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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다윗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점차 심화되고 있

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 사이에서 노동시장 성취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심화되자, 이들의 노동시장 상황 및 노

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인기의 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연구되어 온 것은 아동기의 빈곤 상태이다. 아동기는 신체, 정

서, 인지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한 빈곤은 인적자본을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수

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이후 청년기의 낮은 노

동시장 성취로 이어진다.

만약 아동기 빈곤 경험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인해 이후의 성취가 제한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우리 사회

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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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 경험이 개인의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

라 이후 자녀에게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야 할 것이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차에서 11차 자료 및 18차 

자료를 이용하여 만 8세에서 17세에 경험한 빈곤이 만 25세에서 34

세의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으며, 빈곤의 영향이 인적자본 변수인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

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 내

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아동기 빈곤 심도와 빈곤 기간에 따라 청

년기 노동시장 성취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고용상태의 경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임금과 근

로시간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을 통제하

였을 때에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

수준을 포함한 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여 아동기 빈곤의 총효과와 교

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실업의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구직단념자로 정의된 NEET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

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자 아동기 빈곤의 영향은 사라지고 교육수준만이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임금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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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아

동기 극빈층의 경우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실업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NEET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극빈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청년기 임금이 낮았으며, 교육수

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아동기 극빈층은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

해 청년기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 심도에 따른 임금 차이

는 교육수준을 통제한 경우에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아동기 빈

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실업 가능성의 차이는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장기빈곤과 단기빈곤 사이의 NEET 가능성의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빈곤 기간은 청년기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

한 모형 모두에서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과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

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의 감소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해

야하며, 빈곤 아동의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입

이 필요함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빈곤, 노동시장 성취, 청년기, 빈곤 심도, 빈곤 기

간, 교육수준

학  번 : 2016-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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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의 빈곤 여부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아동기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

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7%로 나타나지만, 만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은 9.8%로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층은 비정규직 혹

은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되거나, 반복실업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

가 많다(Monks & Pizer, 1998; Light & McGarry, 1998; 남재량, 

2006b; 김수정, 2010; 노혜진, 2012; 변금선, 2015; 이승윤·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노동연구원(2016)에 의하면 2016년 8월 기준 비

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8%로 나타났으나, 15세에서 

24세의 경우에는 남성 52.5%, 여성 47.1%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 또한 2008년 이전에는 정규직의 60%대 정도였으

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정규직의 53.5%까

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이와 같은 통

계들은 많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 낮은 임금 등으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 사이에서 노동시장 성취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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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경아, 2008; 백학영, 2013; 김영미, 

2016; 이승윤 외, 2017).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가운데서도 일자리 

안정성 및 정규직 유지 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하며, 정규직과 비정규

직 사이에 차별에 의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백학영, 2013; 김

영미, 2016). 또한 15세에서 34세 인구 가운데 일하지 않으며,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 취약층을 나타내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2003년 7.8%에서 2010년에는 

9.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재량, 2011a). 이처럼 노동시

장에서 낮은 성취를 경험한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곤란을 겪게 된다(Danziger & Ratner, 2010; 김수정, 2010).

이렇게 청년층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심화되자, 이들의 노동시장 

상황 및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졸 청년을 대상으로, 성

별이나 연령 등의 개인배경 혹은 교육수준이나 직업훈련 등의 인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규용·김용현, 2003; 

이병희, 2003; 이상은, 2003; 김경아,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채

창균·김태기, 2009).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이동성의 악화와 계층화

된 기회구조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청년기의 가구배경 또한 노동

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Corak, 

2013; 송호근 외, 2010). 동그라미재단의 「2016년 한국사회 기회 불

평등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

답한 비율이 73.8%로, 작년 대비 1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에서 가구배경이 개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

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기의 가구

배경이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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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및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부모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박미희·홍백의, 2014; 

임유진·정영순, 2015),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이나 월근로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영미,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청년기 배경뿐만 아니라, 청년기 이전 시점의 

경험이나 가구배경 또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인기의 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온 것은 아동기의 빈곤 상태이다.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영양결핍이나 사회정서적 발달 저해 등 아동기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다(Becker & Tomes, 1986; Becker, 1981; Conger et al., 1992; 

Duncan, Brooks-Gunn, J & Klebanov, 1994; Brooks-Gunn & 

Duncan, 1997; Mayer, 1997; Ellwood & Kane, 2000). 그러나 빈곤의 

영향은 아동기 발달 영역에서의 불이익(disadvantages)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의 건강이나 노동시장 성취에도 이어지게 된다

(Corcoran et al., 1992; Brooks-Gunn, Duncan & Maritato, 1997; 

Bradley & Corwyn, 2002; Smith, 2009; Duncan, Kalil & Ziol-Guest, 

2013; Duncan & Magnuson, 2013; 김효진, 2008). 이와 같은 이유는 

아동기 빈곤으로 인해 아동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결

과적으로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 낮아진다는 인적자본이론

을 통해 주로 설명된다(Becker & Thomes, 1986). 그러나 일부 연구

들에서는 인적자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

동시장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빈곤

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Datcher, 1982; Corcoran et al., 

1992; Johnson & Schoeni, 2011; Gibb, Fergusson & Horwoo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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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기는 신체, 정서, 인지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

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경험한 빈곤은 인적자본을 포

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Duncan, Kalil & Ziol-Guest, 2013; 김효진, 2008), 그것이 이후 청년

기의 노동시장 성취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기 빈곤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넘어서 청년기

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회는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opportunity)’이 나타나는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Corak, 

2013). 현대사회에서 평등의 의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은 개인의 성취가 자신의 노력과 선택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이우진, 2012). 따

라서 아동기 빈곤 경험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인해 이후의 성취가 제한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기회의 평

등을 보장하는 사회가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Roemer, 1998;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기의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생애 초기에 경험한 빈곤이 생애 전반의 성취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많은 연구들에

서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는 이후 시기의 성취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Danziger & Ratner, 2010; 김태기·남재량, 

2000; 최율·이왕원, 2015; 김영미, 2016). 그런데 만약 아동기 빈곤

이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후 중장

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낮은 노동시장 성취로 인해 감소된 생애소득은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자녀에게까지 빈곤이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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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야기할 수 있다(Magnuson & Votruba-Drzal, 2009). 따라서 개

인의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그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정책적·실천적 개입을 통해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아동기의 가구소득 혹은 빈곤이 청년기

의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Sewell, Hauser & Wolf, 1980; Kiker & Condon, 1981; 

Datcher, 1982; Hill & Duncan, 1987; Haveman & Wolfe, 1995; 

Hobcraft & Kiernan, 2001; Duncan, Kalil & Ziol-Guest, 2013). 나아

가 이들은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빈곤의 심도나 기간에 

따라 아동기 빈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Corcoran et al., 1992; Gibb, Fergusson & Horwood, 2012; Ratcliffe, 

2015). 이들 연구에서 빈곤 심도는 빈곤을 경험한 정도 혹은 강도를, 

빈곤 기간은 빈곤을 경험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아동기에 빈곤을 경

험한 집단 내부에서도 빈곤의 심도가 깊은 극빈층이나 빈곤의 기간

이 긴 장기빈곤층에 속하는 경우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 다

른 집단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료가 점차 누적되면서 아동기 빈곤 상태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기의 가구소득으로 아동기 빈곤 여부를 파악하여 아

동기 빈곤이 청년기의 건강, 교육 성취, 노동시장 성취 등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변금선, 2012a), 아동기 빈곤을 심도별, 소

득계층별로 나누어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분석하였다(변금

선, 2013; 변금선,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분석 대상

이 20대 초반으로 제한적이며, 아동기 빈곤을 청소년기 한 시점의 

가구소득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생애 초기 빈곤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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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노동패널 1차에서 11차 자료 및 18차 

자료의 결합을 통해 만 8세에서 17세 사이에 측정된 모든 가구소득

을 이용하여 아동기 빈곤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 빈곤의 

측정오차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아동기를 고등학교 시기에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만 8세까지로 확장함으로써 아동기 전반의 경제적 상

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에서 34세를 

청년기로 정의함으로써 청년 후기의 노동시장 성취를 확인하였다. 

즉, 청년기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확장함으로써 대학을 졸

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실제로 근로하고 있는 청년층을 분석

대상에 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

의 심도와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빈곤 기간의 영

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 걸친 아동기 가구소득

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아동의 빈곤 여부를 파악하여 전

체 측정 연도 중 빈곤을 경험한 연도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 비율을 통해 비빈곤과 단기빈곤, 장기빈곤을 정의하여 빈

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

성과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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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

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빈곤 심도와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가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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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

본 연구는 성인기 중에서도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주목한다.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도 불리는 청년기는 자신의 정

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며, 불안정한 시기인 동시에 가능성의 시기

로 볼 수 있다(Arnett, 2000). 청년기는 생애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인데, 이는 청년기가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이 

일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이 시기에 달성하게 되는 성취가 이후의 

삶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ogan & Astone, 1986). 

청년의 연령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

사」에서는 청년층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연구들도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터 29세까지를 청년기로 정의하고 있다(이규용·김용현, 2003; 김

경아, 2008; 노혜진, 2012; 박미희·홍백의, 2014).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기간의 연장, 노동시장 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 등 성인기로 이행을 나타내는 과업의 성취가 점차 지연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청년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Danziger & Ratner, 2010; Lothaller, 2010; 김수정, 

2010; 이순미, 2017). 이에 최근 연구들은 청년기를 보다 확장해서 

30대 중후반까지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수정, 2010; 남재량, 2011a; 김

영미,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만 25세에서 34

세를 청년기로 정의한다. 25세를 시작 시점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

기가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했을 것

으로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대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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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노동에 참여 하고 있거나 적어도 노동시장

에 진입할 시기가 된 상태여야 하는데, 국내에서 나타나는 70%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남성에게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를 고려한다면 

20대 중반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가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대학 4

년과 군복무 2년을 더한 만 25세를 청년기의 하한 연령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34세를 마지막 시점으로 삼은 이유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30대를 포함하되, 「청년고

용촉진특별법」1)에서 청년을 만 15세에서 34세로 정의하고 있고, 청

년 관련 연구에서도 34세를 청년기의 상한연령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김수정, 2010; 남재량, 2011a; 정세정, 2016; 이승윤 외, 

2017). 

노동시장 성취란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

(outcomes)을 의미하는데, 주로 고용상태나 고용형태, 임금 및 근로

소득, 근로시간 등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Caspi et al., 1998; 

Danziger & Ratner, 2010; 이규용·김용현, 2003; 김경아, 2008; 황여

정·백병부, 2008; 박환보·김성식, 2011; 변금선, 2013; 변금선, 

2015; 김영미, 2016). 이들 연구에서 고용상태는 노동시장 성취의 양

적인 평가지표로, 고용형태, 임금 및 근로소득은 질적인 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다(이규용·김용현, 2003; 이병희, 2003; 황여정·백병부, 

2008). 본 연구에서도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를 다차원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 고용상태와 임금, 근로시간을 노동시장 성취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근로소득과 고용형태가 노동시

장 성취의 평가지표로 사용된다(Datcher, 1982; Kiker & Condon, 

1) 본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29세였으
나,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서 2015년 9월 청년층의 연령 기준 상한선을 만 
34세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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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Corcoran, 1992;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근로소득은 노동시장 성취의 지표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노동패널 자료에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과 비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을 모두 제공하고, 이 두 변수를 합쳐서 임금을 구성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개념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 대신 근로시간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고용형태

와 근로시간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백학영, 2013), 선행

연구들에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지표로 근로시간을 주로 사용하

였기 때문에(Corcoran et al., 1992;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변금선, 2013)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가 보다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성취 중에서도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는 일시적이고 가

변적인 특성을 지닌다(이규용·김용현, 2003; 김경아, 2008; 변금선, 

2013). 중장년기의 경우 직업 탐색의 시기를 거쳐 자신의 인적자본 

수준에 맞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생애에서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청년층은 초기 실업

상태를 경험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이나 비정규 고용형태를 보인다(남재량, 2006b; 김경아, 

2008). 또한 자신의 일자리를 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과정

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교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들이기도 한다(Light & McGarry, 1998; 변금선, 2013). 따라서 청년

기에는 인적자본 수준이 높더라도 일시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장에

서 일을 하거나, 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는 이후의 노동시장 성

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태기·남재량, 2000; 최율·이왕원, 

2015; 강순희, 2016; 김영미, 2016). 청년기에 낮은 노동시장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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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생애

소득이나 삶의 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김태기·남재량, 2000; 

김경아, 2008; 변금선, 2012b; 변금선, 2015).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

라의 사회 이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상은, 2008; 김영미, 2016; 손병돈, 2017). 이처럼 청년기 노동시장 성

취를 저해하는 요인은 이후 중장년기의 노동시장 성취 및 삶의 질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분절적인 노

동시장 구조로 인해 청년층 사이에서 노동시장 성취 격차 및 불안

정성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김수정, 2010; 남춘호, 2011; 백

학영, 2013; 김영미, 2016; 이승윤 외, 2017),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독자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

성과 양극화로 인해 적절한 노동시장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

은 생계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성인기로의 이행의 곤란을 경험

하게 된다(Danziger & Ratner, 2010; 김수정, 2010; 정수남 외, 2012; 

김영미, 2016).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낮은 노동시장 성취는 사회 전

체적으로도 노동공급의 문제, 인적자본 손실의 문제를 가져오며, 이

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저해와 같은 문

제가 나타날 수 있다(이병희, 2003; 황여정·백병부, 2008; 박미희·

홍백의, 2014). 즉,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

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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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

는 영향

1. 아동기 빈곤 경험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심화로 인해 이에 주목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년층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이

나 상태, 혹은 교육수준이나 직업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이 주로 연구

되고 있으며(Altonji & Blank, 1999; McCall, 2001; 이규용·김용현, 

2003; 김경아,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채창균·김태기, 2009; 박

환보·김성식, 2011), 최근에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기회 불평등 및 

이동성의 악화와 관련된 논의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가구 배경 또

한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박미

희·홍백의, 2014; 임유진·정영순, 2015; 김영미, 2016). 

