. ‘뭐포 세대’ 이런 말을 쓸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진짜 결혼 포기인 것 같아요. (참
여자12)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결혼은 되게 아득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질 텐데 서로한테 책임
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수 있을까. 제가 애를 낳으면 애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그거는 자신이 없고. (참여자16)

노동에 대한 몰입은 단지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비자발적 현상만은 아니다.
제2차 인구전환으로 대변되는 사회문화적 변화는 현대인들이 전통적 가족형성과 헌신보다는 자신의 삶
을 영위하는 데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했다. 이에 따라 노동의 의미에도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가
족이 중심이 된 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일차적 목적은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일의 또 다른 핵심 목적으로 자아실현이 급부상하게 되었다(Esser, 2005). 따라서 일자리를 구할 때도 가
족의 생계 충족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가족에 대한
역할은 부차적 사안이 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서도 잘 드러나
는데, 노동시장에서 안정기에 접어들어 더는 구직이 급하지 않은 참여자들도 자아실현과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우선으로 하며 가족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현재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40
대 여성인 참여자8은 소위 결혼적령기로 불리는 20~30대에도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고, 일을 통한 자기계
발이 우선이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0대 후반 과외교사 참여자4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이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쁜 일이었기에 굳이 가족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굳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하나 그런 거에 니즈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자기계발이나 커리어 개발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있었으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냥 개인, 저 자신을 위한 성취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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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참여자8)
사실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건데, 저는 이게 천직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가
장 보람이 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일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그냥 저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계속 제 일을 할 거
같거든요? (참여자4)

이처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가족보다 개인의 성취가 중요해진 개인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자기생존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일에 매우 몰입하게 된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참여자10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일”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실제
로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일의 성과와 재미를 추구함
가족을 구성한 노동자는 가계(家計)를 책임지는 생계부양자(breadwinner)로서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
라도 부양의무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며 가족임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족이 있는 노동자
에게 가족 부양은 노동해야 하는 이유이자 사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한 걸음 물
러나 있는 혼자 사는 노동자에게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Giddens(1991)는 모든 삶의
준거점, 동기, 판단근거가 가족과 같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부로 향하는 자기준거 시스템(self referential
system)을 개인화된 사회의 주요특징으로 꼽았다. 다시 말해, 개인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제일
충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신념체계를 만들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개인의 내면에서 설정된다는 것이다(Giddens, 1991: 80).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일하는 이
유를 물었을 때도 모든 참여자가 ‘나’의 성취와 재미를 1순위로 꼽았는데, 이는 노동을 추동하는 힘이 가
족과 같은 외부의 의무와 책임감이 없는 상태에서도 개인들이 지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내부의 추동력이
된다.
덧붙여 나이, 성별, 소득 수준이 다양한 21명의 연구참여자 중 자기성취나 보람이 아니라 ‘돈 버는 것’
이 일하는 최우선 목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거의
압도적인 다수는 “돈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참여자1)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기
업에 다니는 참여자 1, 9, 19와 회계사로 일하는 참여자1은 일을 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일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계속해서 일에 몰입하게 되는 동기라고 말했다.
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에서 좀 더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이뤘을 때 느꼈던 성취
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일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성취감을
얻고 싶어하는 것 같고. (참여자1)
당신들보다 내가 절대 일을 적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많이 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생
각으로 (참여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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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맡은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여기서 좀 성과를 내고 일이 잘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
껴요. (참여자9)
일단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을 일할 때는 뭔가 해서 갖다 팔았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월급이 더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참여
자19)

성과만이 아니라 일에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도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모습이다. 참여자6은 외
국계 기업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곧 설립될 또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있었다. 현재 직
장에서의 일이 익숙하고 성과를 내기 쉬울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16년째 한 대기업에 다녀온 참여자9도 회사
의 평가가치보다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직장을 미래 이직할 일자리로 꿈꾸고 있었다.
그쪽 일이 좀 더 생산적이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계속 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지만 그쪽은
뭔가 프로젝트도 많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해보고 싶었어요. (참여자6)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내가 계속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게 1순위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직을 할 때 ‘이것이
내 길이다’라고 어디를 간다고 치면 그 회사가 아무리 작든 네임 밸류가 없든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아요.
(참여자9)

사실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직은 가계의 안정감을 흔들기에 매우 커다란 모험이 된다.
물론 혼자 사는 연구참여자들도 이직은 상당한 모험이지만, 그 부담을 홀로 지면 되기에 이직에 훨씬 수용
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6, 9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적성, 취향, 흥미,
여건에 맞는 직장을 찾아 이직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옮겨 다
니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걸림돌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다. 이런 이유로 공교롭게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에 적합한 특
징을 갖게 된다. Beck과 Beck-Gernsheim(1995: 116)는 신자유주의 시장이 원하는 사회는 자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회라고 꼬집었는데, 이러한 통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쉽게 조응하는 연구참여자의 특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일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구성함
일을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하고, 일에 몰입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시공간을 일을 중
심으로 구성한다. Giddens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일을 구하고, 거주지를 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삶
의 전환점들은 모두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의 욕구에 의해 추동되며(Giddens, 1991: 79), 라이프 스타
일에 대한 선택도 자신의 행동을 돕고 촉진하는 제도적 세팅(institutional setting)을 갖추는 일이라고 해석
했다(ibid. 85). Giddens의 해석은 특히 혼자 사는 개인들에게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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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팅되
었다. 즉,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아래 참여자들의 설명처럼, 집이 직장 근처에 있는 것이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불
필요한 체력 소진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계사인 참여자1은 회계법인에 들어가며 본가에
서 직장 근처로 독립했으며, 참여자19는 항상 일하는 직장을 따라 집을 옮겨 다녔다.
생활에서 업무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집이 회사 근처에 있는게 제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 같더라구
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참여자1)
전 항상 집이 직장에 가까이 있었어요. 출퇴근으로 낭비하는 게 제일 싫어서. 항상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일하
는 곳과 가까운 데서 집을 구해서 있었어요. (참여자19)
직장에서 집이 차로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직장이 바뀔 때마다 그 근처로 웬만하면 다 이
사를 했었던 경우라서, 혼자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제가 자유로운 상황일 때는 항상 직장 근처로 항상 잡는 것 같아요.
(참여자5)

이렇게 직장과 인접한 곳에 집을 구하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주거의 입지를 선택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학군, 양육 환경 등이 중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수용하기 위해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하게 되면 상대적으
로 집값이 저렴한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발생한다. 반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 외의 다른
사안들은 주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참여자5의 말처럼,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구해야
될 것이라 서울에 살 수 있을지 장담 못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현재는 직장 근처에 사는 것이 최고의 전략
이라고 말했다.
보통 집(house)과 가정(home)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듯이, 보통 집은 가족성(familiarity)을 갖
는 정서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Seamon, 1979; Buttimer, 1980). 그러나 직주근접이 거주지의 일차 선
택요건으로 꼽는 혼자 사는 노동자에게 집은 일을 위해 필요한 부차적이며, 기능적인 공간일 뿐이다. 보통
산업사회에서 공간은 일하는 사업장(workplace)으로서의 공적 공간과 휴식을 취하는 사적 공간인 가정
(home)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일터와 가정이라는 이분화된 공간인식은 기존의 가족 중심 이론에 따른 것
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노동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들에게 집은 다른 가구구성원이 기다
리는 가정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동자에게 집은 안락하고 따뜻한 공간으
로 이미지화되는 데 비해, 혼자 사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집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만 자는 곳(참여자1)”,
“제 물건을 놔두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참여자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수렴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
있는 노동자와 달리 가사나 육아 부담이 적기에 자기 자신에게 소비하는 시간이 많고, 노동 활동에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 노동시간이 높
고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석호 외, 2018; 노혜진, 2018).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
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할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IT 기업 디자이너인 참여자5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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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인 참여자1은 반드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도 스스로 자진해서 추가 근무를 한다고 대답
했다. 참여자5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하면서, 평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있
었다. 가족이 있는 노동자에게 가족은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
은 이러한 외부적 브레이크가 적기에 일을 우선시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야근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저는 평소에도 스스로 그냥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한 두세 시간 더 일을 하는 것 같아
요. 지금 집인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었고 할 거 없으면 일을 하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
짜 쉬고 있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5)
사실 야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참여자1)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의 시간도 커리어를 쌓기 위한 시간으로 인식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 계획
을 물었을 때 모든 참여자가 망설임 없이 자기의 커리어를 위한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직장을 병행
하면서 최근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참여자2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유명 패션 브랜드로 키
우고 싶다는 꿈을 세우고 있었고, 맥주 회사로 이직을 앞둔 40대 참여자6는 현재의 일을 퇴직 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제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자금이 얼마 없어서 소품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패션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패
션 브랜드로 키우는 게 목표인데요. 하다 보니 직장인으로서는 마케팅이나 경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
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참여자2)
이직한 곳에서 잘 되면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10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진 않을까 해요. 그러면 50대가 되니까 그때 되면
맥주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맥주와 관련된 다른 길도 있잖아요. 이 회사를 크게 하면서 저도 회사에서 많
이 배우고 싶어요. (참여자6)

반면, 이들의 미래에는 여전히 가족이나 결혼 등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40대 여성인 참여자5와 6
의 말처럼, 20~30대에는 직업전선에 투신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40대에 접어들면서는 소위 말하
는 결혼적령기와 더 멀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외 연구참여자
들도 대부분 커리어 계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가족형성과 결혼은 매
우 추상적인 가능성으로 남겨져 있었다.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가 본인은 “비혼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답하
면서도, 가족형성과 결혼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과 같이 운명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저는 ‘결혼 절대 안 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괜찮은 사람 있으면 뭐... 운명이면 만나는데 안 만나지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혼자 사는 거고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찾으려고도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참여
자6)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하고 싶고. 그전에는 그렇게, 사실상 나이 때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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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참여자5)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그동안 가족을 꾸려서 자식을 몇 명 낳고 이런 생각을 진지
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4) 일이 곧 자기정체성이 됨
근대 이전에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특정 신분이나 혈통의 일원으로 부여되는 것이었지만, 현대 사
회에서는 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된다(Bauman,
2001). 특히 임금노동이 생활의 중심이자 생활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준거로 인식됐다(Ashforth, 1985; Diener and Seligman,
2004). McKenna(1997: 14)의 표현처럼, “자신의 일을 빼놓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
회”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 과업으로 두고 몰두하며, 일 중심으로 자기 생활을 구성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
게 일은 단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아니라 일 자체가 자기정체성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래처
럼 일을 “나의 정체성”(참여자2)이자, “내 삶의 형식”(참여자17)이며, “내 전체의 인생”(참여자7)으로 정
의한 연구참여자들의 말은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디자이너인 참여자2는 자신의 아이디
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디자인이 곧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이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
다. 독립영화감독인 참여자17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며 사람을 이해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작은 가
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자기 삶의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자인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참여자7도 디자
인을 자기 인생이자 존재와 동일시할 만큼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일이란 게 나의 정체성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작업, 일하면서 내가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런 거 같아
요. 제가 패션 디자인 쪽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
하거나 풀어내지 않으면 막 뭔가 억눌림을 당한다든지, 나 자신이 약간 죽는 듯한. 그게 정체성인 거잖아요. (참여자2)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제 삶의 형식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의 주제를 잡고 인터뷰
이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걸 깨달을 때도 있고,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서 제가 하는 일의 정당성, 가치를 확인받아서 자존감
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총체적으로 좀 이 일이랑 나는 이제 떼려야 뗄 수가 없겠구나. (참여자17)
저는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선택했고 이것이 제 전체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노동이라
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저는 디자인을 노동이라기보다는 저라는 하나의 그냥 존재 자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참여자7)

이처럼, “일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참여자2), “일이 존재 자체가 되어”(참여자7), “일과 자신을 떼
려야 뗄 수 없게”(참여자17)된 연구참여자들에게 노동은 단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넘어 ‘자
기 자신을 생산’하는 자기생산(self-production)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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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개인화된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 혼자 살며 노동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하여
5) 자기생산을 강화하는 조직문화
혼자 살며 일하는 사람의 일에 대한 몰입과 라이프 스타일, 가족과 결혼에 관한 생각은 일견 개인의 미
시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외부의 조직문화에 의해 유지되며 강화된다. 첫째, 혼자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직종의 확대가 개인화된 사회의 지지기반이 된다.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한 사업
장에 고용되어 전일제 정규직 노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노동형태였지만,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
서 전형적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노동이 증가했다. 평생직
장의 개념은 폐기되었으며, 고용불안이 일상이 된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Sennett, 1998).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동시장 내 생존이 최우선 과업이 되어,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는 노동시장의 직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의 길을 택한 참여자1의 경험은 그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안정적 직군으로 꼽히는 교사나 공
무원이 된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커리어 경쟁이
심하고 업무가 많은 자기 직군에서는 싱글의 삶이 자연스러운 유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참여자
11도 직종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래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상이 없었던 참여자11은 유
아용 교구를 제작하는 회사에 다니며, 직장 동료의 자녀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결혼에 대해 조금 더 고민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직업을 택한 친구들이 가치관 차이가 있을 거 같고,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의 사이클에서
오는 여유 같은 게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 사고 이런 게 일반적이라
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상사분, 전무 이
런 분들이 40대 후반인데 딩크족도 많이 있고요. 30대 후반들을 봐도 아예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결혼한
다는 분위기가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1)
교육회사라서 약간 보수적이고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 이래서. 30대 중후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거든요. 저는 미혼이지만, 회식을 하면 사담이 다 아이들 얘기거든요. 교구 점검하면서 직원 자녀들을 자주 접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저도 혼자 산지 좀 되다 보니 혼자 더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업계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많이 보고 이
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참여자11)

