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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적 분석

-임금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재 철

본 논문은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을 청장년장애인(15-49세) 및 고령비장애인(50-64세)과 비교해서 연령과 장

애로 인해 고용확률(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과 임금수준(시간급임금수준)

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 간 특성

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인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

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과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을 병합

(merge)하여 사용하였다. 실질격차가 존재하는지는 전체집단(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고령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에서는 다항로지스틱을, 임금

수준에서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격차분해는 두 집단을 대

상으로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격차는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 사이에서만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고령여부 변수가 고용에서는 상용직/실업에 p<.1 수준에서, 그리

고 임금수준에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반하여 장애여부는 고용과 임금수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아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간의 실질격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 ii -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고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둘째, 청장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은 43.81% 이었고 고령장애인은 

32.07% 였다. 따라서 연령으로 인한 상용직 고용확률의 총격차는 11.74%인

데, 이를 격차분해하면 특성에 의한 격차가 7.96% 이었고 연령차별에 의한 

격차가 3.78% 이었다. 총격차 11.74%를 100%로 설정했을 때 특성격차가 

67.8%, 연령차별 격차가 32.2%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용직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차별 보다는 특성에 의한 격차가 컸다.

셋째, 임금수준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시간급 임금수준의 총격

차를 100% 라고 하면, 특성격차가 7.95% 이었고 차별격차가 92.05% 로 차

별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연령차별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인적자본변

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84.96%) 때문인데, 적어도 임금노동자로서 고령장애

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평균적으로 청장년장애인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고용정책에서 고령장애인의 저임금 보조

정책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에 고령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제도 신

설과 둘째, 고령장애인이 주로 경비/주차관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

무하는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기준을 폐지해야 한

다. 셋째, 고령자고용정책에서 장애변수를 반영하여 사업주가 고령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기준고용률 산정 시에 이배수 산정(double coun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금보조 외에 노동공급측면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

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이 필요하고, 취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고용제도와 장애

인고용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연령차별이 확인되고 장애차별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정책에서 고령장애인 근로자에 대

한 임금보조 등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정책을 장애인고용정책에 흡수 통합

하는 방안이 최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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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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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장애출현율 증가는 서구 선진국처럼 고령자와 

장애인의 노동시장 조기퇴직이 아니라 노동력의 고령화와 장애화를 초래하고 

있다(이철희, 2006).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대비 2008년에 고령장애인(50-64세) 인구는 55,357명 늘어난 

684,182명인데 경제활동참가자수는 81,856명이 늘어난 357,560명 이었다. 경제

활동참가율이 무려 8.38%p 가 증가해 52.26% 에 이른다(보건사회연구원,

2008). 고령노동을 예측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은퇴 예상 나이도 

60-64세 11.9%, 65-69세 26.3%, 70-74세 35.7% 로 매우 높았다(한국장애인고

용공단, 2008). 고령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생활

비를 벌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71.6%), ‘용돈이나 여가 활동비를 벌기 위

해’(9.1%), ‘집에 있으면 무료해서’(7.7%)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고 응답한 고령장애인은 36.3%에 불과해(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경제적 상태가 열악해서 정규퇴직 시점 이후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전형

적인 지속근로자형 또는 장기지속근로자형에 해당했다(홍백의 등, 2010)1). 이

처럼 한국사회에서 고령장애인의 노동은 사회보장측면에서 연금의 다층체계

가 안정적이지 못하고(이철희, 2006) 세대 간 사적이전소득이 부족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생계를 위한 고단한 삶의 여정’ 과 같다2).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노동력(workforce)

을 제공하고 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OECD(2009)는 한국이 공식은퇴연령(60세)에 비해 실질은퇴연령이 남성기준으로 11.2
년, 여성기준으로 7.9년이 더 긴 것으로 보고했다. 

2) 이와 달리 R. Pagán(2009)은 유럽 11개 국가에서 시간제근로(part-time work)가 고
령장애인에게 건강상태와 직업생활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으
로 이를 적극 권장하여 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소외를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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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da, 1994; Pagán, 2009). 따라서 정책적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고

용촉진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령

과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 한국사회도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과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동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

의 고용촉진의 지원)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개발, 직업능력

개발, 고용기회확대, 법령정비 등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률로 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법과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도 불

구하고 고령장애인은 임금노동에서 청장년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에 비해 종

사상지위(employment status)와 임금수준(wage)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2008년을 기준으로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고령장애인(45-64세)은 상용직 비율

이 41.3%로 청장년장애인(15-44세) 63.1%와 고령비장애인(50-64세) 56.6%에 

비해 낮았고 오히려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시일용직 고용확률이 

높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통계청, 2012). 그리고 임금수준에서는 2008

년 기준으로 고령장애인(50세이상)의 월평균임금은 92만원, 청장년장애인

(15-49세)은 157만원, 고령비장애인(50세이상)은 196만원으로 고령장애인의 임

금수준은 청장년장애인의 58.3%, 고령비장애인의 46.7% 로 매우 낮은 수준이

었다(보건사회연구원 2008, 통계청 2012). 이와 같이 고령장애인은 종사상 지

위와 임금수준의 현격한 격차 때문에 연령과 장애로 인한 중복소외(double

disadvantage) 또는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등, 2006; 김용탁, 2007; 황진수, 2008).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령장애인 노동시장 이중차별 연구는 실증적으

로 연구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령장애인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지금까지 고령장애인 관련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에 관한 연구(이효성 등, 2007; 박혜전, 2007),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황주희, 2011),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연구(김용탁, 2007; 황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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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미리 등, 2011), 중복소외 또는 이중차별의 논의(김은혜 등, 2006; 김

용탁, 2007; 황진수, 2008) 이다. 개념적으로도 고령과 노령에 대한 혼선이 있

고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임상 연구도 더 진전이 필

요하다(박혜전, 2007; 양희택, 2011). 무엇보다도 고령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증

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정책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외 선행연구도 고령장애인에 대해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을 실증적으로 검

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연령차별의 관점에서 

Madden(2004)은 청장년남성이 건강상태를 통제하면 고령남성과 임금수준에서

는 거의 차별이 없지만 고용차별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장년남성

이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중요한 직업에 고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장애차별 측면에서 Gannon et. al(2009) 과 Melissa Bjelland et. al(2010)

은 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 간에 임금격차는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고용차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고용정책은 임금격

차를 줄이는 방식 외에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차별이 없도록 다양한 직종

개발,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노동공급정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50-64세)이 청년장애인(15-49

세) 및 고령비장애인(50-64세)과 비교해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

준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 간 특성영

향과 차별영향으로 격차분해 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이중차

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의 고령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힘겨운 임금노동을 지속해야 하

고 그 과정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이중차별 

연구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제도와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사각지대 해결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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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장애인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고령으로 인

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고령장애인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고령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고령장애인은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고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제2절 논문의 구성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논문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첫째, 고령장

애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고

령장애인의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임금노동자로서 종사상의 지위와 임금수

준을 살펴본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을 정리하고 고령장애

인과 두 제도의 관계도 살펴본다. 셋째, 노동시장 차별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

선별이론, 수요독점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을 고령장애인과 관련하여 정리한

다. 넷째 선행연구는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와 고령장

애인의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은 연구방법으로 연구가설, 분석자료, 분석모형, 변수의 측정을 살펴본다.

제4장은 연구결과로 크게 고용차별과 임금차별로 구성한다. 각각 일반적 특성,

종속변수와 변수들의 상관관계,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고령장애인

의 이중차별 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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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고령장애인 경제활동

1. 고령장애인의 개념

1) 고령과 노령

고령장애인 집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고령’과 유사개념인 ‘노령’의 

개념을 비교한다. ‘고령’은 ‘노령’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박혜전 

2006; 김용탁 2007; 황주희 2011). 그러나 고령과 노령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사전적 의미로 고령은 ‘많은 나이’로 단지 연령을 구분한다. 노령은 ‘늙은 나

이’ 라는 의미를 가져 연령구분보다 노화의 개념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된다. 우선 노령의 개념은 노인의 개념과 연관하여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

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는 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성재 등, 2006). 대체

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다양한 연령구분이 존재한다.3) 그러나 고령은 

노령과 같이 노인과 반드시 연관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더욱 모

호할 수밖에 없다.

‘고령’이란 용어는, 고용노동부가 일본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를 기초로 1991

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現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면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 ‘고령’

과 ‘고령자’라는 단어를 ‘노령’과 ‘노령자’라는 단어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령과 고령자가 고용정책에서 주로 쓰이게 된 배경은 이처럼 일

본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고령과 고령자라는 

3)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학자들에 의하면, Neugarten(1974)은 55-75세 연소노인
(young-old), 75세이상을 고령노인(old-old)로 구분했고, Brody(1977)는 60-64세 연소노인
(young-old), 65-74세 중고령노인(middle-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 구분했다(최
성재, 2006 재인용). 국내 학자 중에서 최성재(2006)는 60-69세를 연소노인, 70-75세 중
고령노인, 75-84세 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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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제도 도입 전에도 일부 사용했겠지만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겠다.4)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같이 신규제도가 외국에서 도입되면 정책 입안자들은 

학계와 공동으로 주요 용어 사용을 검토한다. 만약,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검토 후 수정하거나 폐기한다. 예를 들면, ○○

자(者) 에 대한 가부반응이 있다. 고령에서 파생된 고령자는 앞에서도 보았듯

이 단순히 연령구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者)를 써도 무관하다. 그러나 노령

자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노령자라는 단어가 어법

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낮춤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대를 중요하게 여긴 예우차원이라고 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도입된 ‘장해자고용촉진법’도 ‘장해자’라는 단어를 거

부하고 ‘장애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령과 노령은 정부부처와 정책에 따라서도 다르다.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에

서는 ‘고령’과 ’고령자’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고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에서는 노

령과 노인이 주로 사용된다(김용탁, 2007).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노동시장 

참여측면에서도 고령자는 일반 경쟁노동시장에 주로 참여하고 노인들은 대체

로 비경쟁노동시장에서 참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고령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고령의 개념은 단순히 

연령구분으로 ‘많은 나이’를 의미한다. 둘째, 고령은 노령과 달리 역연령 방식

에 의해서만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구분한다. 셋째,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도입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법에는 50-54세를 준고령자로, 55세 이

상을 고령자로 정하고 있다. 넷째,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다.

<표1> 고령과 노령의 구분

4) 국회도서관 검색사이트에서 단어검색으로 “고령”을 발행연도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검색한 결과, 전체1862건 중에서 70년대 80년대는 국내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일본의 문헌들이 검색되었다. 90년대 초부터 고령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문
헌상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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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령(高齡), 고령자(高齡者)5) 노령(老齡), 노인(老人)6)

개념
‘많은 나이’는 많고 적은 연령구분 의
미. 주로 50-64세 미만을 말함 

‘늙은 나이’로 정서적, 정신적, 육체
적, 사회적 변화를 의미. 주로 65세 
이상을 의미

구분
방식
7)

역연령(chronological age) 역연령(chronological age)
기능적연령(functional age)
생애주기
심리적/사회적연령

고용정책
법규정 
여부

법으로 규정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1991.12.31, 제정]

법으로 규정하지 못함
-노인복지법에 노인을 연령으로 

규정하지 않음8)

단어의 
학문적 
연혁

1991년 법제정 전까지 국내에서 학문
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

1968년 한국노인병학회가 창설되면
서 학문적 연구 시작(최성재 등,
2006)

사용분야 고용 및 노동 분야 보건 및 복지 분야

2)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정의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1980년에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핸디캡

(handicap)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핸디캡(handicap)을 신체장애 외에 사회적 

기능장애로 보았다. 이에 Nagi(1991)는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장애(disability)로 분류하고 WHO(1980)의 핸디캡만을 장애

(disability) 로 분류하였다. 또 Berkowitz & Hill(1989)은 장애가 손상과 기능

제약처럼 의학적 구분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5) 박경수(2006)는 고령과 노령의 개념적 혼란을 막기 위해‘고령층’이라는 단어를 제안했
다(김용탁 2007; 황주희 2011 재인용).

6) 그 밖에도 늙음과 관련된 개념으로써 노년, 노령층, 노후, 노화가 있다.
7) Atchley(1994)는 노인을 역연령, 기능적연령, 인생주기, 심리적(psychological age), 사회적

연령(social age)로 구분하였다.

8) 일부 문헌에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고 했으나 실제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65세 이상인자로 한다고 되어 있
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60세 또는 그 미만도 노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제33조2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0세 이상 노인도 가능하고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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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nte(1991)는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functional limtation), 활동제한

(activity limitation)로 구분하였다(유동철, 2000 재인용).

이러한 장애 개념은 WHO 가 2001년도에 발표한 ‘국제 기능․장애․건강분

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 Health) 로 발전

하였다. ICF 는 ‘건강’과 ‘장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그것은 

첫째, 모든 인간은 건강의 감소를 경험하고 따라서 장애는 소수의 장애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이 체험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고

령자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장애는 증가한다(Harley, et al., 2003; He, et al.,

2005; Yang & Goorge, 2005; 황진희, 2011 재인용). 따라서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은 장애로 인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둘째, ICF 는 장애를 ‘의료적(medical) 또는 ‘생물학적’(biological) 역기능

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측면’ 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개념정의를 통해서 

장애를 단순히 신체 및 정신의 손상과 기능제한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개념으로 확대 해석했다(WHO, 2012).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고 40대 후반부터 장애출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ICF 의 장애개념은 장

애의 보편성과 사회성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본 연구를 위해서도 가장 타

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인의 개념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은 성별, 등록여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

게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여부에 따라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등록장애인은 다시 지체장애등 15개 장애유형과 1∼6급까지 장애등

급이 있다. 장애정도를 장애등급으로 구분하면 중증장애인은 1∼2급(일부3급),

경증장애인은 3급∼6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발생시기별로 선천성장애

인 또는 후천성장애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이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장애인을 장기성장애인(life-long disabled elderly)으로, 노인 시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을 노인성장애인(late-long disabled elderly) 또는 장애노인(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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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 elderly)으로 정의한다(한국뇌성마비복지회, 1995; 박혜전, 2007 재인

용). 특히, 노인성장애인은 노령기에 노화로 인해 주로 처음으로 장애를 경험

하여 장애수용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 급여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 하

는 특성을 보인다(이효성 등, 2007). 그리고 양희택 등(2011)은 실증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고령화된 장애인이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보다 일상생활동작

(ADL)/도구적일상생동작(IADL) 이 높으나 건강상태가 더 열악하고 심리적으

로 고령화된 장애인이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보다 더 우울 정도가 높으며 

삶의 만족도에서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3) 고령장애인의 개념

고령장애인과 노령장애인의 개념을 정리하면, 고령장애인은 나이가 많아 신

체적·정신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를 말한다. 단지 장애인의 연령구분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노령장애인

은 노화로 인하여 정서적·정신적·육체적·사회적 변화와 장애를 장기간에 결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고령장애인과 노령장애인과의 개념적 관계는 고령이라고 해서 모두 노인의 

특성을 보이는 노령장애인이 아니지만 노령장애인은 모두 고령장애인이기 때

문에 고령장애인이 연령구분을 통해 노령장애인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고령은 단순히 연령구분의 의미만을 보이기 때문에 정서적·정신

적·육체적·사회적 변화와 장애를 언급할 때는 노령장애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주로 직업재활, 의학 분야에서는 고령보다는 노령이 개념적

으로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노령장애인보다 고령장애인으로 표기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첫

째, 본 연구의 주제가 고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 둘째 고용정책적으로 준고령

을 50-54세, 고령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연령구분이 명확한 반면에 노령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셋째, 노령은 노인의 개념과 연관하여 고령보다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넷째, 복지 대상의 이미지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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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과 노인보다는 나이는 많지만 노동이 충분히 가능한 고령자라는 이미지

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

다.