그러나 이들 연구로는 청년기 이전 시점의 경험이 청년기의 노동

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는 청년기 자체의 인적자본이나 가구배경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

라 그 이전 시기의 상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는 청년기 노동

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과거의 가구 배경 혹은 

발달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0세에서 만 17세 이하를 

포괄하는 아동기는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

이며(Duncan & Brooks-Gunn, 1997; 김효진, 2008), 이 시기에 경험

한 사건은 아동기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달 및 성취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정옥분, 2002). 

이러한 아동기 경험 중에서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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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국외에서 주로 연구되는 것은 아동기 발달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빈곤한 가

구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아동기 빈곤은 아동의 건강, 사회정

서적 발달, 학업 성취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년기를 비롯한 성인

기의 건강, 경제력, 행동 문제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되고 있다(Corcoran et al., 1992; Brooks-Gunn, Duncan & 

Maritato, 1997; Bradley & Corwyn, 2002; Duncan, Kalil & 

Ziol-Guest, 2013; Duncan & Magnuson, 2013; 이미영, 2016).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아동기 빈곤 경험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관련성이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육팽창으로 인해 국내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은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

기 속에서 교육 기회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였다(손상운, 

1992). 통계청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취학률이 93.5%, 대

학 진학률은 70.8%로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많

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가 일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

동과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다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서 아동

기 빈곤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Card, 

1999; Blundell, Dearden & Sianesi, 2005; Duncan & Magnuson, 

2013; 이규용·김용현, 2003; 김경아, 2008).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교육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

시키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게 된다(Schultz, 1961; Becker, 

1975). 즉,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하였더라도 교육 기회가 균등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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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빈곤 아동은 비빈곤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인적자본 성취를 보

이게 되고, 이로 인해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서도 아동기 빈곤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높은 소득이동성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

내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임금이나 근로소득, 가구소득을 통해 이를 

측정하고 있다(김민성·김봉근·하태욱, 2009; 김희삼, 2009). 소득탄

력성이 높다는 것은 부모의 노동시장 성취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취

와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

들에 의하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서구의 복지국가와 비슷

한 0.3 정도로 나타난다(Solon, 2002; 김민성·김봉욱·하태욱, 2009; 

김희삼, 2009). 이는 미국의 0.4에서 0.5의 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

준으로(Solon, 1992; Chadwick & Solon, 2002; Bloome, 2017), 한국이 

높은 소득이동성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빈곤이 아동의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은 교육팽창으로 인한 교육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교육수준 

및 대학 진학 여부 등의 교육 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구

인회, 2003; 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김광혁, 2006; 임세희, 

2007). 즉,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아

동기의 빈곤 경험이 교육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다. 빈곤이 이처럼 아동의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빈

곤 가구의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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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Becker, 1981; Duncan & Magnuson, 2013). 부모는 한정된 자원

을 가지고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와 현재 소비의 수준을 결정

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Becker & Tomes, 1979). 그런데 빈

곤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 자녀

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는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소비활

동에 큰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추가

적인 교육 투자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아동 또한 가구의 경제적 곤란을 보조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보

다는 경제 활동에 바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

하다. 그러므로 빈곤가구의 아동은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더

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비빈곤 가구

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을 보인다(Becker & Thomes, 

1986; Haveman & Wolfe, 1995; Brooks-Gunn & Duncan, 1997). 앞

서 설명한 것처럼 인적자본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동기 빈곤으로 인해 인적자본 투자에 제한

을 받은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

어 실업자가 되거나, 구직을 단념하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교육 및 

훈련도 받지 않는 NEET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낮은 

인적자본으로 인해 적은 임금을 받거나 비정규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즉, 아동기 빈곤이 아

동의 인적자본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후 청년기의 노동시

장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빈곤이 인적자본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청년

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아동기 빈곤이 인적자본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축적할 수 있는 대표



- 16 -

적인 인적자본인 교육수준이나 학업 성적 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여전히 유의함을 밝혔다(Datcher, 1982; 

Corcoran et al., 1992; Caspi et al., 1998; Johnson & Schoeni, 2011; 

Gibb, Fergusson & Horwood, 2012). 이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

동시장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인적자본 외에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이나 행동 양식, 가족 내 관계 등의 다른 경로를 통

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Hill & Duncan, 1987; 

McLoyd, 1990; Conger et al., 1992). 따라서 단순히 교육수준이 평준

화되었다고 해서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

장은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일부만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이전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연구보

다 엄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소득탄력성이 0.3에서 0.4 수준

임을 밝혔으며, 과거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증가하는, 즉 소득이동성

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지은·홍기석, 2011; 

김봉근·석재은·현은주, 2012; 양정승, 2012). 이는 과거에 비해 자

녀의 노동시장 성취 중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

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의 세대 간 이전에 대

한 국내 연구들은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

저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김위정·김왕배, 2007; 이상은, 

2008; 손병돈, 2017). 이를 통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

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낮은 가구소득으로 이어져 성

인기에도 빈곤한 상태에 이르는 세대 간 빈곤 이전의 경로를 간접

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팽창으로 인한 인적자

본 수준의 평준화를 고려하면 아동기 빈곤 경험이 청년기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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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낮

아 자녀의 소득에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보이고 있

다. 반면, 교육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빈곤은 가구 내의 경제

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교육수준이 평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기 빈곤은 인적자본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래의 연구들은 

국내의 소득이동성의 악화와 빈곤의 세대 간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

남을 확인함으로써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지, 그 영향이 인적자본을 통제한 경우에도 나타나는지 실증적으

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아동기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논의 안에서는 아동기에 빈곤층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빈곤을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였는지 혹은 얼마나 길게 경험하였는지에 따

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도 존재한

다(Brooks-Gunn & Duncan, 1997; Duncan & Brooks-Gunn, 1997; 

Duncan, Kalil & Ziol-Guest, 2013; 김효진, 2008; 김환준, 2013). 즉, 

빈곤의 영향은 빈곤층 내에서도 균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빈곤의 심도가 깊을수록, 빈곤의 기간이 길수록 아동기의 발달에 더

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Duncan, Brooks-Gu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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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banov, 1994; 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Duncan & 

Brooks-Gunn, 1997; Duncan et al., 1998; Duncan, Kalil & 

Ziol-Guest, 2013; Duncan & Magnuson, 2013; 김광혁, 2006; 임세희, 

2007). 이러한 빈곤 영향의 비선형성(non-linearities)으로 인해 아동

기 빈곤의 영향을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심

도나 기간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빈곤 심도란 빈곤을 경험하는 강도 혹은 빈곤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빈곤갭을 이용하거나(김교성, 2007), 

빈곤선의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집단을 극빈층으로 정의하

여 극빈층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한다(McLaughlin & 

Jensen, 1993; Corcoran & Adams, 1997; 구인회, 2002; 손병돈, 2010; 

변금선, 2013). 극빈층은 빈곤층 내에서도 아동의 발달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자원이 더욱 부족하다. 때문에 아동의 교육을 위한 투자

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빈곤의 심도가 깊을수록 아동의 인적자

본 성취 수준이 낮으며, 아동의 발달에도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나

타나게 되는 것이다(Brooks-Gunn & Duncan, 1997; Magnison & 

Votruba-Drzal, 2009; 김광혁, 2006).

다음으로 빈곤 기간은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 얼마만큼이

나 지속되었는가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빈곤을 경

험하는 경우나 일정 기간의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이 빈곤선

보다 낮은 경우를 장기빈곤 혹은 만성빈곤을 겪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한다(Rodgers & Rodgers, 1993; 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Korenman & Miller, 1997;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 Ratcliffe, 2015; 김환준, 2013). 이들은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경제활동능력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

하여 실업 상태에 있거나 임시직 혹은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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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김환준, 2013). 때문에 장기빈곤은 일시적 빈곤과 달리 근

로활동 등의 개인의 노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며, 지속

적인 빈곤 상태로 인해 생애 전반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Fouarge & Layte, 2005). 아동기에 이와 같은 장기빈곤을 경험하게 

되면 지속적인 영양 결핍으로 인한 건강 저하와 인지발달 저하, 물

질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 투자 저하 등 아동의 발달 및 인

적자본 투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Brooks-Gunn, 

Duncan & Maritato, 1997; Haveman, Wolfe & Wilson, 1997; 

Korenman & Miller, 1997;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 

김광혁, 2006; 임세희, 2007).

이처럼 아동기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아동기

에 축적한 인적자본이나 발달 수준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결정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목하여 변금선(2013)은 아동기 

빈곤의 심도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한 

시점만의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을 측정했기 때문에 빈곤의 기

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앞선 논의에 의하면 빈곤의 기간 

또한 아동의 발달이나 인적자본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심도와 더불어 빈곤 기간에 따

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를 검증하여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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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국외 선행연구

국외에서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아동기의 저소득 혹

은 빈곤 경험이 청년기를 비롯한 성인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Sewell, Hauser & Wolf, 

1980; Kiker & Condon, 1981; Datcher, 1982; Hill & Duncan, 1987; 

Corcoran et al., 1992; Duncan & Brooks-Gunn, 1997; Hobcraft & 

Kiernan, 2001;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Johnson & 

Schoeni, 2011; Gibb, Fergusson & Horwood, 2012; Ratcliffe, 2015). 

먼저 아동기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기 가구소득은 청

년기 근로소득과 첫 직장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며, 가구배경 및 지

역배경과 개인특성을 통제해도 그 영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Sewell, Hauser & Wolf, 1980; Kiker & Condon, 1981; 

Datcher, 1982; Hill & Duncan, 1987). Sewell, Hauser & Wolf(1980)

는 3년간의 아동기 가구소득의 평균을 이용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가구소득이 청년기의 첫 직장의 종류 및 직장의 유지 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기타 가구배경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Kiker & Condon(1981)의 연

구에서도 5년간의 아동기 가구소득의 평균이 20대 초반의 로그 근

로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배경과 지역

배경을 통제한 Datcher(1982)의 연구에서는 인종에 상관없이 아동기 

가구소득이 23세에서 32세의 청년기 로그 근로소득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교육수준과 같은 청년기 개인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

했을 때 가구소득의 영향은 흑인의 경우 유의하였으나, 백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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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ill & Duncan(1987)은 가구배경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14세에서 16세의 3년간의 아동기 가구소득

이 25세에서 27세의 시간당 임금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동기 빈곤 경험

이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Corcoran et al., 1992; Duncan & Brooks-Gunn, 1997; Hobcraft & 

Kiernan, 2001). Corcoran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가구소득

이 부모의 인종이나 교육연수 등의 기타 가구배경 및 지역배경 변

수를 통제하였을 때도 25세에서 32세의 로그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에 빈곤 기간이 길수록 청년

기 로그 근로소득, 로그 임금, 로그 근로시간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

다. Duncan & Brooks-Gunn(1997)은 아동기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기 빈곤 경험이 이후의 건강이나 행동 문제, 성취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아동의 행동 문제나 

정신건강보다는 인지적 능력이나 이후 성인기의 성취에 더 크게 나

타났다. 또한 Duncan & Brooks-Gunn(1997)은 빈곤층 내부에서의 이

질성에 주목하여, 빈곤의 심도와 기간, 시기에 따라 빈곤이 성인기

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Hobcraft & 

Kiernan(2001)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가구의 사회적 계급, 부모의 교

육연수, 가족 구조 등의 아동기 배경 변수와 본인의 교육 성취 정도

를 통제하였음에도 아동기에 경험한 경제적 곤란이 33세의 소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들은 소득 계층의 영향을 확인하거나, 빈곤을 시기별, 기

간별로 나누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를 비롯한 성인기 노동시장 성

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Duncan, Ziol-Guest & Kalil, 2010; 

Johnson & Schoeni, 2011; Gibb, Fergusson & Horwoo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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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cliffe, 2015). Duncan, Ziol-Guest & Kalil(2010)은 Panel Study of 

Income Data(이하 PSID)를 이용하여 1968년에 출생한 아동의 가구소

득이 25세에서 37세의 교육 성취, 노동시장 성취, 건강상태 및 체포 

경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0세에서 5세의 가구소득은 

연간 근로소득과 연간 근로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6세에

서 10세, 11세에서 15세의 가구소득은 노동시장 성취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연구는 시기별로 소득

의 효과가 다름을 밝히기 위해, 스플라인 회귀분석(spline regression)

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0세에서 5세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소득을 

1만 달러 증가시켰을 때 성인기 로그 근로소득이 0.52 만큼 상승하

였고, 근로시간 또한 507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세

에서 10세, 11세에서 15세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소득을 1만 달러 

증가시켰을 때 성인기 로그 근로소득이 각각 0.14, 0.04만 상승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근로시간 역시 6세에서 10

세는 61시간 감소, 11세에서 15세는 74시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Duncan, Ziol-Guest & Kalil(2010)은 

아동 초기에 경험한 빈곤이 이후 성인기 노동시장 성취에 더 큰 영

향을 미치며, 아동기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시기 또한 아동 초기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Johnson & Schoeni(2011)는 PSID를 이용하여 출생 시의 

부정적인 사건과 부모의 자원이 아동기 및 성인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생 시 저체중 혹은 빈곤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은 아동기 교육 성취와 성인기 건강상태 및 노

동시장 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 

시 저체중을 통제한 경우에도 13세에서 16세 사이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욕구소득비가 1에서 2 사이인 가구의 아동에 비해 성인기 

건강상태가 나빴으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고, 근로소득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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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Johnson & Schoen(2011)은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자녀의 출생 시 

성과들을 결정하고, 이것은 성인기의 건강이나 경제적 상태로 이어

져 이후 본인 자녀의 출생 시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Gibb, Fergusson & Horwood(2012)의 연구는 Christchurch 

Health and Development Study(CHDS)의 자료를 이용하여 0세에서 

10세의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5분위로 나누어 30세의 교

육 성취, 경제적 성취, 범죄행동 및 정신건강 등의 성과가 소득분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에 소득분

위가 1분위인 가구에서 자란 아동은 5분위인 가구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30세의 연간 개인 총소득이 11,750 뉴질랜드 달러만큼 낮았다. 

