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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자리의 질적 개념인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중
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를 살펴보고, 격차분해를 통해 고
용격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아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새롭게 설
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
는 고용의 양적성과인 고용률과 임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
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일자리의 질적 접근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
용여부만 고려한 전체일자리에 대한 고용격차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일자
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
법으로 장애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격차요인 분해를 위해 Oaxaca-Blinder(1973)의 방
법을 로짓 모형에 적용한 Fairlie(2005)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괜찮은 일자리’는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토대로 적절한 소
득, 고용안정성, 안전한 근로환경, 적절한 근로시간의 네 가지 지표로 구
성하였다. 네 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고용으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미고용으로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은 비장애인 20.0%,
장애인 6.4%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이 비장애인의 1/3 수준
으로 나타나 장애인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
애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장애가 전체일자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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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자리’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격차 분해 결과,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21.8%p 중 6.9%p가 생산성
등 집단 간 특성 차이, 14.9%p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요인은 31.7%, 차별 요인은 68.3%로 나타나 고용격차의 상당부
분이 생산성 관련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13.6%p 중 10.2%p가 생산성 등 집단
간 특성 차이, 3.4%p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요
인은 75.0%, 차별 요인은 25.0%로 나타나 전체일자리 격차분해 결과와
비교하면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에서 생산성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한 생산성 관련 변수인 교육수준의 영향만 살펴보아도 교육수준이
장애인의 전체일자리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괜찮은 일
자리’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의 비중이 상이하며,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교육수준 등
생산성 관련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적 접근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지표를 활용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괜
찮은 일자리’ 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일자
리와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분해 결과를 비교해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의 비중이 다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의 일자리의 질 분석대상이 임금근로일자리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비임금근로일자리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자리의 질 논의에서 소외
되었던 비임금근로일자리를 고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후속 연구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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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적 개념인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가 ‘괜찮
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격차분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의 원인이 집단 간 특성의 차이인
지, 차별의 영향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고용정책을 도입한 1990년대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
정책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장애
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장애
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점차 확대하
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근로자 수가 861,648명으로 법 시행 초기보다 약
2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2016년 36.1%에
서 2017년 36.5%로 최근에도 꾸준히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다(고용개발
원, 2019: 8).
하지만 양적성장에 비해 장애인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 장애인 중 저임금근로 장애인이 46.5%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체 노동시장 저임금근로자 비율인 23.1%의
2배에 달한다(남용현, 2015: 66). 고용형태를 보더라도 장애인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는 42.8%로 전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인
31.9%와 비교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이다(고용개발원,
2019: 12). 또한 근로를 하더라도 빈곤을 경험하는 장애인은 11.4%로 전
체 노동시장 근로빈곤층 규모인 6.0%를 훨씬 상회해 장애인 일자리의
낮은 질이 빈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종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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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일자리의 질에 대한 관심은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저임금, 불안
정한 일자리가 양산되며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
지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표 개발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LO의 ‘Decent Work(괜찮은 일
자리)’, EU의 ‘Quality in Work(고용의 질)’, OECD의 ‘More and Better
Job(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개념이 대표적이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거시지표를 통해 정성적 개념인 일자리의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하
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 수준의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ILO의 ‘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미시지표로 개발하거나(Bonnet 외, 2003),
직무만족도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는 등
(Jencks 외, 1988; Clark, 1998; Anker 외, 2002) 개인 수준의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기구와 국외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 지표가 개발되었으며(방하
남 외, 2007)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은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등의 노동취약계층과 돌봄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혜원, 2009; 민경원, 2014; 장하연, 2019; 이
운식, 2011; 백학영, 2016).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일자리의 질 지표는 연구의 초점에 따라 지표 구
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특성, 고용안정성, 발
전가능성, 보상, 근무시간, 작업환경,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방하남 외, 2007; 이운식, 2011). 또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절한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박성
현, 2010; 정혜원, 2009; 민경원, 2014; 장하연, 2019; 백학영, 2016).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편의제공 등 장애인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자리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장애인일자리의 질에 대한 분석이
- 2 -

이루어졌으며(이운식, 2011), 양질의 일자리 진입요인과 일자리의 질 변
화유형 및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변경희, 2010;
김영애, 2015; 김항구, 2017).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에 대한 연구는 고용의 양적성
과인 고용률과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자리의 질을 구성
하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연구가 부재했다. 양적성과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의 질
을 고려한 고용격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적성과인 고용률 격차의 원인에 대한 이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에 차이가 나는 원일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 진입 격차의 원인을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에서 찾는 인적자본이론과 편견, 선입견, 잘못된 정보 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차별이론이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과 임금격차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생산성과 차별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는데 중점
을 두었다(이선우, 2001; 황수경, 2003; 강동욱, 2004; 오세란, 2008; 오욱
찬, 2011).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에서 생산성과 차별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여부만 살펴보는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분해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고용격차 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격차의 원인이 집단 특성의 차이보다 차별의 영향에 기인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이선우, 2001; 황수경, 2003; 강동욱, 2004; 오세란, 2008;
오욱찬, 2011).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소득, 고용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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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에 인적자본 등 생산성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변경희, 2010; 김영애, 2015; 김항구, 2017) ‘괜찮은 일자리’ 고
용격차를 분해했을 때에는 전체일자리에서의 분해결과와 달리 생산성 차
이에 기인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은 기존의 고용격차 분석결과에 따라 차별의 영향
을 상쇄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정
책의 목표가 고용확대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
의 질을 고려했을 때에 고용격차의 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여
원인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주로 임금근로자로
자영업자 등의 비임금근로자를 고려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
자 비율이 25.4%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 특히 장애인의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32.3%로 특히 높게 나타나는 현황을 고려했을 때(고용개
발원, 2019: 12)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일자리의 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임금근로자와 달리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공통지표
를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2018년)를 활용하며, ‘괜찮은 일자
리’ 지표별 충족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전
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고용 격차분해를 위해 Oaxaca-Blinder(1973)
의 방법을 로짓 모형에 적용한 Fairlie(2005)의 분석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기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
던 일자리의 질적 개념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일자리
의 질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분해결과를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분
해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에 따른 고용격차 원인의 비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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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애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자리의 질적
접근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며,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분해결과
와 비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에 따른 고용격차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그동안 일자리의 질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각각
에 대해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격차분해를 통해 격차의 원
인이 생산성 등 집단 특성의 차이인지, 차별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지 분
석하였다.