하지만 교육업계나 공공기관과 같이 안정화된 직장이 아니라, 서비스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들이 증
가한 현대 사회에서는 비표준화된 삶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아진다. 많은 참여자가 디자이너, 영상제작
자, 노무사, 회계사, 프리랜서, 영업사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직장은 교사나 공무원처럼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친밀하게 일하면서 동료의 삶을 관찰하고 관여하는 조직문화가 아니다. 특
히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업계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에게는 기혼보다는 싱글이 트렌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런 직종에서 일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비슷한 선택을 한 동료들을 보면
서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삶을 일반적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직장에서 PD들도 비혼자가 많고, 방송작가들도 비혼자 비율이 PD보다 더 높은 편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 여성들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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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굉장히 많고, 소위 말하는 메인급 이상 작가들은 거의 비혼이 많죠. (참여자10)
평균적으로 보면 직장생활하면 대리 달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영상제작 쪽은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은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촬영하거든요. 한 2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장가고 그러면 지금 잠자기도 바쁘
고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결혼 생각은 어렵죠. (참여자21)
기획 파트 직원들은 결혼들을 하는 편인데, 디자인 파트 직원들 결혼을 아무도 안 했어요. 결혼 얘기를 하는 거는 다 기
획 분야 분들이에요. 딱히 결혼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결국 결혼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참여자11)

또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직장 동료 관계도 혼자 사는 삶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고 말한다. 아래 연구참여자
들의 경험처럼, 비혼자와 기혼자의 관심사와 대화 내용이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들끼리 어울리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일부러 기혼자와 비혼자 사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
지만, 퇴근 후 집으로 복귀해야 하는 기혼자와 달리 일터가 생활의 중심인 혼자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비슷
한 처지의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분화의 한 배경이다. 이런 이유로 40
대인 참여자5, 8, 9는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같은 나이 또래의 기혼자들이 아니라,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참여자10도 기혼자보다는
비혼자들끼리 어울리는 데 더 편안함을 느꼈고, 디자이너인 참여자2는 살림 이야기를 주로하는 기혼자보
다 커리어에 집중하는 비혼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 또래는 다 결혼했기 때문에 점점 어울리는 애들이 젊어지는 거죠. 20대 친구들이 많아요. 결혼 안 한 애들, 막 회사
에 들어온 애들, 회사 끝나도 할 일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참여자8)
일하는 부분에서든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든 비혼자들이랑 어울리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참여자10)
아무래도 싱글이 일에 대해 더 포커스가 된 사람들이니까 대화 주제도 일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그런 대화가 주된 대화다 보니까. 우리(싱글) 입장에서는 그들(기혼자) 대화가 재미
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고. (참여자2)

셋째, 특히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젠더 차별이 엄존하는 조직문화도 혼자 사는 여성들이 더욱 일에 몰두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한다. Crompton과 Harris(1998)의 지적처럼,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형
태를 규정하는 데에는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제약이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어렵사리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기혼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등을 이유로 불이익
(motherhood penalty)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게 된다. 이로 인해 혼자 사는 여성들은 기혼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관념과 달리 업무에 헌신적이며, 업무성과가 남성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
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Simpson, 1998).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기혼 노동자처럼
“챙길 가정이 없다”는 이유로 더욱 일에 몰입할 것을 강요받는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참여자10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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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참여자20은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남성 노동자와 기혼여성 노동자와 비
교하면서 끊임없이 유능함을 증명해야 했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술회했다.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노동자라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
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20대 후반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한 6개월 정도 현업을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픈 여자랑은 아무도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제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를 증명을 하는 데 강박도 생기고 되게 오랜 시간을 썼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되
게 많은 여성한테는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요구가 있는 거죠. (참여자10)
근데 비혼 여성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가정이든 남편이든 시댁이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직장과 가정의 사이를 경계를 끊어 주는 그런 기제들이 없는 거죠. 기혼 여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야
근을 하려고 해도 아기나 남편이 전화하면 가야 되잖아요. 비혼 여성들한테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참여자10)
사람들이 보기에 저보다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이 가정에 더 보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너는 일 좀 더 해야
마땅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20)

2.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재생산 메커니즘: 자기재생산(self-reproduction)
1) 일을 위해서 쓰이는 생산적 여가시간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외의 시간을 가족과 보내야 하는 기혼 노동자와는 달리 여가시간을 개
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보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실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여가시간에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직장에 몰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였던 참
여자20은 회사와 집 구분 없이 업무에 대한 고민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도 특별한 활동보
다는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참여자1은 쉬는 날의 80%를 자
신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했고, 참여자13도 여가시간에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기업 인사과에 근무하는 참여자9도 주말에는 경영대학원을 다
니며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챙겨야 할 가족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몰두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었어요. 주중에는 할 수 있
는 한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업무적인 고민을 하는 편이고,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중 5일은 온통 일에
만, 주말 이틀은 내 체력을 회복하는 데 이런 식으로 맞춘다고나 할까요? (참여자20)
저는 되게 커리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 것 같고. 평상시에 하는 생각에서 커리어 관련 고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고. 7-80%는 되지 않을까. (참여자1)
저는 사실 휴일에도 뭔가를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제 궁극적인 목표가 개업이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 제 커리어를 위
해 뭔가가 좋은 훈련이 뭐가 있을까. (참여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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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 흥미로웠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직장과 관련이 되지 않은 일로 여가시간을
보낼 때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쉬는 시간에 가끔 Youtube나
Netflex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한 연구참여자들은 그럴 때는 자신이 ‘시간을 죽이는 것’ 같다며 죄
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자12는 “하다못해 게임을 하면 캐릭터 레벨이라도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는데, 아래처럼 많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주
목해볼 지점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쉬면서 뭐라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하다못해 더 쉴 때 게임을 하면
캐릭터 레벨이라도 올려야 할 것 같고, 책이라도 읽어야 하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참
여자12)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주말 동안에 진짜 하루종일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가끔 부럽거든요.
저는 도저히 못 그러고 있겠어요. 또 뭔가 일어나서 해야될 것 같고. (참여자17)
제가 오후 근무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제 저녁 10시~11시 정도가 되는데, 저녁 먹고 나면 보통 새벽 1시 정도가 돼
요. 그런데 그냥 새벽 4시 5시 될 때까지 안 자요. 그냥 잠을 자면 뭔가 계속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고 내 시간이 없었다
는 압박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여자14)

Bauman(2000:7)은 현대인들을 ‘정신적 룸펜프롤레타리아(spiritual lumpenproletariat)’라고 명명한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에서 룸펜프롤레타리아란, 자본주의 경제 하에 노동자 계급에도 속하지 못해
유랑하는 극빈층을 뜻한다. Bauman은 이러한 전통적 개념을 뒤틀어 오늘날의 개인들이 계속해서 생산하
고 성취하면서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유랑하는 정신적인 극빈층으로 생활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룸펜프롤레타리아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
는 것이 중시되며, 정신적 나태나 무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Bauman(2000: 9-11)은 액체근대에서 개인의
행동을 추동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갈망을 꼽았는데, 이러한 불안이 여가를 보내는 시
간 속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중에 여가시간에 온전히 휴식을 취한다고 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도 레고를 조립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산출물”을 만
들어내야 보람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육아나 가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들
도 생산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과 불안으로 인해 이상적 의미의 여가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보통 취미를 하면 저는 항상 뭘 만들거나 결과값이 눈에 보여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손재주로 그림을 그린다든
지,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어도 이게 나중에 다 정리가 돼서 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또 적어
놓고, 이렇게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여자13)
레고 블록 같은 거를 조립한다든지. 조립하고 저 혼자 집에 전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참여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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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힐링으로서의 여가
개인이 끊임없이 생산성을 의식하는 모습은 개인화의 심화로 인해 커져 버린 ‘자기책임
(self-responsibility)’에 대한 압박과 불안을 느끼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정수남(2010)의 지적처럼, 사회적
공포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감정으로 응축되면서 연구참
여자들은 여가시간도 일을 생각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개인화된 사
회에서는 가족부양에 대한 압박이 자기계발에 대한 압력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터와 여가 속에
서 끊임없이 자기(self)를 소모하는 참여자들은 다시 소진된 자아를 충전하기 위해 ‘자기힐링(self
healing)’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지친 자아를 회복시키는 심리학
도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현대사회에서 자기힐링이 얼마나 중요한 활동이 되었는지를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도 자기힐링에 관련 심리학 서적이나 자아를 다룬 소설을 인상 깊게 읽었다고 대답했다. 참
여자20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심리학 서적을 탐독하고 있었고, 참여자12는 개인을 위로하는 내
용을 담고 있는 대중서들을 주로 읽는다고 했다.
요새는 심리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 심리학 쪽에 가까운 책들을 보
려고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나타난 심리학, 그런 책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알랭 드 보통의 불안도 읽었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제 스스로의 불안을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자20)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 아세요?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자분께서 받았던 우울증 상담
을 하나하나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이제 책들이 우리한테 좀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들이 더 많지 않나. 또 제가 읽은 베
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는 심리학을 좀 더 가볍게 풀어내서 얘기하는 책인데, 내가 미움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핵심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잖아요. 위로해주는 느낌? (참여자12)

이와 같은 심리학 서적들에 대한 탐독은 자기생산(self production)에 지친 사람들에게 자기힐링(self
healing)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아(self)’를 더욱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의식
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4는 자기 삶의 전환점을 묻는 질문에 은희경의 소설 ‘새
의 선물’을 읽은 때라고 대답했는데, 이때 자아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이라는 소설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그
런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저한테 되게 신선했고 그 이후로 좀 저를 보게 된 거 같아요. 사실 그전까지 3차원 밖으로 나와
서 저를 바라본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책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으니까 전
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뭔가 다른 것들, 저에 대해서 생각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4)

Beck(2014)은 ‘Brave New World of Work’에서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과거의 계급문화가 아닌 자아를
강조하는 자기문화(self culture)가 노동의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는데, 자기힐링에 관한 서적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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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되어 무뎌지는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Brave New World of Work의 한 톱니바
퀴로 기능하고 있었다.
3) 전통적 가사노동의 외주화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재생산의 의미가 ‘자기’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한면, 전통적인 의미의 재
생산 기능은 축소된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재생산이란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하기 위한 가사 노동이나 양
육과 돌봄을 지칭했다. 또한, 이러한 재생산 활동은 주로 가정 내 여성들이 전담했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는 이러한 전통적 재생산 활동이 재구조화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양육과 돌봄의 의무에서 어느 정도 면
죄부를 받지만, 생산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혼자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임된 가사노동을 감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버거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
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재생산 활동을 원가족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인 참여
자19은 오랜 시간 자취를 했지만, 주말마다 어머니에게 빨랫감을 맡기고 있었으며, 40대 후반인 여성 참
여자20은 근처에 사는 언니네 집에서 반찬을 받아와서 생활했다.
밥 같은 경우에는 100% 외식을 하는 거고. 빨래는 이게 좀 말하기가 창피한 거긴 한데 빨래는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져다드리죠. 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봬요. 자주 뵈면서 빨랫거리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얼굴을 뵙고. 그
게 이제 제 일상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여자19)
일단 식사만 놓고 보면, 바쁘니까 한두 끼 정도 밥은 실제로 하고 이제 국이나 반찬은 언니한테 가져오든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요새는 대형마트의 1인 가구를 위한 간편식품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여자20)

그러나 원가족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가
사노동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Hochschild(2003:31)는 현대 사회에서 가사노동이 점차 서비스업
체에게 외주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사노동의 외주화는 주로 상류계층에만 발견되는 현상이었는데,
이른바 ‘엄마산업(mommy industry)’이라는 틈새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
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청소연구소, 세탁특공대 등과 같이 가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엄마산업의 주요타깃이 바로 혼자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솔로이코노미’나 ‘일(1)코노미’로 지칭하며,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는 중이다. 아래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도 이러한 플
랫폼을 통해 을 가사노동을 외주화하고 있었다. 참여자13의 말처럼, 격무에 지친 상황에다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은 가족과 같은 지원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청소도 어플로 사람을 불러보기도 하고, 최근에 LAUNDRY GO라고 빨래도 밖에 내놓으면 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
요. 모든 서비스가 이제 비대면, 그리고 제가 보지 않을 때, 딱 해놓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요. 혼자 사는 친구들이 ‘이거
되게 좋다 해봐’라고 소개해줬고. 제가 사실 계속 야근을 하니까 빨랫감이 쌓여서 그래서 맡기게 된 거든요. (참여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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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 때는 거의 다 시켜 먹구요. 요즘 워낙 쿠팡이나 배달 앱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배달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죠. (참
여자1)
인테리어는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에서 한 건데, 제가 바빠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요새는 거기가 이거저거 많이 있더라
구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많이 썼어요. (참여자1)

4)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 가족은 정석적 지지를 받는 가장 보편적인 친밀한 관계이
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혈연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친밀성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
아간다. 가족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재생산 활동이 외주화되듯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기존에 가정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관계에서 유사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해온 Jamieson et al. (2006)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애정 관계가 분산
(decentralization)되는 것을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로 정의한 Rainie와 Wellman(2014: 12)은
개인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지향하는 개인주의자(individualist)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넓고 얕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연결
된 개인(connected individual)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실제 혼자 사는 개인들의 인간관계를 살핀
Pedersen과 Lewis(2012)의 질적 연구에서는 친구가 이들에게 가족과 유사하게 매우 핵심적인 정서적, 사
회적인 지지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도 가족처럼 평
소에 끈끈하게 지내는 친구나 동료를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8은 직장 동료를 명절을 함께 보내고
의지하는 “두 번째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참여자17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
는 친구들을 “생활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참여자4는 늙어서도 혼자 살게 된다면 친구들과 공동체를 이루
며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사 같이 다니는 분과 정말 가족같이 지내요. 특히 설날, 이럴 때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그쪽으로 붙는 거죠. 그분들이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맨날 우리는 두 번째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무슨 일 있거나 이러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참여자8)
굳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이죠. 생활 공동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가족
들이랑 같이 삶에 대해 의논하는 것보다 20살 넘어서 만난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못 벌 때는 그
친구들이 빌려주고. 어려워도 집에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병원 갈 때도, 어려울 때도 서로 좀 돕는
그런 생활공동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참여자17)
사실 저는 혼자 살고 싶지는 않고 늙어서 만약에 결혼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어딘가
를 찾지 않을까. 그런 거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4)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유사가족적 공동체는 기존의 혈연가족처럼 불변하는 고정된 멤버십은 아니다.
Rainie와 Wellman(2014)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들이 맺는 유사가족적 관계는 영구적 멤버십이 아니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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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동하는 친분(flexible friendship)에 근거해 있다.
반려동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느끼는 정서적 교류의 대상이다. 고양이를 기르
는 참여자20과 12는 고양이들을 “딸”, “아기”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지금은 저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는 두 마리의 딸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2012년에 저한테 왔어요. 아마 저 아이들이 없
었으면 점점 외로워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을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더 고민이 많았을 거고, 속도 상했을 것 같은
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마음이 아프면 저 애들이 위로를 해줘요. 제 삶의 기쁨이고, 비타민이죠. (참여자20)
제가 고양이를 기르거든요. 처음에는 고양이를 기르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얘도 하나의 생명이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아이도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고양이를 기르면서도 얘 덕
분에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참여자12)