또한 아동기의 소득분위는 성인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쳤으

며, 구체적으로 소득분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30세의 연간 개인 

총소득은 평균 5,289 뉴질랜드 달러 증가하였고, 고용 가능성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ibb, Fergusson & Horwood(2012)

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소득분위가 성인기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성인기 성취의 관계를 매개하

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 및 이와 관련된 맥락적(contextual)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하였는데, 이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아동기의 소득분위에 

따른 연간 개인 총소득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부의 교육수준, 임신 계획(pregnancy planning), 가구규모, 아

동의 주의력 문제(attentional problems), 아동의 IQ 등이 연간 개인 

총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Ratcliffe(2015)는 PSID를 이용하여 아동기 빈곤 기간이 

교육 성취와 노동시장 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아동기의 가구 및 지역 배경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아동기에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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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단기적인 빈곤을 경험한 집단보다 교육수

준이나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았으며, 25세에서 30세의 고용 유지 

가능성 또한 3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동기 가구소득은 아동기 배경과 

청년기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청년기의 일자리 유지 가능

성을 높였으며, 근로소득 및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의 근로시간, 임금 및 근로소득

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 및 고용 유지 가능성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중에서도 소득 계층이 낮을수록, 

빈곤의 기간이 길수록 위와 같은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패널 자료가 점차 누적됨에 따라 관련 주제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노혜진(2012)은 청년기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성취

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빈곤 가구의 자녀가 고소득가구의 자녀와 

달리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유형을 보이며, 직업의 이동

도 빈번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변금선(2012a)은 한국노동패널 자

료를 이용하여 아동기 빈곤이 노동시장 성취를 포함한 청년기의 다

양한 영역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만 17세 시점의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빈곤 경험이 만 20세에서 26세 청년기의 주관

적 건강상태와 비만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교육 성취와 

노동시장 성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기

에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비빈곤한 집단보다 근로시간이 5.3시간 더 

길었으며, 시간당 임금은 22.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

동기 빈곤이 취업여부나 고용상태, 월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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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노동시장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기의 빈곤 경험 

혹은 소득계층이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변금

선, 2013; 변금선, 2015). 변금선(2013)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

하여 만 17세 시점의 가구빈곤이 만 20세에서 만 26세의 청년기 노

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 17세 

시점 빈곤은 청년기 고용상태와 근로소득,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았으나 임금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구체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비빈곤 집단보다 청년기 시

간당 임금이 14.4%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

인 학생을 제외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빈곤 청소

년의 시간당 임금이 14.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변금선

(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빈곤의 심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극빈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청년기 

임금 수준이 51.3%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빈곤층은 임금이 

17.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에도 일반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임금 수준이 10.9% 낮았던 반

면, 극빈층은 40.9% 낮게 나타나,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

장 성취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금선

(2015)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 청년기 노동

시장 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4분위와 

소득5분위에 비해 소득1분위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짧았으며 저

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상태나 이

직횟수에 대한 소득계층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

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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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국외에서는 아동기 빈곤은 임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상태나 근로시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임금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만이 

확인되었고, 국외와는 달리 빈곤을 경험한 집단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국내의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높은 근로시간

을 보이기 때문에, 아동기 빈곤 경험이 근로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노동시장 성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청년기의 특성이 나타나 그 영향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로 인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

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아동기 빈곤을 한 시점의 가구소득만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아동기 전체의 빈곤 상태

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정확한 지표(noisy indicator)가 될 

수 있다(Corcoran et al., 1992). 이 때문에 국외 연구들은 측정 가능

한 아동기 전체의 소득의 평균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줄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만 8세부터 17세 사이에 측정된 모든 소득을 이용하

여 아동기 빈곤의 측정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둘째, 청소년기의 가구소득을 이용해 빈곤을 측정하였다. 국외 연

구들은 청소년기보다는 그 이전 시기의 가구소득이 성인기 성취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Duncan, 

Ziol-Guest & Kalil, 2010; Duncan, Kalil & Ziol-Guest, 2013).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만 17세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가구소득만

을 이용하여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과소추정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빈곤의 

측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만 8세의 가구소득까지 포함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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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분석 대상이 20대 초중반으로 제한적이다. 국외 연구들은 본

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20대 중후반이나 30대를 대상으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측정하고 있다(Datcher, 1982; Hill & 

Duncan, 1987; Corcoran et al., 1992; Hobcraft & Kiernan, 2001;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Gibb, Fergusson & Horwood, 

2012; Ratcliffe, 201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

생들이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이 아

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학 교육과 군복무를 마

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점에 이른 25세부터 청년기의 마지막 연

령으로 주로 다루어지는 34세까지의 노동시장 성취를 측정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의 경우 빈곤의 심도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

였지만, 빈곤의 기간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빈곤 기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에도 

불구하고(Corcoran et al., 1992; Ratcliffe, 2015), 국내 연구에서는 한 

시점의 가구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 여부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빈

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

면, 본 연구는 가구소득을 보다 장기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빈곤 

기간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빈곤 심도와 더불어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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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빈곤은 고

용상태와 임금, 근로시간 등의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아동기 빈곤은 

여전히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의 실업 및 NEET의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낮출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향

은 인적자본으로 대표되는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 심도와 기간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아동기 빈곤의 심도가 깊을수록,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인적자본 변수를 모형에 포함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의한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특히 아동기에 극빈층

이나 장기빈곤층에 속할수록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 낮을 것을 예상

할 수 있다.2) 나아가 교육수준을 통제한 경우에도 아동기 빈곤 심도

와 기간의 영향은 여전히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가설 1-1] 아동기 빈곤 경험은 청년기 실업과 NEET 가능

2)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 낮다는 의미는 실업과 NEET의 가능성이 높
은 동시에 임금과 근로시간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이 낮다는 것이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국외 선행연구들이 근로시간이 짧은 것을 노동시장 성취 수준이 낮
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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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일 것이다.

  [연구가설 1-2] 아동기 빈곤 경험은 청년기 임금 수준을 낮출 

것이다.

  [연구가설 1-3] 아동기 빈곤 경험은 청년기 근로시간을 낮출 것

이다.

  [연구가설 1-4]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빈곤 경험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가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2-1]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및 비빈

곤층에 비해 청년기 실업과 NEET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및 비빈

곤층에 비해 청년기 임금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및 비빈

곤층에 비해 청년기 근로시간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4]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빈곤 심도는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가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3-1]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청

년기 실업과 NEET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청

년기 임금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3]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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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근로시간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4]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빈곤 기간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기 배경 및 개인 배경

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특히 [연구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을 순서대로 분석하

여 아동기 빈곤의 총효과(total effect)와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의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검증하

기 위해 빈곤 심도를 비빈곤층, 저소득층, 일반빈곤층, 극빈층으로 

구분한 뒤, 극빈층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아동기 빈곤 심

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한다. 여기서도 [연구

가설 2-4]의 검증을 위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을 순서대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

해 빈곤 기간을 비빈곤, 단기빈곤, 장기빈곤으로 구분한 뒤, 장기빈

곤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

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연구가설 3-4]의 검

증을 위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을 순서대

로 분석한다. 전체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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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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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1차 자료에서 11차 자료 및 18

차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로, 우

리나라의 패널조사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이다. 1차 

자료는 5,000가구를 조사하였으며, 18차 자료의 원가구 유지율은 

68.4%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

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동기의 가구배경 및 

가구소득과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하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아동기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동시에 다른 패널에 비해 청년

기 근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의 장기

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와 청년기를 아우르는 

비교적 오랜 기간 조사된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18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8

차 자료에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만 25세에서 34세의 가구원이 1차 

자료에서 만 8세에서 17세인 아동기에 속하게 되므로, 아동기와 청

년기를 아우르는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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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동패널 18차 자료(2015년) 기준 만 25세

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아동기 빈곤의 경우, 노동패널 2차 자료

부터 11차 자료를 이용하여 8세에서 17세 사이 측정된 아동기 가구

소득을 통해 욕구소득비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빈곤여

부와 빈곤의 심도 및 기간을 파악하였다.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경우, 노동패널 18차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상태와 임금, 근로시간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의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패널 18

차 자료에서 만 2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1,788명 중 본 연구

의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성취가 확인되는 청년 1,522명을 추출하였

다. 다음으로 이들의 원가구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노동패널 2차에서 

11차 자료 사이에 측정된 가구소득 각각에 대해 당해 시점의 중위

소득의 60%를 빈곤선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욕구소득비를 계산하고, 

각 시점별 욕구소득비의 평균을 산출해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

동기 가구소득이 한 번도 측정되지 않은 362명이 탈락하였으며, 

1,160명이 분석대상으로 남았다. 마지막으로 17세 시점에 관측된 아

동기 배경 변수를 결합하여 최종 분석대상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

서 아동기 배경 변수가 관측되지 않거나 아동기에 부모와 함께 살

고 있지 않았던 77명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083명

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종속변수에 따라 사례수가 달라지는데, 고

용상태의 경우 취업자, 실업자, NEET, 비경제활동인구 모두를 포함

하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표본인 1,083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시간의 경우 실제로 그 값이 측정된 취

업자 7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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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에서는 빈곤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기 가구소득이 최소 3년 이상 측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

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표본은 고용상태의 경우 778명, 임금과 근로

시간의 경우 53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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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이며, 노동시장 성취

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기 위해 양적 지표인 고용상태와 질적 지

표인 임금, 근로시간을 변수로 사용한다(Duncan, Ziol-Guest & Kalil, 

2010; 이규용·김용현, 2003). 먼저, 고용상태는 노동패널 18차 자료

가 측정된 시기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ILO의 실업자 기준에 

따라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할 능력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일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 집단인 NEET를 고용상태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취업과 실업의 이분법적인 분류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이들 집단에 대한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NEET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취업하지 않은 동시에 정

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집단을 의미한다(남재량, 2006a). 

NEET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한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년 NEET

를 정의한 남재량(2006a)은 NEET를 ①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

원, 취업을 위한 기관에 다니지 않으며 ② 일하고 있지 않으며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 중 지

난 1주간 주요활동에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동시에 지난주 일자

리 희망여부에 대해 ‘원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청년의 경우에

만 NEET로 정의하였고 그 외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였다.3) 

3) 노동패널 자료의 ‘지난 1주간의 주요 활동’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① 
일하였음 ② 일시휴직 ③ 구직활동 ④ 가사 ⑤ 육아 ⑥ 정규교육기관 통학 ⑦ 
입시학원 통학 ⑧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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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NEET를 가장 좁게 정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NEET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나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을 받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조차 없는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를 의미한다(주희진·주효진, 2017).

임금과 근로시간 역시 노동패널 18차 자료를 사용하여 변수를 구

성하였다. 임금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

자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당 정규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당근로시간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임금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고 

이분산성을 보정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아동기 빈곤 여부, 빈곤 심도 및 빈곤 기간

이다. 아동기 빈곤 여부를 정의하기에 앞서,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아동기의 욕구소득비를 정의하였다. 욕구소득비의 경

우, 가구의 소득을 가구의 최저생계비로 나누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대체해감에 따라(손병

돈, 2010), 본 연구에서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하였다. 먼저 1998년부터 아동이 만 17세가 되는 해 사이에 관

측된 연도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각각의 균

등화 가구소득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균등화 중위소득의 60%

로 나누어 연도별 욕구소득비를 구하고, 그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였

다.4)5) 따라서 1998년에 17세(2015년 기준 34세)인 아동의 경우에는 

연로 ⑩ 심신장애 ⑪ 취업준비 ⑫ 진학준비 ⑬ 군입대 대기 ⑭ 발령대기 ⑮ 결
혼준비 ⑯ 지난 1주일은 일하지 않았으나 조사 진행 주에 일자리를 구했음 ⑰ 
쉬었음 ⑱ 기타 ⑲ 퇴직 ⑳ 지난 1주일은 일했으나 조사 진행 주에 그 일을 그
만두었음.

4) 노동패널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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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욕구소득비를 산출하였으며, 1998년에 

8세(2015년 기준 25세)인 아동의 경우에는 2차에서 11차 자료를 이

용하여 연도별 욕구소득비를 산출하였다.6)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한 연도별 욕구소득비의 평균이 1 미만인 경우 ‘빈곤’으로, 1 

이상인 경우 ‘비빈곤’으로 정의하였다.7)

빈곤 심도의 경우 구인회(2002)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반으

로 한 욕구소득비가 0.5 미만인 집단을 극빈층으로, 0.5 이상 1 이하

인 집단을 일반빈곤층으로, 1을 초과하는 경우 비빈곤층으로 구분하

고 있다. 변금선(2013)은 구인회(2002)를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

을 정의하였으나, 차상위층을 포괄하기 위해 욕구소득비가 1 이상 

1.5 미만인 집단을 추가하고, 1.5 이상인 집단을 비빈곤으로 정의하

였다. 한편, 손병돈(2010)은 상대 빈곤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 중위

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50% 이하를 일반빈곤층으로, 50%를 

초과하는 경우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을 

균등화 중위소득의 60%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욕구소득비를 구

한 뒤에, 구인회(2002)와 변금선(2013)을 따라 측정된 욕구소득비의 

평균이 0.5 미만이면 ‘극빈층’, 0.5 이상 1 미만이면 ‘일반빈곤

층’, 1 이상 1.5 미만이면 ‘저소득층’, 1.5 이상이면 ‘비빈곤

본 연구에서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을 사
용하였다.

5)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40%, 50%, 60% 등을 사용하
는데(강신욱·유진영·이주미, 2016), 본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의 60%를 빈곤선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빈곤 집단을 심도별, 기간별로 나눌 때 각각에 해당
하는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6)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소득은 작년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1차 자료(98년)
의 가구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 2차 자료(99년)의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만 8세에서 17세의 아동은 노동패널 1차에서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나, 이들의 가구소득은 노동패널 2차에서 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
하였다.

