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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의 진

본 연구는 센의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에 입각하여 한
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 세부 구조를 살펴보아 빈곤의 다
차원성과 노인 빈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센의 실현능력접근에 의하면 삶의 궁극적 목적은 절대적인 재화의 양
적인 증가 보다 인간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있으며, 본 접근에서 정의하는 빈곤이
란 기본적 실현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실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가 결핍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 문제나 낮은 삶의 질의 문제는 실현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된 문제
나 다름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삶을 실현능력접근에 입각하
여 다차원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한국 노인의 빈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 노인 빈곤 정책에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고령화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노인 5215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선행연
구에서 사용되었던 차원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빈곤 모델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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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방법론으로는 Alkire와 Foster가 2011년에 발표한 차원계
수방식(Alkire-Foster Method)을 적용하였고 빈곤 측정 및 하위집단별
분해를 통해 집단 간, 집단 내 비교를 실시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율은 12.5%로 노인 100명이 12.5개의
결핍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득차원과 가족관계 차원이 가장 심각한 빈
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에서 빈곤 기여율의 순위는 빈곤율의 순위와 항상 일치하
지는 않았으며 인구 집단 크기나 결핍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화폐적 차원의 빈곤 기여율 보다 비화폐
적 차원의 빈곤 기여율이 크게 나타나 빈곤 설명에 있어서의 비화폐적
차원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여성노인, 초고령노인, 대도시 거주 노인, 초졸 이하 학력의 노
인, 사별, 이혼, 별거 노인,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국민연금 비수급 노
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각각 그 비교 집단에 비해 다차원적으로
빈곤한 것, 즉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빈곤율은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훨씬 높아서 ‘빈곤
의 여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연령계층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곤
양상을 통해 단일집단으로 여기던 노인 집단 내에 군집으로서의 집단
분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빈곤
기여율이 비교집단에 비해 현격히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전체 빈곤율의 2배를
웃도는 높은 수준의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빈곤 기여율은 전체의 60% 이상임을 알 수 있
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비수급 노인에 비해 다차원적 빈곤율이 낮
았으며, 기초보장 수급 노인은 모든 분류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빈곤율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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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발견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소득중심 계측에 대
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소득 중심 접근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다
차원 빈곤 접근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중심
접근보다 오히려 해당 집단의 욕구를 잘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여성
노인의 경우 건강,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비화폐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
의 빈곤을 보였는데 이것은 소득 중심 접근에서는 발견해내기가 힘든
부분이다.
둘째, 빈곤의 심도와 범위의 문제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 즉, 빈곤율과
빈곤 기여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장 깊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나
빈곤 기여율은 비수급 빈자의 경우가 훨씬 높다. 즉 빈곤의 범위는 비
수급 빈자에게 넓게 퍼져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우
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집단별 특성에 의거한 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단일 집단으로 여
겨졌던 노인 집단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상
이한 빈곤 상태와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질적 집단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며 이
것은 고령사회로 향하는 우리 사회에 빈곤 사전예방 효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
다. 기초생활 미수급 노인이자 동시에 다차원 빈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는 빈곤층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행정상 가족의 존재로 기초보장 수급
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에 근거
를 제공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크게 다차원적 빈곤 연구의 한계와 방법론상의 한계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차원적 빈곤 연구의 한계로 차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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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정, 빈곤선 설정에서의 객관성 확보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둘째,
방법론상의 한계로 변수의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빈곤의 상태에 대한
탐색적 고찰은 가능하나 빈곤의 역동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는 점이 있
다.
주요어 : 다차원적 빈곤, 노인 빈곤, 실현능력접근, 빈곤구조분석, 차원
계수방법(Alkire-Foster Method), 삶의질
학 번 : 2009-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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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최근 20년 사이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상당수의 베
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 중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곧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
다(통계청, 2009). 더군다나 다른 선진국들이 40~60년에 걸쳐 고령사회로 진
입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생경한 국민들의 미숙한 대처는 노인 빈곤이나 소외, 질병, 자
살과 같은 관련된 사회문제의 가파른 증가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와 정부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고령화 관련 복지 정
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그
중요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노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 관련 문제 해결 노력은 소득 지원
에 치중해 있으며(최균 외, 2011)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연구들 또한
소득 중심 관점으로 치우쳐 있다. 소득 중심 접근에서는 소득이 인간의 효용
을 대표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Robeyns, 2003) 대상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
는 소득 지원이 탈빈곤유도전략으로서의 최선의 방법이나 Nussbaum(2003)
은 “GNP적 접근(소득 중심 접근)은 경제적 성취와 관련이 없는 측면을 삶의
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건강, 교육, 성, 인종의 측면은 더더욱 그러하
다”라고 하며 소득 지원만으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즉,
인간 삶에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이 존재하며(Anand 외, 1997; 김희연
외, 2009) 소득중심 관점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많은 이슈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관점의 논의는 1980년 아마티아 센의 실현능력접근
(Capability Approach)에 의해 촉발되었다. 본 접근에서는 빈곤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소득의 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다고 생각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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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태와 행위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빈곤이라고 정의한다. 다
소 추상적이고 복잡하기도 한 본 접근에서는 현재의 기록적인 노인 자살과
낮은 삶의 질을 실현능력(Capability)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소득 뿐 아니라 삶의 전 차원을 아우르기
때문에 노인 삶의 다양한 양태를 동시에 살필 수 있고 빈곤의 심도와 범위를
알 수 있어 그 효용가치를 갖는다. 또한 빈곤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
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가려내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빈곤 형성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미미하다. 특히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차원적 빈곤과 관련한 실증 연구로 서병수
(2007)의 연구와 노법래(2009), 최균 외(2011)의 연구가 있으나 서병수(2007)
와 최균 외(2011)의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에 그
치고 있으며, 근로자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노법래(2009)의 연구 또한 대
상층의 스펙트럼이 넓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논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 빈곤 양상을 알아
보려 한다. 또한 다차원적 빈곤을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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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위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Sen
의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에 입각한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한국
노인의 상황에 적용하여 측정해 보는 것이다. 빈곤 측정을 통해 각 차원별 노
인 빈곤율과 합계로서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할 수 있고, 각 차원이 다차
원적 빈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기여율을 측정하여 차원별 비교를 실행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상정한 차원을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

으로 분류한 다음 본 분류에 따른 빈곤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것이
다. 셋째, 위에서 시행한 방법을 다음의 8가지 분류에 각각 적용하여 빈곤의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국민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노
인 집단을 하위그룹화 하여 다차원 빈곤을 살펴보아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빈곤의 연관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노인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고, 특히 빈곤에 대한 논의를 소득차원의 그것에서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근본
적인 빈곤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차원별 빈곤율 및 기여율 분
석을 통해 빈곤에 취약한 부분을 가려내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마
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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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계측
1.1 다차원적 빈곤율은 어떠한가?
1.2 차원별 빈곤율과 빈곤 기여율은 어떠한가?
1.3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의 기여율은 어떠한가?
2. 인구사회학적 분류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 구조 분석
2.1 성별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2.2 연령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2.3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2.4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2.5 혼인상태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2.6 건강상태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2.7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2.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빈곤 구조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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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다차원적 빈곤과 노인 빈곤 선행연구
1. 다차원적 빈곤 관련 연구
현재 국내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해도 과언이 아
닐 만큼 소수이다. 현재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의 빈곤을 계
측한 연구는 서병수(2007)의 논문과 노법래(2009), 그리고 최균 외(2011)가
유일하다. 서병수(2007)는 빈곤의 연속성적 특징1)을 이용하여 퍼지집합이론으
로 빈곤을 측정하였고, 빈곤 체재기간을 살펴보아 비화폐적 차원의 결핍의 중
복으로 장기적 빈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최균, 서병수, 권
종희(2011)의 연구는 차원계수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
강 차원의 결핍이 다차원적 빈곤의 결핍폭을 넓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법래
(2009)의 연구는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다차원적 빈곤과 빈곤 결정 요인을 탐
색하였으며 성별, 주거지역, 가구유형, 근로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다차원적
접근의 분석이 소득빈곤 접근보다 빈곤 발생 요인의 상호작용을 잘 포착함을
밝혀내었다. 노법래(2009)의 연구는 앞의 두 연구와는 달리 주거지역별, 가구
유형별, 근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빈곤 요인의 상호작용을 세분화하였으며,
최균 외(2011)의 연구는 각 차원별, 대상별 빈곤 기여율을 계측하여 정책적
접근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다차원적 빈곤과 소득 빈곤의 중복 내용을 명
시하여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추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여성일수록, 고연령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단독가구일수록 높은 다차원적 빈곤을 보였으며(서병수, 2007; 노법래, 2009;
최균 외, 2011), 빈곤이 개인적차원(학력, 건강)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
1) 빈곤의 분포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속형인데도 현재의 빈자 구분은 빈자 혹은 비빈자
의 이분법적 구도를 띄고 있고, 빈곤선 설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분하였다. 퍼지접근은 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빈자를 0에서 1 사이로 설정하여 빈곤의 모호성과 동태적 특징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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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보장)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현재 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다차원적 빈곤 연구 영역 이루어지는 것처럼 삶의 질 연구
영역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노인의 사회적 관계, 소득 빈곤 등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 다차원적 빈
곤과 삶의 질 연구의 차이점을 짚어보면 첫째, 다차원적 연구는 개인과 사회
와의 관계에 보다 초점이 모아져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실현능력
(Capability)을 발휘하면서 사는 데에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원용찬 역, 2008). 즉, 삶의 질이 주관적, 개인적 평가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다차원적 빈곤은 좀 더 포괄적이며 거시적 특성을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은 평가로 도출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실현능력접근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각 개인의 실현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태에 그 관심을 둔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고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연구도 다차원적 빈
곤 연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삶의 질 평가에서 상정하는 분석
기준이 다차원적 빈곤 연구에서 상정하는 차원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도 삶의 질과 마찬가지로 내재
적으로 다차원적일 수 밖에 없어 다차원적 빈곤 측정 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참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에서 제시할 삶의 질, 생활만족도, 사회적 배제 등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위에서 분석한 연
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지역 등의 요소도 삶의 질 및 사회적 배
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 외, 2008; 이현송, 1997; 이
소정 외, 2008; 박미진, 2010; 오영희 외, 2005; 석재은 외, 2005; 조성호
외, 2009).
김안나 외(2008)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소득, 노동, 의료, 주거부
문에서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경우, 노인의 사회 단체 참여 여부, 가족과의
관계 등의 측면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
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 6 -

참여하지 않을수록, 농촌에 살고 있을수록 다차원적 영역에서 배제가 발생하
고 있었고, 소득빈곤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 또한 연령의 높고 낮음,
성별의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거주지역의 차이가 사회적 배제 여부를 명확
하게 나누는 축이 되고 있어 노인 집단이 위의 특성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며, 따라서 노인 정책의 방향도 대상의 속성에 따라 예각화된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석재은(2005)은 Sen의 주장을 인용하며 사회적 배제가 빈곤의 원인이자 결
과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 개념은 사회 문제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분석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빈곤은 저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
의 개념에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소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일한 요인이 아님을 지적하며 빈곤, 노령, 재해, 장애, 사망, 실업, 고용 등의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작 분석 시에는 정부의 현금
지원 효과를 알아보는 수준에 그쳐, Sen이 주장했던 다차원적 특성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오영희 외(2005)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가족
형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참여 등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계층이 조사대상 5개국 중 경제적 생활곤란감을 가장 심
하게 느끼고 있고, 여가, 사회참여 측면에서도 기회의 제한, 빈곤, 정보화 교
육 기회의 부재로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건강측면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노인성질환자의 증
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영희 외(2005)는 보
편적 연금제도의 강화와 노인 고용기회 확대로 소득 보장을 추구해야 하며
그 뿐 아니라 삶의 다른 차원인 건강과 사회 관계측면도 다양한 건강 관련
사회서비스와 여가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현송(1997)은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이현송(1997)은 객관적 삶의 차원을 소득, 보건, 교육, 노
동, 문화정보, 형평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 문화정보, 보건, 소
득, 노동, 형평의 순으로 열악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박미진(2010)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듦을 사회적 고립으로 보고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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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연구별 분석 기준 차원
연구자

연구 내용

최균

다차원적

외(2011)

빈곤

서병수(2007)
노법래(2009)
박미진(2010)

다차원적
빈곤
다차원적
빈곤

연구 시 선정한 차원(혹은 결정 요인)
소득,순자산,건강,근로능력,가족사회관계,사회보장
자원의확보(균등화소비),개인적(학력,주거만족도,건강상태),사회
적관계(가족및인척관계,사회적친분관계),사회구조적(종사상지위
,공적연금가입여부,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 물질적 안녕, 직업, 주거환경, 사회관계, 교육, 건강지원