3.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으로부터 자기(self)의 분리
1) 일-자기 밸런스(work-self balance)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일을 중심으로 구축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 균열이 일어나는 기점은 자신의 건
강(health)에 문제가 생긴 것이 감지하면서부터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삶의 전환
점은 주로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과 맞물렸다. 즉, 결혼, 자녀의 출산과 학령기 진입, 결혼과 독립
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생계부양자는 세월의 변화를 느끼며,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생활양
식을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하는 외부의
조건변화가 거의 없다. 현재 40대인 참여자5의 말처럼, “나이 들어서도 20대에 살았던 방식대로 일하고
자취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의 변화, 즉 신체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부터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일을 우선시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크고, 주변에 제어장치로서의 동거인이 존재하지 않기에, 밤
을 새면서 일을 하거나 식사가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건강에 적
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참여자가 40대를 전후의 비슷한 시기에 디스크, 위
장질환, 편마비, 중증두통과 같이 건강이 악화된 경험을 토로했다. 평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근을 자주
한다고 답했던 디자이너 참여자5는 “2~30대에 빡세게 일을 했으니 몸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다며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고, 현재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 중인 참여자7은 과거 회사에서 모
두가 퇴근한 시간에 남아서 야근을 하는 등 무리한 업무를 하면서 몸에 마비증세를 경험했다. 이러한 건강
문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비슷하게 참여자6도 회사 일에 몰입하면
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경성 신체 질환을 앓았다. 방송국 PD로 일하는 참여자10은 불규칙적 생활패
턴과 과로를 이어가다 30대 후반부터 건강이 꺾이는 경험을 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정신적으로 자기를 강
화하고 다그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빡세게 살았으면 몸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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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데 저는 무릎이 심하게 아프고 눈도 흐릿해 보이고 그래요. (참여자5)
저는 다른 직원들은 야근을 안 해도 야근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지러움이랑 편마비가 있고, 안면마비가 올려고 할 때 이거는 안되겠다 싶어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참여자7)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잘 해야된다는 부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신경성으로 속이 다
뒤집어지고 MRI를 찍을 정도로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그랬어요. (참여자6)
저희 업계에서는 유난히 미혼 여성들이 여러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밤새는 일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건강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걸 가지고 사는 거죠. 30대 후반,
꺾이는 시점에 어느 순간에 내 건강이 내 일과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10)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40대 전후로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biorhythm)는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일(work)과 자기(self) 사이의 균형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기점이 된다. 보통 가족이 있는 생계부양자에게
40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오히려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시기로 해석된다(Rexroat and Shehan, 1987,
Horrell and Humphries, 1997). 하지만 부양할 할 가족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40대가 되면서 그나마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일(work)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4는 15년 이상 해왔
던 학원 강의를 접고 개인과외를 시작했고, 참여자6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1인 기업을 시작했다. 참여자5
는 2~30대에는 무리를 해면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는 일을 조금 더 오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였다.
제가 고등부를 맡았거든요. 거의 쉬는 날이 없었고 주말에도 계속 수업하고 방학 때는 10시간씩 수업하고 그랬는데.
쓰러지고 가지고 더는 안 되겠다. 일은 적게 하더라도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은 회
사를 그만두고 개인 과외만 하고 있어요. (참여자4)
건강이라는 개념이 40대가 가까워지면서 많이 좀 들어왔고. 건강해야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
는 것 같고요. 2~30대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도 상관없고 술 먹고 회사를 출
근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젠 체력이 안 된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24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 (참여자5)

2) 스위트 홈(sweet home)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일과 자기를 분리하고, 일과 자신에 대한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30대 참여자들은 대부분은 집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
았고, “잠만 자는 곳”으로 인식했다. 월세, 전세로 사는 임시거처로서,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
는 곳이었다. 그러나 40대 전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서 자아를 한걸음 분리시킬
수 있게 되면서, 자아가 안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안락한 집(sweet home)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
작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40대 이상의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집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특히 50대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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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19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회사에서 밥을 먹고 쉬면서 집은 잠깐 잠만 자는 의미가 없는 곳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20년이 넘게 자취를 했지만 집에 TV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조금 큰 원룸으로 이사
오면서 편안한 집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참여자9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집을 “제2의 정체성”으로
생각할 만큼, 안락하고 안정감을 주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과거 일의 성
과가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안정적인 주거가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자신이 “못 사
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허비한 게 아니라는”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조금 변했어요. 저는 집이 의미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집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다 보니까 원룸 같은
데 항상 살았어요. 아주 작고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는 곳으로. 그런데 최근에 회사일로 집을 옮기고 조금 큰 원룸으로 왔
는데 소파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윤택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지. (참여자19)
저는 나이 들면서 집이라는 공간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이제는 집은 제2의 저의 아이덴
티티 같은 거라서. 제가 안정적인 1인 가구로 사는데 집이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 어느 동
네에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잘 쉬고 책도 읽고 요리도 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에서 뷰도 좀 좋고 햇빛
도 잘 들어오는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내가 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느
낌을 줘요. (참여자9)
집은 저한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집이
어떤 안락함이나 안정감을 주는 데 매우 중요해졌어요. 소위 말하는 집순이가 되어서 집에서 뭘 하든 안락하고 편안하
게 있고 싶은 공간이 된 거죠. (참여자10)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던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자신과 평안
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도 주목할 점은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서 자기가 분리되어 자신
만의 사적 공간인 집으로 회귀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중시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만
족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의 문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Ⅴ. 결론
현재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끝내고 초기 분석과 집필이 진행되는 단계로 아직 연구의 함의와 결론을 충
분히 고민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다소 엉성한 스케치로 향후 대대적인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 주목해온 인구변화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이른바 ‘제1차 인구변화’에
주목해왔다. 따라서 합계출산률을 높이려는 가족정책과 노인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
지가 인구변화를 대비하는 주요 정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출산률은 높아지지 않
아,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인구정책인 또 다른 인구변화인 제2차 인구전환
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간생활의 기초단위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변화하는 제2차 인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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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부부+자녀 중심의 가족단위 지원으로 출산률을 높이려는 정책은 거대한 시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대책이 시도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혼자 사는 삶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학
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가는 개인들을 가족에 편입시킬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담론을 펼치고 있
다. 사회정책적 대안도 1인 가구를 취약계층으로 전제하고 생계비를 제공하거나,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둘러싼 실제 현실은 지금까지 인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사회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나타나는 미시적인 경험이라기보다 인류
사적인 흐름에서, 후기 근대 사회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혼자 사는
개인을 결핍된 존재이자 문제로 인식해왔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인구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의 틀도 구조적인 재편이 필요해 보
인다.
먼저 노동정책 측면에서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일의 핵심 목적과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을 포착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대부분 노동 정책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자아실현이나 성취감이 중요시되는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소득보장만으로는 노동의 유인책이 되기 어
렵다.
가족정책도 혼자 살아가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가족정책은 산업사회의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을 구동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자아를 중심으로 생산과 재생산이 이
루어지는 혼자 살아가는 개인들의 특성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리적 공간제공에 초점을 맞춘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1인 가구나 청년을 위한
임시주거 제공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있어 집은 점차 단순히 물리적 공
간을 넘어 자아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서적 공간으로 변화한다. 젊은 청년에게는 평수가 적은 임식주거만
으로 기능적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에게 정서적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스윗
홈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형이 되는 미래사회에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정서
적 공간으로서의 가정(home)을 어떻게 주거정책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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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일과 삶

김윤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우리나라 청년의 삶은 어떠할까? 심화되는 청년 실업률, 꾸준히 상승하는 청년 빈곤율,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청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문제 등 다양한 지표들이 청년층
의 불안정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1) 이뿐만 아니라 ‘N포세대’, ‘지옥고’ 등 신조어에 내재한 부정
성과 비관적 의미는 청년층의 어두운 삶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은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립 가능하다는 인식에 포섭되어 간과되어 왔다. 그 결과, 복지정책의 확장과 발전
과정에서 청년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었고,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청년은 유동하는 근대의 불안정성과 오
롯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
유는 이러한 위기가 청년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의 노동 기
회를 앗아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의 노동 배제 수준은 빈곤율과 물질적 박탈수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
태완 외, 2019).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청년층에게 고용, 교육훈련, 노동 시장 진입 방해의 세 가지
쇼크(triple shock)를 가하는 상황과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중이 높은 현실
(Sanchez, Parra, Ozden, Rijkers, 2020)은 청년 노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
론, 정부는 2020년 3월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청년기본법｣을 시행하는 등 청
년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노동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
응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청년을 정책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이 직면하는 삶
의 위기와 불안정한 노동의 현실이 청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년 정책이 청년의 불안
정한 삶을 보호하며 실효성 있는 고용⋅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렇듯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형성된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가 증
가하는 문제(청년유니온, 2020)를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아르바이트, 프
리랜서로 대변되기도 하는 시간제 노동은 청년노동의 주요 특성이므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 문제를
간과한 청년정책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근로기준
* 주저자
** 교신저자
1) 2020년 청년실업자(3만 3천 명 증가)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4만 2천명 증가)는 증가세를 보였고(통계청,
2020a), 2019년 시장소득 기준 청년빈곤율은 10.9%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상승하였다(이현주 외, 2020). 청
년 니트(NEET)는 해당 연령층인 15∼34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남재량,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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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초단시간 노동자의 29.1%가 청년인 상황(통계청, 2019.08)을 고려하면 청년정
책은 다양한 청년 노동의 형태를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게 주목하여,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일과 노동경험과 미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청년정
책이 진정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Ⅱ. 논의의 토대
1. 청년기본법 시행과 청년 일자리 정책
1) 청년정책 환경 변화
2020년은 청년정책의 변곡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
다. 특히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을 비롯하여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청년기본법 제1장
제1조)을 규정한 시도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
에 걸쳐 이루어진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을 직접 명시한 지원 내용 대부분은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
용과 규모 확대를 담고 있다.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
실이다. 다만, 지원 내용과 규모의 확대가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
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기업과 청년에 대한 현금
지원, 일자리 확충, 장학금 형태의 등록금, 장려금 지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단기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비대면 일자리 확충은 방역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2020년 1∼4차 추가경정에 따른 청년지원정책 변화
구분

내용

1차
(2020.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4,35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ㆍ청년 구직자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확대(+5만명, 508억원)

2차
(2020.4)

긴급재난지원금

3차
(2020.7)

청년의 주거ㆍ금융ㆍ일자리ㆍ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청년 주거ㆍ금융지원)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2,000호, +1,900억원) 및 다가구 매입임대(+500호, +760억원) 추가 공급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대(+75억원)
(청년 일자리지원) 청년층 IT일자리 취업(+1만명, +934억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원) 제공
(청년 창업지원)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20억원) 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원)**
(대학 교육)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2백만원 장려금 지원(+1,200명, +50억원)

4차
(2020.9)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0.1조원)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수))하여
9.29(화) 지급개시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

주1: * 햇살론youth: 당초 추경 500억원(재정보강 75억원) → 1,000억원(재정보강 150억원)
** 예비창업(100개사), 세무ㆍ회계ㆍ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 등
주2: 두루누리사업이나 고용보험지원 등 직접적으로 청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원 내용상 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0a; 2020b; 2020c; 20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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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급의 양적확대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장기 전략의 부재, 구체화되지 못한 전략들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실행되는 정책이 실제적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2) 청년 일자리 정책
2020년 3월, 국무조정실에서는 생활지원 분야, 참여⋅권리 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그 중, 일자리 분야는 “취업⋅창업 지원
확대, 새로운 형태 일자리 보호 강화”의 추진 전략에 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새로운 노무형태 보호를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표 2> 참조).
<표 2> 청년의 삶 개선안 중 일자리 분야 개선 과제
개선과제

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재가입과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확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원 확대
(19년 20만 명 → 20년 29만 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새로운 노무형태 보호

⋅소프트웨어 업계 등에서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 제공 형태 등장에 따른 새로운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그외

⋅창작 활동공간 확대
⋅청년 농업인 지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온오프라인 청년 센터 개선 및 운영방식 개편