고령과 노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 개념과 결합하면 개념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조작적 정의 또한 쉽지 않다. 연구자가 조사목적에 따라 편의상 

주로 역연령방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고령과 노령을 역연령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차이, 특히 특수한 일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의 개인차를 무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산업노년학(industrial ger-

ontology)에서 강조하는 기능적 연령9)은 개인 및 개인 간의 노화의 특성이 다

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고령과 노령의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편의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 있다(최성재,

2006). 마찬가지로 장애와 장애인의 조작적 정의도 측정기준으로 단순히 장애

인복지법상의 15개 장애유형과 등급으로는 능력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가 없

는 단점이 있지만 편의적인 장점이 있다.

한국의 고령자고용정책에서 준고령을 50-54세, 고령을 55세 이상으로 규정

하고 노령은 65세 이상10)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준고령자를 50-54세로 설

정한 이유는 고령자고용정책의 대상이 50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령을 65세 이상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노인복지법상의 서

비스가 대체로 65세 이상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OECD와 유럽연합(EU)의 고령자고용정책 기준연령은 55세-64세이

다. 이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금수급연령은 65세로 수렴되고 

9) 일본의 야마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체력검사와 지능검사를 종합하여, 역연령과 기능적 
연령과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역연령이 55세인 고령자가 기능적 연령은 48-62세 사이로 14세차이가 난다면, 역
연령이 75세인 노인은 기능적 연령이 66-84세로 18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성재, 2006 재인용) 

10) 최성재 등(2006)은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으로 65세가 아니라 60세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첫째 전통적으로 60세에 회갑을 축하하고 둘째 
사람들이 60세를 노령의 시작으로 제일 많이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셋째 정년퇴
직이 주로 55-60세 이고, 넷째 국민연금법에서 60세를 정상연금수급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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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11) OECD와 유럽연합(EU)의 고령자고용정책은 대체로 조기퇴직이 시

작되는 55세부터 연금수급연령인 65세 이전까지를 중심대상으로 한다(주은선 

등, 2010). 또 본 연구를 위한 고령화패널데이터에서는 고령자를 만45세 이상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에 대한 역연령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45세부터 64세 까지를 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준고령자(50세)를 포함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이 가능한 노령(65세) 이전으로 한다. 즉 50세에서 

64세 까지로 고령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서 장애정도는

ADL/IADL 과 ICF의 활동과 참여의 공통항목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단순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여부와 장애등급 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장애인이 

고령비장애인 및 청장년장애인과의 장애에 따른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준하여 50세

부터 64세까지의 고령자로서 ADL/IADL 및 ICF 에 근거한 수행능력에 장애

를 가진 등록장애인 또는 의사로 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자12) 로 정의한다.

11) 그러나, 미국은 2003년도에, 프랑스는 2010년에 각각 연금개혁을 통해 조기연금의 경우 
60세→ 62세, 정상연금은 65세→67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12) 고령화패널데이터는 장애등록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장애판정여부로 장애여부를 파악하
고 있다.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등록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의사의 장애판정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등
록과 장애인판정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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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고령 및 장애 구분에 따른 표본집단별 조작적 정의

2.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1)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종사상의 지위 현황

50-64세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 43.9%에서 2008

년 52.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령비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

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고령비장애인은 2000년(64.5%),

2005년(65.8%), 2008년(67.8%) 로 조금씩 증가했고13) 청장년장애인은 2000년

(68.5%), 2005년(54.2%), 2008년(53.2%) 소폭 감소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을 기준으로 횡단면적으로 보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은 10명 중에서 

5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고령비장애인들은 10명중 7명 정도가 경제활동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통계청 2012; 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5, 2008)

13) 이론적 배경의 고령비장애인 통계치들은 통계청의 50-64세의 전체인구의 추계치이다. 
따라서 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전체인구의 추계치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장애
여부가 반영된 통계치이면 50-64세의 고령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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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고령장애인, 고령비장애인, 청장년장애인의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p)

대상 연령 2000년 2005년 2008년 ‘05-‘08 증감

고령장애인 50-64 * 43.9 52.3 8.4

고령비장애인 50-64 64.5 65.8 67.8 3.3

청장년장애인 15-49 68.5 54.2 53.2 △1.0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와 관련된 일반 통계는 노동시장 차별이론을 설명하기 

힘들고 경제활동인구에는 임금노동자 외에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자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고령장애인들은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라 2차 

노동시장에서 고령비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더 열악한 종사상의 지위

를 가지며 저임금으로 종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노동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며 따라서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차별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1년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을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을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차별요인 때문

에 고령비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

은 임시직과 일용직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표3>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정의

임금근로자 정의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으로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없어도 1년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임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2008년 고령화패널데이터 및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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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는 2008년을 기준으로 고령비장애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의 종

사상 지위별로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조사(63년∼현재)를 보면 고령비장애인의 종사상지위를 연령별로 보여

주는 항목이 없어 연령별 근로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로 대신 살펴보았다.

고령장애인의 기준도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50-64세가 아니라 45-64세를 

기준으로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표4> 고령비장애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의 종사상지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고령비장애인
(50-64세)

고령장애인
(45-64세)

청장년장애인
(15-44세)

종사상
지위

상용직
(정규직)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인원
(%)

1,645

(56.6)

1,261

(43.4)

103

(41.1)

147

(58.9)

80

(63.1)

47

(36.9)

합계 2,906(100) 250(100) 127(100)

2008년을 기준으로 50-64세 고령비장애인은 상용직(정규직)이 1,645천명으

로 56.6%를, 임시일용직(비정규직)은 43.4% 였다. 고령장애인은 45-64세로 살

펴본 결과 103천명으로 상용직이 41.1%, 임시일용직이 58.9%로 나타났다. 만

약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을 50-64세로 보았다면 고령이 될수록 상용직 비율

은 줄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용직이 41.1%보다 낮은 고용

률을 보였을 것이고 임시일용직 58.9%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것으로 본

다. 이는 청장년장애인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할 수 있다. 청장년장애인을 

15-49세로 보았다면 상용직은 63.1% 보다 낮아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임시일

용직은 높아졌을 것이다.

통계자료를 통해 고령장애인은 상용직 고용확률이 청장년장애인과 고령비장

애인에 비해서 낮고 임시일용직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령

장애인의 낮은 종사상 지위 때문에 고용에서 고령장애인이 연령과 장애로 인

한 이중차별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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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장애인의 임금수준 현황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 보다 낮은 

수준이다.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2008년 기준으로 월평균임금이 91만 6천원 

인데 반해 동기간의 청장년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157만원이었고 고령비장애

인은 196만원이었다. 고령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청장년장애인의 월평균임금

수준의 58.3%, 고령비장애인의 월평균임금수준의 46.7% 에 불과했다(통계청 

2008, 보건사회연구원 2008).

그러나 이러한 임금수준은 근무시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임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저연

령의 청장년장애인 일수록 정규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길었고 고령장

애인은 초과근로시간이 짧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고령장애인은 고령

과 장애로 인해 본인이 희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책

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연장하면서 근무시간과 급여수준을 줄

이기 때문에 고령자가 반드시 시간급임금수준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절 고령장애인 관련 제도

현재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대상별 고용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각각 시행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고용노

동부와 보건복지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성재

(2011)는 고령자의 연령에 따라 고용서비스 주체를 분류하였는데, 50-64세 고

령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은 보건복지부가 고용서

비스를 주로 제공하지만 두 기관의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쟁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를 민간사업체에 주로 취

업시키고 보건복지부는 비경쟁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직업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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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

징을 정리하면, 첫째 정책주체의 중복문제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 고용정책의 

실행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편의적이지 못

하다. 둘째,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대상 간 편차가 심하다. 미등록장애

인, 고령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이 많다.

본 연구가 50-64세의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촉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 장애인고용촉진제도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1990년에「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0년에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이 보강되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다.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와 산하의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지원사업, 사업주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사업에는 장애인의 취업알선, 직업능력평가, 보

조공학기기서비스, 근로지원인제도가 있고, 사업주 지원에는 대표적으로 장애

인 고용장려금, 무상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있다. 교육훈련으로 장애인

에 대한 인식개선과 연구사업,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고용관련 통계를 보면,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

를 고용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는 전국의 2만 3249개소이고 장애인근로자는 

전년대비 9593명이 늘어난 12만 6416명이고, 장애인고용률은 0.37% 상승한 

2.24% 이다(고용노동부, 2011). 고용분야별로 보면, 중앙정부 공무원이 총 1만 

7207명이며, 장애인고용률은 2.4%이다. 중앙정부 비공무원은 4196명이고 장애

인고용률은 2.36%을 보였다. 정부 외 공공기관은 총 6775명의 장애인이 있고,

2.56%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 민간기업은 총 9만 8238명의 장애인을 고용

하고 있었으며, 2.19%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였다(고용노동부, 2011).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장애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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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록장애인은 고용촉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정신장애

인과 같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한 장애유형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약 5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정부의 고용촉진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서 장애인 등록여부 외에 중요한 변수는 장애정도

(degree of disablity)와 성(gender) 이다. 고용알선 서비스 및 지원금 지급 시

에도 장애정도(중증/경증)와 성(여성/남성)을 구분하여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

애인에게,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에게 각각 지원금 또는 가점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 차별이 더 심한 여성장

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더욱 배려하려는 목적이다.

<표5>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만 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 후 만 3년 초과만 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6급 경증장애인은 4년간만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사업의 기금재원은 주로 장애인 미고용사업장이 1년에 1번 납부하는 장애

인 고용부담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평균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

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3%14)을 미달할 경우, 미달고용인원(상

시근로자수*2.3%)*1인당단가(2011년단가 560,000원) 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

는 패널티 성격의 금액이다.

기금은 매년 1500억원 정도 조성이 되며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장애인 미

고용사업체의 갹출금 성격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

부분 다시 지원된다. 그런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때도, 중증장애인은 

14)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은 3%이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이고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2년∼2013년까지 2.5%, 2014년부터 
2.7%로 확대된다(고용노동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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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카운트제를 적용받는다. 더블카운트제도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고

용부담금 산정 시에 경증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처럼 사업체에 유리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장애정도

(degree of disablity) 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은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고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

로 일반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상의 차별금지가 법적근거를 가져 노동시장

에서 결국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으로 특화하고 있다(장창

엽, 2006)

2.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는 1991년에「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하고 2007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보강되어「연령차별 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법」으로 개정되었다. 장애인정책과 달리, 서비스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취업알선은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창업자금융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는 고령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가서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통계를 살펴보면 첫째, 2010년 기준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는 경제활동인구가 475만 4천명인데, 2001년 대비 40%가 증가했다. 둘

째, 고령자의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 만큼 비임금근로자, 특히 농업

종사자가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는 2001년 37.2%에서 2010년 49.0%로 증가

했다. 셋째, 기업내 고령화가 가속되어 근로자 평균연령이 1993년에 34.3세에

서 2009년 38.5세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원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다. 넷째, 주된 일자리 퇴직은 평균53세(남자55, 여자51)로 빨라지고 완

전은퇴는 늦어지고 있다. 다섯째, 재취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이 매우 크

다. 55세~79세 인구중 58.5%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근로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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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고학력 중고령자, 기능원, 조립원, 단순노무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그러나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는 저조하다. 5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참여는 8%에 불과하다. 여덟째, 고령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 속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정규직 81.6%)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 속한 비정규

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20.7%(정규직 74.6%)에 불과하다(직업능력

개발원, 2011)

고령자고용정책에서 50-54 까지를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법으

로 정하여 임금피크제 보존수당지원, 고용환경개선융자,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

려금, 정년연장장려금, 취업알선, 기준고용률 이행권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

령자를 55세로 정한 것은 현재 민간기업체들의 은퇴연령이 반영이 된 것이다.

고령자의 취업알선은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 민간이 운영하는 고령자인재

은행과 중견전문인력센터가 있다.

<표6> 임금피크제 유형

유형 내용
정년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정년보장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 1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 2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
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
는 방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2)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의 기금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현행 고용보험은 

64세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취업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제도에서는 민간기업체가 퇴직 기간까지 또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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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민간기업체에 장려금 및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 고령

자의 취업알선을 민간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고령장애인과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및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관계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취업알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장애

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주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정책에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서비스와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주는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령자(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는 없어도 고령자의 기준고용률 이상에서 지급하는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

들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수급한 이후에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

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의무고용률이나 기준고용률을 이상이면 계속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은 사업주에게 젊은이들의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주은선 등, 2010)

일부에서는 장려금의 사중손실을 우려해 고용지원금 지급의 효과성을 높여

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2010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변경하여 종래

에 구직등록한 후(1~3개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것을 취업상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구직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고령장애인은 취업상담 또는 장애인직업

능력개발센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구직등록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적극적노동시장정

책으로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실업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가 있

는데, 동 제도의 변경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에 있어 고령자고용촉진제도와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현재 고용

촉진장려금 위주의 사업을 벌이고 있어 사업주에게 고령장애인이 상당한 유

인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조금정책은 고령장애인이 신규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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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있고, 보조금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

는 자에게 지원을 하는 사중손실효과(dead weight effect), 보조금지원으로 생

산가격을 인하하여 경쟁기업의 고용규모를 줄이는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를 우려해 실업감소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가 있다(김상호, 2004; 주은선 

등, 2010 재인용). 따라서 최근에 보조금 위주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탈

피하여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성에서 

찬반양론이 있다.