1.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분석
첫째, 장애여부가 전체 일자리 고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체 일자리 고용격차 분해 시 생산성과 차별의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2.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분석
첫째, 장애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분해 시 생산성과
차별의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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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장애 개념과 고용현황
1. 장애 개념의 변화 및 법률에서의 장애 개념
장애에 대한 개념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장애를 의
학적·병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병리
학적 이해방법을 기초로 하여 장애의 인정 요건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
시하였다. 첫째, 신체적·정신적 및 심리적 손상 혹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존재할 것(impairments), 둘째,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상적인 생
활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상
실 혹은 감소가 존재할 것(disabilities), 셋째,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과
같은 또는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handicap)
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학적·병리학적 관점에 기초한 이해방법은 장애를
가진 개인의 ‘결함’을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한다(정인영 외, 2014).
1990년대에 장애인정책의 방향은 큰 변화를 겪는다. 복지정책 전반의
기조 변화와 함께 장애인정책도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직
업능력의 회복과 고용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장
애인 관련 정책이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
는 생산적 복지 기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정책은 장
애인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황수경,
2004).
장애인정책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주된 과제로 할 때, 기존의
장애판단체계는 새로운 정책의 관점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먼저,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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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능적 제약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어려움은 장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 상황인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장애를 무능력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소극적 이미
지를 탈피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애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
으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장애를 특정
소수 그룹만의 이슈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일
어날 수 있는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장애를 특정 소수자의 문제로 이
해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쉽
다(조윤화 외, 2020).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의 개념을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ility)
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고, 장애인을 단순히 신체적·정
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장애 개
념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소수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
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하였다
(황수경, 2004).
이러한 시각에서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장애분류체계인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를 제시하였다. ICF는 신체의 기능 및 구조, 활동, 참
여라는 측면에서 장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구
성되었다. 즉, 장애의 기준이 질병으로서의 상태 구분이 아니라 건강의
구성요소로서 구체적인 기능의 제한으로 서술되었다(WHO, 2001).
이러한 장애 개념의 변화로 인해 장애를 개인이 갖는 문제로만 다루던
관점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로 보는 관점으로 접근방식이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생활환경
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경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장애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능장애와 비정상적인 상태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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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이나, 생활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 사회도 책임이 있다는 인
식이 생긴 것이다. 즉, 장애는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사
회적 배려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황수경
2004; 조윤화 외, 2020)
위와 같은 장애개념의 변화로 기능적, 환경적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의 분류는 의학적, 병리학적 관
점에 머물러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다각적 측면에서 장애의 기능적,
환경적 장애를 다룰 수 있는 물꼬가 트였지만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중, 경증)로만 분류체계가 바뀌었을 뿐 판정기준은 여전히 의학적 기준
에 근거하고 있는 현실이다. ICF 관점을 적용하여 기능적 어려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정과 지원서비
스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서비스 지원은 법률에서의 장애개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률에서의 장애인 개념은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
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념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한다. 「장애인복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
는 자”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장애종류 및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지적장
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15개 유형의 장애가 있다. 그 장애정
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
애(경증)로 나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보다 직접적으로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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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 또는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이등급 해당자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
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 외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정의
하고 있는데,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법 제2조 제2호).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다(시행령 제 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법과 달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 사유인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
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장애
인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상
당한 제약”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고용법은 그 목적이 장애
인의 직업생활에 있으므로 “직업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요건으로 하
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를 판단
하는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석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고용법 상
의 장애인 범주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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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현황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현황은 고용률, 임금, 고용형태, 취업직종 등
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고용률의 경우 2018년 15세 이상 전체인구 고용
률이 61.3%,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약 26.8%p의 차이가 난다. 15세
∼64세 전체인구 고용률은 67.0%, 장애인 고용률은 49.0%로 약 18.0%p
차이가 있다(고용개발원, 2019: 8). 핵심경제활동인구 연령층으로 대상을
좁힐 경우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임금의 경우 2018년 15세 이상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5.8만원,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3.1만원으로 약 72.7만
원 차이가 나며, 장애인의 임금은 비장애인 임금의 약 71.6% 수준이다
(고용개발원, 2019: 17).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2018년 15세 이상 전체인구의 상용근로자 비율
은 68.1%이며, 장애인은 57.2%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고용개발원,
2019: 12).
취업직종의 경우에도 전체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4%), 사무
종사자(17.7%)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장애인은 단순노무종사자(27.0%)
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에 종
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용개발원, 2019: 15).
위와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
양한데 대표적으로 인적자본 등 생산성 관련 특성의 차이로 보는 관점과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다음 절
에서 이러한 두 관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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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격차 관련 이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에 대한 이론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관련 특성에 주목하는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차별이론이 있다.
1.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이란 교육,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포기한 소득, 기능과 지식 향상을 위한 여가
시간의 사용 등과 같은 투자를 통하여 개인에게 인적자본이 축적되면 그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취업기회와
소득을 얻게 된다는 노동시장이론이다(Schultz, 1961; Becker, 1964;
Mincer, 1974).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요소로는 교육수준, 전문기술, 경력,
직업훈련경험, 건강상태 등이 있다. 인적자본 이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와 임금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이론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육수준, 직업기
술 등의 인적자본 수준이 낮아 고학력, 고숙련을 요하는 전문 직종에 취
업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이로인해 임금수준 또한 낮을 가능성이 있다
(강동욱, 2004).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 및 임금 격차는 개인특성인 생산성의
차이이며, 따라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교육수준,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 등의 인적자본 요소가 일반적으로 취업, 임금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이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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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선우, 2001).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장애인이 교육수준이 낮은 장애인보다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
자리의 대다수가 임금수준 등이 낮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
력이 높은 장애인들의 구직기회가 적어 교육수준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정호, 2013).