즉,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양 확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자산형성 지원, 숙련기회 제공, 사회보장
제도 포괄성 확대를 개선과제의 핵심으로 상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노력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 및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개선과제에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제도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특정하는 문제(김유빈 외, 2019), 청년구
직활동지원금은 지원 전⋅후 고용률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한국고용정보원, 2019)가 지적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차상위계층의 근로⋅사
업 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의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 분야 개선과제에서는 상술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청년 노동의 실태 및 쟁점
1) 청년의 경제활동
청년의 경제활동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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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전체 실업률 3%와 비교했을 때 청년층 실업률은 3.7∼8.2%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대 청년 실
업률은 6.6∼8.2%로 조사되며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층의 구직난을 드러내고 있다. 연령별 경제활
동 상태를 살펴보면, 15∼24세의 70.6%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학업 중인 청년 비중이 높고, 25∼29세, 30
∼34세도 각각 약 25%, 20%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조사되었다. 청년 중에는 비경제활동 인구이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잠재취업가능자 또는 취업을 원하는 잠재구직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이 가능하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 잠재구직자’ 비율은 15∼24세 5.3%, 25∼29세 10.1%, 30∼34세 3.7%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특히
20대에서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청년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이 특히 20대 청년에게 집중됨을 확
인할 수 있다. 15∼24세 청년의 2/4분기 고용률은 2019년에 비해 1.6%p 감소하였고, 2020년 3/4분기에는
전년도 동분기에 비해 0.8%p 감소했다. 25∼29세 청년의 2020년 2/4분기 고용률 또한 2019년에 비해
2.9%p 감소하였으며, 3/4분기에는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이 고용유지에
집중되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더욱 혹독한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시간제 노동
경제활동인구조사 정의에 따르면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
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청년들에게 시간제 노동은 시간 활용 유연성
측면에서 전일제와 구별되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약자들이 완
전히 배제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OECD(2017)의 언급과 같이(남재욱, 이다미, 2020 재인용), 특히
시간제 노동의 유용성은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재학, 휴학생,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욱 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의 청년 시간제 일자리는 유용성 보다 부정성이 부각되는 듯하다.
청년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관련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국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15∼39세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유니온(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7.8시간, 월 평균 임금은 67만원이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
금 위반율은 11.7%였으며,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7.6%였다. 또한,
응답자의 16.3%는 현재의 일 외에도 일주일에 평균 11.2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94.3%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하기 원한다고 답했다. 이
들은 추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더 하고 있었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과 같은 권리는 제대
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2003년과 2018년의 시간제 노동을 비교하면,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의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
다. 2003년에는 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15∼24세)의 비중이 20%였으나 2018년에는
30%를 상회했다(정성미, 2019).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의 증가를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청년 시
간제 노동자들의 고용관계가 간접고용 또는 특수고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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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보험의 사각
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세정 외, 2020). 근로기준법 제18조의 3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
유급휴일과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1
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업장 가입에서 적용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은 단시간 노동에 비해 소득과 사회보장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2019.08.) 초단시간 노동자의 29.1%가 청년이며,
청년 시간제 월 임금은 70∼128만원으로 평균임금의 25∼4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의 16∼27.6%인 42∼73만원으로 매우 낮다. 이를 통해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과 사회보험의 안전망으로부터 유리된 채 불안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수행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일과 삶에 접근하였다. 질적연
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경험의 의미를 도
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Padgett, 2005). 본 연구는 삶과 노동 경험에 대한 청년 본인의 인식이 중요하
다. 따라서 질적연구가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하였으며,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 경험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참여자 선정 및 자료분석 방법
1) 참여자 선정 방법
질적연구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중요하고(Padgett, 2001), 사례를 평가하는 기준의 핵
심은 어떤 사례이며 무엇을 대표하는지 여부이다(Flick,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조사 시점
기준, 만19세에서 만34세 사이 내국인 청년들로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에 참여하
는 이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이들로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인터뷰를 원격 화상(zoom)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인터뷰 전, 참
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비밀보장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인터뷰는 1시간∼1
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분석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한 자료를 전사한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
며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특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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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층인터뷰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직업

참여자 A

남

26

편의점

참여자 B

여

33

교회오르간 반주, 종이접기 강사

참여자 C

여

23

참여자 D

여

참여자 E

여

참여자 F

남

학력

거주 지역

4년제 졸

서울

대학원 졸(석사)

서울

플루트 레슨, 교회 연주

4년제 재학

서울

23

음식 서빙

4년제 재학

서울

21

편의점

4년제 중퇴

경기

20

쿠팡 물품 적재

4년제 재학

경기

2) 자료분석방법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심층인터뷰 질문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생각, 노동 경험, 사회보
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각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
야기를 시작으로 내용에 따른 연계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구조화 원칙을 적용하였다.
녹취된 질적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현상에 대한 편견은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자가 주제의식을 갖고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자료를 반복해서 듣고,
전사한 자료를 읽으며 특정 용어나 주제로 자료를 범주화하고 내용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제별 코딩 분류법을 활용하였다(Cresswell, 2007).

Ⅳ. 분석결과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자료는 초단시간 노동의 경험과 의미, 미래에 대
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의 세 가지 상위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단시간 노동 경험과
의미는 3개 하위주제와 이에 따른 6개 개념, 미래에 대한 인식은 2개 하위주제와 이에 따른 4개 개념, 사회
에 대한 인식은 2개 하위주제와 이에 따른 6개 개념을 도출하였다(<표 4> 참조).

1. 초단시간 노동의 경험과 의미
연구에 참여한 초단시간 청년의 노동 경험과 의미는 노동의 불합리성, 노동의 불안정성, 노동을 통한 긍
정적 경험의 세 가지 하위주제로 구체화된다. 청년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력감의 부정적 감정과 무
시 받는 경험을 했다. 이와 동시에 보람을 느끼거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일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찾았다.
1) 노동의 불합리성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직면한 노동의 불합리성은 고객의 비합리적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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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의미, 미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주제분석 결과
상위주제

하위주제

초단시간 노동의
경험과 의미

노동의 불합리성

① 고객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
②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실패한 삶과 동일시 된 청년의 노동

노동의 불안정성

① 열정페이로 포장되어 착즙되는 청년 노동
② 실수가 빌미가 된 부당한 해고 통보

노동이 갖는 긍정의 의미
불안한 미래
미래에 대한 인식
기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개념

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②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회
① 현실에의 순응과 불응 사이에서의 방황
② 미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① 균형과 안정, 유연이 공존하는 미래
② 능력으로 평가받고 평등이 실현되는 공정한 미래

① 사회적 위험에 ‘회피’와 ‘순응’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인식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② 사회보장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에 대한 거부감
③ 사회보장제도 지지기반 확립 조건: 복지체감 확대, 제도의 효용성 제고
① 청년지원정책 확대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②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한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
③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제안

대응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실패한 삶과 동일시 된 청년의 노동 두 가지 개념
으로 구체화 되었다.
(1) 고객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
청년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구매 후 개봉한 제품
이나 디저트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위 ‘우기는 손님’과 ‘진상 손님’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단호하게 거
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지적하여 고객과 마
찰이 발생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안 되는 걸 우기는 손님이라든지. 이미 다 뜯어 놓은 걸 어떻게 환불해줘요. 아무튼 환불해달라고. 너네들 신고할 거라
고 이런 말 하거나...” (연구참여자 A)
“진상 손님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 디저트를 사갔는데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거 다시 환
불해달라는 손님도 있었고. 되게 별의별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 손님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기억
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D)

청년들은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며 감정노동을 하고 있었다. 부
당한 상황에 대응한 결과가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이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상황에의
순응을 강화시킨 것이다.
“아무래도 그런 것도 많아서 같이 목소리 내고 싸워봤자 되는 것도 없고 잘못하면 덤탱이 쓰는데 중요한 건 정확한 증
거죠.” (연구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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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언성 높이면 잘리기 십상이고 심하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서 관련된 다른 일을 못 구해요. 그러면 돈줄이 아
예 끊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연구참여자 F)

(2)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실패한 삶과 동일시 된 청년의 노동
특정 대상이나 현상을 정의하는 방식과 내용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언어가 현상
과 문제의 사실 자체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Schram, 1995).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의 정서를 표현
하는 과정에서 무시하는 행동과 언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객의 ‘행동’으로
무시 받고 있음을 ‘느꼈고’, 고객의 ‘언어’로 전달된 인격적 무시를 ‘기억’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을 향한
무시의 언어는 ‘공부 안하면’ 하는 일로 아르바이트를 폄훼하는 동시에 해당 일을 하는 청년의 삶을 실패
한 삶과 동일시했다.
“예전에 좀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어렸었거든요. 어리고 미숙하다 보니까 살
짝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고..” (연구참여자 C)
“꼬마 손님이랑 오신 어머님이 있었는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돼 보이는데 학원을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상황이었어
요. 음료수를 사주면서 이거 먹고 학원가라고 달래고 있었는데 애가 음료수를 먹으면서도 안 간다고 한 거죠. 공부 안
하면 여기 언니처럼 빵이나 팔아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2) 노동의 불안정성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는 열정 페이를 요구받아도 감내해야 하고 실수가 빌미가 되어 갑작스럽게 부당
한 해고를 통보 받는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들이 예고 없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과 위기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단시간 노동이 갖는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1) 열정 페이로 포장되어 착즙되는 청년 노동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강요한다. ‘열정적인 청년’이라는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은 담
론으로 진화하여2) 당연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은 일을 하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당연
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청년을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
로 지급하지 않는 일을 의미하는 신조어 ‘열정 페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이 열정 페이를 요구
받는다는 사실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용주에게 ‘호출’을 당하
고 ‘도움’을 요구 받아 추가 업무를 수행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
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부당한 추가 업무 요구는 늘어났다. 이를 통해 청년의 노동이 무
한히 착즙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Taylor(2010)는 특정 시공간 내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을 반영한 것을 담론으로 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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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교회다 보니까 유치부도 좀 해줘 청년도 찬양팀도 해줘, 이런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었어요. … 자꾸 그렇게
호출 당했을 때는 제가 싫어했죠.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죠. 교회에서는 부흥회 있으니까 하루
더 나와서 반주해줄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못 받고 한 것도 많아요.” (연구참여자 B)
“차량운행을 갔을 때 애들이 있으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때만 봐주기로 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쉬는 타임
에만 봐주면 되는 거라서 알겠다고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맡기는 게 많아지시더라고요. … 도장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E)

(2) 실수가 빌미가 된 부당한 해고 통보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
기 어렵고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해도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해고 경
험을 ‘실수’가 ‘빌미’가 된 ‘부당한’ 상황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
는 부당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증가할수록 근로기준법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확대되고 법적 차별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단시간 노동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할 수 있다.
“제가 정시에 현장복귀를 했는데 왜 더 빨리 복귀를 안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빨리 복귀하겠다고 했는
데 그게 빌미가 돼서 제가 조그마한 실수를 했는데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좀 부당했어요.” (연구참여자 F)

3) 노동이 갖는 긍정의 의미
초단시간 노동이 불합리하고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이 갖는 긍정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의 의미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과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측면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1)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연구참여자들은 ‘보람 있다’는 감정으로 노동의 긍정적 의미를 표현했다. 특히, 보람을 느낀 참여자들
은 공통적으로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전공과 아르바이트의 관련성이 높으면
일에 투여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고, 이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람 있어요. 오르간 반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느끼실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반주를 듣고 제 연주를 듣고 오늘 예배에서 더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연구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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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해서 학생이 개인레슨을 잠깐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많이 느꼈고, 가르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회
사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학습한다. 연구 참여자들
은 ‘대화하는 능력’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르바이트에 긍정적 의미를 부
여했다. 특히, ‘모든 직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현재 아르바이트가 전공과 관련이 없
어도 소통의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알바를 하기 전까지는 사람 대 사람 1대 1로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의견 말하기도 힘들고 설명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알바 경험을 쌓으면서 대화하는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모든 직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편의점은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녹여 들어
가서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연구참여자 E)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가 ‘보람’과 ‘의사소통 향상’으로 구체화한 노동의 긍정적 의미는 과연 ‘진정한 긍
정’일까? 오히려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가공
된 긍정’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초단시간 노동의 과정에서도 청년은 노동이 갖는
긍정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2. 미래에 대한 인식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은 그들이 현재 하는 일을 최종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르
바이트를 하는 현재는 미래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미래를 준비하
는 시간 동안 청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미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했다. 청년이 인식하는 미래는
불안했기 때문에 균형, 안정, 유연이 공존하고 공정한 미래를 기대했다.
1) 불안한 미래
미래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현실에의 순응과 불응사이에서 방황하는 미래,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
는 두려운 미래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1) 현실에의 순응과 불응 사이에서 방황하는 미래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과 직면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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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학원’을 다니며 ‘미래에 이루고 싶은 일을 배우고 도전’하고 싶은 “이상”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므로, ‘부모님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과 충돌했다. ‘지방 병
원’에 취업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고 싶은 “이상”은 ‘부모님의 반대’라는 “현
실”에 부딪혔다. 청년들의 삶은 현실에 순응 할 것인지, 불응하고 미래의 이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인지 고
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성인이 됐다고 하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해볼 만한 돈이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일. 열정은
앞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라고 뭔가를 나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
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게 되게. 부모한테 손 벌리기에는 눈치 보이고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뒤처지
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저는 취업을 할 때 수도권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지방병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방 병원으로 취업하려고 생
각했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전혀 티를 안
내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의견 다툼도 조금 있었고. (연구참여자 D)

(2) 미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재 삶이 미래에는 안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변화 원동력을 ‘취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취직에 실패하여 아르바이트 하는 미래의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남는’ ‘비참’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들이 기대하는 미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청년의 삶이라는 게.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난 미래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될지.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D)
취직이 안되면 알바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만 하면 미래가 없고 비전도 없고 승진도 할 수 없고 승진을
못하니까 돈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냥 돈만 조금씩 벌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인생이 좀 비참할 수도 있죠.
(연구참여자 F)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이 느끼는 ‘불안’하고 ‘막막한’ 감정은 ‘학교생활’부터 ‘졸업 이후’를 거쳐
‘미래와 삶’ 전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취업의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예측들이 청년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 고민은 아무래도 다음 학기 학교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졸업
후에 진로 준비를 위한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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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불안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취업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있죠. (연구참여자 E)

2) 기대하는 미래
청년은 균형과 안정, 유연이 공존하며 능력으로 평가받고 평등이 실현되는 공정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
었다. 특히, 청년이 기대하는 미래에는 결과의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의 통념과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역할 규범에 순응하는 삶을 거부하는 태도가 배태되어 있었다.
(1) 균형과 안정, 유연이 공존하는 미래
청년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이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분석결과
를 통해, 가정, 학교,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화 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균형’ 잡힌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
는 신조어인 워라밸은 한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성장과 효율을 중
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일과 회사에 집중했던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과 달리, 여가, 가족, 개인의 삶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삶의 핵심 가치가 일과 성장에서 가족과 여유로 이전된
상황은 “가족친화적인 직장”, “저녁이 있는 삶” 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며 삶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연구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
는 ‘바쁜 것보다 여유’있는 삶을 선호했다. 이 때 여유는 경제적 여유가 아닌 ‘마음의 여유’를 의미했고,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과 ‘워라밸’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희망한 일과 가정의 비중을 스
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제도 확충 및 제도를 사용할 수 있
는 조직 문화 조성, OECD 수준으로의 연간 근로시간 조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3)
바쁜 것보다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거 말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
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일도 해야 되고 가족하고 보내는 시
간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라밸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는 게, 개인마다 선호하는 일이랑 가정 비중이
다를 거예요. … 상대적이겠지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데에 뭘 하나를 완
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B)

다음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들 중 여성 청년은 결혼과 출산, 양육 문제가 미래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하며 돌봄
3)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전년에 비해 29시간 줄어든 1,792시간이다. 연간 근로시
간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일(1,305시간), 일본(1,706시간), 미국(1,792시간)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장시간 근로하는 편에 속한다(통계청, 2019b).