삶의 만족도

경제적 빈곤,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인식 매개효과)

노인의

신체적건강,심리적안녕,경제적안정,사회적관계,사회활동,사회환

이형석

삶의질
노인의

경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관계 및 경제수준, 물리적

외(2003)
오영희

삶의질
노인의

환경

외(2005)

삶의질

고승덕

노인의

외(1997)

삶의질

이경욱(2008)

김태현
외(1998,
1999)
손신영(2006)
정명숙(2007)
석재은
외(2005)
조성호
외(2009)
이현송(1997)
김안나
외(2008)
이소정
외(2008)
김혜연
외(2009)
최옥금(2007)

가족형태,경제상태,건강상태,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종교유무, 교육정도, 배우자유무, 가족형태, 요실금, 기분고양,
생활활력, 행복감, 자부심, 자아존중감, 실패감, 열등감,
여가활동유무, 직업

노인의 삶의

신체 및 정신건강, 심리적 변화, 가족관계, 직업 및

질

은퇴생활여가활동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의 삶의

정신건강, 자존감, 경제적상태, 사회적지지, 신체적기능
인구사회학적변인(연령,성별,학력,종교,결혼,소득),

질

성격요인(외향,내향성/낙관적,비관적),

삶의질

소득,고용,아동보육및교육,의료,주거(노인은 소득보장중심)

삶의질
삶의질
노인의
사회적 배제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역경제, 교육몬화, 교통, 주거및환경, 정보화, 일반행정,
사회복지,사회안전
보건,교육,노동,문화 및 정보, 형평,소득
소득, 노동시장, 주거, 건강, 사회활동, 관계
소득,소비,사회적연계망,건강

불평등
소득불평등

연령, 학력, 종사상지위,산업,직업,혼인상태,동종혼인,연소득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자산, 건강,지역,근로기간,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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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빈곤요인
노인의

외(2009)
최현수

빈곤요인
노인의

외(2003)

빈곤구성
노인의

김영주(2008)

빈곤특성

가구특성,거주지역,가구자산,성별,연령,교육수준,혼인상태,노동
시장참여여부,직업력
성별,연령별,교육,배우자,경제활동참여,거주지역,가구유형
성별, 연령, 수급여부, 가구형태

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박
미진(2010)은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관계의 빈곤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적 건강과 안녕에 악영향을 미쳐 낮은 생활만족도로 연결되게 된다
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 건강 상황, 여가 활용, 사회적 지지망 등이
경제적 자원과 맞물려 생활상태, 신체활동, 사회적 연대활동, 사회적 접촉, 기
능적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노인 빈곤 관련 연구
노인 빈곤 관련 연구에서는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지역별, 가구 특성별, 지역별, 직업력별 특성이 제시되었
다(최현수 외, 2003; 홍백의, 2005; 김희연 외, 2009; 최옥금, 2007; 김영주,
2008; 석재은, 2006). 먼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일수록, 고연령일수록,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할수록 더 큰 빈곤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의 여성화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여성노
인들이 빈곤층에 전락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았고, 이것은
노동경력이 없거나, 분절적 노동의 결과로 연금이나 기타 노동 관련 소득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김혜연 외, 2009).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가 부부가구, 혹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보다 훨씬 빈곤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
원과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여성노인 단
독가구이거나 조손가구인 경우 노인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홍백
의, 2005; 최현수 외, 2003).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의 노인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살
고 있는 노인의 빈곤율은 훨씬 높았으며 여러 경험 연구들에서 많은 지지를

- 9 -

받고 있었다(김희연 외, 2009; 최옥금 2007; 김영주 외, 2008; 최현수 외,
2003).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하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
적하는 사항이었으며(이소정 외, 2008), 초중등,고등 교육 수준이 이후 직업력
과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빈곤하게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김희연 외, 2009).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이 빈곤한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
로 저령노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고
령노인의 경우 건강 등의 이유로 노동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저축
해 두었던 자산을 소비하기 때문에,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홍백의, 2005).
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노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득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년기는 활기찬 노화
(Active Ageing)2)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차원의 균형있는 발전이 달성되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래
의 연구들은 연구의 초점을 소득 차원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3).

2) 고령사회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하여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 하는
과정을 말한다. 활기찬 노화는 경제적 요인, 성, 보건의료서비스, 행동적 요인, 개인적 특
성, 문화, 물리적 환경, 사회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가 제2차 세
계고령화회의에서 주창한 개념이다(WHO, 2002).
3) Sen은 한 사회의 발전을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빈곤이 실현능력
(Capability)의 결핍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득의 부족은 빈곤을 구성하는 하나의 차원일 뿐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 관점에서는 소득수준에 대한 설명 하나만으로는 삶의질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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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빈곤의 다차원성과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
1. 다차원적 빈곤 개념 등장 및 실현능력접근의 형성
다차원적 빈곤 연구 중 가장 중심에는 Amartya Sen이 있다. 그는 1980년
“Equality of What?"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점진적으로 실현능력접근
(Capability Approach)를 발전시키며 빈곤의 다차원성을 규명하는데 공헌하
였다. Sen 역시 인간은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경제학의 가정에 대해 비
판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각자에 따라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양이 다르
고, 삶에 대한 가치가 상이하므로 ‘소득과 삶의 표준’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
을 구분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서병수, 2007). 이러한 Sen의 빈곤의 다
차원성에 대한 논의의 철학적 바탕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
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밀과 존 롤즈의 계보를 잇고 있다(Nussbaum, 1988;
Sen 1993; 1999; Grusky 외, 2006에서 재인용). 센은 그 스스로 분배의 논
의에 있어서 롤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롤즈의 사회
정의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롤즈가 상정한 빈곤 및 불평등 시정의
내용은 부와 재화 차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원용찬 역, 2008) 센은 부와
재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성취하느냐 하는 성취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롤즈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같은 양의 재화를 분배
한다면 불평등과 빈곤이 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센은 장애인과 일반인
에게 같은 양의 재화가 주어진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며 개인적, 사회적 여건이 복지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en, 1993).
또한 센은 현대 경제학의 기본적 사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공리주의에 대해
세 측면에서 비판을 가했다. 첫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쾌락과 고통을 사
회적으로 합산하여, 더 큰 쾌락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사회가 작동된다고 생각
했는데(Welfarism) 이것은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것이고 두 번째,
쾌락과 고통의 옳고 그름을 결과만 가지고 판정하는 것은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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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용의 합계(Sum-ranking)로 구한다는 점이다(원용찬 역, 2008.) 이러한
분석에서는 사회적으로 얻어지는 총 합으로서의 효용과 평균으로서의 개인의
효용의 충분히 크다면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Sen은 위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현능력접근
(Capability Approach)를 제안하였다. 실현능력접근에서는 인간을 쾌락과 고
통의 이분구조에서 벗어나 윤리적, 사회적 커미트먼트를 갖는 인간으로 상정
한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는 타인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희생시키는
사회적 인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 진다. 또한 발전의 방향이 절대적인 재화
의 양의 증가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향해 있다. 따라서 본
접근 하에서는 인간이 쾌락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능력을 확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현능력 확대에 불필요한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능동적 행위주체(agent)로서의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본 접근에서 정의하는 발전인 것이다(Robeyns, 2003; 원용찬 역,
2008). 이것은 Dreze와 Sen(2002)의 아래 논의에 잘 드러나 있다.
“발전이라는 개념은 경제성장, 기술 발달 뿐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
자유의 확대로 봐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 및 기술 발전이 중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이나 기술발달 차원은 인간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의 발달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를 향상시킨다는 실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가치있다고 여겨져서
는 안된다(Dreze and Sen, 2002)."

그렇기 때문에 본 접근에서는 특정 사회정책의 가치를 개인의 실현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와 결부지어 판단한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
는지, 실현능력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음용수가 있고
적절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염병이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건강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그 잣대가 된다. 실현능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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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활동 등과 같은 부분까지 확대
되며, 따라서 인간 삶의 전 측면을 포괄한다(Robeyns, 2005)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삶의 발전은 물질적 측면의 편향적 발전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균형적 발전이다. 따라서 본 접근
에 바탕을 둔 개발정책은 그 내용이나 실제 적용 정책이 공리주의적 정책과
판이하게 다르다(Robeyns, 2005).

2.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
본 접근에서 상정하는 빈곤은 기본적 실현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본 실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결핍당한 상태이다. 여기서 실현능력이라 함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으로서 스스로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성취하는
실질적 기회, 즉 자유를 말한다(Robeyns, 2003). 실현능력이라는 개념은 소
득처럼 숫자로 표시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각각 항목, 즉 각각의 기능들
(functionings)을 합하여 벡터로 계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일련
의 기능들의 집합”인 것이다(서병수, 2007). 이와 같은 벡터합으로서의 실현
능력에는 개인 삶의 자유 수준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며(Sen, 1992), 가시적이
지 않고 내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4). 한편, 실현능력을 구성하는 “기능
(functioning)"은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상태(beings)와 행동(doings)을
이미 달성한 상태를 말한다. 기능의 범위에는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소득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 건강, 자유로운 종교 활동 등 다
양한 차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영양이 좋은 상태, 적절하게 입고 거주하는
상태, 조기사망을 피할 수 있는 상태 등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부끄러움 없이 공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한 수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4) 실현능력 측정 시 기능을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기능은 이미 달성한 것
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 있어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면 실현능력은 기능의 집합으로서
개인이 선택할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실현능력에서 기능으로 바뀔 때 선택의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은 관찰이 힘들어 실현
능력 대신 기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Robeyn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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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현능력접근에서 상정하는 복지의 범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
든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인간
의 상태와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며, 상품(Commodity)이 기능화5)되는 사회적
맥락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현능력접근은 내재적으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5) Robeyns(2000)는 Sen의 실현능력접근 적용 시 상품(commodity)과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상품(commodity)은 재화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화와 서비스가 사
용되어 그것에 내재된 특성이 발휘되는 것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기능은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개인의 특성(건강, 신
체적 특성, 성, 문해력, 지능)과 사회적 특성(공공정책, 사회적 차별, 성역할, 위계질서, 권
력관계) 환경적 특성(기후, 인프라, 제도, 공공재)의 영향을 받는다(Robeyns, 2000),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전거가
있어도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개인이라면 자전거라는 상
품(commodity)이 있어도 “기능”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적 특성 중 건강을 충
족하지 못한 예이다. 혹은 자전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포장된 도로가 없다든지 여성이 자
전거를 타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상품이 있어도 기능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
로 사회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결핍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실현능력접근에서는 개인이 어
떠한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의 내용과 함께, 그 개인이 속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을 바라볼 때 객체 뿐 아니라 환경 속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사회
복지 실천의 PIE(Person in environment)관점(권중돈 외, 2005)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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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차원적