제3절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이론

1. 인적자본 이론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이 있으나 인

적자본이론이 대표적이다. 인적자본이론은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선천적인 노동력 외에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이 부족하다고 본다. 노

동능력 향상은 계속적인 인적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령장애인

은 인적자본에 투자를 해도 경제활동에서 낮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Becker, 1993). 또한 인적자본이론에

서도 한계수익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기대수익률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 인적자본

의 대표적인 요소에는 개인의 교육수준, 전문기술, 경력, 직업훈련경험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중 교육훈련은 전문교육, 전문기술, 전문경력일 경우에는 고령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도 일반교육, 직업훈련, 자격

증 등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반드시 정적인 영향관계가 아니라는 연구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령장애인에게 일반교육, 직업교육, 자격시험 

등 양적인 교육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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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별이론

사업주는 우수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생산력이 뛰어난 노동자를 선택하려 

한다. 앞서 살펴본 인적자본이론은 많은 인적자본이 투자된 노동자가 생산성

이 우수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비확률적인 가정에서 노동

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검정가능한 통계적 

방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별기준이 될 수 있는 장

애, 교육수준, 전문기술, 경력, 직업훈련, 성별, 연령 등이다. 노동시장에서 사

업주와 노동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하

는 것이 비확률적인 투자라고 본다(spence, 1974). 사업주는 확률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지표(index)와 신호(signal)로 선별하는 것이다. 지표는 노동자

가 투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고 신호는 투자를 하면 변하는 속성의 요

인들이다. 즉, 고령장애인 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연령과 장애는 지표이다. 고령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도 사업주가 고령과 장애를 고용이 

어려운 지표로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주들은 고령장애인이 다른 인적자

본이 우수하여도 선별적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

령장애인을 개인적 노동능력이 아닌 소속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계적인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다. 고령장

애인과 같이 고용에 불리한 지표(index) 나 신호(signal) 가 많을수록 개인의 

특성보다는 집단의 통계적 차별에 의해서 고용이나 임금수준이 결정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고용의 형태가 고령장애인 고용에도 도입될 필

요가 있다. 지원고용, 시험고용, 현장훈련, 인턴쉽제도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선

별하는 능력을 보강해 주고, 고령장애인 구직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더 넓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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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독점이론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령장애인의 시장적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으로 수요독점의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고령장애인들이 고령과 장애라

는 이중적인 공급탄력성 제한요인 때문에 사업주가 고령장애인들의 노동수요

에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들은 청장년장애인과 고

령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에서 더 낮을 수 있다.

여기서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앞에서 살펴본 결정요인들(장애, 교육수준, 전문

기술, 경력, 직업훈련, 성별, 연령 등)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본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편

의서비스(교통, 의료, 근로지원 등)를 제공한다. 제도적으로 사업주의 수요독점

적 지위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 고용촉진제도, 연령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등 기존의 법적 규제와 함께 장애인표준사업장, 자

회사형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법적 규제 외에 

기업의 형태 확대는 정책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수요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일반경쟁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공급탄력성을 높이

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한계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구조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

분이 된다. 1차 노동시장은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되며 주로 정규직 중심이고 

승진체계, 급여와 비급여 체계가 갖추어진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2차 노동시장

은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주로 비정규직 중심이고 명확한 승진체계,

급여와 비급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도 투쟁력과 협상력을 갖춘 대기업 

노조들이기 때문에 1차 노동시장을 주로 대변한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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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게 상대적으로 작다.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인적자본의 특성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로 인해서 쉽

지 않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인적자본을 투자하

지만 비정규직의 낙인이 존재한다.

고령장애인은 한계노동력(marginal labor)으로서 대부분 일반 경쟁노동시장

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

장년장애인, 비고령장애인과 함께 2차 노동시장에 상주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

장애인은 고령이전의 경증장애인으로 1차 노동시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

령이 되면서 2차 노동시장으로 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제4절 선행연구고찰

1. 장애인 노동시장 이중차별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장애인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 연구는 여성장애인(유동

철 2000; 강동욱 2002)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동철(2000)은 여성장애인을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성차별을 보고, 여성장애인과 여성일반인을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이중차별

을 받고 있지만 성차별 보다는 장애차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임

금수준의 격차는 Oaxaca(1973)15) 의 표준 격차분해 방식을 이용하여 특성에 

의한 격차와 차별에 의한 격차로 분해하였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아래

와 같이 독립변수(연령)과 종속변수(경제활동형태)와의 단순상관관계에서 간

단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40대와 50세 이상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15) 만약 장애인 차별이 없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비장애인의 고용함수에 따라 고용
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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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상관관계 계수값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40

세 이상이 되면 장애의 영향과 노화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능력

의 상실과 고령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기피 현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

이 높아지는 반면에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유동철, 2000).

강동욱(2002)의 연구는 연구주제와 방법론적으로 유동철(2000)연구와 비슷

했는데, 새로운 점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했고 표본을 전체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연구결과가 유동철(2000)과 달리 

성차별 영향이 장애차별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였지만 노동시장에서 이중차별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

다.

박혜전(2007)이 제시한 3집단(노령장애인, 비노령장애인, 노령비장애인) 비

교 설정방식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박혜전(2007)은 50세 이상

의 장애인을 노령장애인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노령장애인 취업욕구가 3집단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파악했다(순위는 노령장애인<비노령장애인<노령비

장애인). 건강요인, 노동의욕요인, 심리사회적 지지요인, 직업준비요인, 취업욕

구요인으로 5개 범주 총14개 독립변수를 도출하고 5가지 척도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했는데, 그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는 취업욕구를 예측하는 

중요변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의 건강요인은 노동의욕과 직

업준비 영향을 미치고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동의욕과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

치며, 노동의욕은 직업준비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증적인 선행연구

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령장애인의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

러 있었다. 김은혜 등(2006)의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중복소외(double

disadvantage)를 언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와 관련

된 문헌연구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 그 외에 김용탁(2007)과 황진수(2008)는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실증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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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행연구도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을 동시에 격차분해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와 연령의 이중차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한 이는 Madden(2004) 이며, Gannon et. al(2009) 이 연구를 폭넓게 발전

시킨 것으로 보인다. Madden(2004)은 직업적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장년

남성이 건강상태(장애여부)를 통제하면 고령남성과 임금수준에서는 거의 차별

이 없지만 고용차별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장년남성이 노동자의 

건강상태(장애여부)가 중요한 직업에 고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

다. 장애차별 측면에서 Gannon et. al(2009)은 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고령장애

인과 고령비장애인 간에 임금격차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용차별이 나타나

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고용정책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식 외에 종사상 지위

에 따른 고용차별이 없도록 다양한 직종개발,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노동공급

정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분해 방식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제기된 소

송건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Melissa Bjelland et. al(2010)이 있었다. 1993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제기된 차

별소송이 청장년장애인(16-49세)에 69.9%로 집중 반면, ADA와 고용상연령차

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에 공동으로 제기된 이중

차별 소송은 고령장애인(50-64세)에 63.9%로 집중된다고 지적한다. 로짓분석

을 통해서 ADA/ADEA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령일수록, 소규모 회사일

수록 특히 고용과 해고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이 높게 나타났다.

R. Pagán(2009)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11개 국가의 50-64세 고령장애인

의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11개 국가 모두 고

령장애인은 고령비장애인에 비해 전일제 근로비율 보다 시간제 근로비율이 

높았고 그 격차는 남성 고령장애인보다 여성 고령장애인들에서 매우 높았다.

결론적으로 고령장애인에게 시간제근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근로생활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기회를 높이고 이를 통해 빈곤

(poverty)과 소외(marginalization) 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장애인 이중차별 연구방법론은 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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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과 강동욱(2002)의 연구에서, 집단설정 방식(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고령비장애인)은 박혜전(2007)의 연구를 차용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외 선

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고령장애인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고령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연구를 비교하여 연

구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령자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과 장애

인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연구를 나누어 살펴보고 본 연구의 중요한 통제변

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우선 김영범(2008)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고령자의 은퇴결정요인과 주직장에

서의 퇴직에서 은퇴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권문일, 1996; 권승·황규선, 2004;

최가영·조임현·이희훈, 2001) 했다고 보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을 

은퇴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퇴직 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요인으로 

전직업, 나이, 학력, 자산, 건강상태 등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낮고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교육수준은 서구의 경우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높

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가

족구조에 있어서는 자녀부양을 위해서 독거 가족보다 2세대 가족(가구주)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 연구는 전리상(2006)이 대표적이었는데, 영향

요인으로 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으로 나누고 장애요인은 장애

등급, 이동불편, 일상생활불편, 노동제한이 영향을 미치고 판별분석을 통해 장

애등급이 장애인의 취업여부를 가장 잘 판별해준다고 보았다. 인적자본요인으

로는 교육정도, 경력, 자격증과 기술, 직업훈련기간이 영향을 미치고 판별분석

을 통해 경력이 장애인 취업여부를 가장 잘 판별해 준다고 보았다. 노동시장

요인은 문화적 차별의 인식, 사회적 차별의 경험, 직업훈련 및 알선제도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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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판별분석을 통해 문화적 차별이 장애인 취업여부를 가장 잘 판

별해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표본 407개 중에 50대 이상이 42

개로 전체 10.3% 정도이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일반화 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그 밖에 전미리 등(2011)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을 대상으

로 고용안정(근속기간) 요인을 검토했는데, 고용환경요인(취업직종, 희망직종

과 일치도, 임금, 사업체규모)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근속기간과 

임금수준이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고령장애인의 고용 이후의 안정

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적 요인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증대되면, 고용의 

기본원칙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필연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이에 대

해 신동면․양기근(2003)은 첫째,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직, 일용직 등 다양화

된 유연적 일자리 창출하고 유연적 일자리가 고령자들에게 직업으로서의 가

치를 지닐 수 있도록 열등처우금지원칙과 근로시간비례원칙을 근간으로 고용

보험, 국민연금, 공공부조제도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수요측면에서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들을 위

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고 셋째, 공급측면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직

업훈련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지역사회별로 직업훈련체계를 마련,

적합직종개발, 고령자 고용알선업무의 특화, 전문인력충원, 기관간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김영범(200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도 고령자와 같이 국가별로 또는 시대환경별로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사용자들의 차별과 같은 노동수요자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연금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반면,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금제도를 꼽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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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각종 연금과 관련된 복지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시대적으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정년단축과 근로유연성 증대 등은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고용차별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가구원수,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소득, 수행능력, 학력수준, 총경력, 지역을 반영했다. 임금차별은 이 

변수들에서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근속연수, 고용형태, 종사직책, 회사규모를 

추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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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크게 노동시장 진입 시 고용상의 차별과 진입 이후의 임금상의 

차별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1. 연구가설1 : 고용

<연령차별>

1-1.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

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1-2.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임시일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장애차별>

1-3.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1-4.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임시일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이중차별>

1-5. 고령장애인의 상용직 고용에서 이중차별이 있을 것이다.

1-6. 고령장애인의 임시일용직 고용에서 이중차별이 있을 것이다.

2. 연구가설2 :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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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2-1.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임금수준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 있을 것이다.

<장애차별>

2-2.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임금수준의 격차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이 있을 것이다.

<이중차별>

2-3. 고령장애인은 임금수준에서 이중차별이 있을 것이다.

제2절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2008년 고령자패널데이터와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를 이

용하였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는 15세 이상 72세 이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제주제외)에 거주하는 5,092 명에 대해서 기본정보, 장애정보,

경제활동,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여성·고령자, 개

인소득, 가구정보로 10개로 대분류한 것이고 고령자패널데이터는 전국에 거주

하는 45세 이상 고령자 8,688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가족, 건강상태,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로 7개로 대분류하여 조사한 패

널자료이다.

분석자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 변수의 측정수준이 다르거나 변수가 일치하

지 않는 경우에 연구를 위해서 임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연구결과도 인위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2011, 오욱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의로 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대체변수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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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고용과 임금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가구주여부를 채택하고자 했으나 고령자패널데이

터에서 가구주여부를 묻지 않아 가구원수로 대체했고 일상생활수행능력변수

는 고령화패널의 ADL/IADL 과 장애인고용패널의 ICF 활동과 참여에서 동일

한 질문문항에 해당하는 12항목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고용패널은 

5092명이 모두 등록장애인이었고 고령화패널데이터에서는 총 669명(전체표본

수의 6.5%)이 의사로부터 장애인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장애인으로 간

주할 수 있었다.

제3절 분석모형 및 방법

1. 고용의 차별 영향 분석 모형

고용차별은 종속변수가 임금노동시장의 종사상지위로 명목변수이며 3개 범

주(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 이기 때문에 다항로지스틱(Multinominal

Logistic) 분석을 이용하였다.

고용의 차별영향분석은 2단계로 설정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실질격차를 확인

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격차분해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실질격차를 

확인하는 단계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통

제변수(성별, 결혼상태, 가구원수, 가구소득, 건강상태, 수행능력, 학력수준, 총

경력, 지역)를 설정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고령여부, 장애여부)가 종속변수(종

사상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통제변수를 설정한 상태에

서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종사상 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

타났을 때, 고령과 장애여부에 따른 실질격차가 존재한다고 본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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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의미는  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의 벡터 이고  는 

고령여부,   장애여부이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 )이 설정된 

상태에서 고령여부의 계수치  과 장여여부의 계수치  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면 고령장애인(고령여부=1, 장애여부=1), 고령비장애인(고령여부=1, 장애여

부=0), 청장년장애인(고령여부=0, 장애여부=1) 집단의 경제활동형태별 실질 고

용확률(실업(), 임시일용직(), 상용직()) 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령여부의 계수치  과 장여여부의 계수치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으면, 실질격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질격차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고용확률의 격차를 분해하

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각 집단별로 종사상의 지위별로 고용확률을 구하고 

각 집단별로 Oaxaca(1973)에 따라 격차분해 한다. 종사상의 지위별 고용확률

은 실업을 기준범주로 통제변수들이 log  실업 

 임시일용직 
, log  실업 

 상용직 

에 미치는 영향()를 구하여 집단별로  상용직 ,  임시일용직 ,  실업 

를 구한다.

➀ 통제변수들이 log  실업 

 임시일용직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다.

log 


       

           

➁ 통제변수들이 log  실업 

 상용직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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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위의 모델에서 구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범주에 속

하게 될 확률은 아래 함수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때, J는 종속변수의 범주

의 수를, j는 종속변수의 범주를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업(3), 임시일용직

(2), 상용직(1)를 의미한다(유동철, 2000).

Pr   

 
  

  



  



  



  



  

이 공식에 따라 각 집단의 종사상 지위에 속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분모의 값은 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의 전체 확률을 의미하며 분자는 

각각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➀실업 확률 : Pr  실업범주  



  



 

 

  



 



➁임시일용직 확률 : Pr   임시일용직범주  



  



 

 

  



 



  



 

➂상용직 확률 : Pr   상용직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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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로 고용확률 격차분해는 Oaxaca(1973)를 적용하면, 고령장애인

이 연령차별이 없다면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은 모두 청장년장애인의 고

용함수에 의해서 고용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 또 고령장애인이 장애

차별이 없다면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은 모두 고령비장애인의 고용함수

에 의해서 고용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청장년장애인과 고령

비장애인의 함수에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를 투입하여 나온 확률은 각각 

고령장애인의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이 없는 확률이 된다.

<연령차별>

청장년장애인의 고용확률  이고    
  가 된다.  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차별이 없는 고용확률이고  는 고령장애인의 특

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분해함수는 아래와 같다.