- 344 -

 발표 2.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일과 삶
의 사회화가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2019년 4월 기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38.2%)
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결혼(30.7%), 임신⋅출산(22.6%), 가족돌봄(4.4%) 순서로 분석되며
(통계청, 2019b), 결혼과 출산이 여성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청년이
목도하고 있는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사회”는 ‘아이를 가졌을 때’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
려를 야기했다. 우리사회는 육아와 양육, 돌봄 정책을 확대하며 돌봄의 사회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
하다는 청년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육아와 양육, 돌봄이 청년이 당장 직면하는 문제는 아니지
만, 청년이 계획하는 미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졌을 때 승진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크고요. 아직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출산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는 그런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C)

마지막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유연성’있는 미래를 기대했다. 2018년과 2019년 청년 사
회⋅경제실태조사의 이직 희망 이유를 비교한 결과, 더 나은 보수와 복지(-7.2%p), 더 나은 안정성
(-3.7%p)은 감소한 반면 개인 사업(5.2%p), 더 나은 근무 환경(2.1%p)에 대한 응답은 증가하였다(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직 희망 이유 변화를 통해 확인된 청년의 직업 선택 기준 변화는 연구 참여자들
의 인터뷰에서도 발견되었다. 청년이 기대하는 미래는 원하는 일을 하는 ‘행복’한 삶이었다. 불안정한 현
재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은 중요했지만, 이 때 안정은 ‘하고 싶은 일’이 전제된 ‘안정’
이었다. 이를 통해 청년지원정책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직업 선택
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되더라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여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바꾸지 않고 계속 쭉 이
어가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D)

안정만 강조되는 삶은 변화와 발전이 더디고, 유연성만 강조되는 삶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청년에게 요
구되는 역할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과 유연을 동시에 추구하는 청년들의 선택은 이상적(ideal) 이
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능력으로 평가받고 평등이 실현되는 공정한 미래
공정은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공정을 논하고, 현 정부는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
다. 그렇다면,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은 무엇일까? 청년은 능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사회, 기회의 평등
이 보장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인식했다. 능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사회란 ‘자기가 해낸 일’로 평가
받는 사회를 의미했고, ‘신분’, ‘사내 정치’, ‘학벌’, ‘외모’, ‘돈’, ‘사회적 지위’로 평가 받는 사회는 불공정
하다고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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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에 대한 평가가 회사마다 공정해야겠죠. 회사 내부에서 다른 걸로 평가하면 안되고, 회사 근무평가가 잘 감찰 되어
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보면 신분이나 사내 정치 이용해서 무능한 사람인데 위로 올라가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불공정하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참여자 A)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보이는 거 위주죠. … 학벌 위주보다는 자기가 해낸 일로 평가가 되어야지 외모라든가 학벌이라
든가 돈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되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E)

또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는 ‘출발선에서의 시작’이 가능한 사회로 구체화되
었다. 사회정의는 기회의 평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회의 재분배가 중요하다는 측면
(Giddens, 1998)을 고려했을 때, 기회의 평등은 곧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층이 느끼는 ‘박탈감’을 최소화
하는 사회가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미래인 것이다.
출발선에 가는 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출발선에 왔으면 공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공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 출발선에 가고 있는데 마감됐다고 돌려보내면 박탈감
을 느낄 수 있죠. (연구참여자 A)

3. 사회에 대한 인식
청년이 기대하는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노동하며 경험한 부당한 문제들과 미래를 준비하며
감내하고 있는 불안 발생의 원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즉, ‘직면하는 현실’과 ‘기대하는 미래’ 사이의 간극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므로,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통해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제도 운용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은 제도 발전에 기여한다(Bonoli, 2020).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사회적 위험이 ‘회피’하거나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
며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또한 제도의 전제조건인 의무가입과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동시에 제도 확대에 따른 증세에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1) 사회적 위험에 ‘회피’와 ‘순응’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인식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적인 목표는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
때,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의 범위에 따라 잔여적이고 최소주의적으로 규정되거
나 이와 반대로 포괄적이고 제도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6). 연구 참여자들은 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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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제가 다칠 거라고 생각을 안한다’고 응답했
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위험의 원인과 대응방식이 “사회”가 아닌 “개인”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결과이자, 청년들은 “사회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
미하는 내용이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적인 문제 곧 “국가”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으면,
국가 역할을 잔여적, 최소주의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으로 확
장될 수 있다.
최대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제가 다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설마 다치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 다쳐
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좀 무심한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연구참여자 E)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체계이다(윤홍식
외, 2019).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초단시간 노동하는 청년들이 노동의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함을
해소하고 불안을 완화 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 질문에 대해 ‘건강보험은 되어 있나?’, ‘사소한 것들은 기억이 안나
요’와 같이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또는 ‘저까지 보험을 들기는 무리였다’는 응답을 통해 사회
보험과 민간보험의 차별화된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 되어있는 걸로 알아요. … 건강보험은 되어 있나? (연구참여자 D)
눈썰매장은 산재에 가입되어있었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나요. … 사소한 것들은 기억이 잘 안나요. (연구참여자 E)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저까지 보험 들기는 무리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요. (연구참여자 F)

(2) 사회보장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에 대한 거부감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전제된다(윤
홍식 외, 2019).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보험에 전제된 의무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부
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보험의 ‘무조건 가입’으로 인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었다는
점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된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었다.
자기가 받고 싶으면 보험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거나 나는 돈 내기 싫어하면 안 하는 걸로 선택할래 하면서 선택의 폭을
준다면 자신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찬성입니다. 그런데 선택 없이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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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한 부담감 또한 사회보험 가입의 거부감이 형성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초
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연구 참여자들의 임금 평균 또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월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험료 납부에 따른
임금 감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분석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차감되어 “현재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해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제하면 막상 제가 일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기도 하고 … 저는
용돈 벌러 간 입장에서는 보험을 하면 돈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다칠 것 같지 않은데 돈이 줄어든다 이게 조금
아쉽달까. (연구참여자 C)

증세는 복지제도 확대에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 재원 형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증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 수준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Svallfors,
2012).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제도 확대에
전제되는 ‘보험료 감당’, ‘보험료 충당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청년
세대의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증세에 대한 우려가 컸다. 분석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확
대를 둘러싼 주요 이슈인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 과정 중,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 문제가 부각되면서 나
타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간 갈등 문제도 드러났다.
혜택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점은 좋은 것 같은데 보험료를 누가 감당을 할 거냐.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받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보험료가 충당 될지 잘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많아져서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
이 나오는데... (연구참여자 E)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무가입 원칙, 보험료 납부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제도 확대
에 대한 회의적 시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공고해지면, 복
지제도 확대에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증세에 대한 저항이 높아질 것이고, 복지확대는 요원한 일이 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지기반 확립 조건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3) 사회보장제도 지지기반 확립 조건: 복지체감 확대, 제도 효용성 제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 경험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지기반 확립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청년의 복지체감 확대, 사회보장제도 실행의 효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체감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제도에 대한 높은 체감이 형성한 신뢰도는 복지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vallfors, 2012).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인식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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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회의적 시각과 달리,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지지했고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이러한 평가는 높은 복지체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입원’, ‘감기’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비가 줄어드는’ 혜택을 경험했다. 높아진 복지체감은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 부재가 가져올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며,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였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공감하는데 저는 다리 인대를 크게 다쳐서 입원하게 됐는데 보험료가 아니었으면 금액이
엄청 크더라구요. 보험이 아니었으면. 진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비교 되어서 나와요, 비포 애프터가. 이 금액이 정말
천지차이구나. 맨날 이것만 하다 보니까 고마운 줄 별로 많이 몰랐는데 보게 되니까 이게 없었으면 참. 어렸을 때 잔병
치레도 많았거든요. 힘들었겠구나. 미국이었으면 생각해보다가. (연구참여자 A)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감기에 걸렸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내게 되면 병원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리고 혜택 같은걸 더 준다면 건강보험은 들 것 같고요. (연구참여자 E)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효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세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공정하게 집행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과연 우리한테 혜택으로 돌아올까’, ‘중간에서 채가지 않을까’라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조세공평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기준이 까다로워야’ 하며,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응답하며, 제도 실행 과정에서의 엄격한 기준 설정과 적절한 보장 수준을 강조했다.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하면. 기준이 까다로워야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보험료 늘린 게 과연 우리한테 혜택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서 채가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연구
참여자 E)

2)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
나 지원 과정의 불편함과 지원 대상 및 내용의 협소함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경험한 청년들
은 정보 접근성 확대, 청년의 취약성 보완,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 청년지원정책의 실
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1) 청년지원정책 확대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분석결과,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정책 확대 노력에 대한 인정으로 수렴되었다. 그동안 우
리 사회의 복지제도는 노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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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허선, 김윤민, 한경훈,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이 직면한 사회문제는 다양화되고 심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이 청년
층에 집중됨에 따라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정부는 청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
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실제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다. 청년에 대한 ‘고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정책의 양
적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도한 경험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정책을 고민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
은 많이 받아요. (연구참여자 C)

(2) 신청과정의 불편함, 비일관성, 정책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억제정책의 특성이 내재한 측면, 신청방법의 비일관성, 제도 효용
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구체화되었다.
억제정책(deterrence policy)은 제도의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낙인(stigma)을 부여하
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급신청을 억제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
한 목적의 정책을 의미한다(박광준, 2002).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힘들게 찾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청년지원정책을 ‘주기 싫은데 생색내는’ 정책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청년지원정책이 억
제정책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 가지 드는 나쁜 생각은 주기 싫어서 이러나 그럴 정도에요. 힘들게 찾게 하는 게 약간 정말 주기 싫은데 생색내는 거
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힘든 사이트도 있었어요. … 정부 관련 홈페이지가 접근성이 정말 떨어져요. 일단은 홈페이지
자체도 요즘은 거의 익스플로러를 안 쓰는데 익스플로러랑 다른 거로는 켜지지도 않고 엄청 느리고 서버가 터진 것도
많고 사이트 자체가 어떤 메뉴 찾으려면 한 번에 절대 안 보여요. (연구참여자 A)

연구 참여자들은 서류와 발송 방법이 ‘통일’되지 않고 ‘상담사 재량’으로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부정적
으로 평가했다. 담당자의 행정재량행위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관리와 권한이 하부 기관과 담
당자에게 이양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복지권력(정수남, 2014)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분석에서 확인
되었듯이, 정책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권력의 ‘재량’이 신청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보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야 되는 서류도 상담사별로 다르고. 국가에서 통일되는 게 맞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보내면 알아서 해
주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접 팩스로 다 손으로 써서 보내라 하는 분도 있고 혼란이 오는 것도 있고요. … 이걸
받는 게 다 상담사 재량에 달려 있더라구요. (연구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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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시행 의도에 반하는 결과로 인해 형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평가하며 청년지원정책의 효용성에 회
의적 시각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평가는 부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중
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만기공제금을 수령하기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숙련 노동자’가 되지만, ‘2
년차가 됐을 때 다 이직’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은 ‘2년 뒤’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 수
단인 ‘계단’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사실
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한 가교 역할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평
가이다.
2년차가 됐을 때 다 이직하는 것 같아요. 숙련 노동자가 됐으니까 … 제가 느끼기에는 2년 받은 다음에 대기업으로 가
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컷 키워놓고 다 가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 안좋네요. … 여기 타서 2년 뒤에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네요. (연구참여자 A)

제도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진짜 필요한 걸 해주지 않는 느낌’으로 평가했고, ‘굳이?’라는 의문을
갖게 함을 지적했다. 분석을 통해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이 “진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
인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진짜 필요한 걸 해주지 않는 느낌. 신경 써주는 느낌은 받았어요.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
각은 들었는데 정책을 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3)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 지원정책 변화의 방향: 청년은 무엇을 원하는가?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이 직면한 문제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년지
원정책의 현황은 어떠한가? 2018년 3.15 청년일자리 대책, 2019년 7.1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편향성은 청년이 직면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4) 분석결과에서도 청년지원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
로 간과된 영역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청년지원정책의 변화 방향성
은 ① 지원 대상과 내용 확대, ② 정보 접근성 제고, ③ 기존 청년지원정책의 수정⋅보완, ④ 청년의 취약성
보완, ⑤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 확충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지원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지원정책은 지원 대상과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
4) 물론, 문재인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청년 문제를 고용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추진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향후 청년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감안하여 기존
청년지원정책들의 한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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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54.9%를 차지한다. 청년정책이 고용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김
기헌 외, 2020).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적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체계 내에서 본인의 적성을 탐색해
보는 기회가 부족하여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생각’을 대학 진학 이후에 비로소 시작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것
으로 인식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청소년 대상의 진로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걸 없앨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소년 때 진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게 되게 미비
하더라구요. (연구참여자 A)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공부만 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커와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공무원 아니면 안정된 직업만 원하다 보니까 돈 그런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둘째, 청년지원정책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사회의 높아진
관심은 ｢청년기본법｣ 시행, 청년지원정책 확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년 당사자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낮은 정책 체감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 문제가 도출되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홍
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연구 참여자의 지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정책 실효성과 직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SNS에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광고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 할 테니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거든요. (연구참여자 E)