한편,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교육수준, 직업훈련경험
등의 인적자본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며(김태용, 2014), 특히 교육수준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
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문경옥, 2006; 유수영, 2010;
손지아 외, 2011; 서지혜 외, 2018).
2. 차별이론
차별에 관한 이론으로는 Becker(1971)의 선호(preference)에 따른 차별
이론과 Phelps(1972)의 통계적 차별이론이 대표적이다. 선호에 따른 차별
이론에 의하면 고용주는 사회적 소수 그룹에 대한 편견(prejudice)과 반
감에 의해 특정 소수자 그룹에 속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신이 선호
하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지출한다. 고용주가 선호하
지 않는 그룹에 속한 개인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그룹에 속한 개인의
노동력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더 선호하는 그룹의 개인을 채용하기 위
해 더 높은 임금을 부담하면서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만
족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Becker, 1971).
통계적 차별이론에서 고용주는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채용하려 하지
만 고용주가 가진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자 개개인의 실질적인
생산성을 평가하기보다 생산성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특성을
토대로 채용을 결정하게 된다. 성별, 인종, 장애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생산성을 선발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문제는 고용주가 특
- 12 -

정 소수자 그룹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소수자 그룹에 속한
근로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로인해 특정 소수자 그룹에 대한
편견을 수정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해당 그룹에 속한 근로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Phelps, 1972).
장애인 역시 소수자 그룹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크
며, 고용주가 장애인 전체 혹은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편견에 따른
부정적인 선호를 갖게 될 가능성 역시 높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직업을
얻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고용주의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Tringo, 197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과 임금 격차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장애차별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Johnson 외, 1985;
Schur, 2002; 이선우, 2001; 황수경, 2003; 강동욱, 2004; 오세란, 2008; 오
욱찬, 2011),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고용차별경험
은 일자리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
준이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고용차별경험에 따라 달라지
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태용, 2014).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차별 여부와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는 연구들은 주로 격차분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비장애인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고 비장애인의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계수
추정치를 비차별적인 상태로 간주해 고용률과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있
는 것이다(이선우, 2001; 황수경, 2003; 강동욱, 2004; 오세란, 2008; 오욱
찬, 2011).
이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이나 임금격차에서 노동시장 차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산성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일반적
생산성 요소는 물론 실질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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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또는 임금격차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활용
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
주 여부,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고, 인적자본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자격
증 또는 면허 소지, 건강상태를 활용하였다(이선우, 2001; 황수경, 2003;
강동욱, 2004; 오세란, 2008; 오욱찬, 2011; 김정호, 2013).
장애 집단 내에서의 차별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장애유형, 장애
등급 요인을 고려하던 것에서 나아가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기능의 제한
정도를 반영하기도 한다(김정호. 2013).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장애등급 보다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나 ICF의 활
동 제한 및 참여 제약 지표의 설명력이 더 높기 때문이다(이선우, 2011).
따라서 장애 집단 내에서의 고용격차에 대한 분석 시 실질적인 기능 수
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내에서의 고용격차를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비장
애인과 장애인의 고용격차를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기
능 제한 정도를 반영하지는 않았고, 두 집단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생산
성 요소인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요소를 고
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확률과
임금격차를 분석한 오욱찬(2011)의 연구에서 취업확률에서의 차별효과는
전체 격차의 64.7%로 나타났으며, 임금격차에서의 차별효과는 42.7%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임금보다 취업을 하는 데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 성과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장애인은 취업 단계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1; 오세란, 200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성과에 대한 격차 분해 연구에서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격차 분해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일자리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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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 격차에서 인적자본 등 생산성 요인과 차
별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지표
1.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
최근 국제기구와 학계에서는 고용의 양적지표인 고용률에 대한 관심에
서 나아가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자유
주의의 대두와 세계화, 지식경제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분절과 유연화라
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시
대의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보
장하는 데 있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나타난 유연한 고용관
계를 가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신
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표준고용관계를 벗
어난 불안정한 고용형태들이 만들어졌고, 과거와 달리 고용 자체만으로
는 안정적인 소득, 복지,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표준고
용관계에서 벗어난 일자리의 증가는 일자리의 적절한 소득, 고용안정성,
적절한 노동시간 등과 같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황
준욱 외, 2005; 황민영 외, 2015)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는 ILO, EU,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본격
적으로 시작했으며, 적용대상의 수준과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기구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접근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보다 전면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과 일자리의 질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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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괜찮은 일자리’ 측정 지표는 “고용기회, 철폐
되어야 할 노동, 적절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
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 대
화, 경제사회적 맥락”이라는 11가지 차원 아래 29가지 세부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ILO, 1999).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 복지 구축의 주요 추진 요소로 ‘고용의 질
(Quality in work)’ 개념을 제시하였다. ‘고용의 질’은 “본질적인 일자리
의 질, 숙련·평생교육·경력개발, 양성평등, 직장보건·안전, 고용의 유연성
과 안정성, 노동시장 접근가능성과 통합, 작업조직 및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다양성과 비차별, 전반적 업무성과” 등의 10
가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Lozano, 20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일자리의 질에 대
한 논의를 통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 개념을
제시하였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는 임금, 근로조건, 고용형태, 일자
리의 안정성의 4가지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에 접근”하였다(OECD,
2003).
위 국제기구들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접근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거
시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적 개념은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크게 거시(국가), 중시(기
업), 미시(개인)적 접근으로 나뉜다. 거시수준에서 일자리의 질은 충분한
소득을 얻으면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지며 발전하며 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환경 조성이 목표로 설정된다. 거시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와 관련 있는 법이나 규제 등이 있는지 여부
와 실행수준을 측정한다.
중시 수준에서의 일자리의 질은 사업의 역동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키면
서 노동자의 적절한 안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개별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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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의 기초적 안전에 해당하는 관행들의 존재 유무와 정도를 측
정한다.