7) 본 연구는 아동기 전체의 가구소득을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측정된 시점 이
외에도 해당 집단이 빈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해석을 위해 측정된 시점 내에서 빈곤을 경험한 경우를 아동기 빈곤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빈곤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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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정의하였으며, 극빈층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빈곤 기간의 경우 가구소득이 적어도 3년 이상 측정된 표본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빈곤 기간은 Corcoran et al.(1992)에서 사용한 

방식을 따라 전체 측정 기간 중 빈곤을 경험한 기간의 비율을 통해 

비빈곤, 단기빈곤, 장기빈곤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각 연도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빈곤여부를 판단하여 빈곤한 기간을 구

하고, 이를 만 8세에서 17세 사이 가구소득이 측정된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여, 그 비율이 0인 경우 ‘비빈곤’, 0.5 미만인 경우 

‘단기빈곤’, 0.5 이상인 경우 ‘장기빈곤’으로 정의하였으며, 장

기빈곤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빈곤 기간을 정의하는 방법

은 이 외에도 각 연도별 소득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의 빈곤여부를 

파악한 뒤 빈곤한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장기빈곤으로 정의

하거나, 전체 측정 연도의 평균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장

기빈곤으로 정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Rodgers & Rodgers, 1993; 김

환준, 2013).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전체(만 0세부터 17세)

의 가구소득을 측정하지 못하였고, 개인별로 가구소득의 측정이 이

루어진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측정 기간 중 빈곤을 경험

한 기간의 비율을 통해 비빈곤, 단기빈곤, 장기빈곤을 정의하였다.

3. 통제변수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크게 아동기 배경과 개인 배경으

로 나누어진다. 

8) 후자의 경우는 장기빈곤보다는 만성빈곤의 측면이 더 강하며,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른다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동기 빈곤 여부 역시 만성빈곤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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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기 배경은 아동의 발달이나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

치고, 이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Havaman & Wolfe, 1995; Blanden & Gibbons, 2006), 이를 통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부모 교육수준, 형

제 수, 한부모가구 경험, 아동기 거주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9) 

부모 교육수준은 자녀의 학업 성취와 같은 인적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Datcher, 1982; Hill & 

Duncan, 1987; Krein & Beller, 1988; Haveman & Wolfe, 1995; 방하

남·김기헌, 2001),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부모 교육수준은 방하

남·김기헌(2001)을 따라 부모의 최종학력을 교육연수로 환산하여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교육연수를 더하였으며, 재학 혹은 수료 중이거나 중퇴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중간 교육연수를 더하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교육연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더한 

12년이 되며,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

학교 1.5년을 더한 10.5년이 된다.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측정되지 않은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형제 수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형제 수에 따라 가구 내 자원 중 한 아동에게 투자되는 크기가 달

라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형제 수는 아동의 교육수준 및 청

년기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Datcher, 1982; 

Haveman & Wolfe, 1995), 본 연구에서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

다. 형제 수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형제자매 수를 사

9) 아동기의 가구원수 또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배경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변금선, 2013),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빈곤을 측정
할 때 가구 균등화소득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구원수를 추가적으로 통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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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10) 

아동기의 가족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 주로 사용되는 한부모가구 

경험 또한 가구 내의 경제적 자원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인적자본이나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다(McLanahan, 1985; Krein & Beller, 1988; 구인회, 2003). 따라서 

아동기 한부모가구 경험을 통제하고자하며, 본 연구에서는 만 17세 

시점에 가구주의 배우자가 없거나, 만 17세 시점에 가구주의 배우자

가 있더라도 재혼했다면 한부모가구 경험 있음(1)으로, 그 외에는 경

험 없음(0)으로 구성하였다. 

아동기 거주지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아동기에 어

디에 거주하였는지에 따라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자원의 활

용 기회가 다르며, 이것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Datcher, 1982; Corcoran, 

1992; Duncan & Brooks-Gunn, 1997; 변금선, 2013). 본 연구에서 아

동기 거주지는 아동기가 측정되는 마지막 시기인 만 17세 시점의 

거주지를 나타내며 구인회(2003)의 기준을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도시(0)로, 그 외의 지역은 중소도시(1)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배경 

변수를 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별 실업률, 

교육수준을 개인 배경 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과 연령의 경우 노동

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남성인 경우 취

업 가능성이 증가하며, 임금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Caspi et al., 1998; 박성재·반정호, 2006; 김경아, 2008; 박환보·김

성식, 2011; 김영미, 2016). 또한 연령은 취업 가능성과 임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규용·김용현, 2003; 황

10) 노동패널 자료의 ‘고등학교 이하 자녀 수’ 변수는 1차와 2차에 제대로 조사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바탕으로 
가구 내의 형제 수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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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백병부, 2008).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경우 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측정된 자료의 값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현재 거주지의 실업률 역시 취업 가능성이나 임금 등의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변금선, 2013), 통제변수로 포함하

였다. 거주지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시도 단위의 실업

률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교육수준

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많이 

다루어졌다(이규용·김용현, 2003; 김경아, 2008; 박환보·김성식, 

2011).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을 각각 분석한다. 이는 아동기 빈곤의 총효과와 교육수

준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아동기 빈곤의 직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 아동

기 빈곤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을 통제한 모형에

서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면, 아동기 빈곤은 교육수준을 통해 간

접적으로만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교

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과 통제한 모형 모두에서 아동기 빈곤

의 영향이 유의하다면, 아동기 빈곤은 교육수준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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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 설명 및 측정 방법

종

속

변

수

청년기 

노동시

장 성취

고용상태
2015년 기준 고용상태 

(취업자=0, 실업자=1, NEET=2, 비경제활동인구=3)

임금 2015년 기준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근로시간 2015년 기준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독

립

변

수

아동기 

빈곤

아동기 

빈곤 여부

욕구소득비 평균≺1 : 빈곤(=0)

1≤욕구소득비 평균 : 비빈곤(=1)

아동기 

빈곤 심도

욕구소득비 평균≺0.5 : 극빈층

0.5≤욕구소득비 평균≺1 : 일반빈곤층

1≤욕구소득비 평균≺1.5 : 저소득층

1.5≤욕구소득비 평균 : 비빈곤층

(극빈층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아동기 

빈곤 기간

빈곤 경험 기간/전체 측정 기간=0 : 비빈곤

빈곤 경험 기간/전체 측정 기간≺0.5 : 단기빈곤

0.5≤빈곤 경험 기간/전체 측정 기간 : 장기빈곤

(장기빈곤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통

제

변

수

아동기 

배경

부모 

교육수준

만 17세 시점 부의 최종학력

(없는 경우 모의 최종학력)

(무학=0, 초등학교재학=3, 초등학교졸업=6, 중학교재

학=7.5 중학교졸업=9, 고등학교재학=10.5, 고등학교졸

업=12, 전문대 재학=13, 전문대 졸업=14, 일반대 재학

=14, 일반대 졸업=16, 대학원석사재학=17, 대학원석사

졸업=18, 대학원박사재학=19, 대학원박사졸업=20)

형제 수 만 17세 시점 고등학생 이하 형제자매 수(본인 포함)

한부모가

구 경험

만 17세 시점 한부모가구 경험 여부 

(경험 없음=0, 경험 있음=1)

아동기 

거주지

만 17세 시점 거주지 

(특별시와 광역시: 대도시(0), 그 외: 중소도시(1))

개인

배경

성별 성별 (여=0, 남=1)

연령 2015년 기준 연령

거주지 

실업률
현재 거주지의 2015년 기준 실업률(시도 단위)

교육수준 2015년 기준 최종학력(부모와 동일하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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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

향 및 빈곤 심도와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자를 기준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 (1-1)

  모형 (1-2)

종속변수를 나타내는 는 취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실업자, 

NEET, 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 즉 승산(odds)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는 아동기 빈곤 여부, 빈곤 심도 및 빈곤 기간이다. 

통제변수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는 앞서 서술한 아동기 배경 및 교

육수준을 제외한 개인 배경 변수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1-1)에서

의 은 아동기 배경 및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통제한 아동

기 빈곤의 총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 (1-2)에서 는 아

동기 빈곤의 영향을 받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아동기 빈곤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추가적으로 통제

하여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혹은 다른 경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 (1-2)에서의 

은 교육수준이 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아동기 빈곤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는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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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지 않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임금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ln   식 (2-1)

ln  식 (2-2)

여기서 는 임금을 나타내며, 정규성과 이분산성을 보장하기 위

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는 위와 동일하게 아동기 빈곤 여부, 빈

곤 심도 및 빈곤 기간을 의미한다.  역시 교육수준을 제외한 통제

변수를 나타내며, 식 (2-2)의 는 추가로 통제한 교육수준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식 (2-1)의 은 아동기 배경 및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로그 임금에 미치는 

총효과이며, 식 (2-2)의 은 교육수준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아동

기 빈곤이 청년기 로그 임금에 미치는 직접효과라고 할 수 있다.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모형 형태는 다음과 같다: 

  식 (3-1)

  식 (3-2)

여기서 는 주당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 , 와 는 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식 (3-1)의 은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근로시간에 

미치는 총효과이며, 식 (3-2)의 은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근로시간

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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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아동기 빈곤 여부를 살펴보면, 아동기 

빈곤 집단에 속한 경우는 231명(21.3%)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집단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852명(78.7%)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6 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한 2

인 이상 도시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본 연구의 아동기 빈곤이 측정

된 시기인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약 17%에서 18%대를 유지하

고 있으며, 아동 빈곤율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여(강신욱·유진영·

이주미, 2016), 본 연구의 빈곤율이 다소 높게 추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빈곤 여부가 다양한 시점의 욕구소

득비를 바탕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시점의 빈곤율과는 다르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노동패널 자료가 소득 과소

보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방하남 외, 1999; 홍경준, 2004; 구인회, 

2005)11), 통계청이 발표한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할 때 빈곤층

이 보다 과도하게 포착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빈곤 심도의 

경우 극빈층은 37명(3.4%), 일반빈곤층은 194명(17.9%), 저소득층은 

316명(29.2%), 비빈곤층은 536명(49.5%)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의 

11) 이처럼 노동패널 자료의 소득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에 비해 과소보고 되었
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노동패널 자료와 가계조사 자료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
으며 오히려 노동패널의 소득이 과대보고 되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성재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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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경우 장기빈곤은 186명(23.9%), 단기빈곤은 227명(29.2%), 비

빈곤은 365명(46.9%)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것은 장기빈곤을 경

험한 아동이 23.9%, 빈곤층 내에서는 약 45%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빈곤의 동태적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수

치가 그렇게 놀랄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병희·정재

호(2002)의 연구에서는 빈곤 경험 가구 중 56%가 2회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인회(2005)도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보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

지함을 밝히고 있다. 강신욱(2009) 또한 빈곤 경험 가구 가운데 반복

빈곤 및 지속빈곤의 비율이 각각 23.9%, 30.0%라고 보고하고 있어 

빈곤층 내에서 장기빈곤의 규모가 상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고용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758명(70.0%), 실업자는 24

명(2.2%), NEET는 44명(4.1%)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257

명(23.7%)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

는 실업률은 본 연구의 경우 3.1% 정도로, 통계청에 의해 보고된 청

년 실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청년 실업률은 만 15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만 

25세에서 34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

로 10대나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우 노동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본 연구의 실업

자 비율이 통계청의 발표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의 「경

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봐도 2015년 기준 20세에서 24세의 실업률

은 10.5%인 반면 25세에서 29세는 8.1%, 30에서 34세는 3.3%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동패널 조사의 경제활동상

태 구분이 통계청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12) 이지은 외(2016)의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

12)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조사일 바로 전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
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나, 노동패널 조사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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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도 노동패널 18차 자료의 ILO 기준 실업자의 비중을 1.2%

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실업자 비율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NEET를 구직 단념자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로 

정의하였음에도 그 비율이 4.1%로 실업자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미취업

자들의 유형을 파악한 주희진·주효진(2017)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구직활동 여부, 취업의사 및 구직비활동 이유(자발적/

비자발적)에 따라 청년실업자를 구직형, 기회추구형, 단절형, 포기형

으로 구분하였는데, 4가지의 유형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의

사도 없는 포기형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주희

진·주효진, 2017).

한편 임금은 평균 226.84만원, 표준편차는 117.42만원으로 나타났

으며, 로그를 취한 경우 평균 5.32, 표준편차는 0.454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시간은 46.34시간, 표준편차는 12.51시간으로 나타났다. 고

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2015년 기준 월평균 임금

을 약 290만원, 주당 근로시간은 41.1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

구의 임금 및 근로시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임금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이제 막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노동력조

사」보다는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등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까

지 포괄하다보니 근로시간이 보다 길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2015년 근로시간이 43.6

시간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근로시간과 보다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 때문에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이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취업자로 분
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은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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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통제변수 중 아동기 배경 변수를 살펴보면, 부모 교육수준의 평균

은 10.97년, 표준편차는 3.198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형제 수의 평

균은 1.62명, 표준편차는 0.652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한부모가구 경

험이 있는 경우는 129명(11.9%), 경험이 없는 경우는 954명(88.1%)으

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중후반에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약 

8-9% 정도로 나타나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의 발표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아동기 거주지를 살펴보면 만 17세 시점에 대도시에 

거주한 경우는 589명(54.4%), 중소도시에 거주한 경우는 494명

(45.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 배경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587명

(54.2%), 여성이 496명(45.8%)으로 남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의 경우 평균 29.78세, 표준편차는 2.980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5

세는 109명(10.1%), 26세는 102명(9.4%), 27세는 98명(9.1%), 28세는 

91명(8.4%), 29세는 97명(9.0%), 30세는 94명(8.7%), 31세는 108명

(10.0%), 32세는 114명(10.5%), 33세는 132명(12.2%), 34세는 138명

(12.7%)으로, 20대 후반보다는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연령별 비중은 8%에서 12% 사이로 비

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지의 실업률은 평균

이 3.66%, 표준편차가 0.454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실업률 3.6%와 유사한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은 평

균 14.56년, 표준편차는 1.69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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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아동기 

빈곤 여부

비빈곤 852 78.7

빈곤 231 21.3

계 1083 100.0

아동기

빈곤 심도

극빈층 37 3.4

일반빈곤층 194 17.9

저소득층 316 29.2

비빈곤층 536 49.5

계 1083 100.0

아동기

빈곤 기간

(3년 이상 측정)