빈곤

측정에의

이슈

및

차원계수방식

(Alkire-Foster Method)
빈곤을 실현능력의 결핍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려 하면 소득 중심으로 측정
하려 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난다. 실현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추상화된 개념을 조작해야 하는 것이며, 인간 삶의 핵심적 차원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차원마다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또한 차원
별 빈곤선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측정 관련 이슈들이 등장한
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절 후반부에는 본 고에서 적용하려고 하
는 차원계수방식(Alkire-Foster Method)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1. 다차원적 빈곤 측정에서의 이슈
1) 차원 선정의 문제와 선정 방법
다차원적 빈곤을 설명함에 있어서 적절한 차원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차원을 선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반영된 차원을
찾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여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찾고, 차원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마다 사람의 삶의 차원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결과로서
반영되는 차원이 상이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규범적인 가치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다차원적 빈곤 측정에의 이슈를 여러 차례 검토했던
Robeyns(2005)도 어떠한 이유로 특정 차원을 선정했는지 공개적으로 언급하
는 것 그 자체가 가치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을 제안한 Sen 또한 의도적으로 인간
삶의 차원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실현능력이나 기능은 공중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적인 절차
와 토론을 통한 리스트 입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중의 토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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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통해 제안된 리스트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중의 욕구
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권 별로 다양한 삶의 양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적용 가능한 확정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에 Sen은 회의적
인 입장을 취했다. 인간의 복지에서 고려되어야 할 실현능력과 기능은 무수히
많은 반면, 측정되어야 할 실현능력과 기능들은 인식론적 목적에 따라, 인식
능력에 따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obeyns, 2003). 이에 덧붙여 Sen은 확정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
토의를 통한 진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공중 토론의 생산적 역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en, 2004).
Robeyns(2000) 또한 Sen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실현능력접근을 적용하는
경우마다 그 사회의 문화의 맥락에 맞게 제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정 차원이 그 사회의 웰빙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공
중이 해당 차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공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
을 때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obeyns, 2000).
반면 Martha Nussbaum은 위의 차원 선정의 임의성을 비판하며 확정된 삶
의 질 차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ussbaum, 1988, 2000;
Robeyns, 2003 에서 재인용). Nussbaum은 Sen이 차원 선정에 체계적인
조언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스스로 기본욕구일람표를 제시하였다. Nussbaum의
리스트에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하여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핵
심적 실현능력들의 목록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매우 추상적이고 형이상
학적 수준으로 제작되어 문화권에 따라 조금씩 수정가능하다(Robeyns,
2000). Nussbaum은 본 리스트는 문화의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고 각 문화권
의 맥락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듬어 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얼마든지 확정된
기본욕구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6).
6) 그러나 본 리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본성에 관한 관점을 모방한데 불과하고, 북미
의 중산층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복지는 인간 본성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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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를 검토하면 자연스럽게 차원 선정 방법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
는데 Alkire(2007)는 “Choosing Dimensions"이라는 논문에서 다양한 차원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4가지 방법은 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이
다. 첫째, 현존 데이터를 중심으로 차원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미 많은 연
구에서 쓰이고 있고 쉽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차원으로 선정하여 측정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UNDP에서 매년 측정하여 제시하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가 있다. 본 지표는 소득, 초등교육, 조기
사망을 세 차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는 규범적인 가정을 통하는 방
법이다. Nussbaum의 리스트도 본 분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사회학
이론, 종교적 견해, 심리학 이론 혹은 기존 선행연구에 기반한 것들이다. 이
방법은 공중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빈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셋째로 MDG나 Sphere 프로젝트처
럼 이미 널리 적용되고 있는 단위의 차원을 차용하는 방법이다. 이 측정단위
들은 인권존중에 기반하여 설계되었고 공중의 동의를 이미 획득하여 대중이
본 프로젝트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에도 관심을 모으는 효과를 낳는다. 네
번째 방법은 자발적인 참여관찰을 통하여 차원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
은 관련 집단이 직접 차원 선정에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차원을 선정하
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단위를 넘
어선 국가 단위의 차원을 선정할 때, 공동체별 상충하는 견해가 쉽게 화해되
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공동체 내의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한 사람의 의견이
주로 반영될 수 있어 왜곡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방법은 실증 분석을 통한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질 분야, 문화간 심리학 등의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가들
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설문을 통하여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주관적 웰빙과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많이 적용된다.
기존의 많은 다차원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그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
원을 차용하여 적용하였으며, 연구 맥락에 맞는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대부
분 각국의 연구소나 시민단체에서 개발된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하거나 선행연
구 검토를 통하여 연구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병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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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사회적 배제, 주관적생활만족도 연구와 노인 빈곤 연구 검토를 바
탕으로 하여 공통분모로 지적된 차원을 추출하여 적용하려 한다.
2) 가중치 부여의 문제
가중치는 차원을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문제이다. 차원별 가중치를 설
정한다는 것은 차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과 동일하므로 불요불급하게
가치판단이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차원에는 양의 가치를 부여하고 다
른 차원에는 영을 부여하는 것은 차원간 대체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가중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가중치 결정은 사람들에게 차원의 우선순위를 묻고 그에 따라 서열을 결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서병수, 2010), 기존에 이루어
졌던 연구들에서는, 각 차원별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 대상 차원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차원별 동일 가중치를 적용
하고자 한다.

2. 차원계수방식(Alkire-Foster Method) 소개
본 방식은 OPHI(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의
Sabina Alkire와 George Washington Univ의 James Foster에 의해 2010
년 개발되었으며, 국제개발분야 혹은 국가 내 웰빙지수 측정 등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이미 멕시코와 콜롬비아 외 여러 국가에서 본 방법으로 빈곤을 측
정하고 있으며, 부탄은 본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가 차원계수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여 한차례 국내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바 있다7).
본 차원계수방식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1) 다차원적 빈곤이라는 복잡한 개
념을 직관적으로 측정, 이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본 방법은 2) 이중
7) 본 연구에서도 Alkire-Foster Method를 차원계수방식으로 명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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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방식(dual cut-off method)을 이용하여 빈자를 과소추정하거나 과다
추정하는 오류를 최소화하였고, 3) 각 차원별 빈곤의 심도를 파악할 수 있으
며, 4) 다차원적 빈곤을 하위 그룹별, 차원별 분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5) 측정 시 서열 변수도 사용가능하여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6)
다차원적 빈곤의 단조성공리를 충족하여, 실제 빈곤에 빠지는 빈자의 차원수
가 많아질수록 빈곤율도 높아진다. 7) 그룹 크기 조정을 통해 국가 크기가 다
름에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Alkire, 2009).
이러한 다양한 장점으로 정책 입안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바탕을 마련해 주며,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빈자를 가려낼 수
있어 타겟팅이 용이하다(Alkire, 2009). 그리고 정책의 목적에 따른 차원선정
이 가능하여 빈곤 탈출에 가치있는 차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최균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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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1절 분석 자료와 변수설정
1.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설계한 고령화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본 패널은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예상되는 각종 노인
문제를 연구하고 사회경제정책적 대안을 생산하기 위해 2006년 설계되었고
격년마다 한번씩 조사되어 현재 2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패널 응
답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구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개인이며, 각 시도
별 인구 수 비례 층화 표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패널은 총
5215 사례이며, 그 중 국민연금수급 개시연령의 기준이 되는 60세 이상 인구
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패널은 전국구 노인 대상 패널로 노인의 욕구와 실태
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객관적 지표에서부터 주관적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자료들이 구성되어 있어 본인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다고 여겨져서 선택하
게 되었다.

2. 연구 모델 및 차원, 지표 선정
1) 차원 및 지표 선정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의 결과, 데이터 존재 여부, 학자들의
상호 검토, 설문, 기본욕구지표 등을 통해 차원 및 지표가 선정되었다(Alkire
외, 2009).
본 고에서도 이미 여러 학자들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차원을 노인의 삶의 차원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차원은 소득, 자
산,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다섯 가지 차원이다.
소득과 자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빈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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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차원적 빈곤 모델

제를 살펴보기 위해 화폐적 측면의 변수로 반영하였다. 특히 자산은 앞서 최
균 외(2011)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다차원적 빈곤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측면으로 밝혀졌으며, 저소득층의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훨씬 웃돌고 있
다는 연구(남승호, 2011)로 본 연구에서의 차원으로 선정한다면 빈곤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소득과 자산 각각
가구 내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응답 내용을 지표로 갈음하였다.
또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강상태와 사회활
동의 차원을 선정하였다. 건강 차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알려주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그 지표
로 사용하였다.
다음, 가족관계 차원은 노인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삶의 범위가 가족으로
줄어들어 일차적 관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물론 핵가족화된 작
금의 사회 상황에서, 노인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가 많아 가족이 삶의 차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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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정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
교의 영향으로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존재해 왔고 지금도 그 영향은 사회 깊
숙이 남아 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 관계의
단위는 가족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본 차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였다. 가족관계의 차원은 노인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우자 유무와 자녀와
의 만남횟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사회관계 차원은 건강차원과 마찬가지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차원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
았듯이 적절한 사회생활이 삶의 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노인의 다차원 빈곤
의 한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2) 차원별 빈곤선 결정
본 연구에서 상정된 차원은 소득, 자산,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의 5차
원이며 고령화패널 2차년도 자료에서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 차원별 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만한 지표를 선별하여 선택하였다.
먼저 소득차원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사용하
였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부터 8인 가구까지 가구 규모별로 설정되어 있
어 소득의 균등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내재적으로 규모의 경제의 개념이 반영
되어 있어 상이한 가구 규모를 반영하여 적용하기 용이하다. 또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소득 측면에서 우리나라 빈곤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빈곤선으로 사용하기 적절하다.
자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빈곤층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본 차
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기초재산액 액수를 빈곤
선으로 사용하겠다. 기초재산액은 그 구성요소가 사실상 자산과 동일하며, 주
거 등의 기본적 욕구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차원의 빈곤선으로 사용하기 적절하다.
건강차원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두
가지 지표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ADL은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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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IADL은 일상용품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전철
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 기본적 일상활동 이상의 도구적 일상생활을 측
정하는 지표로 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 대상이 얼마나 독립적인 생
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L과 IADL에 있어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빈자로 판별하였다.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와의 만남 횟수를 빈곤의 잣대로
사용하였다.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별거 중, 이혼, 실종(이산가족), 결혼한
적이 없는 노인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여 빈자로 판별하였으며, 자녀와 일년
에 두 번 미만으로 만나는 노인에게 1을 부여하였다. 분석에는 두 변수중 하
나라도 1의 값을 나타낼 경우 1로 표시하는 합집합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회활동의 측면에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일
주일에 한번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 만남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0을,
그 미만은 1을 부여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노인빈곤 설명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8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국민연금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이며 이를 독립변수로 삼고 다차원적 빈곤 판정결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할 것
이다. 각각의 변수에 따라 인구 집단을 분리시키고, 하위 그룹별 다차원적 빈
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성별은 남녀로, 연령은 60-74세
를 연소노인으로, 75-84세를 고령노인으로,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나
눌 것이며, 거주지역은 대도시 거주 노인, 중소도시, 읍면시군구 거주 노인으
로 삼분할 것이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 이상의 범
주로, 혼인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하위그룹화 할 것이다. 또한 건강은 본인의
주관적 건강 판단에 따라 건강 상태가 “좋음”, “보통”, “나쁨”으로 나누고자
한다.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누어 다차원적
빈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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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 분석
1. 차원계수방식(Alkire-Foster Method)의 적용
1) 다차원적 빈자 판정
본격적으로 차원계수방식을 살펴보면, 개인이 옆의 식과 같이 n 명 존재하고
    선정된 차원이    이와 같이 d 차원이 있다. 각 차원에

대한 개인이 성취한 복지 수준은      와 같이 표현된다. 그렇다면 각 개
인별로 각 차원에서 성취한 복지 수준을 가지고 n x d 행렬    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행벡터           는 우리가 상정한 각 차원에서  라는
개인이 느끼는 복지 수준이며 열벡터         는 j라는 차원에서 각
개인이 성취한 복지 수준이다.
0의 값보다 큰 j 차원의 빈곤선     를 상정하면, 1부터 d까지의 차원에
각각        의 빈곤선이 있으며, 모든 개인   마다 각각의 빈곤선 보다
높고 낮음을 비교하여 결핍의 행렬      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의 식과
같이

번째 개인  가 각 차원에서의 빈곤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면 1

의 값을, 높다면 0의 값을 갖는다.
       




  i f   ≺  
 

    i f   ≥  

이 과정이 첫 번째 경계선 판독 과정이며8),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핍의
행렬        을 획득한다.
 소 득 자 산 건 강 가 족 관 계  사 회 관 계      
소 득 자 산 건 강 가 족 관 계  사 회 관 계

     
  





    







   





 소 득 자 산 건 강 가 족 관 계 사 회 관 계 
8) 연구자가 정한 빈곤선에 비추어 각 개인이 각 차원에서 빈곤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후에 있
을 두 번째 판독과정을 거치면 최종 다차원적 빈자를 가릴 수 있으며, 이렇게 2개의 경계
선에 의해 다차원적 빈자가 판독되므로 이것을 이중 경계선 방식(dual cut-off method)라
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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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각 항은 각 차원마다 미리 설정된 기준에 의해 빈자(1의 값을

획득한 항)와 비빈자(0의 값을 획득한 항)로 나뉘어진다. 즉, 개인마다 각 차
원에서 빈자인지 비빈자인지 1차 판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각

개인(  )이

몇

개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박탈을 경험하는 차원 수 로 개인이 경험하는 결핍 개수의 총 합으

로 구해진다.
그 다음 아래의 판별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차원적 빈자를 가린다.