마지막으로 미시수준에서의 일자리의 질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의 모
든 형태가 적절하게 주어지는 일자리를 갖는 것”을 바람직한 형태로 정
의한다. 미시수준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에 대
한 객관적 기준과 근로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안전의 정도를 함께 측정
한다.
거시적 접근으로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이 대표적이며, 국가 간
비교라는 거시적 수준에서만 일자리의 질을 논하지 않고 기업이라는 중
간 수준과 개인이라는 미시적 수준으로 논의를 확장해 기업과 개인 수준
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가 제안되었다(Bonnet 외, 2003).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는 경제, 사회, 심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경제학에서는 임금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구분하며, 사회학에서는 사
회적인 위세 또는 사회경제지수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판단한다. 심
리학에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초점을 맞춰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나눈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기존의 세 가지 학문적 접
근, 즉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적 접근은 각각의 강점과 한계점을 가진다
(Jencks 외, 1988).
경제학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판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자 단일지표
로서 임금에 주목한다. 하지만 임금이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금전적이고
주관적인 보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무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나 일자리의 사회적 위세 등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Jencks 등(1988)은 일자리 질의 가
장 중요한 단일결정요인은 임금이지만 직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 수행에
서의 결정권한, 고용안정성,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보장 등 비금전
적인 일자리 특성들의 집합적 효과가 임금요인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것
을 밝혀냈다.
사회학에서는 임금보다는 사회적 지위에 주목한다. Max Webber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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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좋고 나쁨을 사회적 지위라는 맥락에서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위는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명예나 권위, 중요성이나 가치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현 사회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사회학자들은 지위나 위세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여 직업
위세점수나 사회경제지수 등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들을 활
용해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사회학적 관점이
가지는 한계는 사회적 위세가 동일한 직업범주 내 다양한 일자리의 특성
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방하남 외, 2007: 182).
마지막으로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만족도를 강조한 직무만족 개념으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고자 했다. 직무만족도는 개인차원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의 질을 대변해주는 변수로 각기 다른 일자리에 대한 기대에 따라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하
지만 절대적인 보상수준과 사회적 위세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다
는 한계를 가진다(Clark, 1998).
위와 같이 각각의 학문적 관점으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
가 있어 경제, 사회, 심리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
장하게 되었다(Jencks 외, 1988; Clark, 1998; Anker 외, 2002; Bonnet
외, 2003). 이러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다
양한 학문적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
자리의 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에서 어떤 개념과 지
표를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개념과 지표
일자리의 질에 대한 개념과 지표개발 연구는 국제기구의 거시적 접근
방법을 미시적으로 적용한 연구와 그 외에 일자리의 질 지표가 직무만족
결정요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학문적 접근
들을 통합하여 이루어진 지표개발 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 18 -

질 개념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의 질 개념과 지표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미시적으로 적용한 Bonnet 등(2003)은
개인수준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업무와 관련해 안전의 모든 형태가
적절하게 주어지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미시지표로 “①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 ② 직무
보장(job security) ③ 작업의 안전(work security), ④ 숙련 재생산의 보
장(skills reproduction security), ⑤ 표현의 보장(representation
security), ⑥ 소득 보장(income security)”의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Jencks 등(1988)은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① 급여(pay), ②
부가급여(fringe benefit), ③ 근무시간(hours), ④ 직업의 사회적 지위
(occupation), ⑤ 훈련 및 승진 기회(training and promotion
opportunities), ⑥ 고용 위험(hazards), ⑦ 교육여건(educational
requirements), ⑧ 근무 여건(technical characteristics), ⑨ 자율성
(autonomy), ⑩ 권한(authority), ⑪ 조직 환경(organizational setting)”의
요소들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Clark(1998)은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 중에서 “① 급여(pay), ② 근무
시간(hours of work), ③ 미래의 전망(future prospects), ④ 작업난이도
(how hard or difficult the job is), ⑤ 직무내용: 흥미, 위세, 그리고 독
립성(job content: interest, prestige and independence), ⑥ 인간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s)”를 통해 일자리의 질 지표를 구성하였다.
Anker 등(2002) 역시 직무만족도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① 임금
(wage), ② 비급여 혜택(non-wage benefit), ③ 일의 특성(nature of
work), ④ 자율성 또는 독립성(autonomy or independence), ⑤ 승진 기회
(opportunities for promotion), ⑥ 숙련향상 가능성(opportunities for skill
upgrading)”의 영역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일자리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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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였다.
위 국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일자리의 질 지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들은 발전가능성, 보상과 관련한 요
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의 초점에 따라 직무특성, 고용안
정, 근무조건, 관계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지표 구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
다.
<표 1> 국외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 구성
Bonnet 외 Jencks 외
Clark
Anker 외
(2003)
(1988)
(1998)
(2002)
자율성
독립성 자율·독립성
권한
직무/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직업특성
흥미
고용안정성 고용보장 고용보장
숙련
훈련
숙련가능성
재생산보장 승진기회
승진기회
발전가능성
직무 보장
미래전망
수입의 보장 급여
급여
급여
보상
부가급여
부가급여
근무시간 근무시간
작업장
근무환경 직무난이도
근무조건
안전성
표현보장
조직제도
관계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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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에서는 국가, 기업, 개인 수준에서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개발
한 방하남 등(2007)의 일자리의 질 지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방
하남 등(2007)의 일자리의 질 지표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와 직무
만족영향요인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의 질 지표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지표는 “① 직무/직업특성: 자율성, 권한, 위세, ② 고용안정: 정규고용,
주관적 고용안정성, ③ 발전가능성: 숙련향상가능성, 승진가능성, ④ 급
여: 급여, 부가급여, ⑤ 근무조건: 근무시간, 작업환경, ⑥ 참여: 참여/발
언, 인간관계”의 6개 지표이다.