셋째, 기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 중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진
단⋅경로 설정의 1단계, 의욕⋅능력 증진의 2단계, 집중 취업알선의 3단계로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5) 연구 참여자는 1단계의 ‘상담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본인
이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원래 잘 아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2단계
에서는 구직에 필요한 교육 지원 확대, 커리큘럼의 체계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취업에 성공한 이
후에 현장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추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열심히 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 연결됐을 때 현장에서 차별은 없어야 하고 현장에서 바로 잘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정말 짱짱해야 해요. (연구참여자 A)
5)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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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담을 하고 2단계 가서는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1단계 상담기간이 너무 짧아요.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도움
이 되는 패키지 같아요. (연구참여자 E)

넷째, 청년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규정한 청년의 정체성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였으며, 청년
이 취약한 부분은 ‘취업’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고용 편향성은 청년의 욕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과 함께 취업이 어려워지게 된 다양한 원인을 찾아
예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은 지금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굉장
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E)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장년층은 노후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정년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이 취업하기 위한 길은 더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F)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정책 실행 전, ‘모두의 의견’을 더 ‘검토’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정책이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 20명을 포함하며(관계부처합
동, 2020), 청년지원정책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시도는 청년들이 자
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측면에서 진일보한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당사자
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지원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면 청년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
향상이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보다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모두의 의견을 더 검토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좀 더 평화롭게 되지 않았을까. (연구참여자 C)

청년이 현재 수행하는 노동의 경험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청년이 직면하는 삶’이며,
미래에 대한 인식은 ‘청년이 기대하는 삶’이다. 청년이 기대하는 삶이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
서 필요한 사회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분석 결과를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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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노동과 삶의 경험과 미래와 사회에 대한 인식

 발표 2.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일과 삶
Ⅳ. 결 론
본 연구는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노동 경험과 의미’, ‘미래와 사회인식’의 분석을 통해
청년이 직면하는 현실과 기대하는 미래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현실과 미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
해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경
험한 부당함과 불안함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청년이 희망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유
지되는 미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안정적이지만 유연하며 공정한 삶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
다. 부당함과 불안함에 유폐된 청년이 균형과 공정의 가치가 우선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청년지원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전제되는 증세, 의
무 가입의 원칙, 제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고, 청년지원정책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노동환경과 가치관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고 적시의 정책대응을 목표로 둔
다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안은 명확하다. 불안정한 노동의 반복 속에서 교육과 훈련이 부재하여 노동
이력을 갖기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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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이용호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박로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개인의 생애에 있어 청년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년들 상당수가 이 시기에 경제활동을 통해 부모
로부터 독립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독립된 성인으로서 부모와의 일방적 의존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관계로 전환되는 첫 시기이다. 이와 같은 청년기의 생애과업수행은 사회적 역할수행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 다음 단계까지의 이행을 원활하게 해준다. 따라서 개인
에게 있어 청년기는 독립된 성인으로 처음 이행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그 시기에 생애과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
년들이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은 10.0%로 전체 실업률 4.3%의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체감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고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들은 ‘괜찮
은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청년 임금근로자 40.4%는 비정규직이며, 27.0%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율
(5.8%)이 고용율의 증가율(0.8%)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년들이 지속적으
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그 시기의 생애과업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들은 학업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원
가족과 분리되어 사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주거비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
대 청년 가구 10명 중 7명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였으며, 그중 약 30%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21)1). 학업의 이유로 분리되어 사는 청년들은 높은 등록금, 생활비, 취업준비비
용 등으로 인해 부담을 가지며, 이들이 취업을 했더라도 소득의 불안정화 등으로 인해 높은 주거비를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들은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배경민, 201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건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열
악한 주거환경은 이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실업 장기화와 주거빈곤은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윤⋅장은영⋅신희천, 2006; 이수
1) 주거비 과부담 가구란 월소득 30%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이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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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9; 김지선, 2020). 이를 반영하듯 전 연령층에서 2013년 대비 2018년 당뇨,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환자 수가 가장 많이 급증한 연령층은 청년층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민건강보험공간, 2018). 이
는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한 사회환경이 이들에게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담감은 청년들의 결혼, 취업 등과 같은 생애과업수행을 지연시킴으로서 이
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다(라채린⋅이현경, 2013). 실제 결혼, 취업의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박은
규, 2016). 이를 반영하듯 최근 4년 동안 청년층의 무연고 사망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연합뉴스, 2021). 사회에 처음 진출하여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가는 청년기에 다양한 불안정한 요인들
로 인해 오히려 사회와 단절하고, 소외되어가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있어 청년기는 부모 의존 시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임에
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취약계
층에게만 발생한다고 인식되어왔던 건강, 고립 등과 같은 문제가 청년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
었다. 이는 더 이상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이 전통적인 단일한 영역의 완화만
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고용영역에서 배
제를 경험한 청년은 주거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다시 건강영역의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건강영역에서의 배제는 다시 고용영역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
는 배제는 단차원적 영역에서의 시작이 아닌,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배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영역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배제의 원인을 살펴본 다수의 연구
들이 존재한다(박수명, 2013; 김재희⋅박은규, 2016; 김안나⋅홍현우, 2018; 노혜진, 2018; 이순미, 2018;
김비오, 2019; 변금선⋅김기헌, 2019; 김수정, 2020; 박지현,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청년들이 경
험하고 있는 다양한 배제를 빈곤의 개념으로 하여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이들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배제의 영역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고용, 주거, 건강, 관계 등 각 영역
별로만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김재희⋅박은규, 2016; 김안나⋅홍현우, 2018; 노혜진, 2018; 김비
오, 2019; 김수정, 2020; 박지현, 2020).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들은 상호작용함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들의 배제를 완화시키
기 위해서는 각 영역을 모두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한계점을 완화하고자 각 영역
을 모두 고려하여 그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도 있었다(이성균, 2009; 박수명, 2013; 변금선⋅김기헌,
2019). 그러나 박수명(2013)은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가 타 연령층에 비해 그 수준이 높다는 결과만 도출하
였을 뿐 이들의 사회적 배제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차원적 빈곤과 삶의 질 격차로 규정하여 원인을 규명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측정
하는데 있어 이분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이순미, 2018; 변금선⋅김기헌, 2019).
그러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배제는 그 성격이 복합적이므로 유무(有無)가 아닌 정도(degree)
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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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를 경제⋅고용⋅주거⋅건
강⋅관계 영역 모두 고려한다. 둘째,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퍼지집합이론
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 소득격차의 심화, 고용의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
의 빈곤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개념이 조명받기 시작하
였다(이원호, 2011; 박능후⋅김재희⋅장춘명, 2015). 현대 사회는 더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상들이 나타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편화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란 무엇
인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배제는 학자에 따라, 학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3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태적 특성으로 사회적 배제를 물질적 박탈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닌 야기하
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둘째, 다차원적 특성으로,
사회적 배제는 경제 혹은 건강 등 하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경제⋅사회⋅정치⋅문화 등을
포괄한 현상이자 다양한 공동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Silver, 1995; 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
호성⋅홍인옥⋅김태완⋅강민희⋅이소정⋅원일⋅윤필경⋅유정예, 2008). 셋째, 관계중심적 특성으로
인간, 사회, 정치 권력 등 관계적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다(Penna⋅O’Brien, 2006; 김안나 외, 2008). 즉, 사
회적 배제란 사회적 통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가 누리는 사회⋅경제⋅정
치적 참여 등에 필요한 자원으로부터 박탈⋅결핍되어 기본적 권리를 제약당하는 상태라고 정의될 수 있
다(강신욱 외, 2005; 김안나, 2008; 박능후⋅최민정, 2014; Pierson, 2002).
최근까지 사회적 배제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이루
어졌고, 이를 활용한 실태조사, 유발 및 결과 요인 관련 연구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강신욱 외,
2005; 김교성⋅노혜진, 2008; 최민정⋅권정호, 2013; 박능후⋅최민정, 2014; 김소은⋅정익중⋅정수정,
2016; 최재성⋅김혜진, 2019; 황선영⋅어유경⋅김순은,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배제의 다차
원적 특성 및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은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을 어떻게 구성하여 측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강신욱 외(2005)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사회적 배제를 경제, 근로, 실업, 주거,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8가지로 나누었다. 박능
후⋅최민정(2014)는 사회적 배제를 경제, 주거, 고용, 건강, 교육, 사회참여로 나누고, 중고령자 사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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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태와 사회적 배제 진입과 탈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교성⋅노혜진(2008)은 사회적 배제를
주거, 재정,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 교육 6가지로 분류하여 연도별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배제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와 주거환경 만족도를
활용하였으며, 재정 배제는 소득규모, 수입만족도, 소비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 고용 배제는 고용상태,
직장의 부가급여와 복리후생 개수, 노조가입여부를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참여 배제는 여가활동,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가족과 친인척 및 사회적 관계까지 통합
적으로 측정하였다. 건강 배제는 심리적⋅신체적 측면을 포괄하기 위해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교육 배제는 직업훈련 및 교육 참여 여부와 최종 학력을 확인하였다.
한편 박능후 외(2015)는 객관적인 배제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배제 차이를 확인하고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적 배제를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사회참여 및 관계로 나누고,
각 배제 별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를 측정하였다. 객관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는 소득수준 50% 기준
으로 지표를 설정하였고, 주거는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지, 고용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 건강은 병원이
용과 건강보험료 이용과 미납에 대한 내용, 사회참여 및 관계는 인터넷 사용과 비동거 부모와의 왕래 정도
를 통해 측정하였다.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배제는 주관적 빈곤과 가족수입 만족도, 주거 배제는 주
거환경 만족도, 고용은 직업 만족도 및 구직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지표로 설정하였고, 건강은 주관적 건강
상태, 사회참여 및 관계의 경우 사회적 친분 만족도, 외로움, 인간관계에서의 느낌을 살펴보았고 주로 각
영역의 만족도 점수를 통해 대체로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할 경우 배제된 것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객관성과 주관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사회적 배제를 측정 시 객관성과
주관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특성을 고려하고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적 배제의 하
위영역을 참고하여 청년 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경제,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의 5개 영역
으로 나누었으며, 각 영역의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 측면을 모두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이 다양
해짐에 따라 최근 들어 청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김교성⋅노혜진, 2008; 박현주⋅정순둘, 2012; 신동환, 2014; 김소은 외, 2016;
최재성⋅김혜진, 2019)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년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에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 및 부모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는 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취업형태, 거주지 등이 있다. 선행연
구에서 사회적 배제에서 연령은 주요한 영향요인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김안나, 2007; 박현주⋅정순둘,
2012). 김교성⋅노혜진(2008)과 박수명(2013)은 중장년층인 30-70세 혹은 30-60세의 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30세 이하의 청년 계층이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남을 밝힘으로서 청년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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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났다(김교성⋅노혜진, 2008; 박
수명, 2013; 신동환, 2014). 중고령 가구주의 특성별 사회적 배제 중첩도 및 사회적 배제로의 진입 및 탈출
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박능후⋅최민정(2014)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 사회적 배제를 벗어날 확률이
높으며, 사회적 배제 진입과 탈피에 주요한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원 수
가 많을수록, 기혼 유배우 가구가 미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김교성⋅노혜진,
2008; 신동환, 2014) 가족 관계망이 사회적 배제에 주요하게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거주지는 대도시
에 거주하는 것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김교성⋅노혜진,
2008)에 반하여 노인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을 연구한 최재성⋅김혜진(2019)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할수
록 경제⋅건강⋅사회적 관계 모두 취약한 고위험 다중 배제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으며, 임금장애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 영향을 확인한 신동환(2014)의 연구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기타시도가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게 나왔다고 하였다. 거주지역이 사회적배제의 영향요인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나 연구 대상
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현주⋅정순둘(2012)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사회적 배제의 세 영역 이상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교성⋅노혜진(2008)과 박수명(2013)의
연구에서는 취업 형태에서는 상용직이 다른 형태의 종사자 및 실업에 비해, 1차 산업이 통신금융업을 제
외한 타 산업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이 사회
적 배제의 감소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부모 특성은 대표적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 취업형태가 있다. 청년이 느끼는 불평등의 원
인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주목하고 있으며, 청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해 부모의 지원과 책임
이 주요하게 여겨질 만큼(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7; 김용회⋅한창근, 2019), 청년에게 있어 부모의
영향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부모의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 사회적 배제
에 대해 연구한 김소은 외(2016)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1.23배,
맞벌이 가정인 경우 외벌이에 비해 1.231배 사회적 배제가 높음을 밝혀냈다.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관
련한 홍진주(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낮은 임금 등은 청년의 생존의 위협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일차적 결핍과 교육 기회의 차단, 사회적 자원 박탈 등의 이차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며 결국 청년니
트가 되는 현상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특성이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
인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2015년)에서 15차(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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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복지패널데이터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주거, 고용, 건강,
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반영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이
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하기에
도 적절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요분석 대상은 청년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법인 청년기본
법 제3조 1항에서는 이들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청년층을 정의하였으며, 10차년도(2015년)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이들 2,347명을 대상
으로 불균형 패널(unbalance panel)을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의 차원을 경제,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로 분류하였
다(강신욱 외, 2005; 김교성⋅노혜진, 2008; 김안나 외, 2008; 강현정⋅김윤정, 2011; 김혜자⋅박지영⋅고
난난⋅진나연⋅김정은, 2014; 박능후⋅최민정, 2014; 최재성⋅김혜진, 2019, 황선영 외, 2019). 이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 모두 포함하
였다.
먼저, 경제배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객관적 배제는 균등화 소득에 따른 구분으로 구성하였고, 주관
적 배제는 가구소득 만족도로 구성하였다(박수명, 2013; 박능후⋅최민정, 2014; 박능후 외, 2015; 황선영
외, 2019). 균등화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금액이다.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
상인 경우에는 1점, 60% 미만인 경우 2점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
하여 매우 불만족일 경우 5점에서부터 매우 만족일 경우 1점까지 측정하였다.
둘째, 고용배제의 경우 객관적 배제는 취업여부, 4대보험가입여부로 구성하였고, 주관적 배제는 직업만
족도로 구성하였다(김교성⋅노혜진, 2008; 박수명, 2013; 박능후⋅최민정, 2014; 김현숙, 2015; 황선영
외, 2019). 취업여부는 취업일 경우 1점, 미취업일 경우 2점으로 측정하였으며, 4대보험가입여부도 가입
하였을 경우 1점, 미가입인 경우 2점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미취업인 이들은 미가입에 포함하였다. 직업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하여 매우 불만족일 경우 5점에서부터 매우 만족일 경우 1점까지 부
여하였다. 이 척도는 미취업자도 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직업만족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주거배제의 경우 객관적 배제는 주택 소유여부(등기상), 주거미충족으로 구성하였고, 주관적 배
제는 주거만족도로 구성하였다(김교성⋅노혜진, 2008; 김안나 외, 2008; 이정은⋅조미형, 2009; 박능후⋅
최민정, 2014; 최민정⋅권정호, 2014; 김현숙, 2015; 박능후 외, 2015; 황선영 외, 2019). 주택 소유 여부에
서는 자가인 경우 1점을 비자가인 경우 2점으로 측정하였다. 주거미충족은 ‘경제적 압력으로 2달 이상 집
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이사한 경험’을 묻고 있으며, 이에 없을 경우에는 1점을, 있을 경우에는 2점으
로 측정하였다. 주거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하여 매우 불만족일 경우 5점에서 매우 만족일 경
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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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건강배제의 경우 객관적 배제를 의료미충족, 만성질환으로 구성하였고, 주관적 배제는 우울 정도
와 건강만족도로 구성하였다(김교성⋅노혜진, 2008; 김안나 외, 2008; 최민정⋅권정호, 2014; 황선영 외,
2019). 의료미충족에서는 ‘경제적 압력으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을 묻고 있으며, 이에 있을 경우 2점
을, 없는 경우에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투병⋅투약 정도를 묻고 있으며,
이에 없는 경우에는 1점을, 3개월 미만인 경우 2점, 3개월-6개월 미만이면 3점, 6개월 이상이면 4점으로
측정하였다. 우울 정도는 ‘지난 1주일간 상당히 우울했다’라는 문항에 극히 드물었다고 응답할 경우(일주
일에 1일 미만) 1점에서부터 대부분 그랬을 경우에는 4점까지 측정하였다. 건강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
를 역코딩하여 매우 불만족인 경우 5점에서부터 매우 만족인 경우 1점까지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의 경우 객관적 배제를 자원봉사참여로 구성하였고, 주관적 배제를 사회적친
분관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김은하, 2014; 최민정⋅권정호, 2014; 김현숙, 2015). 자원봉사참여는 ‘정기
적인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으면 1점, 없으면 2점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친
분관계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역코딩하여 매우 불만족 5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1점까지 부여하였
다. 구체적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배제의 차원별 지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적 배제 차원별 지표
차원
경제배재