    
   
  

(A) (B) (C)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A)는 특성에 의한 격차(B)와 

차별에 의한 격차(C)로 나눌 수 있다.

<장애차별>

고령비장애인의 고용확률은  이고    
  가 된다.  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장애차별이 없는 고용확률이고  는 고령장애인의 특

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분해함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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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A)는 특성에 의한 격차(B)와 

차별에 의한 격차(C)로 나눌 수 있다.

<이중차별>

고용에서 실질확률 격차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고령여부와 장애여

부 모두가 종사상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이중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위

의 두 식에서 모두 장애차별격차와 연령차별격차의 크기를 확인하면 이중차

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임금차별 영향 분석 모형

임금차별 격차분해도 마찬가지로 2단계로 설정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실질격

차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격차분해 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

계는 실질격차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시간급임금), 독립변

수(고령여부와 장애여부), 통제변수(성별, 가구원수, 결혼상태, 건강상태, 학력

수준, 총경력, 근속연수, 지역, 고용형태, 종사상직책, 회사규모)를 설정하여 전

체 집단(고령장애인, 고령비장애인, 청장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성별 등 통제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고령과 장애여부가 시간당임금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을 때, 실질격차가 존재한다.

 
     

위 식의 의미는  는 시간급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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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여부,  장애여부이다. 시간급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 통

제된 상태에서 고령여부의 계수치  과 장여여부의 계수치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고령장애인(고령여부=1, 장애여부=1), 고령비장애인(고령여부=1,

장애여부=0), 청장년장애인(고령여부=0, 장애여부=1) 집단의 시간급임금의 실

질 임금격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령여부의 계수치  과 장여여부

의 계수치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실질격차를 추정하는데 한계

가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임금격차분해는 Oaxaca(1973)의 임금격차 분해방식을 이용

하여 특성에 의한 차이와 차별에 의한 부분으로 나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묶어 벡터X라 하면, 임금함수는     로 표현된다.

<연령차별>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 격차는 아래와 같다.


      


 
    

(A) (B) (C) (D)

이 식에서  는 청장년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 는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이다. 또   는 추정계수,  는 청장년장애인의 특성 변수

들의 평균치,  는 고령장애인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시간급임금 

격차 총량(A)는 설명되지 않는 절편의 차이(B)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

의 특성차이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C), 마지막으로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

인의 임금차별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D)이다.

<장애차별>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 격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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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이 식에서  는 고령비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  는 고령장애인의 

시간급평균임금이다. 또   는 추정계수,  은 고령비장애인의 특성 변수

들의 평균치,  는 고령장애인의 특성 변수들의 평균치이다. 시간급임금 

격차의 총량(A)는 설명되지 않는 절편의 차이(B)와,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

인의 특성차이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C), 마지막으로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

애인의 임금차별에 따른 시간급임금격차(D)이다.

<이중차별>

이중차별은 첫 번째 단계로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모두 시간급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져 실질격차가 존재할 때 비로소 이중차별

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위의 두 

식에서 모두 장애차별격차와 연령차별격차의 크기를 확인하면 이중차별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유동철(2000)은 여성장애인 고용차별연구에서 종속변수를 경제활동참가형태

로 보고 사무전문직, 비전문생산직, 실업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성장

애인과 여성비장애인, 남성장애인을 비교하여 성과 장애의 이중차별을 직종별

로 살펴보았다. 강동욱(2002)은 동일한 연구주제로 종속변수를 경제활동참가

형태로 보고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 3가지 범주로 보았다. 대부분의 여성장애

인이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에 직종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고 

비경제활동인구로서 고령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결정요인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고령과 장애의 차별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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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강동욱, 2002)

본 연구에서 고용을 위한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차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로 한정한다. 즉 고용차별은 사

업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를 고용(employment)하면서 나타나는 것

이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였다. 임금

근로자는 다시 노동시장에서 고용조건이 안정된 상용직(1년 이상)과 그 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직(1년미만)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준

변수로 실업(4주기준)을 설정하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고용확률을 다항로

지스틱(multinominal logistic)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상용직을 1, 임시일용직을 

2, 실업(기준)을 3으로 처리하였다.

두 번째로, 임금수준을 위한 종속변수는 시간급임금수준을 로그를 취하여 

구하였다. 대체로 임금수준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비선형이기 때문에 로

그를 취하는 것이고 시간급임금을 이용할 경우 고령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에서 차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비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

해 고령장애인의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급임금수준으로 임금수준을 산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임금수준 격차를 분해하는데 용이하다.

<표7>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개념

고용차별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으로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업
(기준범주)

지난 4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임금차별 시간급임금 임금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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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고령과 장애여부이다. 고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준고령자를 

포함하여 50세부터 노령(老齡) 이전인 64세까지로 설정하였다. 50세에서 64세

의 고령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근로가능 연령

임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장애로 인해 차별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

령차별과 장애차별의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으로 더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고 판단했다. 비고령(만15-49)은 0, 고령(만50-64)은 1로 처리하였다.

장애여부는 등록장애여부와 장애판정으로 설정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 대상자

는 모두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고령화패널데이터의 경우 의사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대상들이다. 장애인등록에서 의사의 장애판정이 핵심적이고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장애등록과 장애판정을 동일하게 보

았다. 따라서 비장애인을 0으로, 장애인을 1로 처리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인은 인구사회학적변인, 인적자본변인, 노동시장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변인으로, 성별은 여성일 경우 0, 남성일 경우 1로 처리했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0, 있을 경우는 1로 했다. 가구원수는 동거

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연속변수로 설정했다.16) 로그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비

근로소득의 합산을 로그로 처리하였다. 본인의 임금노동에 의한 근로소득 외

에 비근로소득으로서 사회보험급여(연금, 산재수당, 실업급여), 재산소득(금융

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친척, 친구, 이웃 등),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

생활급여, 장애인특별지원금, 기타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퇴직금, 보상금 등)

으로 구성된다.

인적자본요인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고령화패널데이터의 ADL/IADL과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의 ICF의 활동과 참여에서 중복되는 질문문항 12개 항

목(각각 5점 척도, 총점이 60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16) 가구주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했으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고령화패
널데이터에는 가구주여부를 묻는 질문문항이 없어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가구원
수로 이를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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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수행능력의 패널데이터 질문문항 비교표 

구분 고령화패널 : ADL 및 IADL 장애인고용패널 : ICF의 활동과 참여

ADL

옷갈아입기(ADL)
몸단장하기(IADL)

옷과 신발 등을 입고 벗을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을 갖출 수 있다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목욕이나 세수, 손발톱 관리, 머리카락 손질 
등을 할 수 있다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음식물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먹거나 마실 수 
있다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혼자서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

대소변과 월경 등 생리현상을 적절히 조절하
고 뒷처리할 수 있다

IADL

일상적인 집안일(청소, 정리정돈 등)
식사준비(재료준비, 요리, 상차리기 등)
빨래하기(세탁, 빨래 널고 말리기 등)

식사준비, 세탁, 설거지, 청소, 가정물건 관리 
등의 각종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 외출(교통수단 미이용) 혼자서 걷기나 산책을 할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하기
자동차, 버스, 전철, 항공기, 배 등의 교통수
단을 혼자서 이용할 수 있다

물건구매(돈지불 및 거스름돈 받기)
현금 등을 이용해서 상점에서 간단하게 물건 
등을 사고 파는 기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전관리(용돈,통장, 재산 관리)
집이나 가게, 주식 등을 사고 팔거나, 은행계
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전화걸고 받기
물건을 잡고, 리모콘을 조작하고, 끈을 풀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시에 정량의 약 챙겨먹기 적절하게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초등학교 졸업(수료)은 6년, 중학교 졸업

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학졸업은 16년, 대학원 석

사는 18년, 박사는 21년으로 환산하였다. 재학과 중퇴는 중간값을 취하였다.

총경력은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시장 근무경력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노동시장요인으로 지역은 대도시일 경우는 1, 아닐 경우는 0으로 한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1, 비정규직은 0로 했다. 종사상직책은 부장이상의 고위관리

자를 기준으로 관리자는 1, 비관리자는 0으로 처리했다. 기업체규모는 상시근

로자수 300인 이상일 경우는 1, 300인 미만일 경우는 0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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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변수표

구분 변수 함수 측정

종속변수

종사상지위 
EMPSTATUS

고용 범주(실업=3, 임시일용근로=2, 상용근로=1)

로그시간당임금 
LOGWAGE

임금 연속

독립변수

고령여부  ELD 고용/임금 범주(청장년[15-49]=0, 고령[50-64]=1))

장애여부 DISABILITY 고용/임금 범주(비장애인=0, 장애인=1)

통제
변수
17)

인구
사회학
적요인

성별 SEX 고용/임금 범주(여성=0, 남성=1)

결혼상태 MARRY 고용/임금 범주(무배우자=0, 유배우자=1)

가구원수 FNUMBER 고용/임금 연속

로그가구소득 
LOGINCOME

고용 연속

인적
자본
요인

건강상태 HEALTH 고용/임금 범주(일지장 없다=0, 있다=1)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고용/임금 연속

교육수준 EDU 고용/임금 연속

총경력 CARRIER 고용/임금 연속

근속연수 SENIORITY 임금 연속

노동
시장
요인

지역 REGION 고용/임금 범주(비대도시=0, 대도시=1)

고용형태 EMPTYPE 임금 범주(비정규직=0, 정규직=1)

종사상직책 POSITION 임금 범주(비관리자=0, 관리자=1)

회사규모 COMPSIZE 임금 범주(300인미만=0, 300인이상=1)

17) 통제변수는 실질격차 여부를 보는 단계에서는 통제변수가 되지만 집단별로 격차분해하
는 단계에서는 통제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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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의 결과

제1절 고용차별

1.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서 고용에서 이

중차별을 받고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

애인의 고용확률을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확인하고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

인의 고용확률을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자들은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및 실업자(4주 기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금근로자는 다

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하였다.

<표10> 분석대상자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구분 고령비장애인(EN) 고령장애인(ED) 청장년장애인(YD)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상용직

임시

일용직
실업

표본수(N) 638 303 75 217 307 81 317 297 82

비율(%) 62.8 29.8 7.4 35.9 50.7 13.4 45.5 42.7 11.8

합계 1016(100%) 605(100%) 696(100%)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자는 고령비장애인(EN)이 1016명, 고령장애인(ED)이 

605명, 청장년장애인(YD)이 696명이고 이를 다시 종사상 지위로 나누면 고령

비장애인은 상용직이 638명(62.8%), 임시일용직이 303명(29.8%), 실업자가 75

명(7.4%)이다. 또 고령장애인은 상용직이 217명(35.9%), 임시일용직이 307명

(50.7%), 실업자가 81명(13.4%)이다. 마지막으로 청장년장애인은 상용직이 317

명(45.5%), 임시일용직이 297명(42.7%), 실업자가 82명(11.8%)이다. 이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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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표면적인 고용확률과 그 격차이다. 차후에 

고령과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개인의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

태의 확률과 격차는 실질 고용확률과 그 격차이다.

상용직 비율은 고령비장애인>청장년장애인>고령장애인 순으로 고령비장애

인이 고령장애인에 비해 26.9%p, 청장년장애인이 고령장애인에 비해 9.6%p

높았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은 반대로 고령장애인>청장년장애인>고령비장애인 

순으로 고령장애인이 고령비장애인에 비해 20.9%p,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8.0%p 높았다. 마지막으로 실업율은 임시일용직과 마찬가지로 고령장애인>청

장년장애인>고령비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이 고령비장애인에 비

해 6.0%p,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1.6%p 높았다. 경제활동형태의 분포를 통해서 

고령장애인 집단은 주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1년 미만의 임시일용

직에 고용되고 있고 상용직 고용은 고령비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표11> 분석대상자의 기술통계 결과

변수명
고령비장애인(N=1016)　 고령장애인(N=605) 　청장년장애인(N=69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사상지위
(1=상용직)
(2=임시일용직)
(3=실업)

1.4459 0.6286 1.7752 0.6654 1.6624 0.6782

성별
(0=여성,1=남성) 0.6339 0.4820 0.7107 0.4538 0.7629 0.4256

가구원수(명) 3.0945 1.1824 2.8132 1.1522 3.3836 1.2573

결혼상태
(0=무배우자,1=유배우자) 0.8937 0.3084 0.7372 0.4405 0.6164 0.4866

건강상태
(0=일에 지장없다)
(1=일에 지장있다)

0.1260 0.3320 0.3669 0.4824 0.2471 0.4317

가구소득
(로그) 7.9241 0.7138 7.3363 0.8707 7.4742 0.8769

수행능력
(60점만점) 59.8334 0.7280 58.1719 4.3824 57.5776 5.3299

학력수준(년) 10.4193 3.9399 8.3289 3.8117 10.9971 3.5797

총경력(년) 23.1880 10.5208 9.2215 9.9234 6.4440 6.5534

지역
(0=비대도시,1=대도시) 0.5285 0.4994 0.4413 0.4970 0.4023 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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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단의 독립(통제)변수별 일반적 특징은 <표11>과 같다.