위에서 얻은  , 즉 개인이 경험하는 결핍의 갯수가 연구자가 정한 k 보다 크
면  가 1의 값을 갖게 되어 다차원적 빈자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k
는 2차 빈곤선으로서 연구자가 최종 빈자 판정을 위해 정한 수이다. 만약
k=1 이면 1개 이상의 결핍 차원을 가진 빈자를 모두 다차원적 빈자라고 보는
것이므로, 합집합 방식의 빈자 추정법이라고 한다. k=1일 경우 빈자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k=d일 경우, 즉 k가 차원의 개수와 동일하게 설
정되었을 경우, 모든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야 빈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차원적 빈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빈자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본 방법론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k를 1 에서 d 사이로 정하여 기존보다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2) 다차원적 빈곤(H)율 및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M0) 계산
위의 빈자 판별 과정을 끝내면 결핍 차원 개수를 기준으로 결핍의 행렬
   를 얻어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혹은 으로 구성된 행렬로

위에서 정한 k의 조건 하에       이면 다차원 빈자,       이면
다차원 비빈자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총 인구수를
N이라 하고, 다차원적 빈자의 머릿수를 q로 정하면 다차원적 빈곤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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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방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다차원적 빈자 머릿수전체 인구

이 방법은 소득 단차원 머릿수 빈곤율과 유사하여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며
순위데이터로도 산출 가능한 장점이 있다(최균 외, 2011).
그러나 이 방법은 다차원적 단조성 공리(Multidimensional Monotonocity)
를 침해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차원적 빈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차원에서 빈곤을 겪게 된다면, 즉 다차원적 빈자들이 경험하는 결핍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빈곤율은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전 방식으로는 다차원적 빈자의 머릿수만 계산하기 때문에 다차원
적 빈자의 결핍 차원 갯수의 변화가 빈곤율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것은 빈곤
측정의 단조성 공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Alkire와 Foster가 2007년 본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 지수”   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머릿수가 아닌 결핍의 차원이 계산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먼저
A를 살펴보면,
 



는 현재 다차원적 빈자들이 경험하는 결핍의 개수,
q는 다차원적 빈자 수,
d는 차원수임을 감안할 때,
qd는 모든 다차원적 빈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결핍 차원의 수를 의미한
다. 그렇다면 A는 다차원적 빈자가 평균적으로 겪고 있는 결핍의 개수가 된
다. 따라서
 
 

      ×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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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차원적 빈자들이 경험하는 박탈의 총 수
가 되어 빈곤 계상 시 빈곤한
총 인구가 겪을 수 있는 박탈의 수

차원의 숫자가 반영되어 머릿수빈곤율에서 보유하고 있는 빈곤의 단조성공리
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 자료 분석 과정
1) 차원별 빈곤 기여율 및 상관관계 분석
먼저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계측하려 한다.
그 다음 위의 다차원적 빈자 판정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소득 빈곤과 중
복 여부를 판별하려 한다. 소득빈자는 고령화패널 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로 할 것이며 위에서 판정된 다차원적 빈자와의 중복 범위를 파악할 것
이다. 본 과정을 통해 소득중심 복지지원 사각지대의 규모를 다차원적 빈곤
접근의 시각에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목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시 사용되는 Cramer's V를 이용하여 각 차
원별 상관관계를 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의 상
관관계와 함께 각 차원의 연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그 다음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각 차원이 다차원적 빈곤에 얼마만큼의 영향
을 미치는지, 즉 어느 차원이 더 큰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지 구할
것이다. 본 차원계수방식(Alkire-Foster Method)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하나
의 집단을 하위 그룹별로 분해하여 분석가능하고, 차원별로 분해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차원의 빈곤율을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 빈자 수 
라고 할 때,
총 인구수

 

 


이것은 각 차원의 빈곤율을 다 합하여 차원의 수로 나눈 것으로, 차원별 빈곤
율의 평균이라 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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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를   로 나눈다면, 특정 차원에서의 빈곤율이 전체 차원에서 평
균으로 구한 차원별 빈곤율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즉,
특정 차원의 빈곤 기여율을 알 수 있고, 각 차원별 기여율 수치를 비교해본다
면 어느 차원이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Alkire et al,
2011).
2)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분석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등에 따른 분석에
는 아래의 하위그룹 분석 공식을 사용할 것이다.
 와  의 하위그룹으로 나눴다고 할 때  와   가 각각  와  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이라 가정할 때, 분해 가능한 본 공식의 장점을 이용
하여 두 하위그룹  와  각각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하위그룹별 분석 시 위의 공식을 변형하여 각 집단이 전체 빈곤율에 어
떻게 기여하는지 구할 수 있다. 위의 공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집단  의 전체인구 대비 인구 비율에 집단  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곱하여
이 값을 전체 다차원적 빈곤율로 나눔으로써 집단  의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도출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집단  의 빈
곤 기여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집단별 빈곤 기여율은 계산식에 전체 인
구에서 해당 하위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 인구 집단의 크기를
반영한 빈곤 기여율을 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하위그룹이 전체 빈곤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 여기서 얻은 값을 위에서 구한        값과 비교해서 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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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1절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측정
1. 다차원 빈자 판별 및 해석
차원계수방법(Alkire-Foster Method)에서 다차원적 빈자를 판별하기 위해
서는 2단계의 빈자 판별 과정을 거친다. 각 차원에서 빈곤 계상 시 한번, 그
리고 차원을 아울러 최종 다차원적 빈자 판별 시 한번, 총 두 번 빈곤기준선
이 적용된다.
먼저 상기 규정한 차원별 빈자 판별 기준에 의해 1차로 빈자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결핍의 행렬 g(k)을 획득하였고, 결핍의 행렬에 따른 결핍의 차원 개
수도 획득하였다.
그 다음 최종 다차원적 빈자 판별을 위하여 빈곤선을 1부터 5까지 다르게 적
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율을 구하여 보았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빈곤 판별
공식10) 하에서 k에 따라 g(k)는        또는  의 행렬로 변환된다. 여기
서 k=1이라는 뜻은 개인이 한 차원에서라도 빈곤하다면 다차원적 빈자로 계
상되는 것을 말하며 k=5이면 개인이 모든 차원에서 빈곤할 때 다차원적 빈자
로 계상되는 것을 뜻한다11).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차원계수방식
(Alkire-Foster Method)은 2차 빈곤선인 k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워 합집
합 방식이나 교집합 방식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실 문제를 덜 수 있다.
k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위의 표 2를 얻어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k=3일 때 다차원적 머릿수 빈곤율(H)은 18.5%이다. 여기서 차원계수

10)
1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k=1일 때, 전체 샘플 5215명 중 4271명이 다차원 빈자로 계상되어
78.1%가 다차원 머릿수 빈자로 판명되었다. 반대로 k=5일때, 즉 5개 차원 모두에서 빈곤
을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 빈자 머릿수를 구할 때 전체의 약 0.6%에 지나지 않았다. 이
는 위에서 언급한 합집합 방식과 교집합 방식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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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Alkire- Foster Method)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
(   )은 머릿수빈곤율(H)과 다차원 빈자들이 평균적으로 겪는 결핍 개수(A)를
곱해서 얻어지며 그 결과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   )은 머릿수 빈곤율 보다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
표한 빈곤통계연보를 보면 전가구기준, 최저생계비 조건 하에서 노인 빈곤
율12)은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27.1%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기
서 두 번째 빈곤선인 k는 소득 빈곤율인 27.1%와 가장 가까운 값인 18.47%
일 때의 k값, 즉 k=3일 때로 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
단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빈곤층 정의 기준이 소득, 자산, 부양의무자
의 3가지 요건이며 본 연구가 그 중 두 개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에 착안하
여 k를 3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되었다13). 2차 빈곤선을 1에서부터
5까지 다양하게 상정하여 세부 분석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k=3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자를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표 2] 2차 빈곤선에 따른 다차원 빈곤 측정
①=결핍차원총갯수 ②=결핍 인구 ③=결핍인구*차원갯수 ④=머릿수다차원빈곤율 ⑤=평균결
핍갯수 ⑥=조정된다차원빈곤율
k

빈곤
차원
갯수

1 12345
2 2345
3 345
4
45
5
5

C(k)
①

q ②

qd ③

H= q/N
④

A=
C(K)/
qd ⑤

HA=
M0 ⑥

빈자의
평균 결핍
개수⑦

7475
5591
3143
923
155

4071
2187
963
223
31

20355
10935
4815
1115
155

0.781
0.419
0.185
0.043
0.006

0.367
0.511
0.653
0.828
1.000

0.287
0.214
0.121
0.035
0.006

1.433
1.072
0.603
0.177
0.030

K=3일 때 다차원적 머릿수 빈곤율(H)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약 18.5%를 보
이고 있다. 즉 전체 샘플의 18%가 3개 또는 그 이하의 빈곤 차원을 소유하
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   )은 12.05%를 기록하고

12) 이것은 모집단 인구를 해당 빈곤 인구로 나눈 것으로 머릿수 빈곤율이다.
13) 2011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에 발표된 최균 외(2011)의 다차원적 빈곤 연구에서도 본 기준
이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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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   )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차원 빈자의 결
핍 차원의 개수를 전체 인구 보유 결)핍차원 개수로 나눈 것으로, 노인 한 개
인이 전체 집단 중에서 “다차원 빈곤에 처할 평균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
(최균, 2011). 따라서 노인 한명이 3개 이상의 결핍을 보이고 있을 확률은
12.05%라고 해석할 수 있다14).

2. 차원별 빈곤율과 빈곤기여율
다음은 K=3일 때 차원별 머릿수 빈곤율(H)과 다차원적 빈곤 기여율에 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해 k=3일 때 어떤 차원이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   )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즉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결핍을 보이고 있는 차
원은 어느 것인지 알아내기 위한 분석이다. k=3일 때 다차원적 빈자로 분류
된 인원은 5215명 중 963명이다. 그 중 소득 차원에서는 795명이, 자산에서
는 611명이, 건강에서는 450명이, 가족관계에서는 708명이, 사회관계에서는
579명이 다차원적 빈자이며, 동시에 각 차원빈자이다. 위 표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소득 차원의 다차원적 머릿수 빈곤율(H)은 전체의 15.2%15)가 최저생계
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결핍을 보
였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차원은 가족관계차원으로 13.6%가 자녀와 거의 만
[표 3] 차원별 머릿수 빈곤율과 빈곤 기여율
k=3 일때

차원별 빈곤
머릿수

소득
자산
건강
가족관계
사회관계
계

795
611
450
708
579
963 명

다차원적
머릿수
빈곤율(H)
0.152
0.117
0.086
0.136
0.111
(M0)0.1205

화폐/
비화폐 차원
빈곤 기여율

차원별
빈곤 기여율
0.253
0.194
0.143
0.225
0.184

0.447
0.552
1

14) 머릿수 다차원적 빈곤율(H)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   )을 이하
다차원 빈곤율이라 명명할 것이고 머릿수 다차원적 빈곤율은 머릿수 빈곤율이라 명명하려
한다.
15) 본 수치는 고령화 패널 질문 문항 중 가구 내 소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소득답변을 노
인소득으로 간주하여 활용한 결과이다. 이 수치는 노인실태조사(2012)나 빈곤통계연보
(2011)의 그것과 다르며 이것은 분석 단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본 수치를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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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갖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였으며, 기본재산액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11.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차원별 빈곤 기여율을 살펴보면 건강차원의 기여율은 14.3%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소득과 가족관계가 가장 빈곤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자산차원과 사회관계의 기여율은 각각 19.4%, 18.4%로 비등하였
다.
다음 화폐차원과 비화폐 차원의 다차원 빈곤 기여율을 살펴보았다. 화폐차
원의 다차원 빈곤 기여율은 소득차원과 자산 차원을 합쳐서 44.7%였으며 비
화폐 차원은 건강,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3차원으로 빈곤 기여율은 55.2%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차원적 빈곤을 구성하는 비중이 화폐적 차원은 44.7%고
비화폐적 차원은 55.2%임을 의미한다. 이는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화폐적 차원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화폐적 측
면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이전의 연구들에서 적용되어
왔던 것처럼 화폐적 차원이 인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써 기능을
한다면 다차원 연구에서도 화폐적 차원 기여 비중이 크게 나와야 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화폐적 차원이 빈곤에 기여하는 바가 전체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빈곤 설명에 있어서 비화폐적 차원의 상대적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집단별 빈곤 구조 분석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구분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 현황과 그 구성 내
용에 관한 분석이다. 분석의 순서는 먼저 1)다차원적 빈곤율(   )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전체빈곤율과도 그 크기를 비교하여 대상 집단의 빈곤 범
위를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은 2)대상집단이 전체 다차원적 빈곤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보려 한다. 이를 통해 빈곤의 심도를 구하여 어느 집단이 더 깊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 3)각 대상집단별 빈곤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차원이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는지 살필 것이
녀동거여부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한국 노인의 일반적인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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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각 차원의 빈곤 기여율을 보아 특정 집단의 빈곤율에 각 차원의 영향을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5)차원을 화폐적과 비화페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양
분된 차원이 전체 다차원 빈곤에 어떠한 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
이다.