한국노동패널 8차 자료(2005)를 분석한 박성현(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51.6%의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비정규
직 일자리의 증가와 명예퇴직 등의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다른 조건에 대한 인식의
순위는 ‘장래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17.2%),‘ 자신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17.1%),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7.8%),‘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자리’(4.3%),‘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1.4%)순”이었다.
국내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돌봄 노동 등 사
회적 일자리(곽선화, 2013; 박정우, 2016; 백학영, 2016; 최예나, 2016; 남
윤철 외, 2018), 여성(정혜원, 2009; 최혜경, 2016; 박진희, 2017; 구슬이,
2018), 장애인(변경희, 2010; 이운식, 2011; 김영애, 2015; 박광옥, 2016;
서지혜 외, 2018), 청년(임유진, 2016; 김미경, 2017; 왕정하, 2018; 장하
연, 2019), 노인(문경옥, 2006; 민경원, 2014; 박예은, 2016) 등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괜찮은 여성일자리의 판별기준을 탐색한 정혜원(2009)의 연구에서 여
성들은 일반적인 일자리의 질 요소인 급여와 고용안정성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진가능성보다는 경력개발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등을 위해 근무시간의 적절성, 육아휴
직, 연월차 사용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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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유형을 연구한 장하연(2019)의
연구에서 청년들은 자율성, 권한 등 직무, 직업특성과 일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숙련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
도, 급여와 고용안정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요건을 탐색한 민경원(2014)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급여 등의 보상, 신체적·심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노인을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좋은 일자리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장애인 분야에서 일자리의 질을 다룬 연구
에서는 일자리의 질 지표를 구성할 때 보상, 고용안정 등의 지표에 더해
직업적 배려라는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 비장애인 근로자와 달리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직장 내 장애이해, 편의
제공(이동수단, 작업도구, 업무배치 등), 공평성(승진, 급여, 제반조건 등),
적절한 배려를 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변경희, 2010; 이운식, 2011;
손지아 외, 2011).
위 국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일자리의 질 지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들은 보상과 관련한 요소를 공통적
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근무
조건(근무시간, 근무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장애에 대한 직업적 배려 등의 요소를 추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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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 구성
방하남 외 박성현 정혜원 장하연 민경원
(2007) (2010) (2009) (2019) (2014)
자율성 자율성
자율성
권한
권한
직무/ 위세 위세
위세
직업특성
적성,
적성,
취향
취향
정규고용 정규고용 정규고용
고용안정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
숙련가능성 숙련가능성
숙련가능성
발전 승진가능성 승진가능성
가능성
경력개발
급여 급여 급여 급여 급여
보상 부가급여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환경
근무조건 작업환경
노동강도
참여/발언
인간관계
관계 인간관계
일·가정
양립

보육시설
육아휴직
연월차

장애인식
및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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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식
(2011)

정규고용
고용안정성
숙련가능성
승진가능성
교육기회
급여
부가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
노동강도
참여/발언
대인관계
장애이해
편의시설
공평성
적절한
배려

국, 내외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일자리의 질 지표에는 급여 등의 보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근무시간, 근무
환경의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지표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직업/직무 특성
자율성, 권한과 같은 직업/직무 특성은 주관적인 성향이 강해 측정하
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다. 근로자가 지시받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
행하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경우
직무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직무에 대한 만족
도는 개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회사 측면에서
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자율성과 권한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다양한 측
정 문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자율성과 권한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
로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
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근로자가
가진 자율성과 권한을 파악할 수 있다(방하남 외, 2007: 169).
또한 Jencks 등(1988)과 Clark(1998)은 오랜 기간 직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사회적 지위를 지표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위
세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 일
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에 대한 인식 정도 또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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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
고용안정은 직업선택이나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으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지표이다. “7차년도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일
자리의 1순위 조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47.1%로 자신의 적성과 취향
에 맞는 일자리(24.3%),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13.9%), 사회
적으로 인정받는 리더(6.8%),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6.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남재량 외, 2006).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
모 인력조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이 고용안정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
식한다. 단적으로 최근 고학력자들이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 교사가 되
기 위해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김상욱 외, 2002).
고용안정을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 지표로서 안정적인 고용형태인지
여부와 주관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
이 있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관계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도 회사관행이나 문화에 따라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실질적인 고용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인 고용형태
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인 개인이 느끼는 고용안정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Bonnet 외, 2003).
(3)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개인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동기요인으로 고
려되어왔다. 발전 가능성은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통한 숙련 향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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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승진과 같은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숙련향상 가능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능력이 향상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도이며 승진 가능성은 승진이나 개인적 커리어의 발전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Jencks 외, 1988; Ritter 외, 2002).
(4) 금전적 보상
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이
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보상은 일자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단
일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금전적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급여와 부가급
여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임금(급여)과 휴가, 각종 보험, 융자 혜택, 퇴직금
등 간접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부가급여”가 있다(Jencks 외,
1988; Ritter 외, 2002).
(5) 근무조건
근무조건으로서 근무시간은 직업선택의 요인으로, 근무환경은 주로 직
무만족의 결정요인으로 언급된다. 과중한 근무시간은 개인의 건강과 삶
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은
신체,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으며 일·가정의 양립에 장애요소로 작용한
다. 한편 과소한 근무시간도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하지 못하는 고용
기회의 불충족과 관련이 있다(Anker 외, 2002).
적절한 근무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질병 치료나 건강관리를 위해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반
면 장애로 인해 전일제 근무를 원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단시간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전일제 일자리의 고용기회가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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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무시간은 임금, 부가급여 등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로 장애인
의 단시간 근로는 저임금, 빈곤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장애
인 단시간근로의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가입 등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전일제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고용조건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자경, 2016).
적절한 근무시간 여부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주관적인 지표로 개인이 현재의 근무시간에 느끼
는 만족감을 묻는 방법이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시간
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에 더불어 주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근무환경은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으로 언급되는 요소로 “업무의 과부하
(workload), 실내근무 여부, 오염물질이나 방사선 노출 등 위험 노출 정
도,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한 상태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 등이
있다(Bonnet 외, 2003).