성별에서는 청장년장애인이 남성비율이 7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

령장애인이 71.1% 순이다. 반면에 고령비장애인 63.3%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내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령자 내에서는 장애가 있으면 남성이 임금노동 

참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원수는 평균적으로 고령비장애인이 3.09명, 고령장애인이 2.81명, 청장년

장애인이 3.38명이다. 분석대상 집단들 모두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고령 부모세

대와 1-3명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2세대 가구일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가구

가 중심이었다. 그 중에서도 고령장애인이 속한 가구는 가구원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임금근로

에 참가해야만 하는 강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결혼상태를 유배우자 여부로 확인한 결과 고령비장애인은 89.4% 고령장애

인은 73.7%, 청장년장애인은 61.6% 이다. 전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

애인에 비해서 15.7%p 유배우자 비율이 낮았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

해서 혼인율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청장년장애인의 경우에 결혼적령기

를 3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49세 청장년장애인으로 다시 살펴본 결과 

68.0% 로 높아졌다. 이를 감안하여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 유배우자비

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가 일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령장애인이 36.7%로 

가장 높고 청장년장애인이 24.7%, 고령비장애인이 12.6%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한 수치이지만 고령장애인이 고령과 장애의 특

성으로 인해서 일에 더 지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율적으로 보

아도 고령과 장애가 약 12%p 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총소득을 로그취한 결과 고령비장애인이 7.92409(약 2763만원), 고령장

애인이 7.336294(약 1535만원), 청장년장애인이 7.474154(약 1762만원)로 조사

되었다. 고령장애인이 속한 가구는 총소득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약 1228 만원 

적고 청장년이 속한 가구에 비해서도 약 226 만원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종사상지위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을 한 고령장애인은 급여수준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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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악한 임시일용직에 주로 고용되고 또한 실업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근

로를 통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우선 낮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로외소득

으로 사회보험급여(연금, 산재수당, 실업급여), 재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

득), 사적이전소득(친척, 친구, 이웃 등),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

인특별지원금, 기타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퇴직금, 보상금 등)이 고령비장애

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더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가구원수가 적

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자녀세대의 소득이전의 가능성이 고령장애인은 적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12개 조사항목을 각 5점 척도(60점 만점)로 조사한 결

과 고령비장애인이 평균 59.83점, 고령장애인이 58.17점, 청장년장애인이 57.58

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통해서 고령장애인이 고령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지지만 청장년장애인보다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오

히려 높음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를 하는 청장년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치가 고령장애인보다 낮은 이유는 장애발생시기,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연관

이 있다. 청장년장애인은 저연령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정신계통 장애(지적장

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많고 이런 장애유형의 장애정도는 모두 중증장애

이다. 반대로 고령장애인은 고연령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신체계통 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가 많고 장애정도가 경증장애인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적어도 임

금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고령장애인 이라면 어느 정도 경미한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를 극복하면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력수준을 정규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고령비장애인이 10.42년, 고

령장애인이 8.33년, 청장년장애인이 11.00년으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은 고령

비장애인에 비해서 2.1년,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2.6년 정규교육 수준이 낮았

다. 고령비장애인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년 정도의 학력수준을 보였고 고령

장애인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학력을, 청장년장애인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의 학력수준을 나타냈다.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보다

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기적으로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만50세∼64임을 감안한다면, 출생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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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에서 1958년생으로 해방1세대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베이붐세대 이

전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을 해방정국에서 한국전쟁과 피난의 경험

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정규교육이 열악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총경력은 임금근로를 한 경력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고령비장

애인은 평균 23.19년, 고령장애인은 9.22년, 청장년장애인은 6.44년으로 나타났

다. 고령비장애인에 비해서 고령장애인은 14년 정도 임금근로 경력이 짧았고 

청장년장애인보다는 3년 정도 길었다.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총경력은 연령

에 의해서 보다는 장애로 인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에 임금함수 중에서 근속연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서 현직장의 근속연수 또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변수로 지역변수는 7대 대도시를 기준으로 설정한 결

과, 고령비장애인이 대도시 거주확률이 52.85%로 가장 높고 고령장애인이 

44.13%, 청장년장애인이 40.22%로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장

애인이 대도시 거주확률이 고령비장애인보다 낮았지만 청장년장애인보다 높

았다.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장애인들은 주로 대도시에서 임시일용직 형태

의 단순노무직(경비, 미화직 등)에 주로 종사하고 청장년장애인들은 경증장애

인을 중심으로 대도시 주변의 생산 및 가공업체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일 가

능성이 높다.

2. 종속변수와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통제)변수들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12>와 

같다. 우선 3집단 모두를 포함하여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역변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종사상지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의 순서는 가구총소득, 총경력, 학력수준, 건강상태, 장

애, 결혼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집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집단별 상관관계도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p<.01 수준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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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했다. 다만, 고령장애인의 가구원수 변수는 종사상 지위와 상관

성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 고령장애인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가

구원수의 변화와 종사상의 지위 변화에는 상관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

상생활수행능력에서 고령비장애인은 종사상 지위와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유

의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고령비장애인들은 종사상 지위와 상관

없이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치가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령비장애인과 고

령장애인은 거주지역이 종사상지위와 상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표

본추출과정에서의 지역배분이 주요한 원인일 수 있고 청장년장애인에 비해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거주지역은 종사상지위와 다른 상관관계 변수

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령자들은 대도시에서 다시 고향회귀 

또는 근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자의 거주지역 선택은 종사상의 지

위 보다는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Aging in place) 또는 지역사회에서 노후

(Aging in community)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독립(통제)변수들 간에 단순상관관계를 다루지 않는 것은 본 

연구가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

펴보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유동철, 2000).

<표12> 종사상지위와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변수 전체집단 고령비장애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종사상 지위 1 1 1 1

고    령 -0.0642*** - - -

장    애 0.1998*** - - -

성    별 -0.0925*** -0.1468*** -0.0731** -0.1082***

가구원수 -0.1032*** -0.1058*** -0.0333 -0.1381***

결혼상태 -0.1692*** -0.0856*** -0.0889** -0.2099***

건강상태 0.2002*** 0.1366*** 0.1852*** 0.1626***

가구소득 -0.3904*** -0.3701*** -0.3053*** -0.3704***

수행능력 -0.1319*** 0.0219 -0.0904** -0.1406***

학력수준 -0.2269*** -0.2307*** -0.1470*** -0.2250***

총 경 력 -0.2515*** -0.1472*** -0.1948*** -0.2210***

지    역 0.0013 -0.0170 -0.0249 0.1147***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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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전체집단, 고령비장애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의 독립변수들이 경제활

동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13>과 같다. 분석은 전체집단

에서 고령여부와 장애여부의 종사상지위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고 

집단별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고용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의 변화와 그 크기

를 살펴본다.

<표13> 집단별 종사상 지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비교

변수

전체집단 고령비장애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상용직/
실업

임시일용직/
실업

상용직/
실업

임시일용직
/실업

상용직/
실업

임시일용직
/실업

상용직/
실업

임시일용
직/실업

고   령 -0.3604* -0.1979 - - - - - -

장   애 -0.0390 -0.0413 - - - - - -

성   별 -0.1128 -0.2827 -0.3795 -0.8120** -0.3430 -0.2496 0.3352 0.0374

가구원수 -0.1342* -0.0034 -0.0758 -0.0264 -0.4540*** -0.0161 -0.0426 0.0288

결혼상태 0.2231 0.1570 -0.1535 0.0724 0.2148 0.4054 0.4556 0.0248

건강상태 -0.7377*** -0.1800 -0.6939** -0.3394 -0.8856*** -0.3066 -0.5911* 0.1548

가구소득 1.2242*** 0.3182*** 1.5238*** 0.5600*** 1.2166*** 0.1227 1.1261*** 0.3621***

수행능력 0.0405** -0.0012 -0.4489 -0.4895 0.0335 -0.0502 0.0502** 0.0255

학력수준 0.0178 -0.1056*** -0.0161 -0.1263*** 0.0202 -0.1123*** 0.0788* -0.0731**

총 경 력 0.0233*** -0.0083 0.0221 0.0048 0.0304** -0.0090 0.0350 -0.0240

지    역 -0.0626 -0.0008 0.1696 0.2313 0.2262 0.1200 -0.5304* -0.4213

상    수 -9.8354*** 0.4831 17.4061 28.0087 -8.9031*** 4.3773* -11.0741*** -1.8421

-2 Log

likelihood
3721,671 1486.517 1022.350 1154.467

Chi-square 659.108 229.925 164.915 200.737

유의수준 0.000 0.000 0.000 0.000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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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집단
(고령=1,장애=0)
(고령=1,장애=1)
(고령=0,장애=1)

고령장애인
(고령=1, 장애=1)

청장년장애인
(고령=0, 장애=1)

비고

성    별 -0.1128 -0.3430 0.3352

가구원수 -0.1342* -0.4540*** -0.0426 고령장애인 중요변수

결혼상태 0.2231 0.2148 0.4556

건강상태 -0.7377*** -0.8856*** -0.5911* 공통변수

가구소득 1.2242*** 1.2166*** 1.1261*** 공통변수

수행능력 0.0405** 0.0335 0.0502** 청장년장애인 중요변수

학력수준 0.0178 0.0202 0.0788* 청장년장애인 특화변수

총 경 력 0.0233*** 0.0304** 0.0350 고령장애인 중요변수

지    역 -0.0626 0.2262 -0.5304* 청장년장애인 특화변수

전체집단에서 장애변수는 p<.1 수준에서 상용직/실업과 임시일용직/실업 에

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령은 상용직/실업에서만 p<.1 수준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분석은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14> 집단별 상용직/실업에 미치는 변수들의 유형 비교 

*p<.1, **p<.05, ***p<.01

유의수준 p<.1 이상에서 전체집단은 상용직/실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독립(통제)변수는 가구원수,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수행능력, 총경력 이었다.

그리고 고령장애인 집단은 가구원수,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총경력 이었고 청

장년장애인 집단은 건강상태, 가구총소득, 일상생활수행능력, 학력수준, 지역이

었다. 전체집단의 유의미한 독립(통제)변수 중에서 고령장애인 및 청장년장애

인에서도 계속 유의미하고 영향의 정도가 비슷한 변수는 건강상태와 총소득

이었다. 그리고 전체집단과 고령장애인은 유의미하고 청장년장애인 집단은 유

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가구원수와 총경력이었다. 또 전체집단과 청장년장애인

은 유의미하고 고령장애인 집단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이었다. 지역변수는 전체집단과 고령장애인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 51 -

청장년장애인집단에서는 유일하게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학력

수준변수는 전체집단과 고령장애인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청장년장

애인집단에서는 유일하게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집단에서 집단의 변화로 나타나는 변수들의 영향력 방향은 대부분 동

일했다. 즉 고령장애인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일에 지장이 없을

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총경력이 많을수록 상용직 고용확률이 높았다.

청장년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일에 지장이 없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일

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도시일수록 상용직 고

용확률이 높았다.

집단의 변화로 영향력의 크기가 커진 변수는 고령장애인 집단에서는 가구

원수였는데, 전체집단(= -1342) 보다 고령장애인집단(= -0.4540) 로 매우 

크게 변화했다. 고령장애인에게 가구원이 많아지면 오히려 상용직 고용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첫째는 고

령장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고단한 삶의 

여정’ 이 계속되는 것이고 둘째는 고령장애인이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용직 고용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고령장애인의 노동성격으로 보았을 때 전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또 청장년장애인 집단에서는 추가된 지역변수(=

-0.5304) 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표11> 에서 청장년장

애인이 대도시 거주확률이 40.2%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안정된 상용직 일자

리를 찾아서 비대도시 지역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종사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유형화하면, 건강상태와 가구총소득은 공통변수이고, 가구원수와 총경력은 

고령장애인에게 중요한 변수이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청장년장애인에게 중요

한 변수이다. 학력수준과 지역은 청장년장애인에 대한 특화변수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이중차별의 가능성과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향후 고령자고용정책과의 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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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변수들의 영향비교는 전체집단에서 장애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임시일용직

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고령여부와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었다.

4. 고령장애인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이중차별 영향 분석

1) 연령과 장애로 인한 고용의 실질격차 확인

고령장애인은 고용에서 고령과 장애로 인해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검

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과 장애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표13>은 전체집단과 고령장애인, 고령비장애인, 청장년장애인에 대한 

각각의 다항로지스틱분석의 결과로 각 집단의 변수들이 상용직/실업과 임시일

용직/실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와 연령의 실질격차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 고령변수()가 

상용직/실업에서 p<.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반대로 장애변수는 

의 계수치() 는 p<.1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장애로 인한 고

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실질격차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다.

ln 상용근로실업    고령  장애

위의 식에서 고령여부의 계수치 이 p<.1에서 상용직/실업에만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에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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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되었고 이중차별 분석은 통계적으로 가능

하지 않게 되었다.

2)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차별로 인한 고용차별 격차분해

고령장애인은 고용확률에 있어서 청장년장애인과 장애인으로서 동일한 특

성을 가질 수 있지만 연령차이로 인하여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고령장애

인과 청장년장애인의 고용확률의 격차분해는 아래 식과 같이 특성격차와 차

별격차로 분해를 하는 것이다.

    
   
  

특성격차 
 는 청장년장애인 고용확률 에서 청장년장애인 

고용함수에 고령장애인 특성치(평균값)를 대입하여 구한 값 의 차이로 

산정하고, 차별격차  는 청장년장애인 고용함수에 고령장애인 특성

치(평균값)를 대입하여 구한 값 에서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의 차

이로 구한다.

<표15>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 격차

(단위 : %)

구분
청장년장애인예측고용확률

( )

　고령장애인 예측고용확률

( )

　예측고용확률 차이

( - )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확률 43.81 44.94 11.24 32.07 53.99 13.93 11.74 -9.05 -2.69

우선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으로 구분하였다. 청장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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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상용근로 확률은 43.81%, 임시일용근로는 44.94%, 실업확률은 11.24% 이

었다. 고령장애인은 상용근로 확률은 32.07%, 임시일용근로는 53.99%, 실업은 

13.9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간의 예측고용확률

차이는 상용직이 11.74%p, 임시일용직은 -9.05%p, 실업은 -2.69%p이었다. 상

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1년 이상의 상용직은 고령장애인 보다 청장년장애

인이 고용확률이 높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직은 오히려 고령장애인

의 고용확률이 8.91%p가 높았다. 1년 미만의 임시직과 1개월 미만의 일용직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야 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고용확률이 높아야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령장애

인이 임시일용직의 고용확률이 높은 것은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의 영향

도 있겠으나 노동시장에서 사업주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단절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업은 구직활동 4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고령장애인은 실업일 

확률이 13.93%로 청장년장애인의 11.24%보다 2.69%p 높다. 고령장애인은 청

장년장애인 보다 컴퓨터 등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직의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구직의 기회가 더 적을 수 있다.

<표16>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

(단위 : %)

구분
청장년장애인 예측고용확률

( )

고령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청장년장애인 함수의 

예측고용확률( )

특성으로 인한 예측고용확률  

차이( -
 )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확률 43.81 44.94 11.24 35.85 52.11 12.03 7.96 -7.17 -0.79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를 구

하기 위해서 청장년 함수에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값)를 대입한 고용확률

을 구한 결과 상용직은 35.85%, 임시일용직은 52.11%, 실업은 12.03%이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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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령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청장년장애인 함수의 

예측고용확률( )

　고령장애인 예측고용확률

( )　
차별로 인한 예측고용확률 

차이( -  )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확률 35.85 52.11 12.03 32.07 53.99 13.93 3.78 -1.88 -1.90

장년장애인과 이의 차이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

측고용확률인데, 상용근로는 7.96%p, 임시일용근로는 -7.17%p, 실업은 

-0.79%p 이었다.

<표17>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차별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

(단위 : %)

그리고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차별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은 고령장

애인의 특성치(평균값)를 반영한 청장년장애인 고용확률 함수값에서 고령장애

인의 예측고용확률의 차이이다. 연령차별로 인한 예측고용률 차이를 구한 결

과 상용근로는 3.78%p, 임시일용근로 -1.88%p, 실업은 -1.90%p로 나타났다.