1. 성별
1) 집단 간 분석16)
다음은 성별에 따른 계측이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조정된 다차원적 빈
곤율(①)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조정된 다차원 빈곤율은 8.1%에 그쳤으며
반면 여성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남성의 두 배에 가까운 15%를 기록하고 있
었다. 전체 평균이 12% 가량임을 기억할 때, 여성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평균을 3%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노인의 경우는 평균보다 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 다차원 빈곤 구조 분석
성별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사회
관계

머릿수
차원별
빈곤율
(Hj)③
남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
여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243

169

173

110

213

0.108

0.075

0.077

0.049

0.095

0.268

0.186

0.191

0.121

0.235

0.454

16)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081

0.289

279

2242

0.150

0.711

684

2973

0.121

1

963

5215

0.546

552
0.186

442
0.149

277
0.093

598.
0.201

366
0.123

0.247

0.198

0.124

0.268

0.164

0.445

전체

다차원
빈곤율
(M0)①

0.555
1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 빈자 수
와  
총 인구수 

의 수식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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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17)
집단별 빈곤 기여율(②)을 살펴보면 남성노인 집단 2242명이 전체 빈곤의
28.9%를, 여성노인 집단 2973명이 전체 다차원적 빈곤율의 71.1%를 기여하
고 있다. 앞서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의 다차원 빈곤율 차이는 약 7%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인구 집단 크기를 고려한 전체 다차원 빈곤율에의 기여율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다차원적 빈곤에 두 배 정도 더 기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빈곤의 심도는 물론 다차원적 빈곤의 범위가 여
성 노인을 중심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존 학계에서 논
의 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가 다차원적 접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로 여성 노인이 소득 측면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집단별 빈곤기여율

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18)
다음은 집단별 세부 분석으로 각 차원마다의 빈곤율(③)을 살펴보겠다. 남성
노인의 경우 가장 큰 빈곤을 보이고 있는 차원은 소득 차원으로 10.8%인







17)                의 수식을 사용하였음.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 빈자 수 
과
총 인구수 
      의 수식을 사용하였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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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명의 남성 노인이 다차원적 빈자이자 동시에 소득 차원의 결핍을 보유하
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사회관계가 9.5%, 건강차원이 7.7%, 자산 차원이
7.5%로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남성 노인의 사회관계의 빈곤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남성 노인이 여성노인
에 비해 내성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
우, 사회생활을 할 만한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등의 경우가 있을 것
이다. 본 수준의 분석에서는 그 이유를 밝혀낼 수는 없지만 남성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관계 차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각 차원이 다차원
적 빈곤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 기여율(④)을 살펴보면 소득 차원
이 26.8%, 사회관계의 측면이 23.5%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③) 가족관계 차원이 20.1%로 가장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노인의 5분의 1 이상이 가족관계 차원에서 빈곤한 것, 즉 배우자가 없
거나 자식과 만나는 횟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의 가
족차원 빈곤율인 4.9%와 큰 대조를 이루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노인이 동일한 조건의 남
성노인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따라서 배우자
도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소원한 독거여성노인이 전체 여성 노인의 5분의 1
정도로 상당수 존재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여성노인 다차원
빈곤율을 살펴보면 두 번째 순위가 소득차원으로 18.6%로 나타났으며, 세 번
째가 자산차원 빈곤율이 14.9%로 비화폐적 측면 뿐 아니라 화폐적 측면에서
큰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차원별 빈곤 기여도(④)를 살펴
보면 가족차원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차원이 24.7%, 자산차원이
19.8%로 나타났다. 건강차원은 12.4%로 가장 낮은 기여율을 보였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비교해 보면 건강차원은 경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
족관계차원이나 소득, 자산 차원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 노인
의 건강 수준은 성별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가족관계에 의한 빈곤, 소득이나
자산차원에서의 빈곤은 성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화폐적 빈곤보다 비화폐적
빈곤의 빈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⑤). 특히 화폐적 빈곤이 전체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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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별 다차원 빈곤율

그림 4 성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빈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집단 모두 45% 가량에 머물러 있어 집단의 특
성과 상관없이 빈곤 기여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폐/비화폐적 빈곤 분석 수준에서 보았을 때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 빈곤의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 세부 분석 내용에서 남성 노인의 빈곤 양상은 여성 노인의 그것과 달
랐다. 즉, 화폐와 비화폐로 이분화된 수준에서 볼 때 일견 다를 바 없는 빈곤
의 형태가 다차원으로 쪼개어 보았을 때 집단별로 그 구조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차원적인 관점, 즉 빈곤을 단순화시켜 소득의 부족만이 빈곤
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다채로운 빈곤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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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1) 집단 간 분석
다음은 연령집단별 구분이다. 먼저 전체적 빈곤 패턴(①)을 살펴보면 연소노
인이 8.0%, 고령노인이 18.6%, 초고령노인이 36.2%로 나이가 많을수록 다차
원적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다. 전체집단의 다차원 빈곤율이
12.1%임을 감안할 때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36.2%로 무려 3배나 높은 수
준의 빈곤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에서 노인을 이질
집단으로 간주하고 연령층 별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는 추세를 지지하는 것
이다19). 다른 말로 하면 연령별로 다른 수준의 결핍율이 나타난 것은 즉, 노
인의 삶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상이한 특징과 양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표 5] 연령 집단별 빈곤 구조 분석
연령별

연
소
노
인

고
령
노
인

초
고
령
노
인

머릿수
차원별
빈곤율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기
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기
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전체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394

329

148

310

286

0.107

0.089

0.040

0.084

0.078

0.269

0.224

0.101

0.211

0.195

0.493

사회
관계

다차원
빈곤율
(M0)
①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08

0.467

461

3680

0.186

0.371

350

1253

0.362

0.162

152

282

0.121

1

963

5215

0.507

291
0.232

214
0.171

188
0.150

271
0.216

202
0.161

0.250

0.184

0.161

0.232

0.173

0.433

0.567

110
0.390

68
0.241

114
0.404

127
0.450

91
0.323

0.216

0.133

0.224

0.249

0.178

0.349

0.6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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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
위의 집단별 다차원적 빈곤율(②)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각 하위 집단별 빈곤 기여율을 분석해 보면 조금 다
른 논의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위집단별 다차원적 빈곤 기여율
은 인구의 크기를 반영한 개념으로 전체적인 다차원 빈곤율에 각각의 하위집
단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다차원적 빈곤이 어떠한 양
상으로 각 인구 집단에 퍼져 있는지 그 범위를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차원적 빈곤율의 순위는 초고령노인> 고령 노인>
연소노인의 순서였다. 그러나 집단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을 살펴보면 순위는
연소노인>고령노인>초고령노인으로 앞의 그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띈다. 여기
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사회복지 재원 분배에 있어서 어느 기준을 선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정책입안자가 빈곤의 심도를 줄이고자 한다면
빈곤율의 순위에 따라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초고령 노인에게
정책 재원 분배의 일순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은 수의 사람에
게 많은 지원이 가능하여 이들의 빈곤 탈출 경우의 수가 높아질 것이다. 반
대로, 빈곤의 심도 보다 그 범위를 줄이고 빈곤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다차원 빈곤 기여율에 따른 순위를 채택하여 연소노인에게 그

그림 5 연령구분에 따른 집단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19) 전통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의 집단을 단일화하여 명명하였으나 최근 등장하는 노인 관
련 연구에는 노인이 단일 집단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를 증
명하듯이 연령수준에 따라 상이한 욕구와 생활상이 다양한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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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전반적인 빈곤율은 줄어들
수 있으나 여전히 빈곤에 가장 취약하고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게 그 재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양면의 동전과 같은 개념으로 정책 목
표에 따라 정책 입안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빈곤의 심도와 범위의
문제가 다차원적 빈곤에 있어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빈곤 기여율을 살펴보면 연소노인이 47%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고령 노인 37%, 마지막이 초고령 노인이 16%
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소노인이 다차원적 빈곤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 집단의 크기를 감안
한 다차원 빈곤 구성은 위의 빈곤율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연소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8.0%이며, 각 차
원별(③)로는 소득차원에서는 해당 인구집단의 10.7%가, 자산 차원에서는
8.9%가,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8.4%, 사회관계 차원에서는 7.8%, 건강차원에
서는 4.0%가 다차원 빈자이자 각 차원별 결핍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기
여율(④)은 소득차원이 2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산차원으로
22.4%, 가족관계차원과 사회관계 차원이 각각 21.1%, 19.5%로 나타났다.
고령노인의 경우 각 차원(③) 중 소득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관계차원 21.6%, 자산차원이 17.1%를
차지하였다. 이 수준은 연소노인의 각 차원별 빈곤율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
이다. 특히 건강차원의 빈곤율은 연소노인의 경우 4.0%이나 고령노인의 경우
15.0%로 나타나 약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건강 차원에 있어서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에 다른 규모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차원별 빈곤 기여
율(④)을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차원, 사회관계에서의 빈곤 기여율은 각각
25.0%와 18.4%, 17.3%로 같은 차원의 연소노인의 빈곤 기여율인 26.9%,
22.4%, 19.5%에 비해 낮아졌다. 반면, 건강차원과 가족관계차원은 연소노인
의 그것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각 16.1%와 23.2%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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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이나 타 분류 집단에서의 빈곤 차원 순위
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른 비교 집단의 경우 주로 소득이나 가족관
계 차원에서 빈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고령 노인의 경우, 소
득, 가족차원 외에도 건강 차원의 빈곤율이 40.4%로 두드러졌다. 각 차원별
빈곤율(③)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관계차원 빈곤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차원이 40.4%, 소득차원이 39.0%, 사회관계차원이
32.3%로 나타났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차원별 빈곤율은 전체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가족관계 차원 빈곤율이 45.0%로 나타
난 것은 해당 다차원적 빈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배우자가 없거나 자식을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고령 노인의 특성상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건강 차원 빈곤율은 40.4%로
연소노인의 건강차원 빈곤율 4.0%, 고령노인의 건강 차원 빈곤율 15.0%보다
훨씬 높았고 이 또한 노령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전체 집단의 다차원 빈곤율이 각 차원마다
10%이상일 때에도 건강 차원은 항상 한자릿수를 8.6%를 기록하였으나, 초고
령 노인이 경우 건강 차원이 매우 좋지 않음, 즉 일상생활 시 기본적으로 요
구되는 동작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40.6%라는 것이며, 그만큼 건강이 악화되
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초고령 노인은 건강 외 다른
차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긴 하였으나, 빈곤율 분석으로 보면 전체

그림 6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율

그림 7 연령집단 차원별 빈곤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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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빈곤율은 훨씬 높은, 즉 타 연령집단에 비해 훨씬 취약한 집단으로 나
타났다.
화폐적 빈곤과 비화폐적 빈곤의 다차원 빈곤 기여율(⑤)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화폐적 측면의 비중이 줄어들고 비화폐적 측면의 비중이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특히 초고령층의 경우 비화폐적 빈곤이 초고령층 다차원 빈
곤의 65%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폐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중요
성이 감소하여 35%가량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단차원적 관점에
서 본 상황을 해석한다면,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소득 빈곤율이 높아진다
는 단순한 해석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차원 관점에서 보면 연령
집단별로 화폐적 측면과 비화폐적 상대적 중요도, 건강 차원의 취약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보다 정책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정책 지원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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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지역
1) 집단 간 분석
다음은 거주 지역별 분석(①)이다. 대도시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13.1%,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11.4%,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의 다
차원 빈곤율은 11.2%로 전체평균인 12.1%와 거의 비등하였고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는 농촌지역 거주 노인일수록 훨씬
더 낮은 삶의 질을 영위한다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표 6] 거주지역별 노인 빈곤 구조 분석
거주지역별

대
도
시
노
인

중
소
도
시
노
인

읍
면
노
인

머릿수
차원별
빈곤율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전체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사회
관계