장기빈곤 186 23.9

단기빈곤 227 29.2

비빈곤 365 46.9

계 778 100.0

고용상태

취업자 758 70.0

실업자 24 2.2

NEET 44 4.1

비경활 257 23.7

계 1083 100.0

임금 평균(se) 226.84 117.42

근로시간 평균(se) 46.34 12.51

부모 교육수준 평균(se) 10.97 3.198

형제 수 평균(se) 1.62 0.652

한부모가구 

경험

경험 있음 129 11.9

경험 없음 954 88.1

계 1083 100.0

아동기 거주지

대도시 589 54.4

중소도시 494 45.6

계 1083 100.0

성별

남성 587 54.2

여성 496 45.8

계 1083 100.0

연령 평균(se) 29.78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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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임금과 근로시간은 취업자 중 그 값이 확인된 749명을 대상으로 함

2. 아동기 빈곤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비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동기 빈곤 여부, 빈곤 심도,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기술통계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먼저 

아동기 빈곤 여부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빈곤층의 취업자 비율은 74.5%

로 비빈곤층의 68.8%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자의 비율은 1.3%

로, 2.5%인 비빈곤층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구직 단념자로 정의

한 NEET의 비율은 아동기 빈곤층의 경우 8.2%로, 비빈곤층의 2.9%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은 아동기 빈곤층이 

213만원, 표준편차는 93.88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층은 231만원, 표준

편차는 123.25로 나타나 약 20만원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음으로 주당근로시간은 아동기 빈곤층의 경우 평균 47.11시

간, 표준편차 12.80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평균 46.12시

간, 표준편차 12.43으로 나타나 빈곤층의 근로시간이 오히려 긴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아동기 빈곤 여부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거주지 실업률 평균(se) 3.66 0.735

교육수준 평균(se) 14.56 1.691

변수 빈곤 비빈곤 전체

고용상태

취업자 172(74.5%) 586(68.8%) 758(70.0%)

실업자 3(1.3%) 21(2.5%) 24(2.2%)

NEET 19(8.2%) 25(2.9%) 44(4.1%)

비경활 37(16.0%) 220(25.8%) 25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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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임금과 근로시간은 취업자 중 그 값이 확인된 749명을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비교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고용상태를 보면 아동기 극빈층과 일반빈

곤층의 취업자 비율이 저소득층과 비빈곤층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

난 반면 실업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극빈

층의 취업자 비율은 73.0%로, 일반빈곤층(74.7%)보다는 낮았으나 저

소득층(69.6%)과 비빈곤층(68.3%)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극빈층

의 실업자 비율은 0.0%로, 37명의 극빈층 중 실업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극빈층의 경우 NEET의 비율이 13.5%

로 일반빈곤층(7.2%), 저소득층(4.1%), 비빈곤층(2.2%)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극빈층의 경우 

19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빈곤층은 217만원, 저소득층은 229

만원 비빈곤층은 232만원으로, 아동기 빈곤 심도가 깊어질수록 청년

기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근로시간은 극

빈층의 경우 45시간으로 가장 적었지만, 비빈곤층이 46시간으로 극

빈층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반빈곤층은 가장 긴 48시간으로 나

타났다.

<표 4>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임금 평균(se) 213.01(93.88) 230.90(123.25) 226.84(117.42)

근로시간 평균(se) 47.11(12.80) 46.12(12.43) 46.34(12.51)

변수 극빈층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

고용

상태

취업자 27(73.0%) 145(74.7%) 220(69.6%) 366(68.3%)

실업자 0(0.0%) 3(1.5%) 6(1.9%) 15(2.8%)

NEET 5(13.5%) 14(7.2%) 13(4.1%) 12(2.2%)

비경활 5(13.5%) 32(16.5%) 77(24.4%) 1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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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임금과 근로시간은 취업자 중 그 값이 확인된 749명을 대상으로 함

마지막으로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비

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아동기 장기빈곤

의 취업자 비율은 단기빈곤(64.8%)과 비빈곤(68.5%)보다 높은 74.7%

로 나타난 반면 실업자의 비율은 1.6%로 단기빈곤(3.5%)과 비빈곤

(2.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ET의 비율은 7.5%로 

단기빈곤(4.0%)과 비빈곤(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

은 극빈층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데, 이는 빈곤 심도와 빈곤 기간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극심한 빈곤을 경험

할수록 빈곤이 장기화되기 쉽고, 지속적인 빈곤이 극심한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월평균임금은 장기빈곤이 195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단기빈곤은 217만원, 비빈곤은 216만원으로 단

기빈곤과 비빈곤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동기에 한 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경우 단

기빈곤으로 정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빈곤의 동태적 분석을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에 한 번 정도 빈곤층에 진입한 가구

의 규모는 상당하며, 이들이 비빈곤층과 생활수준의 큰 차이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구인회, 2005; 강신욱, 2009). 때문에 기술통계 상

으로는 두 집단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이 47시간, 비빈곤은 45시

간으로 나타나 비빈곤의 근로시간이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평균

(se)

190.48

(72.40)

217.26

(97.03)

228.52

(152.00)

232.34

(102.28)

근로

시간

평균

(se)

45.04

(13.73)

47.50

(12.63)

46.70

(10.79)

45.7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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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주 1) 아동기 가구소득이 3년 이상 측정된 경우만 포함함. 고용상태는 778명이 

대상

   2) 임금과 근로시간은 취업자 중 그 값이 확인된 530명을 대상으로 함

변수 장기빈곤 단기빈곤 비빈곤

고용

상태

취업자 139(74.7%) 147(64.8%) 250(68.5%)

실업자 3(1.6%) 8(3.5%) 10(2.7%)

NEET 14(7.5%) 9(4.0%) 8(2.2%)

비경활 30(16.1%) 63(27.8%) 97(26.6%)

임금
평균

(se)

194.63

(82.40)

217.29

(115.88)

216.31

(76.02)
근로

시간

평균

(se)

46.68

(12.01)

46.99

(12.94)

44.9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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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검증

1.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

1)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 나아가 개인의 인적자본으로 대표되는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

형을 통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총효과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하여 교육수

준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나타나

는 아동기 빈곤의 직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1-1]인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고용상태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1083명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교육수준을 포

함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Wald 

=140.52,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 =149.14, p<.001).

아동기 빈곤이 실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

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아동기 

빈곤이 취업자에 비해 실업자가 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빈곤 

혹은 저소득이 청년기 및 성인기의 고용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외 선행연구(Johnson & Schoen, 2011; Gibb, Fergusson & 

Horwood, 2012)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아동기 빈곤과 교육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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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국내의 연구 

결과(변금선, 2012a;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동기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노동시장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육수

준에 따른 고용 가능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동시장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개인의 교육

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임을 밝히고 있다(장상수, 1999; 송호근, 2002; 

정이환, 2013). 이에 따르면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 고임금 등

의 특징을 지닌 일자리를 포함하는 일차노동시장에서 취업 및 구직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낮

은 인적자본으로 인해 이보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이차노동시

장에서 취업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아동기 빈

곤층과 비빈곤층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노동시장에서 비슷한 인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끼리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기 빈곤 여부에 따른 실업 가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의 실업자 비율이 낮아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확

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실

업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정의

한 청년층의 연령 자체가 실업자의 비율이 낮은 시기이기도 하며, 

노동패널 자료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이 통계청과는 다르기 때문이기

도 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아동기 빈곤이 실업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변금선(2012a; 2013)의 연

구에서도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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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빈곤 경험이 실업 가능성에 미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이

며, 이러한 결과가 연령이나 자료의 특성으로 인함인지 혹은 국내의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

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기 빈곤 외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 교육수준과 연령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부

모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실업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xp(B)=1.209, p<.01), 연령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실업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5%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exp(B)=0.885, p<.1). 또한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부모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실업자 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18.1% 증가하였으며(exp(B)=1.181, p<.05), 연령이 한 단위 높

아질수록 실업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5%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exp(B)=0.875, p<.1).

다음으로 NEET 가능성에 미치는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기 빈곤은 NEET 가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아동기 빈곤의 계수는 

0.900으로, 아동기 빈곤 집단은 비빈곤 집단에 비해 NEET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46.1%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xp(B)=2.461, 

p<.05). 또한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 아동기 빈곤의 계수는 0.726으

로, 이전에 비해 그 계수가 0.174만큼 감소했으나, 여전히 아동기 빈

곤 집단은 NEET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06.7%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exp(B)=2.067, p<.05).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할 때 아동기 빈곤의 유의도가 감소한 

것을 보면, 이 감소분을 교육수준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기 빈곤이 교육수준을 통해서 NEET 가능성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육수준이 N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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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기 빈곤이 교육수

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NEET의 가능성을 높이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설명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연결 지어 보면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던, 상대

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은 일차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차노동시장에서는 충분

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취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적어도 구직을 단념하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로 근래 연구들

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노동이 유연

화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화되었으며(정성미, 2010; 남재량, 

2011b), 이에 따라 청년들은 자신의 인적자본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

리를 선택하는, 즉 하향취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밝히

고 있다(황남희·정주연, 2011;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이렇

게 하향취업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요구

하던 이차노동시장 내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동기 빈

곤으로 인해 교육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청년들은 하향취업

을 선택하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했을 때도 아동기 빈곤이 NEET 

가능성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빈곤이 직접적으로, 혹은 교육수준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서 NEET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빈곤이 취업에 비한 NEET의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변금선(2012a)의 연구 결

과와는 다르다. 그 이유로 NEET의 정의 방법에 따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변금선(2012a)은 NEET를 정의할 때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이외에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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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했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NEET 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동기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이 

오히려 청년기에 NEET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

에 변금선(2012a)의 연구처럼 ‘쉬었음’과 ‘취업준비를 위한 교

육’에 응답한 사람을 모두 NEET로 포함했을 때 아동기 빈곤이 

NEET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

능하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 교육수준, 성별, 연령이 유의한 변수

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부모의 교육수

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NEET에 속할 가능성이 10.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0.893, p<.05).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NEET보다는 취업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

면,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부모 교육수준의 영향이 유의하

지 않았다. 또한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자에 비한 NEET

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

형에서는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은 NEET에 속할 가능성이 

49.0% 낮았으며(exp(B)=0.510, p<.05), 연령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NEET에 속할 가능성이 16.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0.838, 

p<.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남성은 NEET에 속할 가능성

이 53.0% 낮았으며(exp(B)=0.470, p<.05), 연령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NEET에 속할 가능성이 16.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0.840, 

p<.01). 이러한 결과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비구직 NEET의 

비율이 높아지는 남재량(2012)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빈곤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빈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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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을 포함했을 때는 아동기 빈곤이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비경제활

동인구가 될 가능성보다는 취업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exp(B)=0.640, p<.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학생, 군인, 주부 등 상이한 집단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관된 해석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취업자에 비한 비경제활동인구 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구 경험

(exp(B)=0.564, p<.05), 성별(exp(B)=0.405, p<.001), 연령(exp(B)=0.900, 

p<.001)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는 부모 교육수준

(exp(B)=1.052, p<.1), 한부모가구 경험(exp(B)=0.539, p<.05), 성별

(exp(B)=0.391, p<.001), 연령(exp(B)=0.901, p<.001), 교육수준

(exp(B)=0.865, p<.01)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동기 빈곤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실업 가능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기 빈곤은 NEET 

가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영

향은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했을 때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빈곤은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NEET의 가능성

을 높이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NEET의 가

능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기 빈곤 경험

은 청년기 실업과 NEET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NEET 가능성의 경우에만 지지되었으며,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나타

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1-4] 또한 NEET 가능성의 경우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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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취업자 기준)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실업자 NEET 비경활 실업자 NEET 비경활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아동기 

빈곤

빈곤 
여부

-0.346
(0.559)

0.708
0.900*

(0.349)
2.461

-0.350
(0.218)

0.705
-0.249
(0.590)

0.780
0.726*

(0.346)
2.067

-0.447*

(0.221)
0.640

아동기 

배경

부모 
교육수준

0.189**

(0.066)
1.209

-0.114*

(0.051)
0.893

0.028
(0.027)

1.028
0.166*

(0.073)
1.181

-0.076
(0.056)

0.927
0.051#

(0.028)
1.052

형제 수
0.165
(0.278)

1.179
0.027
(0.231)

1.027
0.102
(0.119)

1.107
0.162
(0.281)

1.176
0.029
(0.226)

1.029
0.099
(0.117)

1.104

한부모가
구 경험

0.219
(0.608)

1.245
-0.380
(0.471)

0.684
-0.573*

(0.285)
0.564

0.241
(0.620)

1.273
-0.467
(0.482)

0.627
-0.618*

(0.281)
0.539

아동기 
거주지

0.339
(0.424)

1.404
-0.419
(0.345)

0.658
0.124
(0.167)

1.132
0.345
(0.424)

1.412
-0.408
(0.344)

0.665
0.112
(0.168)

1.119

개인 배경

성별
-0.071
(0.437)

0.931
-0.673*

(0.321)
0.510

-0.903***

(0.151)
0.405

-0.013
(0.448)

0.987
-0.754*

(0.328)
0.470

-0.939***

(0.153)
0.391

연령
-0.122#

(0.068)
0.885

-0.177**

(0.060)
0.838

-0.106***

(0.028)
0.900

-0.133#

(0.073)
0.875

-0.175**

(0.059)
0.840

-0.104***

(0.0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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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2) 괄호 안은 Robust S.E.

거주지 
실업률

0.404
(0.351)

1.498
-0.173
(0.209)

0.841
-0.045
(0.108)

0.956
0.417
(0.344)

1.518
-0.209
(0.211)

0.811
-0.067
(0.108)

0.935

교육수준
0.152
(0.143)

1.164
-0.236*

(0.102)
0.789

-0.145**

(0.051)
0.865

상수
-4.010
(2.445)

4.429*

(2.050)
2.246*

(1.033)
-5.773*

(2.346)
7.554**

(2.476)
4.185**

(1.237)

Log pseudolikelihood -815.715 -808.698

Pseudo   0.065 0.073

Wald  140.52*** 149.14***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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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임금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가설 1-2]인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가설 1-3]인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취업자 749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수행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로그 임금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3.04,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44, p<.001). 