(6) 관계
직장 내에서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 동안 직장상사, 동료, 고객과의 관계
등이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왔다(Clark,
1998).
다음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도적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유무가 그것으로
노동조합 설립 여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사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나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직장생활의 고충을 사업
주에 말할 수 있는 신고창구 등 조직 운영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Jencks 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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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의 질 지표별 가중치
위의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방하
남 외, 2007; 이운식, 2011).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조사결과, 개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표는 ‘발전가
능성’(24.9%), ‘고용안정성’(19.5%), ‘보상’(18.6%), ‘직업/직무 특
성’(15.1%), ‘근무조건’(11.3%), ‘관계’(10.6%) 순으로 나타났다(방하남 외,
2007: 186).
장애인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위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지표들의 상
대적 가중치를 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성(26.1%)’, ‘발전가능성(16.2%)’,
‘근무조건(16.0%)’, ‘장애인식 및 이해도(15.8%)’, ‘보상(13.5%)’, ‘관계
(12.4%)’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운식, 2011: 56).
고용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은 두 연구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
타났으나 보상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의 질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
가 낮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보다 장애에 대한 직업적 배려나
근무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각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지표들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발전가능
성은 ‘숙련향상’(50.0%)과 ‘승진가능성’(50.1%) 2개 요인의 가중치가 비슷
하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은 객관적 지표인 ‘정규직 여부’(60.4%)가 주관
적으로 느끼는 ‘고용안정도’(39.6%)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상은 월급이나 연봉과 같은 ‘급여’(83.4%)가 ‘부가급여’(16.6%)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직업/직무 특성에서는 ‘자율성’(55.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권한’(29.6%), ‘위세’(14.9%)가 그 뒤를 이었다.
근무조건에서는 ‘작업환경’(59.8%)을 ‘근무시간’(40.2%)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시간을 작업환
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전문가 집단에서는 작업환경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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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집단 간 우선순위가 달랐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는 동료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51.4%)가 의견을 피력하고 전달
할 수 있는 정도인 ‘참여발언(48.6%)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 집단은 참여와 발언의 기회를 더 중시하고 비전문가
집단은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하남 외,
2007: 187).
장애인 일자리의 질 지표에서도 지표별 세부지표의 가중치는 위와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 지표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장애인식 및 이해도’ 지표의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적
절한 배려가 40.3%, 공평성이 33.3%, 편의시설이 26.4%로 나타났다(이운
식, 2011: 59). 현재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보
조공학기기 등의 물리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배려, 교육, 승진 등
에서의 공평성과 같은 비(非)물리적인 영역이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일자리의 질 지표와 각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활용할 일자리의 질 지표를 선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언급
된 일자리의 질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분석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큰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가중치와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지표는 보상, 고용안
정, 근무환경, 근무시간의 4가지 지표이다. 각 지표의 세부지표 또한 지
표 내 가중치와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보상에서는
부가급여에 비해 가중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급여를 활용하고, 고용안
정 지표에서는 객관적 조건인 ‘정규직 여부’와 주관적 조건인 ‘고용지속
가능성’ 지표의 가중치가 비슷하고 분석자료에서 모두 활용 가능해 객관
적,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하였다. 근무조건에서는 근무환경과 근무시
간 두 지표의 가중치가 비슷하고 분석자료에서 활용 가능해 ‘근무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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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지표를 모두 사용하였다.
위 4가지 지표를 만족하는 일자리를 지칭하는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일자리의 질 지표를 만족하는 일자리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지표들은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기본적
인 지표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지표
에 모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위 용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데 무리
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ILO의 ‘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개념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근로빈곤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응당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근로기준
을 제시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을 비
교하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용어이고, 기본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만족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
로 지칭하고자 한다.
3)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
한편 ‘괜찮은 일자리’ 등 일자리의 질에 관한 분석은 주로 임금근로자
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이 25.4%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장애인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의 비중이 32.3%로(고용개발원, 2019: 12)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아 장애
인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는 데 있어 비임금근로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금전적 소득과 관련한
노동시장성과와 자영업 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것이다(안주엽 외, 2003;
금재호 외, 2011).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금전적 요소에 주목하여 임금근
로자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직무만족도나 일자리의 질 구성요소를 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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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 분석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우영 외,
2001; 신재열, 2011).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는 고용관계에서의 제약조건으로부터 독립적이
며,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 책임감, 높은 보상의 잠재력, 흥미로운
일에의 도전 기회, 임금 근로자의 상하관계로부터의 탈피, 상대적으로 높
은 직업 안정성, 성취감 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Archer 외,
2009).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독립성 이면에는 과도한 업무량, 근무시간과 휴
게시간 구분의 불명확성, 사업의 불확실성, 높은 실패율, 사업주로서의
부담감 등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들도 있다(Jamal 외, 1997). 비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외국과 달
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수입, 직업안정성, 업무내용, 근무환경에 대
한 만족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은 실정이다(김우영 외, 2001).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하며 자영업자는 유급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따라 자영자와 고용주로 구분된다. 자영자는 “유급
근로자 없이 홀로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
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고용주는
“유급근로자를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의
미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월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를 말한다(통계청, 2018).
비장애인의 경우 유급근로자가 있는 고용주가 23.9%인데 비해 장애인
고용주는 18.6%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유급근로자가 없는 자영자가 비장
애인이 59.4%인데 비해 장애인 자영자는 67.5%로 혼자 일하는 장애인
자영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고용개발원, 2019: 12). 자영자와 고
용주 구분으로만 살펴보더라도 장애인의 비임금근로가 유급근로자를 고
용할 정도의 규모 이상일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유급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자일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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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부족한 준비로 인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렵다. 장애인 자영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직등
록경험, 취업알선경험, 직업훈련경험이 없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영업
진입이 비장애인과 달리 임금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판로·기술지원, 교육지원, 사업공간 지원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은 분석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자영업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순수입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구간이 ‘300∼499만원’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39.6%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50∼99만원’(32.2%), ‘50만원 미만’(8.9%), ‘100∼149만
원’(7.8%)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50∼199만
원’(30.5%), ‘100∼149만원’(19.2%), ‘200∼299만원’(11.9%)과 비교하면 자
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더 양분화된 경향을 보인다(변민수 외, 2016: 29).