332

294

189

323

265

0.156

0.138

0.089

0.151

0.124

0.237

0.210

0.135

0.230

0.189

0.446

다차원
빈곤율
(M0)①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131

0.446

426

2134

0.114

0.287

270

1549

0.112

0.273

267

1532

0.121

1

963

5215

0.554

221
0.143

151
0.097

129
0.083

189
0.122

193
0.125

0.250

0.171

0.146

0.214

0.219

0.421

0.579

242
0.158

166
0.108

132
0.086

196
0.128

121
0.079

0.282

0.194

0.154

0.229

0.141

0.476

0.524
1

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
그러나 집단별 다차원적 빈곤 기여율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주
지역 노인별로 다차원적 빈곤율에 기여하는 비율(②)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
주하는 노인집단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의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즉 전체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율인 12.05%를 형성하는데 거의 절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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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거주지역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는 대도시 거주 노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소도시 노인과 읍면노
인의 다차원 빈곤 기여율은 각각 28.1%와 27.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종합하면, 빈곤의 심도와 범위로 살펴보아도 이러한 절대적인 순위는 변
하지 않았다. 즉 대도시 노인이 다차원관점에서 가장 빈곤하며, 그 기여율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
다음은 집단별로 어느 차원이 가장 빈곤한지(③) 알아보겠다. 먼저 다차원
빈자이면서 동시에 소득 빈자인 경우는 대도시 거주 노인은 15.6%, 읍면거주
노인은 15.8%로 거의 비슷하였고, 중소도시 노인은 14.3%로 약간 낮았다.
또한 다차원 빈자이면서 자산 차원에서 결핍을 보이고 있는 비율은 대도시
노인의 경우 13.8%로 가장 높았고, 읍면거주 노인이 10.8%, 중소도시 거주
노인이 9.7%로 그 뒤를 이었다. 다차원 빈자이면서 건강차원 빈자로 판명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거주 노인이 각각 89%, 8.3%, 8.6%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관계차원도 대도시 노인이 15.1%, 중소도시 거주
노인이 12.2%, 읍면거주노인이 12.8%의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관
계 차원을 살펴보면 다차원 빈자 중 사회관계에 빈곤한 사람의 비율은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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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주 노인과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각각 12.4%, 12.5%로 거의 같았
으나, 읍면거주노인의 경우 7.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대도시나 중소도
시 거주 노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어 있을 비율이 크며 따라서 사회
적 자본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읍면 거주 노인의 경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비율이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빈곤기여율(④)을 살펴보면 대도시 노인의 경우 소득차원과 가족관계차원이
각각 23.7%, 23.0%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거주 노인의 경우에도 소득차
원이 25.0%로 가장 높았고 사회관계차원이 21.9%로 그 뒤를 이었다. 읍면거
주 노인의 경우에도 소득차원이 28.2%로 가장 빈곤 기여율이 높았으며 가족
관계차원 기여율이 22.9%로 나타났다.
화폐적 빈곤과 비화폐적 차원의 다차원 빈곤 기여율(⑤)을 살펴보아도 이렇
다 할 큰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과 상관없이 화폐적 차원 보
다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 기여율이 더 높았다. 즉 거주지역은 다차원적 빈곤
의 구조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차원적
빈곤과 거주지역을 교차하여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선행연구(노법
래, 2009)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그 외 소득 중심으로 연구결과와도 다르기
때문에 추후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9 거주지역 집단별 다차원
빈곤율

그림 10 거주지역 집단 차원별 빈곤
기여율

- 44 -

4. 교육수준
1) 집단 간 분석
다음은 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이다. 먼저 전체적 상황(①)을 살펴보면 초등
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15.3%, 중
졸이하 노인은 6.7%, 고졸이하 노인은 5.9%, 대졸이나 그 이상 학력소유 노
인은 4.2%의 다차원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전체 집단 빈곤율인
12.1%와 비교해 볼 때, 초졸이하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집단의 노
인들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특
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체평균 빈곤율과의 차이는 더욱 컸으며, 중졸노인,
[표 7] 교육수준별 빈곤 구조 분석
교육수준별

초
졸

중
졸

고
졸

대
졸

머릿수
차원별
빈곤율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기
여율⑤
머릿수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전체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사회
관계

660

514

367

616

459

0.193

0.150

0.107

0.180

0.134

0.252

0.196

0.140

0.235

0.175

0.449

다차원
빈곤율
(M0)①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153

0.832

800

3416

0.067

0.072

71

675

0.059

0.074

70

794

0.042

0.022

22

330

0.121

1

963

5215

0.551

59
0.087

46
0.068

34
0.050

37
0.055

49
0.073

0.262

0.204

0.151

0.164

0.218

0.467

0.533

58
0.073

38
0.048

40
0.050

40
0.050

57
0.072

0.249

0.163

0.172

0.172

0.245

0.412

0.588

18
0.055

13
0.039

9
0.027

15
0.045

14
0.042

0.261

0.188

0.130

0.217

0.203

0.449

0.5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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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노인, 대학 이상 학력을 지닌 노인의 다차원 빈곤율은 모두 7% 이하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교육수준과 다차원적 빈곤과의 연관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이 소득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차원
에서 덜 빈곤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순효과로 다차원 빈
곤이 이와 같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변수가 통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한단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차원 빈곤이 낮아질
것이라고 인과관계로 말하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다. 다만 현재 노인의 상태
를 살펴본 결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
다음은 전체 다차원적 빈곤율에 집단별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②) 살펴보려
한다. 전체 다차원적 빈곤에 초등학교 혹은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노
인이 기여하는 바는 무려 83%에나 이르며, 중졸 노인은 7%, 고졸 노인은
6%, 대졸노인은 불과 2%의 빈곤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높은 기여율과 더불
어 앞서 초졸 이하집단의 다차원 빈곤율 또한 15.3%로 가장 높았던 것을 기
억할 때, 초졸이하 학력 노인은 심각한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초졸이하 학력의 노인은 다차원 빈곤의 심도나 범위에 있어서

그림 11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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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별 분석에서 초등학교 졸업 노인을 기준으로 다차원적 빈곤의 임계점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
초등학교 졸업 이하 노인의 빈곤율을 차원별(③)로 살펴보면 소득차원이
19.3%로 가장 높았고, 가족관계차원이 18.0%, 자산차원이 15.0%, 사회관계
차원이 13.4%, 건강 차원이 10.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차원 빈
곤은 19.3%로 다섯 명 중의 한명 꼴에 가까웠으며, 이것은 중졸, 고졸, 대졸
노인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산
차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초졸 노인의 경우 15.0%가 다차원 빈곤이자 자
산 빈자로 나타난 반면, 중졸 노인은 6.8%, 고졸 노인은 4.8%, 대졸노인은
3.9%만이 빈자로 판명되었다. 건강 차원에서도 초졸 노인은 10.7%가 빈자로
나타났으나 중졸, 고졸, 대졸 노인의 경우에는 전부 5%이하의 노인만이 빈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차원 빈자이자 가족관계 차원의 빈자의 비율은
초졸 이하 노인의 경우 18.0%였고, 다른 집단의 노인들은 5.5% 혹은 그 이
하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빈곤율은 중졸과 고졸 노인의 경우 각각 7.3%,

그림 12 교육수준 집단별 다차원

그림13 교육수준 집단별 차원 빈곤

빈곤율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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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로 거의 같았으며, 대졸 노인의 경우는 4.2%만이 빈곤하였으나 초졸 노
인의 경우에는 13.4%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중학교 졸업
노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의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과 차
원별 수준과 구성이 유사하였으나 그 미만의 교육 수준을 가지는 노인의 경
우 다차원 빈곤율이 현격하게 높았다. 이는 초졸 학력의 노인이 소득 차원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며, 소득 지
원만으로는 결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20).
빈곤 기여율(④)에서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즉
각 차원이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빈곤에 기여하고 있었다. 화폐적 측면과 비
화폐적 측면의 기여율을 살펴보면 교육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집단에서 화
폐적 차원보다 비화폐적 차원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 뿐 아니라 다른 차원도 유사한 비율로 빈곤에 기
여를 하고 있었다. 이는 빈곤이 소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학계의
담론의 논거를 약화시키며 동시에 빈곤의 다차원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0) 특히 그림 12의 맨 아래 파트인 소득차원의 세로 막대 길이 즉, 다차원 빈자이자 소득 빈
자인 비율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소득 외 다른 차원의 막
대 길이 감소변화량, 즉 다차원빈자이자 각 차원의 결핍을 경험하는 빈자의 비율은 훨씬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 보다 그 외의 차원들이 다차원 빈곤에 있어서 교육
수준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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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유무
1) 집단 간 분석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율(①)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5.3%에 그쳤지만, 배우자와 사
별했거나, 이혼했거나 그 외의 이유로 홀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다차원 빈
곤율은 2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집단 빈곤율인 12.1%의 2배를 넘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8] 배우자 유무별 빈곤 구조 분석
배우자
유무별
머릿수
배 차원별
우 빈곤율
자 (Hj)③
있 차원별
는 기여율④
경
화폐/
우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사
별, Hj ③
이 차원별
혼, 기여율④
별
화폐/
거
등 비화폐
기여율⑤
전체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사회
관계

284

205

185

46

239

0.079

0.057

0.051

0.013

0.066

0.296

0.214

0.193

0.048

0.249

0.510

다차원
빈곤율
(M0)①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053

0.305

301

3603

0.271

0.695

662

1612

0.121

1

963

5215

0.490

511
0.317

406
0.252

265
0.164

662
0.411

340
0.211

0.234

0.186

0.121

0.303

0.156

0.420

0.580
1

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
각 집단의 다차원 빈곤율에의 기여율(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
사별, 별거 노인 집단의 경우 전체 다차원 빈곤율의 69.5%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는 전체 다차원 빈곤율의
30.5%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다차원적 빈곤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넓
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
우자가 없는 노인의 다차원 빈곤이 높은 이유를 배우자 유무로만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최소한 큰 관련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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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배우자유무 집단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
차원별 분석(③)에서 소득차원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7.9%가
다차원 빈자로 분류되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31.7%가 다차원 빈자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산차원의 경우에도 배우자 있는 노인의 경우 5.7%가,
없는 경우에는 25.2%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다섯 배의 차이를 보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화폐적 차원에서 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의 기여율
(⑤)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화폐적 측면의 다차원 기여
율이 더 높으며 배우자 없는 노인 집단의 경우 화폐적 측면보다 비화폐적 측
면의 기여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소득이나 자산 빈곤
율이 그 비교 집단에 비해 훨씬 낮았던 것을 기억해보면 일견 보기에 화폐
차원의 기여율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결과는 반대였다. 이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건강, 가족관계, 사회관계 차원에서 결핍을 거의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적 차원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소득 차원과 자산 차원에서
각각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관해서는 비화폐차원의 결핍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정도를 보여
주는 기여도를 볼 때에는 화폐차원이 낮게 나온 것이라 해석 가능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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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소득 지원도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빈곤 탈출에 성공하기 힘들다
고 할 수 있다.
건강 차원에서도 배우자 있는 노인의 경우 5.1%, 없는 노인의 경우 16.4%
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노인의 경우
1.3%가 없는 경우 41.1%가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관계 차원의 경우도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빈
곤이 무려 21.1%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비율인 6.6%를 훨씬 웃돌았다. 이
경우 배우자의 유무가 사회관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인과관계로 정의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 상황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 의 사회관계의 빈곤
율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
빈곤 기여율(④)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소득 차원의 기
여율이 29.6%, 사회관계차원 기여율이 24.9%로 나타났으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차원이 30.3%로 나타났으며, 소득차원이 23.4%로
그 뒤를 따랐다. 가족관계 차원의 기여율이 높은 것에 대해 해석의 신중함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차원의 지표 특성상 필연적으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날

그림 15 배우자유무 집단 다차원

그림 16 배우자 유무 집단별 다차원

빈곤율

빈곤 기여율

21) 이는 건강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건강까지 급격하게 나빠지는지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수준에서 추측가능한 것은, 배우자가 없
는 노인의 경우, 고령 혹은 초고령 노인일 가능성이 많고, 고령 혹은 초고령 노인은 대체
적으로 건강수준이 좋지 않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유추해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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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2). 여기서는 가족관계 차원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양상
이 나타날 것인지 상상해 보는 것이 흥미로울 듯싶으며 이 부분은 연구의 범
위를 벗어나므로 후속연구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22)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차원의 지표를 배우자 유무와 자녀과의 만남 횟수로 선정하였으
며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 집단의 가족관계 차원 빈곤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필연
적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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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상태
1) 집단 간 분석
건강 상태 별 다차원적 빈곤율(①)을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
답한 집단일수록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건강상
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무려 22.7%가 다차원적 빈자로 분류되었
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4.1%만이 빈곤하게 나타났고, 보통
이라고 한 경우에는 9.6%가 다차원 빈자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다차원적 빈
곤율이 12.05%임을 기억할 때 건강상태가 좋다고 대답한 집단의 다차원 빈
곤 비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건강 차원의 영향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본 분석과정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 연구에 있어서 건강 차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23).
[표 9] 주관적 건강 상태별 빈곤 구조 분석
건강상태별

좋
다

보
통

머릿수
차원별
빈곤율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나
차원별
쁘 기여율④
다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전체