<표18>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분해

(단위 : %)

구분 상용근로 임시일용근로 실업

연령 특성차이 7.96(67.8) -7.17(79.2) -0.79(29.3)

연령 차별 3.78(32.2 ) -1.88(20.8) -1.90(70.7)

총격차 11.74(100.0) -9.05(100.0) -2.69(100.0)

이와 같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간의 종사상지위별 고용확률 총격차

를 100%라고 한다면 상용직은 특성에 의한 격차가 67.8%, 차별에 의한 격차

가 32.2%로 나타났다. 상용직에서는 차별보다 특성에 의한 고용확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은 고령여부가 p<.1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격차분해의 결과를 해석할 수 없었다. 다만 고령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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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검증을 제외하여 구한 결과, 특성에 의한 확률격차가 79.2%, 차별에 

의한 확률격차가 20.8%로 역시 특성에 의한 격차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실

업은 특성격차가 29.3%, 차별에 의한 격차가 70.7%로 나타나 실업에서는 차

별에 의한 영향이 매우 컸다.

3) 고령장애인에 대한 장애차별로 인한 고용차별 격차분해

앞서 전체집단에서 장애변수가 종사상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실질적인 격차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연령차별과 동일한 방법으

로 고용확률 격차를 구하고 Oaxaca(1973) 방식을 통해 아래 식과 같이 특성

격차와 차별격차로 격차분해 한다.

    
   
  

특성격차 
 는 고령비장애인 고용확률 에서 고령비장애인 고

용함수에 고령장애인 특성치(평균값)를 대입하여 구한 값 의 차이로 산

정한다. 차별격차  는 고령비장애인 고용함수에 고령장애인 특성치

(평균값)를 대입하여 구한 값 에서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의 차이

로 구한다.

<표19>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 격차

(단위 : %)

구분
고령비장애인 예측고용확률

( )
고령장애인 예측고용확률

( )
예측고용확률 차이

(  )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확률 65.85 27.93 6.22 32.07 53.99 13.93 33.78 -26.06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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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령비장애인 예측고용확률

( )

고령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령비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

( )

특성으로 인한 예측고용확률  

차이( -
 )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확률 65.85 27.93 6.22 40.82 52.22 6.96 25.03 -24.29 -0.74

고령비장애인의 상용근로 확률은 65.85%, 임시일용근로는 27.93%, 실업은 

6.22%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은 앞서 살펴본 대로 상용근로 확률이 32.07%,

임시일용근로는 53.99%, 실업은 13.93% 이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과 고령비

장애인간의 고용확률차이는 상용근로가 33.78%p, 임시일용직은 -26.06%p, 실

업은 -7.71%p이다.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과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이지

만 고령장애인은 고령과 장애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양호한 상용

근로에는 고용확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근로에 고

용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임시일용직 고용확률이 높은 것은 그 

만큼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차별, 노동시장의 

분절이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실업 또한 -7.71%p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치가 4

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20>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

(단위 : %)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특성차이에 의한 고용확률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령비장애인 함수에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값)를 대입한 고용확

률을 구한 결과, 상용직은 40.82%, 임시일용직은 52.22%, 실업은 6.96%이었다.

이를 고령장애인 고용확률과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 수치는 증가하고 임시일

용근로와 실업의 수치가 줄어들었다.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차이

에 의한 고용확률의 차이는 상용근로는 25.03%p, 임시일용근로는 -24.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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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령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예측고용확률( )
　고령장애인 예측고용확률

( )　
차별로 인한 예측고용확률 

차이( -  )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상용
임시
일용

실업

확률 40.82 52.22 6.96 32.07 53.99 13.93 8.74 -1.77 -6.97

실업은 -0.74%p로 나타났다.

<표21>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차별에 의한 예측고용확률의 차이

(단위 : %)

장애차별이 없는 예측고용확률은 기본가정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장애차

별이 없다면 고령장애인의 특성치를 고령비장애인 함수에 넣어도 고령장애인

의 예측고용확률과 동일할 것이다 이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특성값을 고령

비장애인 함수에 대입한 확률에서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을 뺀 값이 실제 차

별로 인한 고용확률의 격차가 된다. 위와 같이 차별격차를 구한 결과 상용근

로는 8.74%p, 임시일용근로 -1.77%p, 실업은 -6.97%p 이었다.

<표22>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분해

(단위 : %)

구분 상용근로 임시일용근로 실업

장애 특성차이 25.03(74.1) -24.29(93.2) -0.74(9.6)

장애차별 8.74(25.9) -1.77(6.8) -6.97(90.4)

총 격 차 33.78(100.0) -26.06(100.0) -7.71(100.0)

이와 같이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확률 총격차를 

100%라고 한다면 상용직은 특성에 의한 격차가 74.1%, 차별에 의한 격차가 

25.9%로 나타났다. 상용직에서 특성차이가 차별에 의한 차이 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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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리고 임시일용직은 특성에 의한 확률격차가 93.2%, 차별에 의한 확률

격차가 6.8%로 역시 특성에 의한 격차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은 특성

격차가 9.6%, 차별에 의한 격차가 90.4%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

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는 주로 특성에 의한 차이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차별은 주로 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4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고령장애인이 

구직을 원하지만 차별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용상태에서는 차별의 크기가 임시일용근로 보다는 

주로 상용근로에서 나타났다.

4) 고령장애인에 대한 종사상의 이중차별 영향 비교

앞에서 고령과 장애에 따른 고용확률의 실질격차 존재유무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고령변수만 p<.1 수준에서 상용직/실업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여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에서만 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이 고용에 연령과 장애로 이중차별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다. <표18>에서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간에 상용직 고용확률 

총격차가 11.74%(100%) 인데, 집단 특성격차는 7.96%(67.8%)이고 차별격차는  

3.78%(3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상

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그 외 가설들, 특히 이중차별은 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을 검증할 수 없었다.

<연령차별>

1-3.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 채택

1-4.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임시일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연령

으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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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1-1.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장애로 인

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 불채택

1-2.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임시일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장애

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 불채택

<이중차별>

1-5. 고령장애인의 상용직 고용에서 이중차별이 있을 것이다. → 불채택

1-6. 고령장애인의 임시일용직 고용에서 이중차별이 있을 것이다. → 불

채택

비록 전체집단에서 장애여부가 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중차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래 <표23>과 같이 실질격

차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고용에서 이중

차별이 발생했다.

<표23> 고용상의 이중차별 영향 분석

(단위 : %)

구분 상용근로 임시일용근로 실업

연령차별 3.78(30.2) -1.88(51.5) -1.90(21.4)

장애차별 8.7(69.8) -1.8(48.5) -7.0(78.6)

총 차 별 12.5(100.0) -3.7(100.0) -8.9(100.0)

이중차별의 총크기를 100%로 보았을 때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의 상대적인 

크기를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전체적으로 상용근로는 장애차별이 컸고 임

시일용직은 연령차별이 컸다. 상용근로는 연령차별이 30.2%이고 장애차별이 

69.8%로 장애차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은 연령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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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이고 장애차별이 48.5%로 연령차별이 오히려 컸다. 상대적으로 근로조

건이 열악한 임시일용근로에 있어서는 연령차별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

업에 있어서는 장애차별이 78.6%이고 연령차별이 21.4%로 장애차별의 크기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의 기준을 55세로 했을 경우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이

중차별은 <표24>와 같다.

<표24> 고용상의 이중차별 영향 분석 : 고령(55-64세) 기준

(단위 : %)

구분 상용근로 임시일용근로 실업

연령차별 5.08(43.83) -3.36(68.12) -1.72(25.85)

장애차별 6.52(56.17) -1.57(31.88) -4.94(74.15)

총 차 별 11.60(100.0) -4.93(100.0) -6.66(100.0)

결론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 모두 고령의 기준을 50세에서 55세로 

높였을 때, 연령차별이 증가하고 장애차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

해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간의 장애차별은 줄어

들고 오히려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간의 연령차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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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임금차별

1. 일반적 특징

임금차별의 대상자들은 앞서 살펴본 고용차별 대상자에서 실업자가 제외된 

현재 임금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금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임금을 

0(zero)로 표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오류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시간급임금수준

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월평균임금수준은 제시됐으나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등도 오류처리 하였다. 최종 임금차별 분석대상자는 <표25>과 같다.

<표25> 분석대상자 임금수준 비교

대상별 고령비장애인(EN) 고령장애인(ED) 청장년장애인(YD)

월평균임금수준(원) 2,004,132 1,102,452 1,384,138

시간당 평균임금수준(원) 6910 5461 6525

표본수(N) 755 473 551

표본수 비율(%) 42.4% 26.6% 31.0%

임금차별의 분석대상자는 고령비장애인이 755명(42.4%), 고령장애인은 473

명(26.6%), 청장년장애인은 551명(31.0%)이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고령비장

애인이 2,004,132원 가장 많았고 고령장애애인은 1,102,452원, 청장년장애인은 

1,384,138원이었다. 월평균 임금수준으로 보면,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애인의 

55.0%,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79.6% 수준이었다. 이는 근로시간이 반영이 되

지 않은 임금수준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임금수준을 나누어 계산한 결과 고령

비장애인이 시간당 임금수준이 6910원으로 가장 높았고 청장년장애인이 시간

당 6525원이었고 고령장애인은 가장 낮은 5461원의 수준이었다.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애인의 79.0%,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94.4%로 앞서 월평균 임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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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고령비장애인(N=755) 고령장애인(N=473) 청장년장애인(N=55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급임금로그 8.8408 0.6968 8.6055 0.7308 8.7835 0.7831

성    별 0.6821 0.4660 0.7061 0.4560 0.7731 0.4192
가구원수 3.1417 1.1956 2.8034 1.1633 3.4374 1.2012
결혼상태 0.9033 0.2957 0.7442 0.4368 0.6425 0.4797
건강상태 0.1060 0.3080 0.3488 0.4771 0.2414 0.4283
수행능력 59.8128 0.7884 58.0423 4.7788 57.7713 5.1788
학력수준 10.7616 3.8947 8.1966 3.9140 11.1361 3.6063
총경력 24.5735 9.9736 9.2664 9.9489 6.5862 6.5048

근속연수 12.7974 10.7762 8.3108 9.2323 6.3176 6.4336
지    역 0.5272 0.4996 0.4524 0.4983 0.3938 0.4890
고용형태 0.7417 0.4380 0.4228 0.4945 0.5354 0.4992
종사직책 0.0887 0.2846 0.0571 0.2323 0.0545 0.2271
회사규모 0.2159 0.4117 0.0698 0.2550 0.0799 0.2713

준에 비해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고령장애인이 전일제근로 보다 시

간제근로가 많은 점 또한 시간급 임금수준이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청장

년장애인은 고령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상용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수준이 고령장애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전연령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비교한 기존 선행연구처럼 고령비장애인의 시

간당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령비장애인들이 주요직장의 퇴직 이후

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상용직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

종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26> 분석대상자의 기술통계 결과

임금수준 분석대상자의 성별은 대체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고령비장애

인은 남성이 68.2% 고령장애인은 70.6%, 청장년장애인은 77.3%로 나타났다.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성별 비율은 비슷했고 청장년장애인은 남성비

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임금근로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임금노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는 이유는 남성이 정년퇴직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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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고령 여성노동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내부효과

라고 할 수 있다.

가구원수는 고령비장애인이 3.14명, 고령장애인이 2.80명, 청장년장애인이 

3.44명이다. 가구원수는 고령이 될수록 자녀세대의 분가와 배우자의 사망 등으

로 가구원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장애인>고령비장애인>고령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고령비장애인이 90.3% 이고 고령장애인은 74.4%이고 청장년장

애인이 64.2%로 나타났다. 고령비장애인은 평균적으로 10명중 9명이 결혼 이

나 동거를 통해 배우자가 있으나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은 평균적으로 

10명중 7명 정도로 유배우자 비율이 낮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체의 결혼

상태를 비교한 유동철(2000)에 의하면 비장애인 전체의 유배우자 비율은 78%

이고 이혼, 사별, 별거 등에 따라 무배우자의 비율은 5%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은 유배우자 비율이 67%로 낮게 나타났고 이혼, 사별, 별거 등에 따른 

무배우자 비율이 무려 15%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혼인비율이 높지 않고 혼인

을 하더라도 이혼, 사별, 별거 때문에 무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건강상태가 일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령장애인이 34.9%로 

가장 높고 청장년장애인이 24.1%, 고령비장애인이 10.8%로 가장 낮았다. 이는 

앞서 종사상 지위와 마찬가지로 고령장애인이 가장 고령과 장애로 인해서 건

강상태가 일에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임금수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ADL/IADL 및 ICF 의 공통 12문항을 5점 척

도로 하여 조사한 결과, 고령비장애인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59.8점을, 고령장

애인은 58.0점을, 청장년장애인은 오히려 낮은 57.8점이 나타났다. 일상생활수

행능력에서 청장년장애인이 고령장애인 보다 낮은 이유는 청장년장애인의 표

준편차가 5.1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 만큼 청장년장애인 내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장애유형 중에서 청장년기에 많이 나타나

는 정신계통 중증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동일 연령대의 경증 신체

장애인(지체, 청각, 시각 등) 보다 일상생할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중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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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은 대체로 장애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경증장애인

들은 호전되거나 고착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2008년을 기준으로 장애상

태에 따른 경제활동참가비율은 호전되는 장애인이 4.4%, 장애가 고착상태인 

장애인이 57.0%, 악화되고 있는 장애인이 38.6% 로 나타나 고착상태인 장애

인이 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학력수준은 고령비장애인이 10.8년, 고령장애인이 8.2년, 청장년장애인이 

11.1년 이었다. 임금노동자로서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애인에 비해서 2.6년과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2.9년이나 교육수준이 낮았다. 이는 앞서 고용차별(고

령비장애인과 2.1년, 청장년장애인과 2.6년)에서 보다 격차가 더 컸다. 고령장

애인들이 고령비장애인과 동시대를 살았고 청장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에서도 이중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총경력은 고령비장애인이 24.57년, 고령장애인이 9.27년, 청장년장애인이 

6.59년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총경력이 고령비장애인이 긴 이유

는 1년 이상의 상용직에 고령비장애인이 고용확률이 높기 때문이고 또한 직

장에서의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직장에서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고령비장애인은 12.78이고 고령장애인은 8.31년, 청장년장애인은 6.32년으

로 조사되었다. 장애인근로자 임시일용직비율이 높아 여러 직종을 전전하며 

근속연수가 짧다. 이 때문에 이직을 하려해도 경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직이 힘든 것이다. 장애인근로자에게 고용과 임금수준 만큼이나 고용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장애인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변수는 경제활동형태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7대 대도시로 

설정한 결과, 고령비장애인이 대도시 거주확률이 52.8%로 가장 높고 고령장애

인이 45.2%, 청장년장애인이 39.4%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장

애격차가 연령격차 보다 크게 나타났다. 청장년장애이이 상대적으로 비대도시 

거주확률이 높은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록 제조업 종사비율 높기 때문이다.18)

고용형태는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18) 2008년 기준으로 연령별 제조업 종사비율은, 15-29세가 32.0%, 30-39세가 29.2%, 40-49
세가 21.7%, 50-59세가 13.0%, 60-75세가 3.4% 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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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령비장애인은 74.2%가 정규직 분포를 보였고 고령장애인 42.3%가, 청