장애인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14년 4개월로, 77.6%가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자영업의 사업 지속율이 3년 후에 64.4%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자영업 이탈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음
을 알 수 있다(이영리 외, 2015). 하지만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지
속기간이 긴 것은 임금근로에 대한 제약인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보다 일
자리의 질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
자의 경우 고용지속여부가 타인(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선택)에게
달려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을 고용지속기간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무시간 측면에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시간사용이 임금근로자에 비
해 자유로울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비임금근로자의 시간 사용
의 자율성이 임금근로자보다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들은 대체
로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종업원이 있을지라도 사업체의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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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음을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프거나 별도의 용
무가 있더라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사업체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비임금근로자들은 건강문제에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육아와 가사활동에 있어서도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에게도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신재열, 2011).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는 구체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무환경과 직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 직무에 노출
될 위험이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요소들
을 고려했을 때, 고용안정성을 제외한 적절한 소득, 안전한 근로환경, 적
절한 근로시간의 지표 적용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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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지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괜찮은 일자리’ 지표는 다음 <표 3>과 같다.
측정지표
적절한
소득
고용안정성
(임금근로자)
안전한
근로환경
적절한
근로시간

<표 3> ‘괜찮은 일자리’ 지표 구성
측정기준
세부기준
2017년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월평균
2,302천원의 2분의 1 수준*인 1,151천원
소득(임금) 이상인 경우
*ILO 권고 기준
정규직 여부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근로지속가능성 특별한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
유해한 근로환경 유해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험 여부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15∼55시간인
주당 평균 주당
불규칙한 경우는 일
근로시간 경우(근로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이 3∼11시간인 경우)

적절한 임금은 측정기준을 월평균 소득(임금)으로 하고, 적절한 소득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ILO에서 권고하는 전체 노동자 중위 소득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복지패널조사 13차 조사가
이뤄진 2017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2,302천원의 2분의 1 수준
인 1,151천 원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 금
융복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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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성 관련 구성요소는 객관적 지표인 정규직 여부와 주관적 지
표인 근로지속가능성 여부로, 정규직이고 근로가 지속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로 설정하였다. 고용안정성 지표는 임금근로자에게
만 적용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자영업 생존기간 등 근로유지
기간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 등
을 유지하는 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것이 임금근로에 대
한 제약때문인 경우가 많아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근로환경은 유해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로 보았다. 적절한 근로시간은 선행연구의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
을 적용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55시간 이하인 경우(근
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 11시간 이하인 경
우)를 괜찮은 일자리로 보았다.
방하남 등(2007)의 연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49시간인 경
우를 적절한 근무시간으로 보았으며(184), 장애인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
한 이운식(2011)의 연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55시간인 경우
를 적절한 근무시간으로 보았다(102).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법정 근로시
간 기준을 적용하거나(김영애, 2015; Anker 외, 2002) 국민연금 가입자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15시간∼49시간으로(김범식 외, 2015) 적절한
근무시간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근로시간이 다르고, 장애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근무시간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과소근무시간 기준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과다근무시간 기준을 주 55시간 초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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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애인 일자리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1. 장애인 일자리의 질 수준
유연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기업 간의 경쟁심
화로 질이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 이러한 경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헌,
2005: 5).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불안정한 고용상
태에 처하거나, 단시간근로, 저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체에서 근
무하고 있다(김종진, 2007; 남용현, 2015; 박자경, 2016).
2010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42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
자의 월평균임금 260만원 보다 훨씬 저조하다. 또한, 장애인 임금근로자
의 평균 근속기간은 64개월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인 74개
월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도 정규직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
자는 41.5%인데 비해 장애인은 26.8%로 현저히 낮다.(김성희 외, 2012).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농·어업 등 노동집약적 저임금 직종
에 편중되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정기적인 병원진료, 체력 소진예방 등을 위한 시간조정이나 업무조정 등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
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이운식 외, 2011).
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적용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질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적절한 임금(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2 이상) 조건을 만
족하는 근로자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과 관련하여 정규직
이면서 지속근무가 가능한 근로자 비율은 33.2%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
한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일자리 안전상황이 안전한 편 이상이고 사고경
험이 없는 경우가 72.4%로 나타났다(손지아 외, 2011: 145-149).
전체 근로자 중 적절한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의 3가지 지표를 만
족하는 비율은 20.0%였으며(최옥금, 2006), 장애인근로자 중 위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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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비율은 14.6%로 나타나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비장
애인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손지아 외, 2011: 160).
한편 장애인 단시간 일자리의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전일제 일자
리와 비교하여 시간당 임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고용안정성과 사회보험 가입에서는 열악한 고용조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자경, 2016).
장애유형별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한 박광옥(2016)의 연구에서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정도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일자
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 지표에서 지적, 자폐성,
뇌전증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지표에
서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
용안정성과 사회보장 지표에서는 언어, 심장 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
애유형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 장애인은 11.4%로, 전체 근로빈곤층의 규모인 6%의 2배 가
까이 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 특성은 고용형태, 근로시간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단시간 근로
가 근로장애인의 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진,
2007).
이처럼 질이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도 낮은 소
득으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고,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직장에서 부
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을 가능성을 높인다. 장애인들은 더욱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고용 환경으로의 이동이 어
려운 상황이다(Johri, 2005).
2. 장애인 일자리의 질 영향요인
장애인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
우 여성보다 남성의 일자리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변경희, 2010; 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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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11; 손지아 외, 2011; 김항구, 2017; 김영애, 2015; 서지혜 외, 2018).
연령별로 일자리의 질을 비교해 보면 30∼40대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이
가장 높고, 50세 이상과 30세 미만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최옥금, 2006; 이운식, 2011; 이운식 외, 2011; 손지아 외, 2011;
오소윤, 2014; 김항구, 2017; 서지혜 외, 2018). 가구특성과 관련한 요인들
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주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일자리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오소윤, 2014; 장숙 외, 2015; 김항구, 2017).