먼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살펴보면, 아동기 빈곤 여

부는 청년기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취업자 중에서도 아동기에 빈곤한 집단은 비빈곤한 집단에 비

해 청년기 로그 임금이 0.083 작게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빈곤했던 

집단은 빈곤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청년기 임금 수준이 8.3% 낮았으

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83, 

p<.05).

이 결과는 아동기 저소득 혹은 빈곤이 청년기 근로소득이나 임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Kiker & 

Condon, 1981; Datcher, 1982; Hill & Duncan, 1987; Corcoran et al., 

1992;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변금선, 2012a; 변금선. 

2013). 이처럼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임금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이론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설명하면, 빈곤이 아동

의 발달이나 인적자본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 

아동은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갖게 되는데,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을 바탕으로 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은 청년기 

임금 수준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chu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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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Becker, 1975; Duncan & Magnuson, 2013; 변금선, 2013). 또한 

국내의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관 지어보면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아동기 빈곤층은 임금수준이 낮은 이차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 볼 수 있다(장상수, 1999; 송호근, 2002; 정이환, 2013).

이와 같은 설명은 교육수준을 포함한 로그 임금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아동기 빈곤 

계수의 절댓값은 0.083이었으나 교육수준을 포함하자 그 값이 0.065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감소분을 분석에 포함된 교육수준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수준을 포함하였을 때 아동기 빈곤

의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육수준을 통해 청년기 임

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

육수준이 청년기 임금에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B=0.028, p<.05), 아동

기 빈곤은 아동의 인적자본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이후 청년기의 임

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기 빈곤 외에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성별과 연령으로,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13.3% 높게 나타났으며(B=0.133, p<.001),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이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B=0.043,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임금 수준이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0.142, 

p<.001),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이 4.2%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0.042,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과 연령이 청

년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이규용·김용현, 2003; 김경아, 2008; 박환보·김성식, 2011).

다음으로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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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시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31,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역

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94, p<.001). 아동기에 빈곤할수록 인

적자본 수준이 낮아 청년기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도 짧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상과 달리, 

아동기 빈곤 여부는 청년기 근로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빈곤의 계수는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 –0.54로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비빈곤한 집단에 

비해 청년기 근로시간이 0.54시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을 살

펴봐도, 아동기 빈곤의 계수는 –1.14로, 그 절댓값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

외 선행연구의 결과(Corcoran et al., 1992; Duncan, Ziol-Guest & 

Kalil, 201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청년기 근로시간과 관

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변금선(2012a)의 연구는 아동기에 빈곤

한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근로시간이 5.3시간 길다고 보고하였으며, 

변금선(2013)의 연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빈곤층

의 근로시간이 3.97시간 긴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아동기 빈곤층이 

오히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근로시간에 미치는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유의하

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 노

동 불가피론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윤진호, 2006; 배규식 외, 2011; 배규식, 2012). 배규식 

외(2011)는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월 평균 임금과 주 48

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분포를 조사하였는데, 월 평균 임

금이 낮은 노동자가 주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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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본

다면 아동기 빈곤층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의 유지

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서는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임금의 노동자의 근로시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3) 한국은 잘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에 있어서 멕시코와 1, 2위를 다투는 국가로,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47시간 높은 2,113시간으

로 나타났다(OECD, 2016).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직종인 ‘전기, 가스, 증

기 및 수도사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임금총액

이 가장 낮은 직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인 44.7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에서 근로시간은 직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며, 이 때문에 빈곤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 교육수준과 성별이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을 통

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부모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근로

시간은 0.6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687, p<.001), 남

성은 여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4.61시간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B=4.616, p<.001). 교육수준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부모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은 0.53시간 감소하였으며(B=-0.534, 

p<.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4.30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

났다(B=4.295, p<.001). 또한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근로시

간은 0.9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과 근로시간의 부

적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B=-0.944, p<.001). 

13) 이러한 이유로 배규식(2012)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제도
적 규제의 느슨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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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임금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 아동기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임금 수준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포함하는 경우 아동기 빈곤

의 유의도가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어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임금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 경험이 청년기 임금 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연구가설 1-2]은 

지지된 반면,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

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1-4]는 임금

의 경우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

형 모두에서 아동기 빈곤은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기 빈곤 경험이 청년기 근로시간을 

낮출 것이라는 [연구가설 1-3]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연구가설 1-4]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표 7>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임금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ln(임금) 근로시간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아동기 

빈곤
빈곤 여부

-0.083*

(0.042)
-0.065
(0.042)

-0.541
(1.075)

-1.139
(1.090)

아동기 

배경

부모 
교육수준

0.007
(0.005)

0.003
(0.006)

-0.687***

(0.164)
-0.534**

(0.163)

형제 수
0.028
(0.023)

0.028
(0.023)

-0.903
(0.644)

-0.882
(0.639)

한부모가구 
경험

-0.060
(0.057)

-0.044
(0.059)

0.120
(1.289)

-0.427
(1.291)

아동기 
거주지

0.015
(0.033)

0.019
(0.032)

1.224
(0.923)

1.1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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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2) 괄호 안은 Robust S.E.

개인 

배경

성별
0.133***

(0.035)
0.142***

(0.035)
4.616***

(0.871)
4.295***

(0.878)

연령
0.043***

(0.006)
0.042***

(0.006)
0.142
(0.164)

0.170
(0.164)

거주지 
실업률

-0.014
(0.022)

-0.011
(0.022)

-0.767
(0.675)

-0.866
(0.674)

교육수준
0.028*

(0.011)
-0.944***

(0.262)

상수
3.905***

(0.211)
3.541***

(0.251)
50.563***

(6.042)
62.666***

(7.029)

 0.109 0.119 0.088 0.101

Adjusted  0.099 0.108 0.078 0.090

 13.04*** 12.44*** 7.31*** 7.94***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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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

1)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고용상태 차이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인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

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가설 2-1]

인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고용상태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1083명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는 <표 8>과 같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Wald =1754.56, p<.001), 교육

수준을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Wald =1562.42, p<.001).

아동기 빈곤 심도가 취업에 비한 실업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실업자보

다는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극빈

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보다 실업의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극빈층 자체의 사례수가 37명으로 높지 않으

며, 이 중 실업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취업자에 비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통계적 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명의 극빈층 중에서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

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료의 한계로 볼 수도 있으나, 

아동기 극빈층의 경우 구직활동에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는 당장이

라도 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동기 극빈층은 생존 자체

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것조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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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구직활동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당

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일자리를 찾아 

근로를 선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안주엽·홍서연, 

2002).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이행기간

을 분석한 변금선(2015)의 연구에서도 소득계층이 1분위에 속하는 

경우는 소득4분위와 5분위에 비해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짧은 것으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획득하려는 아동기 

극빈층의 특징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에 취업에 비한 실업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

는 부모 교육수준과 연령으로, <표 6>에서처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exp(B)=1.204, p<.05),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업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B)=0.889, p<.1). 교육수준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부모 교육수준

(exp(B)=1.179, p<.05)과 연령(exp(B)=0.879, p<.1)만이 실업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과 비교

하였을 때, 취업자보다는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살펴보면 비빈곤층은 NEET가 

될 가능성이 극빈층에 비해 86.4% 만큼 낮았으며(exp(B)=0.136, 

p<.01), 저소득층은 NEET가 될 가능성이 극빈층에 비해 77.7% 만큼 

낮았다(exp(B)=0.223, p<.05). 또한 유의수준 10%에서 일반빈곤층은 

NEET가 될 가능성이 극빈층에 비해 62.9% 만큼 낮았다

(exp(B)=0.371, p<.1). 한편,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을 살펴보면 극빈

층과 일반빈곤층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빈곤층과 저소득층

은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층은 극빈

층과 비교했을 때 NEET가 될 가능성이 80.9% 낮았으며

(exp(B)=0.191, p<.05), 저소득층은 70.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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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B)=0.300, p<.1). 이는 추가적으로 통제된 교육수준이 아동기 빈

곤 심도에 따른 NEET 가능성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을 통제했음에도 극빈층과 저소득층 및 

비빈곤층의 차이가 여전히 유의한 것을 통해 빈곤 심도에 따른 직

접적 영향 혹은 교육수준이 아닌 다른 변수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취업에 비한 NEET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

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수준(exp(B)=0.904, p<.1), 

성별(exp(B)=0.524, p<.05), 연령(exp(B)=0.825, p<.01)으로 확인되었으

며,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 성별(exp(B)=0.487, p<.05), 연령

(exp(B)=0.829, p<.01), 교육수준(exp(B)=0.810, p<.05)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유의도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표 6>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빈곤 심도가 취업에 비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

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빈곤 

심도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가능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비경제활동인구가 매우 상이한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취업자에 비한 비경제활동인

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구 경험(exp(B)=0.572, p<.1), 성별(exp(B)=0.404, p<.001), 연

령(exp(B)=0.899, p<.001)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

는 한부모가구 경험(exp(B)=0.551, p<.05), 성별(exp(B)=0.390, p<.001), 

연령(exp(B)=0.901, p<.001), 교육수준(exp(B)=0.863, p<.01)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아동기 극빈층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에 비

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취업자에 비해 NEET가 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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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및 비빈곤층에 비해 청년기 실업과 NEET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은 NEET 가능성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을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에도 빈곤 심도에 따른 실업 

가능성과 NEET 가능성의 차이가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교

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빈곤 심도는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4]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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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고용상태 차이

고용상태(취업자 기준)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실업자 NEET 비경활 실업자 NEET 비경활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아동기 

빈곤 심도

(극빈층

기준)

일반
빈곤층

11.449***

(0.661)
93826.
860

-0.992#

(0.589)
0.371

-0.080
(0.520)

0.923
11.271***

(0.648)
78472.
780

-0.810
(0.614)

0.445
0.052
(0.527)

1.053

저소득층
11.600***

(0.597)
109050
.700

-1.502*

(0.621)
0.223

0.231
(0.499)

1.260
11.348***

(0.671)
84777.
620

-1.205#

(0.633)
0.300

0.431
(0.509)

1.539

비빈곤층
11.707***

(0.484)
121425
.000

-1.997**

(0.663)
0.136

0.328
(0.495)

1.389
11.444***

(0.520)
93316.
470

-1.657*

(0.699)
0.191

0.550
(0.506)

1.734

아동기 

배경

부모 
교육수준

0.186*

(0.073)
1.204

-0.101#

(0.055)
0.904

0.024
(0.027)

1.025
0.164*

(0.080)
1.179

-0.070
(0.059)

0.933
0.047
(0.029)

1.048

형제 수
0.169
(0.282)

1.184
0.007
(0.237)

1.007
0.107
(0.119)

1.113
0.167
(0.285)

1.181
0.012
(0.234)

1.012
0.106
(0.118)

1.111

한부모가
구 경험

0.258
(0.604)

1.295
-0.520
(0.484)

0.594
-0.559#

(0.288)
0.572

0.276
(0.616)

1.318
-0.576
(0.488)

0.562
-0.595*

(0.283)
0.551

아동기 
거주지

0.347
(0.422)

1.415
-0.447
(0.349)

0.640
0.126
(0.167)

1.135
0.351
(0.424)

1.421
-0.434
(0.350)

0.648
0.116
(0.16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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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2) 괄호 안은 Robust S.E.

개인 

배경

성별
-0.071
(0.437)

0.932
-0.647*

(0.321)
0.524

-0.906***

(0.151)
0.404

-0.013
(0.448)

0.987
-0.720*

(0.330)
0.487

-0.943***

(0.153)
0.390

연령
-0.117#

(0.066)
0.889

-0.192**

(0.064)
0.825

-0.106***

(0.028)
0.899

-0.129#

(0.072)
0.879

-0.187**

(0.062)
0.829

-0.104***

(0.027)
0.901

거주지 
실업률

0.409
(0.351)

1.506
-0.203
(0.210)

0.816
-0.049
(0.108)

0.952
0.422
(0.344)

1.525
-0.228
(0.211)

0.796
-0.070
(0.108)

0.932

교육
수준

0.145
(0.142)

1.157
-0.211*

(0.104)
0.810

-0.147**

(0.051)
0.863

상수
-15.795***

(2.556)
6.649**

(2.421)
2.001#

(1.205)
-17.233***

(2.430)
9.029**

(2.663)
3.738
(1.348)

Log pseudolikelihood -813.091 -806.554

Pseudo  0.068 0.076

Wald  1754.56*** 1562.42***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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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임금 및 근로시간 차이

다음으로 [연구가설 2-2]인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임금 

차이와 [연구가설 2-3]인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취업자 749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임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

은 로그 임금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0.66,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로그 임금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19, p<.001).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에서도 아동기에 극빈층에 속한 집

단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청년기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극빈층은 임금 

수준이 24.7% 낮았으며(B=0.247, p<.01), 저소득층과 비교해도 임금 

수준이 2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210, p<.05). 또한 유의수준 

10%에서 일반빈곤층과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왔는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에 비해 임금 수준이 17.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0.173, p<.1). 즉 빈곤심도가 깊어질수록 임금 수준이 낮아짐과 동

시에 극빈층의 임금 수준은 일반빈곤층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극빈층

의 경우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심각한 결핍으로 인해 

일반빈곤층보다도 임금 및 소득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Gibb, Fergusson & Horwood, 2012; 변금선, 2013).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

수준을 포함한 경우 아동기 빈곤 심도의 유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특히 아동기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제시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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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빈곤 심도가 청년기 NEET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한 결

과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통제된 교육수준이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임금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극빈층과 비빈곤층의 임금 차이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B=0.207, p<.05), 유의수준 10%에서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임

금 차이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175, p<.1). 이는 교육수준

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

빈곤층에 비해 청년기 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기 빈곤 심도가 직접적으로 혹은 교육수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청년기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 청년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표 7>과 동

일하게 성별과 연령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에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13.2% 높았으며(B=0.132, 

p<.001),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이 4.4%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0.044,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14.1% 높았으며(B=0.141, p<.001), 연령

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이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0.043, p<.001). 또한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

은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6, p<.05).