장년장애인은 53.5% 의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도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

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비정규

직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직책은 부장이상의 고위직책여부로 조사한 결과 고령비장애인은 

8.9%, 고령장애인은 5.7%, 청장년장애인은 5.4%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사규모 

역시 고령비장애인은 300인 이상 대기업체에서 21.6%, 고령비장애인은 7.0%,

청장년장애인은 8.0%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고령비장애인은 임금근로를 하는 경우에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300인 이상의 대기업체에 부장이상의 고위직책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반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은 부장이상의 고위직책을 역임하

더라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차별 분석대상자의 특징은 고용차별 분석대상자 보다 고령비장애인-고

령장애인 및 청장년장애인-고령장애인 간에 격차가 더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의 격차가 종사상 지위의 격차보다 더 클 수 있

기 때문에 이중차별의 가능성도 임금수준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종속변수와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종속변수(시간급임금로그)와 독립(통제)변수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27>과 

같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와 독립(통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p<.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다만, 고령여

부가 시간급임금수준과 부적인 방향의 상관관계이나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수준이었고(C=-0.0208)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는데(p=.190), 이는 로그

시간급임금과 고령여부의 상관관계가 월평균임금과 고령여부의 상관관계 수

준(C=0.1064) 보다 점차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은 결과(p=.000)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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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임금수준과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변수 전체집단 고령비장애인
(N=755)

고령장애인(N=473) 청장년장애인(N=551)
시간급임금로그 1.000 1.000 1.000 1.000 

고    령 -0.0208 - - -
장    애 -0.0933*** - - -
성    별 0.3249*** 0.4623*** 0.2608***  0.2157***  
가구원수 0.1886*** 0.1871***  0.2393***  0.1131***  
결혼상태 0.2375*** 0.2036***  0.1745***  0.3052***  
건강상태 -0.1211*** -0.1186***  -0.0611*  -0.1075***  
수행능력 0.1304*** 0.0184  0.0645*  0.2053***  
학력수준 0.4311*** 0.5992***  0.2893***  0.2941***  
총 경 력 0.2711*** 0.3010***  0.3405***  0.2648***  
근속연수 0.4298*** 0.5571***  0.3954***  0.2826***  
지    역 -0.0382* -0.0113  -0.0674*  -0.0678* 
고용형태 0.3258*** 0.3571***  0.2066***  0.3362***  
종사직책 0.3164*** 0.3752***  0.2719***  0.2679***  
회사규모 0.2525*** 0.2839***  0.1970***  0.2199***  

*p<.1, **p<.05, ***p<.01

다음으로 집단별로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단순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s)에서 유의미 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고령비장애인에 

있어서 시간급임금로그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부

분의 고령비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5점척도로 12문항의 

평균점수가 60점에 가까운 59.8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임금수준과 상관관계를 보여주

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상대적으로 청장년장애인에 있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시간급임금로그의 편차가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 지역변수

는 고령비장애인에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일방적 유의도 검증을 통해 집단별로 단순상관의 방향성을 정리한 결과, 3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시간급임금로그는 남성일수록, 가구원이 많을수록, 배우

자가 있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총경력이 

길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일수록, 종사상직책이 부장이상 

고위직책일수록, 회사규모가 300인이상 대기업일수록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건강상태가 일에 지장을 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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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집단

(N=1779)
고령비장애인

(N=755)
고령장애인
(N=473)

청장년장애인
(N=551)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    령 -0.0784** 0.0395 - - - - - -
장    애 0.0549 0.0466 - - - - - -
성    별 0.2330*** 0.0344 0.3051*** 0.0444 0.1539** 0.0729 0.2132*** 0.0700 
가구원수 0.0098 0.0129 0.0154 0.0149 0.0670** 0.0302 -0.0328 0.0272 
결혼상태 0.1775*** 0.0388 0.0428 0.0605 0.0439 0.0802 0.3329*** 0.0697 
건강상태 0.0235 0.0355 -0.0224 0.0536 0.0284 0.0642 0.0225 0.0693 
수행능력 0.0112*** 0.0036 0.0213 0.0210 0.0033 0.0063 0.0176*** 0.0056 
학력수준 0.0404*** 0.0041 0.0546*** 0.0050 0.0242*** 0.0085 0.0350*** 0.0085 
총 경 력 -0.0033 0.0021 -0.0022 0.0021 -0.0094 0.0070 -0.0274 0.0187 
근속연수 0.0232*** 0.0021 0.0217*** 0.0018 0.0312*** 0.0075 0.0413** 0.0188 
지    역 -0.0396 0.0277 -0.0147 0.0326 -0.0798 0.0592 -0.0602 0.0594 
고용형태 0.1481*** 0.0316 0.1513*** 0.0397 0.0660 0.0665 0.2282*** 0.0638 
종사직책 0.4725*** 0.0573 0.4529*** 0.0610 0.4386*** 0.1370 0.4634*** 0.1316 
회사규모 0.2294*** 0.0429 0.1898*** 0.0416 0.1868 0.1216 0.3194*** 0.1104 
상    수 7.0636*** 0.2250 6.2794*** 1.2619 7.6754*** 0.3728 6.8753*** 0.3344 
R square 0.397 0.600 0.269 0.299

F 83.12*** 92.77*** 14.09*** 19.09***

록, 대도시일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변수는 

고령비장애인에게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전체집단, 고령비장애인, 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의 임금수준에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은 <표28>과 같다. 분석은 전체집단에서는 독립변수(고령여부

와 장애여부)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점검하여 실질격차가 존재하는지 확

인하고 이차적으로 집단별로 시간급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의 변화와 그 크

기를 살펴본다.

<표28> 집단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비교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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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집단
(고령=1, 장애=0)
(고령=1, 장애=1)
(고령=0, 장애=1)

고령장애인
(고령=1, 장애=1)

청장년장애인
(고령=0, 장애=1)

비고

성    별 0.2330*** 0.1539** 0.2132*** 공통변수
가구원수 0.0098 0.0670** -0.0328 고령장애인 특화변수
결혼상태 0.1775*** 0.0439 0.3329*** 청장년장애인 중요변수
건강상태 0.0235 0.0284 0.0225 
수행능력 0.0112*** 0.0033 0.0176*** 청장년장애인 중요변수
학력수준 0.0404*** 0.0242*** 0.0350*** 공통변수
총경력 -0.0033 -0.0094 -0.0274 

근속연수 0.0232*** 0.0312*** 0.0413** 공통변수
지    역 -0.0396 -0.0798 -0.0602 
고용형태 0.1481*** 0.0660 0.2282*** 청장년장애인 중요변수
종사직책 0.4725*** 0.4386*** 0.4634*** 공통변수
회사규모 0.2294*** 0.1868 0.3194*** 청장년장애인 중요변수

<표28>에서 시간급임금함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인 고령여부의 계수치 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장애여부의 계수치  은 p<.1 이상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은 전체집단에서 고령여부에 따라 

독립변수들이 시간급임금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29> 집단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변수들의 유형 비교

*p<.1, **p<.05, ***p<.01

유의수준 p<.1 이상 수준에서 전체집단은 시간급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 통제변수는 성별, 결혼상태, 수행능력, 학력수준, 근속연수, 고용형태,

종사직책, 회사규모였다. 고령장애인 집단은 성별, 가구원수, 학력수준, 근속연

수, 종사직책이었다. 청장년장애인 집단은 성별, 결혼상태, 수행능력, 학력수준,

근속연수, 고용형태, 종사직책, 회사규모이었다. 전체집단과 고령장애인 및 청

장년장애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학력수준, 근속연수, 종사직책이었다. 전체집단과 청장년장애인 

집단은 유의미하고 고령장애인 집단은 유의하지 않는 변수는 결혼상태, 수행

능력, 고용형태, 회사규모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전체집단과 청장년장애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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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령장애인 집단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그 외 건강상태, 총경력, 지역은 3집단 모두 시간급임금수준에 유의하

지 않았다.

전체집단에서 집단의 변화로 영향력의 방향도 모두 동일했다. 고령장애인은 

남성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종사상직책이 고위직책 일수록 시간급임금수준이 높았다. 청장년장애인은 남

성일수록, 유배우자일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

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규직일수록, 종사상직책이 고위직책일수록 시간급임

금수준이 높았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진 변수는 청장년장애인 집단의 

결혼상태, 고용형태, 회사규모였다. 결혼여부는 전체집단(  = 0.1775)에서 청

장년장애인(  = 0.3329) 로 크게 변화했다. 청장년장애인에게 유배우자 여부

가 임금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장애인의 범위

가 만15∼49세로 결혼적령기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임금근로자와 배우자

가 없는 근로자 사이에 임금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용형태는 전체집단(  = 0.1481)에서 청장년장애인( = 0.2282) 로 커졌다.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결과, 청장년장애인

은 정규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고령장애인에 있

어서는 반드시 정규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이는 고령

장애인들이 임시일용직 고용확률이 높고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의 임금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회사규모도 전체집단

( = 0.2294)에서 청장년장애인( = 0.3194)로 커졌다. 회사규모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는데,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임금근로자 중 7∼8% 정도 고용되어 있었는데, 임금 보상율에서는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연령에 의한 차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유형화하면, 성별, 학력수준, 근속연수, 종사직책은 전체집단, 고령장애인,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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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장애인의 임금수준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수였고 청장년장애인의 임금수

준에 중요한 변수는 결혼상태, 수행능력, 고용형태, 회사규모로 나타났다. 그리

고 가구원수는 전체표본집단과 청장년장애인에게의 임금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고령장애인에게는 특화되어 중요하게 나타났다.

임금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전통적으로 차별의 영향이 컸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내에서도 연령에 의한 임금수준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정책과 향후 고령자고용정책

의 통합논의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변수의 영향은 고용차별과 마찬가지로 장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고령비장애인과 고령장

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

았다는 의미인데 이는 임금노동자를 전제로 했을 때 두 집단의 인적 특성이 

유사할 수 있고 둘째, 인적자본변수들이 동일한 사회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아 

장애요인의 영향력이 미미해질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변수들은 두 집단 모두

가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표면적인 격차는 있지만 근무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가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 고령장애인의 임금수준에 대한 이중차별 영향 분석

1) 연령과 장애로 인한 임금의 실질격차 확인

고령장애인이 임금수준에서 고령과 장애로 인해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과 장애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후에 고령장애인과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를 통해서 임금의 연령차별을 살펴보고 고령비장애인과의 비교

를 통해서 임금의 장애차별을 살펴볼 수 있다.

표<28> 은 임금수준에서 전체집단과 고령장애인, 고령비장애인, 청장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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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집단에서 장애와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급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고용차별에서

와 마찬가지로 고령변수에만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고령여

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임금수준의 실질격차는 고령장애인과 청장

년장애인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변수는 p<.1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장애로 인한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임금수준에서 실질격차

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다.

시간급임금    고령  장애

따라서 실질적인 격차에서는 시간급임금수준에서 나타나는 연령과 장애의 

이중차별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비록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수준에서 연령차별과 함께 장애차별

도 격차분해하여  제시한다.

2)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의 임금차별 영향분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의 임금차별 영향분해는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

인의 시간급임금수준의 총격차를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성격차는  

  의 식에 따라 청장년장애인의 계수치

( 
)에 청장년장애인 특성치(평균값)에서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값)을 제

외한 값
 을 곱하여 구한다. 연령차별 격차는   

  


의 식에 따라, 고령장애인 특성값( )에 청장년장애인 계수치에서 고령장애

인 계수치를 빼서 나온 값 
  

을 곱하여 구한다. 아래 <표30>는 총격

차에서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를 분해하여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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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청장년장애인
계수(BYD)

청장년장애인
특성(XYD)

고령장애인
특성(XED)

BYD(XYD-XED) 비율(%)
소계
(%)

특성격차

인적특성
성    별 0.2132 0.7731 0.7061 0.0143 1.46

-4.38가구원수 -0.0328 3.4374 2.8034 -0.0208 -2.13
결혼상태 0.3329 0.6425 0.7442 -0.0339 -3.46
건강상태 0.0225 0.2414 0.3488 -0.0024 -0.25

인적자본
수행능력 0.0176 57.7713 58.0423 -0.0048 -0.49

9.14학력수준 0.0350 11.1361 8.1966 0.1030 10.53
총 경 력 -0.0274 6.5862 9.2664 0.0734 7.50
근속연수 0.0413 6.3176 8.3108 -0.0823 -8.41

노동시장
지    역 -0.0602 0.3938 0.4524 0.0035 0.36

3.19고용형태 0.2282 0.5354 0.4228 0.0257 2.63
종사직책 0.4634 0.0544 0.0571 -0.0012 -0.12
회사규모 0.3194 0.0799 0.0698 0.0032 0.33

소계　 0.0778 7.95
구분　　 　변수 고령장애인

특성(XED)
청장년장애인
계수(BYD)

고령장애인
계수(BED)

XED(BYD-BED) 비율(%)
소계
(%)

차별격차

인적특성
성    별 0.7061 0.2132 0.1539 0.0419 4.28

-2.56가구원수 2.8034 -0.0328 0.0670 -0.2800 -28.63
결혼상태 0.7442 0.3329 0.0439 0.2151 21.99
건강상태 0.3488 0.0225 0.0284 -0.0021 -0.21

인적자본　
수행능력 58.0423 0.0176 0.0033 0.8309 84.96

85.60학력수준 8.1966 0.0350 0.0242 0.0891 9.11
총 경 력 9.2664 -0.0274 -0.0094 -0.1666 -17.03
근속연수 8.3108 0.0413 0.0312 0.0837 8.56

노동시장　
지    역 0.4524 -0.0602 -0.0798 0.0089 0.91

9.01고용형태 0.4228 0.2282 0.0660 0.0686 7.01
종사직책 0.0571 0.4634 0.4386 0.0014 0.14
회사규모 0.0698 0.3194 0.1868 0.0093 0.95

소계　　 0.9002 92.05

<표30> 연령의 임금차별 영향 분해

고령장애인은 청장년장애인과의 시간급임금수준의 총격차가 100%라고 한다

면 특성에 의한 격차가 7.95%이고 차별에 의한 격차가 92.05%로 나타나 연령

차별에 의한 임금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높았다. 특성격차에서는 주로 학력수

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났고 차별격차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크게 발생했다.

특성격차 7.95%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특성은 성별변수를 제

외하고 가구원수, 결혼상태, 건강상태에서 모두 역격차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4.38% 의 역격차가 발생했다. 고령장애인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서 청

장년장애인과 임금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적자본변수는 전체적

으로 9.14% 로 가장 높은 특성격차를 보였다. 특히 학력수준에서 고령장애인

이 청장년장애인 보다 약 2.9년이 낮았기 때문에 큰 격차로 나타났다.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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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수행능력과 근속연수에서는 고령장애인들이 청장년장애인보다 더 높은 수

치를 보여 역격차가 발생했다. 노동시장변수는 전체적으로 3.19% 로 미미한 

특성격차를 보였다.