소득

자산

건강

가족

사회
관계

89

78

29

85

65

0.053

0.047

0.017

0.051

0.039

0.257

0.225

0.084

0.246

0.188

0.483

다차원
빈곤율
①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04
1

0.11
0

110

1677

0.09
6

0.28
3

282

1858

0.22
7

0.60
7

571

1680

0.121

1

963

5215

0.517

236
0.127

182
0.098

89
0.048

215
0.116

167
0.090

0.265

0.205

0.100

0.242

0.188

0.470

0.530

470
0.280

351
0.209

332
0.198

408
0.243

347
0.207

0.246

0.184

0.174

0.214

0.182

0.430

0.570
1

23) 본 분석에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응답이 달라짐에 따라 다차원적 빈곤율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나머지 요소들이 같다고 가정할 때 다차원 빈곤에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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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
다음으로 각 집단별로 전체 다차원 빈곤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②) 살
펴보려 한다. 먼저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전체 빈곤율에
약 61%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
답한 경우 28%,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다. 앞서
건강 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 집단의 다차원 빈곤율이 9.6%로 평균인
12.05%보다 3% 가량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집단의 빈곤 기여율은 28%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노인 집단의 건
강은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원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꾸준히 나빠질 가능
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를 감안하면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는 잠재 위험집단이고, 현재 전체 빈곤율에 28%나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 뿐 아니
라 이들 집단에게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도 전체 다차원 빈곤의 61%,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빈곤의 심도와 범위를 살펴보면 본 분석에서는 둘 다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
한 집단이 가장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림 17 주관적 건강상태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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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
집단별로 차원 분석(③)을 하겠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다차원적 빈자이자 소득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빈자의 비율은 5.3%, 자
산 차원에서는 4.7%, 건강 차원에서는 1.7%,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5.1%, 사
회관계 차원에서는 3.9%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건강상태가 나쁘
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다차원적 빈자이자 소득 차원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경우는 28.0%, 자산차원에서는 20.9%, 건강차원에서는 19.8%, 가족관계과
사회관계에서는 각각 24.3%, 20.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 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다차원적 빈자이자 소득차원 빈
자는 12.7%였으며, 가족관계 차원의 빈자이자 동시에 다차원빈자인 경우는
11.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산차원 9.8%, 사회관계빈자가 9.0%로 나
타났고, 다차원 빈자이자 건강 차원의 빈자의 비율이 4.8%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측정 관련 하여 앞서 배우자 유무집단에 따른 분석에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
의 경우 가족관계 차원의 빈곤율이 꽤 높게 나왔던 것을 기억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분석에서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
우 건강차원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그룹의 경우, 빈곤율이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차원 빈자측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의 지표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사용하였으며 일
상생활수행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건강차원의 빈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건강상태에 따른 집단 구분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
해 본 결과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대답한 집단의 경우에도 빈곤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것은 그룹화 기준과 측정상 기준의 이질화에서 발생한 문제
점이라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대답하여 건강상태
가 나쁜 그룹에 속해있어도 빈곤 측정시 객관적 지표로서 일상생활수행능력
(ADL)과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빈
자로 판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 차원의 과소 측정 가
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 55 -

그림 18 주관적건강상태별 다차원

그림 19 주관적건강상태 집단 차원별

빈곤율

빈곤 기여율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을 비교해보면(⑤) 세 집단 모두 비화폐적 차원
의 빈곤 기여율이 더 높으며, 특히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빠질수록 비화폐적
측면의 기여율이 높았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의 화페 차원 기
여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해당 그룹의 화폐적 차원의 결핍이 적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당 그룹의 화폐적 차원의
빈곤율은 타 그룹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다만 빈곤 구성에서 화폐/비화폐
차원별 기여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취약 집단
일수록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비화폐적인 측면이 중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화폐적 측면보다 비화폐적인 측면이 빈
곤을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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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 수급 여부
1) 집단 간 분석
다음은 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 분석(①)이다. 연금 수급자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7.9%이며 연금 비수급자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12.9%이
다. 여기서 전체 평균이 12.05%임을 고려할 때, 연금 수급 노인의 다차원 빈
곤율은 평균보다 약 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 노인의 경우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표 10]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빈곤 구조 분석
국민연금
수급여부
머릿수
연
금
수
급
자

연
금
비
수
급
자

차원별
빈곤율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전체

소득

자산

건강

가족

사회
관계

97

73

40

81

69

0.106

0.080

0.044

0.089

0.076

0.269

0.203

0.111

0.225

0.192

0.472

다차원
빈곤율
①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079

0.115

113

911

0.129

0.885

850

4304

0.121

1

963

5215

0.528

698
0.162

538
0.125

410
0.095

627
0.146

510
0.118

0.251

0.193

0.147

0.225

0.183

0.444

0.556
1

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
연금 수급 집단과 비수급 집단이 각각 다차원 빈곤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②) 살펴보면 연금 수급집단은 다차원 빈곤의 11%를 기여하고 있으며 비
수급 집단은 88.5%를 기여하고 있다. 즉, 연금 비수급 집단이 다차원적 빈곤
에 기여하는 바는 연금 수급 집단보다 8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연금 비수급 집단으로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집단에 더 광범위한 수준의 빈곤이 존
재한다. 무려 다차원적 빈곤의 88.5%를 연금 비수급 집단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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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국민연금수급여부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
그렇다면 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이 어떤 특성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
어내는 것인지 차원별(③)로 빈곤 구조 분석을 실시하겠다. 첫 번째로 연금
수급의 노인의 경우 소득 차원의 빈곤율이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관계 차원이 8.9%, 자산 차원이 8.0%로 나타났다. 즉 연
금 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 중 다차원적 빈자의 10.6%는 소득 차원에서 빈곤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차원 빈자 중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일년에 두
번 이상 만남을 갖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은 8.9%라는 것이다.
비수급 노인의 경우도 그 양상은 비슷하나 정도는 다르다. 다차원 빈자로
판명난 비수급 노인이 겪고 있는 결핍의 종류 중 소득 차원에서의 결핍율은
16.2%였으며, 가족관계 차원이 14.6%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또한 자산 차
원은 12.5%정도, 사회관계 차원은 11.8% 정도였는데 수급노인의 빈곤율이
10%이하에서 형성되었으나 비수급노인의 차원별 빈곤율은 건강차원의 9.5%
를 제외하고 각 차원마다 모두 1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비수급 노인의 경
우 자산 차원에서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빈곤 기여율을(④) 살펴보면 수급자의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소득 차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가족관계 22.5%였
으며, 자산차원과 사회관계 차원이 20.3%와 19.2%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비수급 노인의 각 차원별 빈곤 기여율을 보면 소득차원의 기여율과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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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25.1%와 22.5%로 나타났다. 전체 평
균과 비교해 볼 때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집단 각각 차원의 기여율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연금 비수급 집단의 경우 수급집단보다 건강차
원의 빈곤율이 조금 높았다.
여기서 한번 주목할 것은 연금 수급의 다차원 빈곤율이 비수급 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약 4%정도 낮았다는 사실이다. 즉, 개략적으로 본다면 연금 수급
노인의 낮은 다차원 빈곤의 이유를 연금 수급의 효과에서 찾을 수 있고 그렇
다면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은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역
할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의 분석만
으로 수급효과를 성급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비수급 노인집단의 빈곤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소득과 가족관계 차원
이었다. 사적이전이 노후 소득 보장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수급 노인 집단에서 가족관계 차원에서 빈곤하며, 동
시에 소득 차원에서 빈곤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가 사실
상 힘이 든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연금 비수급 집단 중 미가입 집단이
자 가족관계 빈자에 대해, 국민 연금에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기여가 없지
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현재 실시되
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림 21 국민연금 수급여부별
다차원 빈곤율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여부 집단
차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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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기여율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 집단 간 분석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 그룹 분석(①)이다. 먼
저 전체적인 다차원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체 집단의 다차원 빈곤율은
12.05%인 반면 수급자의 빈곤율은 51.5%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급자의 다차원 빈곤율은 10.2%로 나타나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
에 약 5배의 빈곤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공공부조 수급 상태별 빈곤 구조 분석
기초보장
수급여부

수
급
자

비
수
급
자

머릿수
차원별
빈곤율
(Hj)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머릿수
Hj ③
차원별
기여율④
화폐/
비화폐
기여율⑤
전체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사회
관계

171

165

59

146

74

0.715

0.690

0.247

0.611

0.310

0.278

0.268

0.096

0.237

0.120

0.546

다차원
빈곤율
①

집단별
기여율
②

다차원
빈자
머릿수

집단별
전체

0.515

0.196

179

239

0.102

0.804

784

4976

0.121

1

963

5215

0.454

624
0.125

446
0.090

391
0.079

562
0.113

505
0.101

0.247

0.176

0.155

0.222

0.200

0.423

0.577
1

2) 하위 집단별 다차원 빈곤에의 기여율
각 집단의 빈곤 기여율(②)을 살펴보면 수급자 집단은 다차원 빈곤에 20%를
기여하고 있었고, 비수급자 집단은 다차원 빈곤의 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수급자 집단 중 다차원 빈자는 다차원적 빈곤 관점의 사각지대로, 사각지
대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다차원 빈곤의 80%를 설명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본 집단별 기여율 분석은 그 산식에 인구 크기
를 감안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 크기가 크면 그 기여율이 자연스럽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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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나타나게 된다24). 이 경우에도 비수급자는 4976명인 반면 수급자는 불과
239명에 지나지 않았고, 이러한 집단 크기 차이가 자연스럽게 기여율 차이에
반영되어 이러한 기여율 양상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수급자 중 다차원적 빈자의 수는 전체의 3.4%에
불과한데 비해 다차원빈곤 기여율은 무려 20%나 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집단의 크기가 반영된 기여율임에도 불구하고 다차원 빈곤의 20%를 설명한
다는 것은 수급자의 다차원적 빈곤이 그만큼 심각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3) 하위 집단 차원별 빈곤 양상 및 기여율
다음은 각 집단의 차원별(③) 빈곤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거하여 수급을 받고 있는 집단의 소득과 자산차원에서의 빈곤은 일
반적 예상과 같이 매우 높았다. 다차원적 빈자이자 소득차원과 자산차원, 가
족관계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노인의 비율은 각각 71.5%와 69.0%, 61.1%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법의 수급자가 되려면 3가지 조건 소득과 자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소득 차원과 자산차원 그리고







24)                에서 N은 전체 인구 수/nx는 하위 집단 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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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그림 25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차원별