고용배제

지표
객관적

균등화 소득

1. 중위 균등화 소득의 60% 이상
2. 중위 균등화 소득의 60% 미만

주관적

가구 수입 만족도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역코딩)

취업 여부

취업 2. 미취업

객관적
주관적

주거배제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건강배제
주관적
사회적
관계배제

척도

4대보험가입 여부

가입 2. 미가입

직업만족도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역코딩)

점유형태

자가 2. 비자가

주거미충족

없음 2. 있음 (2달 이상 집세가 밀려 이사한 경험)

주거만족도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역코딩)

의료미충족

없음 2. 있음 (경제적 압력으로 병원가지 못한 경험)

만성질환

없음 2. 3개월 미만 투병하고 있음 3. 3-6개월 투병하고 있음
4. 6개월 이상 투병하고 있음

우울

극히 드물다(일주일 1일 미만) – 4.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5일 이상)

건강만족도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역코딩)

객관적

자원봉사경험

있음 2. 없음

주관적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역코딩)

주: 각 차원의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다고 해석함

2) 독립변수
사회적 배제에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개인특성과 부모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김교성⋅노혜진, 2008; 박현주⋅정순둘, 2012; 신동
환, 2014; 김소은 외, 2016; 최재성⋅김혜진, 2019, 홍진주, 2020). 개인특성에는 성별(여성=1),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1), 가구원 수, 거주지(서울=1), 월 평균 소득, 취업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교육수준의 경
우 교육년수로 재코딩하여 활용하였으며, 월 평균 소득은 자연로그화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

- 363 -

 [자유주제

세션3]

특성은 부모교육수준, 부모 월평균 소득, 취업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재코딩하였
으며,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자연로그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자료는 한국복지패
널데이터 내에서 청년층의 부모자료를 찾아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가구주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만일 가구주 자료가 누락되어있을 경우 그 배우자 자료로 대체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독립변수
구분

항목

개인특성
독립변수

부모특성

변수

정의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각 년도 – 출생년도

교육수준

0. 무학 6. 초졸 9. 중졸 12. 고졸 14. 전문대졸 16. 4년제졸

혼인상태

0. 미혼 1. 기혼

가구원 수

-

거주지

0. 비서울 1. 서울

월 평균 소득

자연로그화

취업형태

0. 상용직 1. 임시직 2. 자영업(종업원有) 3. 자영업(종업원無)
4. 무급가족종사자 5. 무직

교육수준

0. 무학 6. 초졸 9. 중졸 12. 고졸 14. 전문대졸 16. 4년제졸

월 평균 소득

자연로그화

취업형태

0. 상용직 1. 임시직 2. 자영업(종업원有) 3. 자영업(종업원無)
4. 무급가족종사자 5. 무직

3. 분석방법
1) 퍼지집합이론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사회적 배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퍼지
집합이론(Fuzzy set theory)을 적용하였다.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
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Alkire et al(2014)이 개발한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이하 MPI)가 있다. MPI는 소득, 근로,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한다.
각 차원별 구분선을 정하고 이를 넘으면 빈곤이라고 측정하며, 각 차원별로 합을 구해 일정 개수를 넘으면
다차원 빈곤이라고 측정한다. 즉,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므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것은 과도한 이분법적 방법이다. 가령, 개인이 빈곤의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경우 이들의 빈곤여부를 결정
하는 일은 모호하며, 이분법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개발된 측정방법이 퍼지집합이론이다.
퍼지집합이론은 집합에 대한 소속 정도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환산시켜 이분법적 구분이 갖는 모호성
과 주관성을 객관적이게 표현할 수 있다(김교성⋅노혜진, 2008; 임은선, 2008).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퍼지집합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고 있으며, 유럽통계국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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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Cini, M, 2002; Qizilbash, 2006; 박능후⋅최민정, 2014).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하였으며, 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지표 점수 표준화
척도가 서로 다른 지표들의 점수를 표준화시킨다. 각 지표가 모두 같은 척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이에 각 지표별로 ((m=개인점수) - 1)를 ((M=지표의 최대값) – 1)로 나누어 표준화 점수를 도출한다.
이는 식(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각 지표별로 표준화된 점수는    로 나타낸다.
 
    


(식 1)

      

(식 2)

② 지표별 가중치
각 지표의 값들을 표준화시키더라도, 지표별로 각 차원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로 지표별 가중치 부가가 필요하다.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첫째, 소수의
사람이 경험하는 배제일수록 그 중요성이 크다고 전제한다. 이는 사회 다수가 통상 접할 수 있는 정상적이
고, 규범적인 활동으로부터의 제한을 경험하는 소수의 배제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더욱 반영하기 때문
이다(Levitas et al, 2007; Silver, 2007).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을 활용한
다. 즉, 소수가 경험하는 배제일수록 그 분산계수는 커지므로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를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식 3)

이와 같이 분산만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때, 동일한 차원 안에 있는 각 지표 간의 관계성에 관한 문
제도 고려해야한다. 동일한 차원 내 여러 지표들이 비슷한 개념을 측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일한 차원 내 다른 지표와 높은 관계성을 가진 지표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관계성이 낮은 지표에
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특정 지표가 같은 차원 내 지표들과 갖는 상관관계 계수들의 합을
구하고 그 역수를 구해 특정 지표의 가중치로 삼는다. 이를   로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가중치 두 가지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도출한다.
 ∝  ∙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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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원별 점수와 최종 사회적 배제 점수 산출
동일 차원 내에서 각 지표별 표준화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모두 합한다. 합한 값을 가중치의 합
으로 나눔으로써 해당 차원의 점수를 구한다. 그 결과, 각 차원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를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식 5)



이와 같이 각 차원의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모두 더하면 0에서 5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후 총 차원
의 개수로 나누어줌으로써 최종 사회적 배제 점수를 산출한다.
 
  

     



(식 6)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하였다.
2) 고정효과모형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
다. 패널자료의 경우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오차항의 동분산성 가
정을 위배하거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최소자승법
(OLS)을 실시할 경우 패널개체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unobservable heterogeneity)으로 인해 OLS
추정량은 일치 추정량이 되지 못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이 각 시기의 오
차항에 영향을 주어 제1자기상관(AR(1))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하는 원인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으
로 인해 독립변수로 의한 것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
을 실시하기에 앞서 AR(1) 확인을 위해 LM검정(Lagrange Multiplier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R(1)이
없다는 영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다(chisq=1931.8, p<.001). 이는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 때문에 OLS를 적용할 경우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
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시간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중요한 논점은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  )을 어떻게 고려
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  )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를 활용하고, 확률변수
로 간주하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활용한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
의 이질적 특성(  )과 관찰 가능한 독립변수(   )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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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와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  )이 무관하다고 가정하
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  )과 독립
변수(   )가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회귀계수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개인의 이질적 특성(  )과 독립변수
(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영가설(          )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1978)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chisq=83.38, p<.001). 이는 본 연구모형에서
확률효과모형은 일치 추정량이 될 수 없으며,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대상은 청년층이며, 이
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활용된 전체 관측치는 11,373명이다. 먼저, 개인특성
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평균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28.2%로 나타났고, 평균 가구원 수는 3.34명이
었다. 또한,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월
평균소득은 3.2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환산하면 약 82만원이다. 이와 같이 낮은 금액이 나타난 이유는 청
년층에 소득이 없는 이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월 평균 소득은 순소득
으로 환산한 금액(고정지출차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응답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형태를 살펴
보면 상용직이 35.6%, 임시직이 21.0%, 자영업(종업원有) 0.9%, 자영업(종업원無) 2.4%, 무급가족종사자
1.1%, 무직이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년층의 평균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이라는 것과
함께 미루어볼 때, 현재 청년층은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노동시장 안에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상용직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
직의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을 차지하는 비율과 임시직을 차지하는 비율 간 차가 크지 않다
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부모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평균 교육수준은 2년제 대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
났다. 로그월평균소득은 4.03으로, 이를 환산하면 약 140만원이다. 이와 같이 낮은 금액이 제시된 것은 앞
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월 평균 순소득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취업형태는 상용직 26.43%, 임시직
24.75%, 자영업(종업원有) 4.31%, 자영업(종업원無) 24.0%, 무급가족종사자 0.67%, 무직이 19.8%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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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층 사회적 배제 실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각 지표별 분산계수(wka)를 구하고, 동일 차원 내 각 지표별 상관계수 합의 역수(wkb)를 계
산하였다. 둘째, 이후 각 지표별 분산계수와 동일 차원 내 각 지표별 합의 역수를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
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각 지표의 최종 가중치(wk)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차원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만성질환, 자원봉사, 사회적 친분만족도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취업
상태, 4대보험 가입여부, 주거미충족, 건강만족도에 비교적 낮은 가중치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차원 내 지표 간 가중치가 상이하다는 것은 각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배제 수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개인특성

%, 평균(표준편차)
성별(남성=1)

43.15

연령

29.88(5.18)

교육수준

14.54(1.70)

혼인상태(기혼=1)

28.15

가구원 수

3.34(1.18)

거주지(서울=1)

18.61

월 평균소득(자연로그)

3.26(2.14)

취업형태
상용직

35.63

임시직

21.00

자영업(종업원 有)

0.88

자영업(종업원 無)

2.44

무급가족종사자

1,14

무직

38.91

부모교육수준

11.27(3.31)

부모 월 평균소득(자연로그)

4.03(1.89)

취업형태
부모특성

상용직

26.43

임시직

24.75

자영업(종업원 有)

4.31

자영업(종업원 無)