다음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수준을 포함

하지 않은 근로시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6.21,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76, p<.001). 먼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

형을 살펴보면,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들만 확인하면 아동기 극빈층

은 일반빈곤층에 비해 2.44시간, 저소득층에 비해 2.51시간, 비빈곤

층에 비해 2.69시간만큼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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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했다. 계수를 살펴보면 아

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에 비해 3.40시간, 저소득층에 비해 3.82시

간, 비빈곤층에 비해 4.25시간만큼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빈곤 심도에 따른 근로시간 차이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나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직종에 상관없이 전

반적으로 높은 근로시간을 보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 예상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모 교육수

준과 성별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부모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은 0.69시간 

감소하였으며(B=-0.689, p<.001),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4.61시간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B=4.609,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는 부모 교육수준과 성별,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부모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은 

0.54시간 감소하였으며(B=-0.535, p<.01),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로시

간이 4.27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B=4.269, p<.001). 또한 교육수준

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은 0.9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B=-0.993, p<.001).

아동기 빈곤 심도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빈곤층 중에서도 극빈층이 청년기 노동시

장 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로 극빈층은 생

계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동시에 일자리의 질이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기 극빈층의 경우 실업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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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도 17.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극빈층이 취

업이 쉬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한다. 둘째로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아

동기 극빈층의 경우 구직을 단념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극빈층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NEET가 될 가능성이 일반빈곤층, 저

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극빈층이 노동시장 

내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지

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라 청년기 임금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도 

아동기 극빈층은 저소득층과 비빈곤층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및 비빈곤층에 비해 청년기 임금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으며, 교육수준을 통제한 경우에도 아동기 빈곤 심

도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할 것이라

는 [연구가설 2-4]도 임금의 경우 지지되었다.

반면,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는 교육수준

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

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및 비

빈곤층에 비해 청년기 근로시간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연구가설 2-4] 역시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지지

되지 않았다.



- 78 -

<표 9>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임금, 근로시간 차이

주 1) #p<.1, *p<.05, **p<.01, ***p<.001

   2) 괄호 안은 Robust S.E.

ln(임금) 근로시간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아동기

빈곤 

심도

(극빈층 

기준)

일반빈곤층
0.173#

(0.095)
0.148
(0.092)

2.440
(2.522)

3.404
(2.653)

저소득층
0.210*

(0.094)
0.175#

(0.090)
2.509
(2.355)

3.821
(2.511)

비빈곤층
0.247**

(0.092)
0.207*

(0.088)
2.687
(2.428)

4.246
(2.596)

아동기 

배경

부모 
교육수준

0.006
(0.005)

0.002
(0.006)

-0.689***

(0.174)
-0.535**

(0.171)

형제 수
0.030
(0.023)

0.029
(0.023)

-0.895
(0.638)

-0.863
(0.631)

한부모가구 
경험

-0.052
(0.058)

-0.038
(0.059)

0.187
(1.307)

-0.336
(1.303)

아동기 
거주지

0.017
(0.033)

0.020
(0.032)

1.247
(0.927)

1.127
(0.925)

개인 

배경

성별
0.132***

(0.035)
0.141***

(0.035)
4.609***

(0.870)
4.269***

(0.874)

연령
0.044***

(0.006)
0.043***

(0.006)
0.157
(0.165)

0.192
(0.166)

거주지 
실업률

-0.010
(0.022)

-0.008
(0.022)

-0.721
(0.682)

-0.806
(0.679)

교육수준
0.026*

(0.011)
-0.993***

(0.262)

상수
3.633***

(0.238)
3.344***

(0.280)
47.319***

(6.691)
58.374***

(7.408)

 0.115 0.122 0.089 0.104

Adjusted  0.103 0.109 0.076 0.090

 10.66*** 10.19*** 6.21*** 6.76***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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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

1)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고용상태 차이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인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가설 

3-1]인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고용상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기 가구소득이 최소 3년 이상 측정된 778명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Wald =103.19,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의 적합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 =117.18, p<.001). 

먼저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실업 가능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

서 빈곤 기간에 따른 실업 가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과의 실업 가능성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빈곤과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 역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청년층의 연령층이 실업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거나 노동패널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앞서 아동기 빈곤이 실업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모 교육수

준만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 때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22.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1.225, p<.05).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는 부모 교

육수준과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부모

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 때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17.0% 높



- 80 -

아졌으며(exp(B)=1.170, p<.1),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 때 실업자

가 될 가능성은 34.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1.344, 

p<.05).

다음으로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NEET 가능성의 차이를 살펴

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장기빈곤은 비빈곤층

에 비해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

기빈곤과 비교하였을 때 비빈곤은 취업자에 비해 NEET가 될 가능

성이 63.9%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exp(B)=0.361, p<.05). 그러나 장기

빈곤과 단기빈곤 사이에서 나타난 NEET 가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을 포함하는 경우 앞서 유의하게 

나타난 아동기 장기빈곤과 비빈곤의 차이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

는 연령이 높을수록 NEET의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exp(B)=0.715, 

p<.001), 남성일수록 취업자에 비해 NEET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exp(B)=0.502, p<.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연

령(exp(B)=0.719, p<.001)과 성별(exp(B)=0.427, p<.05)이 동일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은 NEET 가능성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0.694, p<.05).

마지막으로 아동기 빈곤 기간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빈곤 

기간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을 포함했을 때는 아동

기 단기빈곤이 장기빈곤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exp(B)=1.730, p<.05). 즉,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보다는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를 구

성하는 집단의 상이성으로 인해 일관된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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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 취업자에 비한 비경제활동인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구 경험

(exp(B)=0.549, p<.1)과 연령(exp(B)=0.816, p<.001)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는 부모 교육수준(exp(B)=1.070, p<.05), 한부

모가구 경험(exp(B)=0.536, p<.1), 성별(exp(B)=0.700, p<.1), 연령

(exp(B)=0.822, p<.001), 교육수준(exp(B)=0.850, p<.05)이 유의한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빈곤 심도에 따른 고용상태 차이를 분석했을 때는 극빈층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으나, 빈곤 기간의 

경우 장기빈곤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극빈층과 장기빈곤층의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빈층의 경우 아동기에 측정된 모든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평균 욕구소득비를 구성하여, 이것이 0.5 미만이면 극빈층으로 정의

한 반면, 장기빈곤의 경우 전체 측정 기간 중 절반 이상만 빈곤하면 

장기빈곤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아동기 극빈층에 비해 장기빈곤의 

생활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즉, 극빈층은 아동기 전체의 생활수준

을 기준으로 판단한 반면, 장기빈곤은 전체 생활수준 중 절반 이상 

빈곤 여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빈곤했지만, 어느 시점

에는 빈곤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기에 생

활수준이 극빈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표본이 장기빈곤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장기빈곤의 경우 극빈층과는 달리 

다른 집단과의 고용상태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빈곤 기간에 따른 실업 가능성의 차이는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

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빈곤 기간에 따른 NEET 가능성의 차이는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만 장기빈곤과 비빈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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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

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기간이 청

년기 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모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에 따라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및 비빈곤에 비해 청년기 실

업과 NEET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지 않

았으며 [연구가설 3-4]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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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고용상태 차이

고용상태(취업자 기준)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실업자 NEET 비경활 실업자 NEET 비경활
B(se) exp(B) B(se) exp(B) B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아동기 

빈곤 기간

(장기빈곤 

기준)

단기빈곤
0.683
(0.654)

1.980
-0.570
(0.470)

0.565
0.411
(0.272)

1.509
0.470
(0.682)

1.599
-0.248
(0.482)

0.781
0.548*

(0.276)
1.730

비빈곤
0.147
(0.618)

1.159
-1.019*

(0.501)
0.361

0.316
(0.272)

1.372
-0.031
(0.633)

0.969
-0.673
(0.537)

0.510
0.455
(0.279)

1.576

아동기 

배경

부모 
교육수준

0.203*

(0.086)
1.225

-0.112
(0.070)

0.894
0.044
(0.033)

1.045
0.157#

(0.093)
1.170

-0.060
(0.075)

0.942
0.068*

(0.035)
1.070

형제 수
0.233
(0.298)

1.262
0.103
(0.297)

1.109
0.099
(0.143)

1.104
0.241
(0.310)

1.272
0.143
(0.287)

1.153
0.098
(0.141)

1.102

한부모가
구 경험

0.321
(0.623)

1.378
-0.704
(0.603)

0.495
-0.600#

(0.332)
0.549

0.396
(0.646)

1.486
-0.775
(0.615)

0.460
-0.624#

(0.330)
0.536

아동기 
거주지

0.139
(0.424)

1.149
-0.509
(0.407)

0.601
0.187
(0.197)

1.206
0.163
(0.430)

1.177
-0.503
(0.404)

0.605
0.187
(0.198)

1.205

개인 

배경
성별

0.048
(0.473)

1.049
-0.689#

(0.387)
0.502

-0.294
(0.180)

0.746
0.176
(0.493)

1.193
-0.850*

(0.389)
0.427

-0.357#

(0.18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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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2) 괄호 안은 Robust S.E.

연령
-0.094
(0.098)

0.910
-0.336***

(0.094)
0.715

-0.204***

(0.042)
0.816

-0.125
(0.104)

0.882
-0.330***

(0.090)
0.719

-0.196***

(0.041)
0.822

거주지 
실업률

0.329
(0.395)

1.389
-0.366
(0.260)

0.694
-0.062
(0.128)

0.940
0.362
(0.380)

1.436
-0.432
(0.264)

0.649
-0.086
(0.128)

0.917

교육수준
0.296*

(0.140)
1.344

-0.365*

(0.142)
0.694

-0.163*

(0.066)
0.850

상수
-5.076#

(3.065)
10.065***

(2.686)
4.118**

(1.395)
-8.181*

(3.204)
14.543***

(3.360)
6.011***

(1.604)

Log pseudolikelihood -599.134 -590.692

Pseudo  0.069 0.082

Wald  103.19*** 117.18***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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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임금 및 근로시간 차이

[연구가설 3-2]인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임금 차이와 

[연구가설 3-3]인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기 가구소득이 3년 이상 측정된 취업자 530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

은 로그 임금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25,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로그 임금 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81, p<.001).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에서도 아동기에 장기빈곤을 경험

한 경우는 단기빈곤, 비빈곤을 경험한 경우에 비해 청년기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장기빈곤은 비빈곤에 비

해 임금 수준이 13.0% 낮았으며(B=0.130, p<.01), 단기빈곤과 비교해

도 임금 수준이 1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113, p<.05).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 빈곤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기의 시간

당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Corcoran et al.(1992)의 연구와 맥

을 같이한다. Corcoran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빈곤을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전체 측정 기간 대비 빈곤 기간의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로그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였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빈곤의 기간이 길수록) 로그 시간당 임금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빈곤의 로그 임금이 단기빈곤 및 비빈곤에 

비해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아

동기에 오랜 기간 빈곤 상태에 머문 경우 아동에게 투자할 물질적 

자원의 부족으로 아동의 발달과 인적자본 수준이 단기빈곤이나 비

빈곤에 비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Korenman & Miller, 1997; 김광혁, 2006; 임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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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즉, 장기빈곤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한 청년

은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는 아동기 빈곤 기간의 유의도가 약간씩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장기빈곤과 비빈곤과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0.117, p<.05),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차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0.102, p<.1). 즉, 교육수준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단기빈곤을 경험하

거나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청년기 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교육수준은 로그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으로 통제된 교육

수준이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임금 차이를 설명하는 효

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빈곤 기간이 청년기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수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청년기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실업률이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임금 수준이 높았으며

(B=0.103, p<.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1, p<.001). 또한 현재 거주하는 곳의 실업률이 증가

하는 경우 임금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6, p<.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성별(B=0.109, p<.01), 연령(B=0.040, 

p<.001), 거주지 실업률(B=-0.043, p<.1)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육수준을 포함하

지 않은 근로시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5.43,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F=5.31,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통해 아동

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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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청년기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

다. 계수들을 확인하면 장기빈곤의 근로시간은 단기빈곤에 비해 

1.58시간, 비빈곤에 비해 0.52시간 낮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에서도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에 비해 근로시간이 2.06시간, 비빈곤에 비해 

1.08시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빈곤 기간이 로그 근로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확인한 Corcoran et al.(199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Corcoran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로그 근로시간을 종속변수로 두

었을 때 전체 측정 기간 중 빈곤한 기간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로그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빈곤이 

단기빈곤 및 비빈곤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

시간이 전반적으로 높은 국내의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청년기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부모 교육수

준과 성별로 나타났다. 부모 교육수준은 근로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

쳤으며(B=-0.800, p<.001),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4.624, p<.001).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부모 교육수준(B=-0.697, p<.001)과 성별(B=4.374, p<.001)이 동일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수준은 근로시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70, p<.05).

이상을 정리하면,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및 비빈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

은 경우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과 비빈곤에 비해 임금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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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도 아동기 장기

빈곤은 비빈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았으며, 유의수준 10%에서 단

기빈곤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청년기 임금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3-2]는 지지되었으며,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을 때도 빈곤 기간

의 영향이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3-4] 또한 임금의 경우 지지

되었다.

반면,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아

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청년기 근로시간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3]은 지지되지 않았

으며, [연구가설 3-4] 역시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11>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임금, 근로시간 차이

ln(임금) 근로시간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교육수준 
비포함

교육수준 
포함

아동기

빈곤 기간

(장기빈곤 

기준)

단기빈곤
0.113*

(0.055)
0.102#

(0.058)
1.576
(1.451)

2.064
(1.489)

비빈곤
0.130**

(0.048)
0.117*

(0.052)
0.524
(1.347)

1.075
(1.417)

아동기 

배경

부모 
교육수준

0.000
(0.007)

-0.002
(0.007)

-0.800***

(0.202)
-0.697***
(0.198)

형제 수
0.035
(0.027)

0.035
(0.027)

-0.576
(0.752)

-0.569
(0.753)

한부모가구 
경험

-0.045
(0.073)

-0.040
(0.074)

-0.055
(1.525)

-0.295
(1.515)

아동기 
거주지

0.004
(0.038)

0.005
(0.038)

0.111
(1.135)

0.1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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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1, *p<.05, **p<.01, ***p<.001

   2) 괄호 안은 Robust S.E.