다차원 빈곤율

빈곤기여율

가족관계 차원 빈자의 머릿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25).
비수급자의 빈곤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차원적 빈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총
사례수는 784 케이스로 이 784명의 사람들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차원에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본 집단에서 784명중 624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명백한 소득 빈자이며, 자산 차원에서는 446명이, 가족관계 차
원에서는 525명이 빈자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비수급자 중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제도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법 상에서는 2촌 이내의 혈족이 부양의무자로 설
정되어 있다. 표 10을 보면 가족관계 차원의 빈자도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실질적으로 연락이 단절되었던지, 혹은 둘
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적인 부양의무자는 있
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 의무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것이다.
그러나 비수급 다차원 빈자, 즉 다차원 빈곤 관점의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차원 빈곤율이 1이 되지 않는 것은 본 연구가 5개 차원 중 3개 이
상 차원에서 빈곤한 자를 가려낸 방법론상의 이유 때문이다. 이 경우 소득, 자산, 가족관계
외 다른 차원에서 빈곤한 자가 있기 때문에 빈곤율이 1이 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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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정상의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질적 빈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다시 말하면 제도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
게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수급자의 차원별 빈곤 내용을 살펴보면(③) 각 차원별로 7.9%에서 12.5%
로 집단별 빈곤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사회관계 차원에서의 빈
곤율은 10.1%로 비중 있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 자산, 가족관계에서 큰 결
핍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층과 대초를 이루는 지점이다.
다차원적 빈곤에 얼마나 특정 차원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기여율
(④)을 살펴보겠다. 수급집단의 경우 소득과 자산 차원이 각각 27.8%와
2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가족관계 차원도 23.7%로 높은 수준을 보였
으며 이 세 차원의 기여율을 합치면 영향이 78.3%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차
원의 기여율은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관계 차원도 12.0%
로 소득차원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건강차원의 기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자의 다차원적 빈곤에 있어서 건강차원의
중요성이 덜하다고는 해석할 수 있다. 비수급자의 차원별 다차원적 빈곤 기
여율을 살펴보면 역시 소득 차원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차원과 사회관계 차원이 22.2%와 20.0%로 수급자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비수급자의 건강차원 기여율을 보면 15.5%로 수급자의 건강차원
기여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서 비수급자의 건강차원 기여율이 높은
것이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건강하지 않아서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일
일 것이나 상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만큼 수급 노인의 소득, 자산, 가족
관계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통적
으로 우리나라는 가족이 노인부양의 역할을 하였는데 수급집단 노인 가족차
원 빈곤자의 경우 가족의 역할이 아예 없는 경우라 간주할 때 빈곤의 심도는
더욱 깊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급자의 경우 화폐적
측면의 빈곤 기여율이 비화폐차원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일단
최저생계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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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화폐 차원, 즉 건강이나 가족, 사회관계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
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차원의 빈곤율은 무려 31%로
높게 나타났다.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비화폐적 차원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 가족차원 측면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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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의 성격과 구조를 규명하고 그것이
소득 빈곤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은 전국적 표본의 대표성을 잘 획득하고 있는 노동연구원의 고령화 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실질적 노인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인구집
단을 그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측정은 2011년에 Alkire와 Foster가 제안
한 차원계수방식(Alkire-Foster Method)를 이용하였다. 각 차원마다 빈곤선
을 설정하여 1차 빈자판정을 하여 결핍의 행렬을 획득하였고 2차 빈곤선을
설정하여 최종 다차원적 빈자를 판별하였다.
빈자 판별 이후 전체적 그림을 조망하기 위해 차원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을
도출하였으며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 기여율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 집단별 빈곤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 교육 수
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국민연금 수급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의 8가지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각 하위 항목마다 집단 간 다차원
빈곤율 비교, 집단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 해석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심도와
범위를 해석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각 차원 빈곤 현황, 차원별 다차원 빈곤
기여율을 구하였고 마지막으로 화폐차원과 비화폐 차원의 기여율을 논의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한국 노인의 조정된 다차원적 빈곤율(   )은 k=3일 때 12.5%로 노인
100명이 12.5개의 결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별로 분석해
본 결과 소득, 가족관계차원의 빈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차
원과 사회관계 차원, 그리고 건강 차원의 순서로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
차원적 빈자이자 소득 차원의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은 15.2%였으며,
가족관계 차원의 빈자는 13.6%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 빈곤 문제에 있
어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것으로 소득과 가족관계가 가장 큰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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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었다.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의 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을 대표하는 화폐 차원의 빈곤 기여율은 44.7%이며, 건강, 가족관계, 사
회관계를 대표하는 비화폐 차원의 빈곤 기여율은 55.2%로 화폐적 차원보다
비화페적 차원의 다차원 빈곤 기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집단별 빈곤구조분석을 통해, 여성노인, 초고령노인, 대도시 거주 노
인,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하는 노인, 건
강상태가 나쁜 노인, 국민연금 비수급 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각각
그 비교 집단에 비해 다차원적으로 빈곤한 것, 즉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밝혀진 취약 집단과 비교집단 간 다차원 빈곤 기여
율의 순위는 빈곤율의 그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고 인구 집단 크기나 결
핍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 화폐적 차원과
비화폐적 차원의 기여율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의 경우와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석에서는 모두 비화
폐적 차원이 다차원 빈곤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 즉 다차원적 빈곤의 더 많
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적 차원의 기여율이 더 높았던 집
단의 경우에도 양 차원의 기여율의 차는 미미하였으며 빈곤 설명에 있어서
비화폐적 차원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각 집단별 분석을 통하여 다차원적 빈곤의 다양한 구조를 발견하였다.
먼저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집단의 다차원 빈곤율이 남성 집단보다 훨씬 높아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던 ‘빈곤의 여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계층
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곤율과 빈곤양상을 통해 이전까지 단일집단으로
분류되던 노인집단이 연령별로 분화되며 확연히 다른 욕구 수준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다차원적 빈곤율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집단별 기여율에 있어서는 대도시 노인의 기여율이 비교 집단 노인
에 비해서 약 1.5배정도 높아 다차원 빈곤 설명에 있어서 대도시 거주 노인
의 비중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다차원 빈곤율
이 높았으며, 그 패턴이 초졸 이하 학력의 노인과 그 이상의 노인으로 분화함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전체 빈곤율의 2배를
웃도는 높은 수준의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고, 화폐적 측면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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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관계와 같은 비화폐적 차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결핍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일수록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음을 발견하였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은 전체 다차
원 빈곤 비중 중 60%나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분류에서 비
수급 집단은 수급 집단보다 다차원 빈곤율이 훨씬 높았고, 다차원 빈곤 기여
율은 비수급 집단이 무려 88.5%에 달해 빈곤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집단의 다차원 빈곤율은 모든 집단을 통틀
어 가장 높아 큰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빈곤 기여율은 비수급
자가 80.4%로 훨씬 높아서 기여율과 빈곤율 순위의 역전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집단이 화폐적으로 가장 빈곤한 집단이어서 높은 수준
의 화폐적 빈곤 기여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화폐적 차원이 설명하는 바가
45.4%에 달하여 비화폐적 차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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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측정 방법으로서의 소득 중심 계측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앞
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득 중심의 빈곤 설명은 사실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남성 노인보다 두 배 가량 빈곤한 여성 노인의 경우, 소득과 자산
의 화폐차원에서도 빈곤하였지만, 건강,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와 같은 비화폐
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을 보였다. 즉, 소득 뿐 아니라 다
양한 비화폐 차원의 빈곤이 중첩, 가중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같은 상황을 소득 빈곤 접근으로만 설명한다면
여성노인의 실제 복지 욕구가 되는 사회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못한다. 즉 빈곤이라는 객관적 현상을 오도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 설명력이 소득차원과 비교할 때 절대 낮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인간 삶의 안녕(Well-being)을 설명하
는데에 상대적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빈곤을
설명하는 데에 화폐적 차원의 기여하는 바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초고령층의
비화폐적 차원 설명력은 65%이상이며, 화폐적 차원이 설명하는 바는 35%에
불과하다.
단차원적 관점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차원 결핍이 많다는 단순한 해석
에 그치며, 그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은 소득 지원으로 수렴될 것이다. 즉, 주
요 설명 변수인 비화폐적 차원의 영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도출
되는 정책 결과는 대상자의 안녕(Well-being)의 향상과 큰 관련성을 맺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소득 중심의 빈곤층 정의는 그 측정의 용이성과 개념의 명료성으로 복
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편화된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현상의 일부만을 설명하는 정보유실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빈곤의 진정한 면모가 소득에 가려져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빈곤 그 자체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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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된다.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빈곤의 측정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할
때,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빈곤 계측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개념을 도입한 빈곤 계측은 최근에 등장한 이슈인 빈곤의 장기화와
반복 빈곤 등의 문제에 복잡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빈곤층 정책 지원에 있어서 정책입안자는 빈곤의 심도와 범위의 두 마
리 토끼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한정
된 복지 재원을 가지고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책의
의미도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된 사회복지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
할지, 빈곤의 심도를 다룰지, 범위를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 물론 초고령층,
배우자가 없는 노인, 초졸이하 학력의 노인의 경우에는 빈곤율과 기여율이 같
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다. 즉, 가장 깊은 수준의 빈곤과 광범위한 빈곤
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이며, 따라서 정책 집행의 우선순
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빈곤의 심도와 범위의 문제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 즉
빈곤율과 빈곤 기여율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다차원 빈곤율은 51.5%로 모든 집단별 분
석에서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하면, 본 집단은 가장 깊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
하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그러나 다차원 빈곤을 누가 얼마나 설명하는지 말
해주는 기여율을 살펴보면 비수급자의 경우가 80.4%로 수급자의 약 4배 이
상 높다. 즉, 빈곤의 범위는 비수급 빈자에게 넓게 퍼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는 빈곤의 범위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할지 아니면 심도
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할지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 이상
의 결정은 정책 입안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본 수준의 분석에서 그쳐도 무방
할 것이나, 앞서 파악되었던 최취약집단이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 배정되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좋은 전략
이다.
셋째, 집단별 특성에 의거한 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노인 대상
빈곤 정책은 대상별로 집행되어 왔다기보다는 이슈별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노인의 취업을 위하여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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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년기 건강 보장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슈별 정책은 소득 지원 중심의 그것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다차원적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므로 한발 진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상기한 정책들은 계층 내 다양한 욕구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
고, 당면 이슈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사후처리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전까지 단일 집단으로 여겨져 왔던 노인
집단은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라,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상이한 빈곤 상태와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질집단임이 밝혀졌다. 특히
거주지역별 구분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배우자 유무별, 건강
상태별, 사회보장 수급별 분석에서 각 범주마다 상이한 집단별 특성이 드러났
다.
따라서 집단별로 욕구를 반영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
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노인인구 집단의 분화에 따른 다차원적인
빈곤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 시점에 집단별 다변화된 빈곤정책은 전통적
빈곤 취약집단의 빈곤문제 해결 뿐 아니라 근본적 빈곤 해결에 기여할 것이
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입안은 복잡한 빈곤 현상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
응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고령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 빈곤 사전예방의 정
책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현재 국민기초생활 미수급 다차원 빈자는 실질
적 빈곤층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부양의무자존재여부의
기준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미수급 다차원빈자는 소득과 자산에서도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가족관계차원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즉, 부
양의무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행정상의 가족의 존재로 제도수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최저생활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다차원
빈자 축소를 위해서는 먼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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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차원적 빈곤 연구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연구방법 상의 문제점
을 갖추고 있다.
첫째, 다차원 연구는 구조적으로 차원 선정 및 빈곤선 설정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본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차원을 선정하는 것은 사
람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반영된 차원을 찾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
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여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찾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되었던 차원을 중심으로 선정하
여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른 다차원연구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주거나 환경 차원이 누락되었으며 이 점은 추후 연구에서 보충
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각 차원의 지표 선정의 문제와 빈곤선 설정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차
원마다 각 차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며, 또한 어느 수준
에서 빈곤선을 설정하느냐가 빈자 판별에 있어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많은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건강 차원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차원의 지표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
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사용하여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빈
자로 판별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건강 차원의 지표를 본인의 주관적 건강만족
도로 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 집단별 분석에서 주관
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도 건강 차원의 빈곤이 높지 않게 나타
났고 이는 일반적 예상과 다른 결과로 지표와 빈곤선 설정의 세밀화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방법론은 집단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차분석이 힘들기 때문에 분석이 표면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으며, 동시에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별로
다차원 빈곤 기여율을 구하고, 그 하위 수준에서 차원별 빈곤 양상을 살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빈곤의 원인과 역동에 관해서는 탐색적으로 밖에 고찰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노인과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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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고, 성과 교육수준을 교차할 수 있
으면 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방법론 하에서는
통제 혹은 교차하고자 하는 조건별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까다롭기 때문에 각 집단에 대한 빈곤 분석은 제한적 수준에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즉,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 분석에 머무르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변수의 교차와 통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빈곤에 영향을 미
치는 주효과 외에 부수적인 다양한 조건들을 밝혀낼 수 있어 다차원 빈곤의
역동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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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e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Eui Jin, 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its structures of the elderly in Korea. Theoretical ground is
rooted on Sen's well-known theory-Capability Approach. In this
approach, capability, which is defined as the freedom to achieve
valuable beings and doings, has its core value of pursuing it.
Furthermore, well-being ha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people's
capability. So poverty is defined as either deprivation of capability
or having no opportunity to pursue something they value.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fined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of the elderly and analyzed the structures of poverty by
subgroup. The second year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has been used with Alkire-Foster Method.
Main findings are followed. First,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s 12.5% which is equivalent to 12.5
numbers of deprivations for 100 people, and income dimension as
well as family relation dimension are the most deprived. In addition,
the ranking of poverty and contribution rate are not always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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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hows that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poverty are
intersect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s. Also, contribution rate
of

monetary

dimensions

are

lower

than

its

counterpart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non-monetary dimensions in
explaining the phenomenon of poverty.
Second, multidimensional poor are the woman, the old-old,
people living in urban area, people with elementary-school academic
level, people who are divorced or widowed, people with bad health,
people with no pensions, the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whom are experiencing more deprivations than its comparison
group.
Here

ar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First,

income-based explanation on poverty has to be reconsidered. The
unknown facet, which is central to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revealed under multidimensional concept. By understanding these
unveiled dimensions, the social policies can be more elaborated,
showing the place for early intervention and where resources should
be allocated.
Second, the policies that match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are needed. The elderly, once considered as one whole group,
is now appeared to be diverse groups. This heterogeneous group
has unique need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o group-specified
and demand-focused policy should be delivered.
Third,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should

be

abolished. Most of the multidimensional poor and non-recipient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in fact discovered to be poor. The
reason that they are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support is that
they have family to get support from only administratively. This
study bolsters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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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limitations of this study. One i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multidimensional studies, since it is not free when
it comes to the argument of objectiveness in selecting dimensions,
indicators and poverty line. The other is from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This method cannot control variables under analysis,
which enables exploratory research but not dynamics of the povert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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