24.00

무급가족종사자

0.67

무직

19.84

연도
2015

20.64

2016

18.43

2017

16.50

2018

15.68

2019

15.01

2020

13.75

n

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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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단순 계산할 경우 이를 명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대상인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전체 차원을 고려한 사회적 배제 수준과 각 차원의 배제 수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배제되어 있는 차원은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 주거, 경제,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과 경제 차원의 배제는 시간 다른 차원의
배제에 비해 비교적 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지만,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의 배제는 그렇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배제 각 지표별 연도별 최종 가중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wka

wkb

wk

wka

wkb

wk

wka

wkb

wk

wka

wkb

wk

wka

wkb

wk

wka

wkb

wk

①

0.3

3.7

1.1

0.3

4.1

1.1

0.3

4.3

1.1

0.3

4.5

1.2

0.3

4.2

1.1

0.3

4.5

1.2

②

0.3

3.7

1.2

0.3

4.1

1.3

0.3

4.3

1.3

0.3

4.5

1.4

0.3

4.2

1.3

0.3

4.5

1.4

고
용
배
제

③

0.3

1.4

0.5

0.3

1.4

0.5

0.4

1.2

0.4

0.4

1.3

0.4

0.4

1.3

0.5

0.4

1.2

0.4

④

0.3

1.4

0.4

0.3

1.4

0.4

0.3

1.4

0.4

0.3

1.4

0.4

0.3

1.5

0.5

0.3

1.4

0.5

⑤

0.3

6.9

2.2

0.3

5.6

1.8

0.3

3.4

1.1

0.3

3.2

1.0

0.3

3.3

1.1

0.3

2.7

0.9

주
거
배
제

⑥

0.3

2.7

0.9

0.3

3.4

1.2

0.3

4.0

1.4

0.3

3.8

1.3

0.3

3.9

1.3

0.3

4.4

1.5

⑦

0.1

3.5

0.4

0.1

4.4

0.4

0.1

6.6

0.4

0.1

6.6

0.5

0.1

15.9

0.8

0.0

14.4

0.6

경
제
배
재

건
강
배
제
관
계
배
제

⑧

0.3

2.5

0.8

0.3

2.9

1.0

0.3

3.9

1.3

0.3

3.7

1.2

0.3

5.1

1.6

0.3

5.1

1.6

⑨

0.1

4.5

0.4

0.1

4.2

0.3

0.1

3.5

0.2

0.1

4.1

0.3

0.1

3.0

0.2

0.1

6.9

0.4

⑩

0.7

3.2

2.1

0.7

2.4

1.6

0.7

2.4

1.6

0.7

1.9

1.3

0.7

2.1

1.4

0.7

4.1

2.9

⑪

0.3

1.8

0.6

0.4

1.7

0.6

0.4

1.8

0.6

0.3

1.5

0.5

0.3

1.9

0.6

0.3

1.8

0.6

⑫

0.4

2.2

0.9

0.4

2.5

1.1

0.4

2.5

1.0

0.4

1.9

0.8

0.5

1.7

0.7

0.5

2.4

1.1

⑬

0.1

9.8

1.4

0.1

14.7

1.9

0.2

15.9

2.4

0.2

12.4

2.1

0.2

14.3

2.4

0.2

17.1

2.6

⑭

0.3

9.8

2.5

0.3

14.7

4.1

0.3

15.9

4.3

0.3

12.4

3.2

0.3

14.3

4.2

0.3

17.1

4.6

주: ① 균등화 소득 ② 수입만족도 ③ 취업상태 ④ 4대보험가입여부 ⑤ 고용만족도 ⑥ 점유형태 ⑦ 주거미충족 ⑧ 주거만족도 ⑨ 의료미충
족 ⑩ 만성질환 ⑪ 건강만족도 ⑫ 우울정도 ⑬ 자원봉사여부 ⑭ 사회적 친분 만족도

<표 5> 청년층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추이(퍼지집합이론 적용 후)

전체
경제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4

0.33

0.34

0.33

0.33

0.32

(0.00)

(0.00)

(0.00)

(0.00)

(0.00)

(0.00)

0.29

0.29

0.28

0.28

0.28

0.27

(0.01)

(0.00)

(0.01)

(0.01)

(0.01)

(0.01)

0.42

0.41

0.42

0.41

0.40

0.38

(0.01)

(0.01)

(0.01)

(0.01)

(0.01)

(0.01)

0.31

0.31

0.32

0.32

0.33

0.30

(0.00)

(0.00)

(0.00)

(0.00)

(0.00)

(0.00)

0.13

0.14

0.14

0.14

0.17

0.15

(0.00)

(0.00)

(0.00)

(0.00)

(0.00)

(0.00)

0.52

0.5

0.51

0.52

0.51

0.52

(0.00)

(0.00)

(0.00)

(0.00)

(0.00)

(0.00)

주: 평균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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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모형에서는 OLS모형, 확률효과모
형에 비해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서
술한다. <표 6>에 OLS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함께 제시한 이유는 적합하지 않은 모형을 선택하여 추정
했을 시 나타나는 오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3개의 모형을 비교해보면, 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
과모형의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OLS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결과들은 고정효과모형
과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과대추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수준 변인은 OLS모
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부(-)적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정(+)적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냈다. 이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에 영향을 나타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 p<.001). 한편, 청년층의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을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 p<.05). 혼인상태와 가구원 수,
월 평균소득 또한 이들의 사회적 배제 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나타냈다. 즉, 기혼일 경우 미혼에 비해 사
회적 배제 수준이 낮았으며(B=-0.03, p<.001), 가구원 수가 많고(B=-0.01, p<.001),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
록(B=-0.01, p<.001) 이들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시 임시직, 자영업(종업원有), 자영업(종업원無), 무급가족종사자, 무직 모두
가 상용직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 p<.001). 또한 부모의
취업형태가 임시직, 무직일 경우 부모가 상용직인 경우에 비해서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비교적 좋지 못한 환경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청년층은 비교적 좋은 환경에 종사하는 부
모를 둔 청년에 비해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은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
명하였다.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를 경제,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5가지로 분류하여 퍼지집합이론
을 활용하여 수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배제 정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들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차원별로 살펴보면, 노동과 경제 차원의 배제는 다른 차원의 배제에 비해 비교적 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지만,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의 배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노동의 배제는 비교적 완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유추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완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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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년층 사회적 배제 영향요인 분석
OLS
B(SE)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원 수
거주지
월 평균소득

FE
B(SE)

-0.00

RE
B(SE)
0.00

(omit)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0)

(0.00)

(0.00)

-0.04***

-0.03***

-0.04***

(0.00)

(0.01)

(0.00)

-0.01***

-0.01***

-0.01***

(0.00)

(0.00)

(0.00)

0.02***

0.03***

0.02***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4***

0.03***

0.04***

취업형태(상용직=0)
임시직
자영업(종업원 有)
자영업(종업원 無)
무급가족종사자
무직
부모교육수준
부모 월 평균소득

(0.00)

(0.00)

(0.00)

0.06***

0.05***

0.05***

(0.01)

(0.01)

(0.01)

0.02**

0.02*

0.02**

(0.01)

(0.01)

(0.01)

0.06***

0.05***

0.05***

(0.01)

(0.01)

(0.01)

0.11***

0.10***

0.11***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2***

0.01*

0.02***

(0.00)

(0.00)

(0.00)

부모취업형태(상용직=0)
임시직
자영업(종업원 有)
자영업(종업원 無)
무급가족종사자
무직
R2

-0.00

0.01

-0.00

(0.01)

(0.01)

(0.01)

0.00

0.01

0.00

(0.00)

(0.01)

(0.00)

0.01

-0.01

0.00

(0.01)

(0.02)

(0.01)

0.03***

0.01*

0.03***

(0.00)

(0.01)

(0.00)

0.36

0.21

0.22

Housman test(x2)

83.38***

F test (corr(u_i, x)=0)

3.87***

n

11,37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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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제 및 노동차원에서의 높은 양질까지는 담보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부터 이들의 어려움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노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 차원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에서는 연령, 교
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원 수, 거주지, 월 평균 소득, 취업 형태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배제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초기 청년층의 경우 부모 및 기
타 가구원 포함으로 사회적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개인이 오롯이
사회적 위험을 짊어지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배제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앞서 진행한 연구들(김교성⋅노혜진, 2008; 박수명, 2013; 신동환, 2014)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청년들은 상향 평준화되었지만, 좋은 일자리라 일컬어지
는 직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저학력자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소득
및 직업과 같은 요인과의 연관성으로 다차원적인 배제를 유발하였을 것이라 보여진다(김안나 외, 2008;
변금선, 2012; 최상미⋅윤효은⋅김한성, 2019). 또한 기혼일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
준이 낮다고 밝혀졌고 이는 청년 가구 중 1인 가구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김태완⋅최준영,
2017),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신동환, 2014)와 맥을 같이한다.
청년은 불안정한 사회환경에서 결혼과 같은 생애과업수행이 지연되고 있는데(라채린⋅이현경, 2013), 이
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청년 1인 가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적 네트워크로부
터 지원받지 못하고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서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울
에 밀집되어 있는 많은 인프라와 경쟁적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서울
인구 평균의 발전은 이룩했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은 여전히 소외되고 자원을 향유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격차를 느끼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취업 형태의 경우, 상용직이 임시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무직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였
다(김주환, 2001; 김왕배, 이경용, 2005; 김교성⋅노혜진, 2008; 권지영, 2012; 박수명, 2013; 권영국, 2014;
임정선, 2015; 박혜경⋅김병숙⋅최정은, 2018).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상용직일 경우 그렇지 않은 직종에 비해 소득분위
가 높기 때문이다(통계청, 2019). 즉, 상용직에 비해 소득과 고용형태 측면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인식
되는 임시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들은 상용직에 비해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유추된다. 또한, 무직의 경우에는 현
재 청년층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내에서 취업하기위한 과정에서 경제 주거, 건강, 관계 등에서 배제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상용직에 비해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부모특성에서는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가 상용직인 경우와 비교하여 무직 혹은 임시직
일 경우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자신의
세대부터가 아닌 부모세대로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상용직에 비해 경제적
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임시직과 무직 그리고 낮은 소득의 부모를 둔 청년층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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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기에 어렵다. 때문에 취업준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가능
성이 높으며, 이에 취업 이전부터 높은 사회적 배제 수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
담감으로 인해 청년층은 충분한 취업준비를 하기보다 빠른 경제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비
교적 질 낮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 또한 있다. 즉, 취업 이후에도 높은 사회적 배제 수준을 경험할 수 있
는 것이다. 실제 소득분위가 낮은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첫 일자리 준비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201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가 비교적 불
안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불안정한 경제 특성이 청년층의 경제특성 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세습되
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이 그 시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은 고용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왔던 고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의 다
수가 고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주거, 건강, 관계와 같은 요인들을 배제한 채 청년
취업만 촉진한다면 이들로 하여금 빈곤의 재생산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내에서 청
년층이 취업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영역들을 모두 해결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보급 및 주거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청년 주거정책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
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정책 수요자 파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정세정, 2020). 이에 양적
인 확대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의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위치 선정 및 적절한 규모
를 통한 질적 확대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에 국한된 청년정책으
로 인해 일자리 밖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청년층은 취업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배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배제가 심화될 경우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구직단념은 현재의 자신이 처한 상황,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인
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불안정한 노동시장 분위기에서 이들에게 무조건적
인 취업만을 강요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이들이 그 시기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로
인해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특성과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조건이 제약적인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아닌, 최근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패러다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둘째, 사회구조적 불평등 차원에서 청년층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는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가 그들 부모의 소득, 취업형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
재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학력화 시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부모가 가진 소득, 취업 형태는 정보, 인
맥 등에서 격차를 야기하고, 이는 자녀 세대의 직업, 지위 등으로 이전되므로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고려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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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모의 소득과 취업형태에 따른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격차는 청년기 이
전 시기부터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이전된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교적 빈곤한 가구의 자녀들
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부터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성
인이 되어서도 인적자본축척을 통해 원활하게 노동시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전 충분
한 고민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 마주하게 될 환경
마련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이들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격차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청년층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
기 위해 학업 연장 혹은 취업 연기를 하고 구직행렬로 뛰어들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배제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에 대한 의지와 동기 상실, 그리고 결국 정신건강의
어려움까지 초래하기도 한다(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안홍순, 2016). 이에 국가는 일시
적 취업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 양산이 아닌 심리⋅경제적으로 안정적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
리 양산을 통한 청년의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총량의 관점에서 청
년층의 양질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부터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지라도 그곳에는 충분히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는 이들이 취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질 낮은 일자리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
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구조는 정규직 일자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같이 임
시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년기
에 사회적 배제 수준은 높지만 사회보험제도 자격이 없는 일자리를 갖게된 이들은 추후 이로 인한 불안정
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기에 갖게 된 일자리를 동일한 노동시장 내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로 인해 이들이 중장년층이 된 은퇴시점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충분한 보장을 받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으나 보호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존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적극적인 탈
배제 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비서울지역에 다양한 인구⋅산업⋅경제⋅교육 등 인프라를 발전시켜 지역 간 불균형문제
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서울은 일자리와 교
육, 기타 주거환경 요인이 더 잘 갖추어지게 되었고, 청년들은 대학 진학 혹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후 취업 및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문영만⋅홍장표, 2017).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해 서울은 주택가격상승, 지역 내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가구 분산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단순히 주말 출퇴근
인구만 늘어난 효과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임미화, 2019). 이에 지방의 경제⋅교육⋅고용⋅의료 시스
템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발전은 평균적 측면에서 서울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지역 내부의 사
회적 약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주목하여 빈곤층,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중
심으로 하는 정책이 결합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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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각 지표들이 해당 차원을 완전히 대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배제를 경제,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객관적⋅주관적 지표들로 구
분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각 차원을 완전히 설명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각 차원의
개념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변인들 모두 포함하고 있지
는 않기 때문이다. 가령, 사회적 관계 차원에 대한 지표는 자원봉사여부와 사회적친분만족도로만 구성되
어 있는데, 친한 친구의 수, 연락 횟수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원에 대한 설명을 보
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하였고,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각 차원을 설명하는 지표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면, 청
년층의 사회적 배제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할 시 갖
게 되는 한계점은 시불변 변인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별을 추정하지 못하였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평균
효과모형(Between Effects model, BE)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체
간 측정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불변 변인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고정효과모형
에 비해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unobservable heterogeneity)을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
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적 배제는 그 자체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에 대
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서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통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만일 중요 변인이 시불변 변인일 경우 또 다
른 추정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일 차원으로 고려한 선행연구 및 다차원
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였음에도 이분법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타당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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