개인 배경

성별
0.103**

(0.037)
0.109**

(0.038)
4.624***

(0.954)
4.374***
(0.964)

연령
0.041***

(0.009)
0.040***

(0.009)
0.302
(0.248)

0.334
(0.250)

거주지 
실업률

-0.046#

(0.025)
-0.043#

(0.025)
-0.441
(0.840)

-0.574
(0.844)

교육수준
0.015
(0.014)

-0.670*
(0.326)

상수
4.047***

(0.271)
3.863***

(0.312)
45.357***

(8.071)
53.377
(9.289)

 0.092 0.094 0.099 0.105

Adjusted  0.076 0.077 0.083 0.088

 7.25*** 6.81*** 5.43*** 5.3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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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 및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노동시

장 내에서의 성취가 양극화되면서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 이전 시기, 

즉 아동기의 경험이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동

기 빈곤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국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확인하

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동기 빈곤과 청년

기 노동시장 성취와의 관련성이 다소 모호하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

증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차에서 11차 자료 및 18

차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양적 

지표인 고용상태, 질적 지표인 임금과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개인의 인적자본인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기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라 이러한 노동시장 성취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상태의 경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임금과 근로시간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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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빈곤은 청

년기 고용상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실업의 가능성을 높이지

는 않았지만, 구직단념자로 정의된 NEET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동기 빈곤이 실업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국내 노동시장이 인적자본에 따른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동기 빈곤이 NEET 가

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하향취업

을 선택함에 따라 낮은 인적자본으로 인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아동기 빈곤층이 구직을 단념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

하다. 결과적으로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NEET의 가능성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뿐만 아니

라 아동기 빈곤이 NEET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을 포함

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 [연구가설 1-4]는 NEET의 경

우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비

빈곤 집단에 비해 청년기 임금 수준이 8.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자 아동기 빈곤의 영향은 

사라지고 교육수준만이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 임금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낮아진 인적자본이 이후 노

동시장에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

다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기 빈곤과 청년기 임

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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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기 빈곤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여

전히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1-4]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높은 노동시간과 더불

어 국내 노동시간이 직종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과 청년기 근로시간과의 관

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1-3]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연구

가설 1-4] 또한 근로시간의 경우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 아동기 빈곤 심도는 청년기 고용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

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아동기 극빈층의 경우 일반빈곤층, 저소

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실업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극빈층의 경우 일반빈곤층을 비롯한 다른 집단에 비해 

실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며, 본 연구의 가설

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극빈층 표본 중에서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 자체가 불가능한 바, 본 연구의 결

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NEET의 가능성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아동기 극빈

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 모두에 비해 NEET에 속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아

동기 극빈층은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NEET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극빈층은 일반빈곤층, 저소득

층, 비빈곤층에 비해 실업 및 NEET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설 

2-1]은 NEET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을 모형에 포함

하더라도 아동기 빈곤 심도는 여전히 실업 가능성과 NEET 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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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동기 빈곤 심도는 청년기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극빈

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임금 수준이 24.7% 낮았으며, 저소득층에 비

해 2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빈곤층과 비교해

도 극빈층의 임금 수준은 17.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

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극빈층이 저소득층과 비빈곤층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임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 심도와 청년

기 임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

으며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임

금의 차이가 발생해 [연구가설 2-4] 역시 지지되었다.

반면 청년기 근로시간의 경우 극빈층과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

빈곤층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

서 아동기 빈곤 심도에 따른 청년기 근로시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 심도와 청년기 근로시간과의 관련성을 확

인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연구가설 2-4]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빈곤 기간과 청년기 고용상태의 관계는 그다지 명확

하지 않았다.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실업 가능성의 차이는 교육

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 모두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기 빈곤 기간이 NEET 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장기빈곤은 비빈곤에 비해 NEET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장기빈

곤과 비빈곤의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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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기 장기빈곤은 단기빈곤, 비빈곤에 비해 실업 및 NEET의 가

능성이 높다는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연구가설 3-4]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빈곤 기간은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장기빈곤은 비빈곤에 비

해 임금 수준이 13.0% 낮았으며, 단기빈곤과 비교해도 11.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을 포함한 경우에는 장기빈곤은 

비빈곤에 비해 임금 수준이 11.7%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준 10% 수준에서 장기빈곤은 단기빈곤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10.2%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 기간과 청년기 

임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으며,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아동기 빈곤 기간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해 [연구가설 3-4] 역시 지지되었다.

반면 근로시간의 경우 장기빈곤, 단기빈곤, 비빈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수준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모

든 집단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을 포함

한 모형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만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 기간과 청년기 근로시간과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가설 3-3]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연구가설 

3-4]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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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빈곤의 심도와 기간에 따라 노동시

장 성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빈곤은 청년기에 NEET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으며, 청년기 임

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NEET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

했을 때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빈곤의 직접적인 

효과 혹은 교육수준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은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했을 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아

동기 빈곤이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년기 임금 수준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극빈층에 속

한 집단은 일반빈곤층, 저소득층, 비빈곤층에 비해 실업의 가능성은 

낮은 반면 NEET의 가능성은 높았으며,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교육수준을 추가로 통제한 경우 그 유의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심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에 장기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단기빈곤과 비빈곤 

집단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을 

추가로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빈곤 기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

동기 빈곤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여,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

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국외 연구들

은 오랜 시간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기 전체 혹은 일부의 가

구소득이나 빈곤상태가 청년기를 비롯한 성인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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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동기 빈곤을 

청소년기 한 시점의 가구소득만을 이용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아동

기 전반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며, 측정오차 또한 크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빈곤을 보다 이른 시기인 

만 8세부터 측정하였으며, 다양한 시점의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아동

기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측정오차를 감소시켜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 국내 연구가 20대 초중반의 결과만을 확인한 반면,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실제로 진입할 시기인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의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동기 빈곤이 청년 후기의 노동

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임금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기 전반에 미치는 아동기 빈곤의 부적 효과를 

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 후기는 성인기와 보다 가

까워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획득한 노동시장 성취가 성인

기의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아동기 빈곤이 이 시기

의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은 이후 성인기의 노

동시장 성취에도 이어질 수 있는 아동기 빈곤의 장기적 영향을 유

추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 심도뿐만 아니라 빈곤 기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분석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아

동기의 빈곤 심도, 기간, 시기에 따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가 다르

게 나타난 것을 보인 반면, 국내에서는 빈곤의 심도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만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빈곤의 기간까지 분석에 포함하여, 아동기에 장기적인 빈곤

을 경험한 집단은 단기적인 빈곤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청년기 임

금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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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빈곤 집단 내에서도 빈곤 기간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

로 인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

동기 빈곤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아동기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청년기에 NEET, 즉 구직 단

념의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을 모형에 포

함하여 그 영향을 통제한 경우에도 아동기 빈곤은 NEET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 

빈곤이 아동기의 발달이나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기에 경

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아동기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은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

재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소득지원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개편을 통해 급여 선정의 기

준을 절대적 빈곤선에서 상대적 빈곤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소득 수

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으로 지원하여, 빈곤층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급여기준과 급여수준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 생계급여는 대상자는 소득인정

액이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이하인 경

우이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기 빈곤층을 구분한 경우에도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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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을 통해서는 빈곤으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수

준을 살펴봐도, 생계급여만 수급하게 되는 경우 중위소득의 30%에

서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제공하는 모든 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자녀가 있는 빈곤 

가구의 경우 아동에게 투자하기 위한 자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 수준의 차이를 둘 

뿐 아동의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빈곤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적인 소득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형태로 빈곤 아동에게 소득을 지원

하거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

상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는 아동이 있는 빈곤 가

구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빈곤의 심도와 기간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적으로 극빈층과 장기빈곤층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청년기 근로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임금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극빈층 

혹은 장기빈곤층이 청년기가 되었을 때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노동시장 내

에서 취업난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하향취업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서(황남희·정주연, 2011;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낮은 인적

자본으로 인해 경쟁에서 밀리게 된 아동기 극빈층이나 장기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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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등 그들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

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극심한 빈곤이나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하

고 있는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소득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도 단순히 고용을 촉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보다

는 임금 수준과 같은 질적인 노동시장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이들

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했을 때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교육수준을 통해 설명되는 부분 또한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의 경우 교육수준을 추가로 모형에 포함하

였을 때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사라져, 아동기 빈곤이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년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처럼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은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개입 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 가구에 대한 소

득지원정책과 동시에 빈곤 아동의 인적자본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적·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현재 빈곤 아동의 발달이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드림스

타트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7년부터 시작된 드림스타트사

업은 빈곤가구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

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건강, 인지·정서적 

발달 프로그램 및 가족에 대한 부모교육,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혜영, 2012; 조흥식 외, 2015). 드림스타트사업의 효

과성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 사업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전

연진·이상균·김하나, 2013; 송미령·김정화, 2014), 이 사업에 대한 

공공 자원의 투입은 미미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상균, 2017). 아

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동의 인적자본인 만큼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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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천 

현장에서 제공되므로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

공자의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업이 아동

기의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나 

이후 성인기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

의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빈곤과 관련된 법률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

로 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빈곤의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국내에서는 2012년 7

월 15일부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

동빈곤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복

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

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빈곤 아동에 대한 최초의 독자적인 법이다(문

영희, 2012). 그러나 동법은 전문 11개조로만 구성되어 형식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문영희, 2012; 이미영, 2016; 최윤영, 2017). 따라서 아동기 빈곤

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의 입법 사례를 활용하고, 아동 빈곤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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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지닌다. 첫째, 아동기 중 8세 이전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지 못

하였다. 아동기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만 8세에서 17세 사이

에 측정된 모든 가구소득을 이용해서 아동기 빈곤 상태를 측정하였

으나, 만 8세 이전에 나타난 생애 초기 빈곤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

한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빈곤의 심도나 기

간뿐만 아니라 빈곤의 시기도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생애 

초기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누락변수로 인한 결과의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기 발달 및 청년기 노

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변수를 통제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관측하지 못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변

수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기 빈곤

에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아동기 빈곤 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청년기 노동시장 성

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인적자본 변수

인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해 아동기 빈곤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정한 것은 아니며, 교육수준이 아닌 다른 경로가 무엇인지도 실증

적으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집단이 

‘왜’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가 낮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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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이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적인 수준에서 아동기 빈곤과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인적자본 변수인 교

육수준을 통제했을 때도 아동기 빈곤이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0세부터 시작되는 아동기 전체의 경제적 상태를 반

영한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빈곤의 시기에 따른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규명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도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확인함에 있어 선행연구와 

같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와 같은 분석방법만으로는 미관측 요인을 통제하지 못해 아동기 빈

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방법을 통해 아동

기 빈곤의 인과적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빈곤이 청년기를 비롯한 성인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즉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 빈곤은 아동의 인적

자본 수준을 통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를 통해 이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교육수

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음에도 아동기 빈곤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에 주목한다면 인적자본 외에 아동기 빈곤과 청년기 노동

시장 성취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탐색 또

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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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aims to find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labor market outcomes of young adulthood an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among their labor market outcomes by the depth and 

duration of childhood poverty.

The difficulties that young men face in labor market increase 

gradually. Unemployment among the young has risen, and there 

exists a huge number of discouraged youth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the wage gap of employees has widen, which 

means inequality in labor market outcomes is growing. Therefore, 

many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outcomes has 

been conducted. However, there is few studies that find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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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ildhood poverty on labor market outcomes of young adulthood 

in Korea. Childhood poverty can affect labor market outcomes 

because it has on negative impact on child development and their 

human capital.

If childhood poverty negatively affects labor market outcomes of 

young adulthood, we can say inequality of opportunity prevails 

throughout the society because one’s achievements are 

determined by uncontrollable factor. In addition, the poverty that 

experienced in early life can negatively affect achievements and 

quality of life in whole life. This low achievements can also be 

pasted down to their children. Therefore, to guarantee equality of 

opportunity, to improve individuals’ quality of life, and to break 

out of a vicious circle of povert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study on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labor markets 

attainment of young me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1998-2007 and 2015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are to verify childhood poverty(ages 8-17) 

affects the labor market attainments during young adulthood(ages 

25-34) and to confirm that this effect is still significant even when 

the years of education variable, as human capital, is statistically 

controlled. Also, considering heterogeneity of the poo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depth and duration of poverty affects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young.

Methodologically, this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whether childhood poverty(also 

depth and duration) affects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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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employed, unemplyed, and NEET). Also, it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effect of poverty(also depth 

and duration) in childhood on wage and hours of work in young 

adulthood. Moreover, to confirm that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is still significant when education variable is controlled, it 

analyzed two model in order. The first model controlled family and 

individual background except education variable. The second model 

controlled all variables including educ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childhood poverty did 

not affect the chances of being unemployed. However, it increased 

the chances of being NEET. This result was same when the years 

of education had been controlled. Next, childhood poverty had a 

negative effects on wages of the youth. Concretely, the youth who 

had experienced poverty in childhood earned 8.3% less wages than 

the youth who had not being poor in childhood. However,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disappeared when the years of 

education had been controlled, so that childhood poverty only had 

indirect effect on wages. Meanwhile, childhood poverty was not 

associated with hours of work in both two model.

Secondly, the depth of poverty affected the employment status. 

Concretely, the young who had experienced extreme poverty had 

lower chances to be unemployed and higher chances to be NEET 

than others. This result remained same in second model. Next, the 

depth of poverty also affected wages. The extreme poverty group 

earned the lowest wages than other groups. This result was also 

same in education-included model. However, in the case of hours 

of work,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p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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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in both two model.

Lastly, the duration of poverty did not affect the chances of 

being unemployed.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long-term poverty and short-term poverty in terms of the chance 

of being NEET. This result was same when the years of education 

had been controlled. Next, the duration of poverty negatively 

affected wage in both two model. The youth who had experienced 

long-term poverty earned less wage than who had experienced 

short-term or no poverty. However, the duration of poverty was 

not associated with hours of work in both two mode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enhanc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nd introducing a 

anti-poverty program which consider families who live with 

children. Also, it suggests that policies need to be designed to 

reflect the heterogeneity of the poor.

keywords : Childhood poverty, Labor market outcomes, Young 

adulthood, Depth of poverty, Duration of pover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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