연령차별 격차 92.05% 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사회학적변수에서는 성과 

결혼상태에서 차별이 발생했고 특히 결혼상태에서 차별이 컸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인구사회학적변수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적자본에 

의한 격차는 85.6% 로 대부분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발생하였다. 임금노동자

로서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장애인 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

인데, 임금노동에 참가하는 청장년장애인은 고령장애인에 비해 장애유형과 장

애정도에서 편차가 크다. 청장년장애인 중에서 청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중증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들은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데 반해 고령장애인들은 경증 신체장애인(지체/시각/청각)이 주로 일

반취업을 통해 직접 임금노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변수들의 총 

차별 9.01%로 나타났는데, 고령장애인이 비정규직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별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 외 지역, 종사상직책, 회사규모에 있어

서는 차별영향이 미미했다.

3) 고령장애인에 대한 장애의 임금차별 영향분해

앞서 전체집단에서 장애변수가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고

령장애인과 비고령장애인 간에 실질적인 격차를 단언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

령차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수준의 총격차를 구하고 이를 Oaxaca(1973)

방식을 통해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 하고자 한다.

특성격차는  

  의 식에 따라 고령비장애인의 계수치( 

)

에 고령비장애인 특성치(평균값)에서 고령장애인의 특성치(평균값)을 제외한 

값
 을 곱하여 구한다. 장애차별 격차는   

  
 의 식

에 따라 고령장애인 특성값( )에 고령비장애인 계수치에서 고령장애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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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변수　 고령비장애인
계수(BEN)

고령비장애인
특성(XEN)

고령장애인
특성(XED)

BEN(XEN-XED) 비율 소계

특성격차

인적특성
성    별　 0.3051 0.6821 0.7061 -0.0073 -0.45

0.62가구원수　 0.0154 3.1417 2.8034 0.0052 0.32
결혼상태 0.0428 0.9033 0.7442 0.0068 0.42
건강상태 -0.0224 0.1060 0.3488 0.0054 0.33

　인적
자본

수행능력 0.0213 59.8128 58.0423 0.0376 2.31
14.81학력수준 0.0546 10.7616 8.1966 0.1401 8.59

총경력 -0.0022 24.5735 9.2664 -0.0333 -2.04
근속연수 0.0217 12.7974 8.3108 0.0972 5.96

노동시장
지    역 -0.0147 0.5272 0.4524 -0.0011 -0.07

5.47고용형태 0.1513 0.7417 0.4228 0.0482 2.96
종사직책 0.4529 0.0887 0.0571 0.0143 0.88
회사규모 0.1898 0.2159 0.0698 0.0277 1.70

소계 0.3410 20.90
　구분 　변수 고령장애인

특성(XED)
고령비장애인
계수(BEN)

고령장애인
계수(BED)

XED(BEN-BED) 비율 소계

차별격차

인적특성
성    별 0.7061 0.3051 0.1539 0.1067 6.54

-3.47가구원수 2.8034 0.0154 0.0670 -0.1449 -8.88
결혼상태 0.7442 0.0428 0.0439 -0.0008 -0.05
건강상태 0.3488 -0.0224 0.0284 -0.0177 -1.09

인적자본
수행능력 58.0423 0.0213 0.0033 1.0431 63.95

78.49학력수준 8.1966 0.0546 0.0242 0.2495 15.29
총경력 9.2664 -0.0022 -0.0094 0.0670 4.11

근속연수 8.3108 0.0217 0.0312 -0.0793 -4.86

노동시장　
지    역 0.4524 -0.0147 -0.0798 0.0294 1.80

4.08고용형태 0.4228 0.1513 0.0660 0.0361 2.21
종사직책 0.0571 0.4529 0.4386 0.0008 0.05
회사규모 0.0698 0.1898 0.1868 0.0002 0.01

소계 1.2903 79.10

수치를 빼서 나온 값 
  

을 곱하여 구한다. 아래 <표31>은 총격차에

서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를 분해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31> 장애의 임금차별 영향 분해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과의 장애로 인한 임금수준의 총격차를 100%라

고 한다면 집단의 특성에 의한 격차가 20.90%, 장애차별에 의한 격차가 

79.10%로 나타나 장애로 인한 임금수준의 격차는 주로 장애차별로 발생했다.

특성격차는 주로 학력수준에서 나타났고 장애차별 격차는 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에서 발생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연령의 격차분해의 결과와도 일치했다.

특성격차 20.90%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변수들은 전체적으로 

0.62%로 미미한 격차를 보였고 인적자본변수는 총 14.81%로 특성격차 중에서

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학력수준이 8.59%로 가장 컸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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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근속연수가 5.96% 였다.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애인 보다 학력수준이 

2.6년 낮고 근속연수가 4.5년 짧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노동시장변수에서

는 전체적으로 5.47%의 특성격차를 보였는데, 고용형태에서 2.96%, 회사규모

에서 1.70% 격차를 보였다.

장애차별 격차 79.10%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자본변수에서 78.49%로 

크게 대부분 발생했고 노동시장변수는 4.08%로 차별영향이 미미했다. 인구사

회학적변수는 성차별이 6.54%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3.47% 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

4) 고령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이중차별 영향 비교

앞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임금수준에 대한 영향을 회귀분석하여 고령과 

장애에 따른 임금수준의 실질격차의 존재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고령변

수만 p<.05 수준에서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청장년장애인

과 고령장애인의 임금수준에서만 연령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의 이중차별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검증

한다.

<연령차별>

2-1.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임금수준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 있을 것이다. → 채택

<장애차별>

2-2.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임금수준의 격차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이 있을 것이다. → 불채택

<이중차별>

2-3. 고령장애인의 임금에서 이중차별이 있을 것이다. →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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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애와 연령의 임금수준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을 고려하지 않으

면, 연령과 장애에 따른 이중차별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장애차별이 연령차별 

보다 컸다. 즉, 임금수준에서 총차별의 크기가 100%라고 한다면 연령차별에 

의한 차별이 41.1%이고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의 차별이 58.9%로 나타났

다.

<표32> 임금의 이중차별 영향 분석

구분
연령차별로 인한  

임금격차(시간급임금로그)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시간급임금로그)
합계

크기 0.9002 1.2903 2.1905

비율 41.1% 58.9% 100.0%

그리고, 고령의 기준을 55세로 상향했을 경우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시간급

임금수준에서 이중차별은 <표33>과 같다. 시간급임금수준에서도 앞서 고용차

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차별보다는 연령차별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령차별은 커지고 장애차

별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다.

<표33> 임금의 이중차별 영향 분석 : 고령(55-64세) 기준 

구분
연령차별로 인한  

임금격차(시간급임금로그)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시간급임금로그)
합계

크기 1.233 0.516 1.749

비율 70.5% 2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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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이중차별을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을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검증한 결과 상용직 고용(p<.1)과 임금수준(p<.05)에서 

실질 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연령차별 검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을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검증한 결과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실질

격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이 실질격차에 따른 고령과 장애

로 인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나 장애로 인한 차별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

어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과 장애로 인해 이중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

다 라고 분석되었다.

고용은 상용직에서만 유의수준 p<.1 에서 연령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장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은 43.81% 이었고 고령장애인은 32.07% 였

다. 따라서 연령으로 인한 상용직 고용확률의 총격차는 11.74%인데, 이를 격

차분해하면 특성에 의한 격차가 7.96% 였고 연령차별에 의한 격차가 3.78%

였다. 총격차를 100%라고 했을 때 특성격차가 67.8% 였고 연령차별 격차가 

32.2%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그 외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불채택 되었다. 따라서 이중차별 가설 또한 

불채택 되었다.

다만, 장애와 연령의 실질격차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중차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상용근로에서는 연령차별이 30.2%, 장애차별이 69.8%로 상용

직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컸다. 이에 반해 임시일용직에서는 연령차별이 

51.5%, 장애차별이 48.5% 로 오히려 연령차별이 근소하게 컸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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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상용직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장애차별이 컸고 

반대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임시일용직에서 연령차별이 컸다.

임금수준은 유의수준 p<.05 에서 연령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장년장

애인의 로그시간급 임금수준의 총격차를 100% 라고 하면, 특성격차가 7.95%

였고 차별격차가 92.05% 로 차별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2-1]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임금수준 격차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연령차별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인적자본변수

인 일상생활수행능력(84.96%) 때문이었다. 그 외 가설들은 장애여부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불채택 되었다.

다만, 장애와 연령의 실질격차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중차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임금수준의 총차별을 100%라고 하면 연령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가 41.1%,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58.9%였다. 결론적으로 임금수준

에 있어서는 연령차별 보다는 장애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검증가능한 선에서 결론을 정리하면, 우리사회에서 고령

장애인은 청장년장애인에 비해서 연령차별 보다는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상

용직 고용확률이 낮았다. 하지만 임금수준에서는 매우 큰 연령차별 속에서 저

임금 노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

애로 인해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임금차별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국외 선행연구

(Madden 2004; Gannon et. al 2009)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

령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여부 변수가 전체표본집단에서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적어도 임금노

동에 종사하는 고령장애인은 고령비장애인과 인적속성, 인적자본, 노동시장 측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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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함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실시하여 채용 미이행에 따른 강한 

제재19)와 패널티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로 지정하여20)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고령자고용정책은 기준고용율과 연령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 있

지만 채용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는 권고수준의 정책이고 이행을 권장하는 

인세티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지금까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

령장애인 보다는 청장년장애인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장애인들은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청장년장애인처럼 주

정책대상이 되지 못했고 주변부 집단, 즉 ‘선택받지 못한 자’로서 낮은 임금수

준으로 연령차별을 받으며 힘겹게 노동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고용정책에서

도 장애변수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는 첫째, 장애인고용정책에서 고령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대표적

으로 현재 장애인고용장려금에 고령여부를 반영하여 고령장애인에게 추가 지

원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령장애인의 임금차별이 청장년장애인에 비

해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장애인의 저임금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의 연령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고령장애인들은 

주로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단순서비스직(경비/주차관리)에 종사하기 때문

에 이 직종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통해 저임금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현행법이 최저임금기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예외 적용을 두

19) 고용의무사업체가 미고용할 경우 채용권고 수준을 넘어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 의무고용율은 2012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의 2.7%이고 매년 상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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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고령장애인은 임금차별의 덫에 놓여 있다.

셋째, 고령자고용정책에서 장애변수를 반영하여 사업주가 고령장애인을 채

용할 경우 이배수 산정(double coun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1) 현행 권고수준

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고령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

는데 한계가 있다. 고령자 고용의무제도가 신설된다고 할지라도 고령장애인들

은 고용기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이배수 산정과 같

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임금보조 외에 노동공급측면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장애인은 

임금차별이 매우 컸지만 상용직에서 고용차별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고령장애

인은 독자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취업

을 도와주는 공공기관의 이용률도 저조한 편이다. 또 취업을 했더라도 대부분 

단순서비스직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이 

필요하고, 취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22)

다섯째, 고령자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두 제도는 성

격과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의 논의와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 일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JEED) 는 이미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정

책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년학자 Toress gil 에 의하면 미국도 

노인(고령자)과 장애인 인구가 함께 증가하면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장애인

정책과 노인(고령자)정책이 통합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

에서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제도에서 연령차별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제도를 흡

수하는 통합방안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21) 고령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사업체가 이배수 산정(double count)하는 제도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인책이 될 것이다.
22)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청년실업자, 여성) 이 사업장에 구

직등록을 하고 신규로 취업했을 경우 제공했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을 직업교육 이수가 

강화된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로 변경하였다.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까

지 묶음형(package) 서비스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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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별성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보고 노동시장에서 고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장애와 연령의 이중차별의 가능성을 제기한 

수준 머물렀으나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 장애차별연구에 연령차별을 함께 검증한 것이다. 선행연구가 장

애변수(장애인-비장애인 비교)와 성별변수(남성장애인-여성장애인의 비교)를 

이용하여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차별 또는 이중차별을 설명하였다. 이 때문에 

기존 이중차별 연구는 주로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장애

인 이중차별연구에서 연령변수는 통제변수로만 적용되었지 독립변수로 적용

되지 못했다.

셋째, 우리사회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고령과 장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고령과 장애를 함께 연구한 문헌은 많지 않았

고 또 이의 정책적 반영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는 국내에서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에 개선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넷째, 본 연구는 향후 고령자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의 통합에 대한 사

전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제도 통합에 연구가 추진되면, 통합의 수준에 관한 

연구, 운영주체의 연구, 서비스의 신설과 기존서비스 개혁에 관한  연구, 서비

스 전달체계 연구 등 다양한 주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통합에 대한 사전연구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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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 focused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the wage discrimination

for wage earners -

Park, Jae cheol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se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age and disabilities and secondly by this research, is to give an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for the aged the policy

implication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it is tested that empirical

differential i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regular job, temporary job,

unemployed) and the wage(time wage) of the elderly disabled group(50-64

years old, below "ED") exist comparing them of the young disabled

group(15-49 years old, below "YD") and the elderly non-disability(50-64

years old, below "END"). If there were real gaps between groups due to

age and disabilities, we can decompose them into the characteristics gap

and the discrimination gap and verify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Data are merged and used from the 2008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nd the 2008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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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PSED). Empirical differentials i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tested by the multiple logistic and those of the wage are tested by the

linear regressions.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between groups are

applied by the Oaxaca(1973).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real gaps are only appeared

between ED and YD. The whether eld or not as dependent valuabl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gular job/unemployment (p<.1) and

wage levels(p<.05). But The whether disability or not as dependent

valuable does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and wage levels. Real gaps aren't surely appeared between ED and END.

So, it is not true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ake double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due to age and disabilities.

Second, The YD's regular job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43.81% and

32.07% are those for the ED, so the gaps of regular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two groups are 11.74%. By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the 7.96% gaps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3.78%

gaps are due to age discrimination. In conclusion, the age discrimination in

the regular employment is identified and is due to largely characteristic

gaps than discrimination ones.

Third, if total differential gaps of the wage level between YD and ED

were 100%, the 7.95% gaps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92.05% gaps

are due to age discrimination. So in the wage level, age discrimination on

the ED is very high. It is appeared that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specially ADL(84.96%) affect highly the age discrimination.

The employm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sabled and the aged

through the abov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oviding employment

promotion subsidies, the additional incentives for ED's worker need as

low-income subsidies policies. Second, it needs consideration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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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the exemption permission from the minimum wages applied to

the watchful and intermittent workers. Third, the double count needs to be

applied to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aged when standard employment

rates are calculated. Fourth, labor supply support measures should be taken

synthetically such as development of various occupations, job counseling,

job training and job placement. Fifth, it requires the integration between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those for the aged because

the whether disability or not as dependent valuable does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and wage levels.

Keyword :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Double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Disability discrimination,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Employment policies for the elderly

Student Number : 2010-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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