또한, 교육수준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중요한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의 질
이 높아진다. 학력별 일자리의 질 차이는 학력별 임금격차보다도 큰 차
이를 보여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노
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변경희, 2010; 이운식, 2011; 이운식 외, 2011;
손지아 외, 2011; 김태용, 2014; 김영애, 2015; 장숙 외, 2015; 김항구,
2017; 서지혜 외, 2018).
인적자본 특성 중 하나인 건강상태도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김항구,
2017; 서지혜 외, 2018).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여부 또
한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에 자격증이 없는 경우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
다(김영애, 2015; 김항구, 2017; 서지혜 외, 2018). 직업훈련경험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은데 일자리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
(김태용, 2014; 김영애, 2015; 김항구, 2017),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
구도 있었다(강동욱, 2004).
한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차이가 장애인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이운식, 2011; 김영애, 2015), 정신
적 장애보다 신체적 장애인 경우 일자리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변경희, 2010). 장애정도와 관련해서는 최중증인 1급과 최경증인 6급의
양질의 일자리 종사율이 2, 3, 4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애정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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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변경희, 2010).
직무특성 측면에서는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일
자리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운식, 2011; 이운식 외, 2011). 장애로 인
해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무조정을 제공받았을 때 좋은 일자리 유지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김영애, 2015), 근무시간조정 또한 좋은 일자
리 진입에 영향을 미쳤다(장숙 외, 2015). 또한 취업특성 측면에서 본인
이 직접 업체를 개발하여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길수록 일자리의 질
이 좋아졌다(이운식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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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모두 포함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격차분해를 위해 비
장애인과 장애인 각각의 고용모형을 추정해야 하므로 장애인의 관측치가
충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한국복지패널 13차 데이터(2018년)
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일반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장애여부 문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측치가 다른 조사에
비해 많아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외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한국복지패널에 비해 노동 관련
변수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 여부가 4차(2001년), 9차
(2006년)에만 조사되었으며, 장애인 관측 사례가 적어 장애인 집단의 고
용모형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널의 사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분석대상은 생산활동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으로 하되 근로능력여부
를 고려하여 집안일 이상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해 분
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핵심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64세 이하로
연령범위를 좁혀 추가분석을 실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기
대되는 연령층에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2017년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1.3%, 장애인 고용률은
36.5%로 고용격차가 24.8%p로 나타났고, 15세 이상∼64세 이하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7.0%,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고용격차가 17.8%p로
나타나 핵심경제활동인구에서의 고용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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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9: 8). 이러한 차이는 장애 인구에서의 노년층 비중이 커 15세 이
상 인구의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15세 이상∼64세 이하 인구에 비해 모
수가 커지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고용인원에서 15세 이상∼64세 이하 고용인원의 비율은
75.5%, 전체 고용인원에서 15세 이상∼64세 이하 고용인원 비율은
91.3%로 나타났다(고용개발원, 2019: 8). 비장애인의 경우 핵심경제활동
인구 연령층에 고용인원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덜한데, 장애인구의 경우 연령제한이 비교적 덜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장애인구 중 노년층 규모가 커 장애 고용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15세 이상, 15세 이
상∼64세 이하 인구에 대해 각각 고용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분
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핵심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분석대상을 좁힐 경우 ‘괜찮은 일자리’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표본 수
가 적어 회귀계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에서
분석대상 표본 수는 12,966명이며 그 중 비장애인이 11,681명(90.1%), 장
애인이 1,285명(9.9%)이다.

제 2 절 변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괜찮은 일자리’ 고용여부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기준
은 선행연구에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때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이 가능한 지표인 적절한 소득(임금), 고용안정성,
안전한 근로환경, 적절한 근로시간을 활용하였다. 4가지 지표를 모두 충
족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 고용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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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적절한 소득은 중위소득을 그 분석기준으
로 택했는데, 적절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ILO에서 권고하는 중위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복지패널조
사 13차 조사대상기간인 2017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2,302천
원의 2분의 1 수준인 1,151천 원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복지
패널에서는 연간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 13,812천원 이상
인 경우를 적절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고용안정성은 객관적으로 현재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고용형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주관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파악
하는 방법이 있다. 분석자료인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형태와 고용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객관적, 주관
적 고용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정
규직이면서 고용지속이 가능한 경우를 고용안정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
로, 두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고용안정성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타인(고용주)에 의해 고용
지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비임금근로 지속기간이 긴 것이
일자리의 질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안정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
았다.
안전한 근로환경 기준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해한 근로
환경 경험 여부를 통해 파악한다.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은 객관적 기준인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주관적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하는 방법
이 있다. 근로시간은 급여와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록 일자리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
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자
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 지표인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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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시간 여부를 살펴보았다.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을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방하남 등(2007)
의 연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49시간인 경우를, 이운식(2011)
의 연구에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55시간인 경우를 ‘괜찮은 일자
리로 보았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거나(김
영애, 2015; Anker 외, 2002) 국민연금 가입자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15시간∼49시간으로(김범식 외, 2015) 적절한 근무시간 기준을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선호하는 근로시간이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과
소 근무시간과 과다 근무시간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한 선행연구의 근로
시간 기준을 적용해 과소근무시간 기준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과다근무
시간 기준을 주 55시간 초과로 설정하였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 여부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고용으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은 경우를 미
고용으로 설정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장애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정하였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
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
미한다. 시행령에 나타난 장애인 범주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
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을 포함한다. 즉, 장애인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법령에서 규정한 장애 정도를 그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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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설정한다.
3. 통제변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학적, 인적자본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고용확률 격차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형을 각각 추정하므로 장애
여부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제변수만 투입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변수와 측정방식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형태
측정
일자리’
종속변수 ‘괜찮은고용일자리’ 범주 ‘괜찮은
미고용=0, 고용=1
독립변수
장애
범주 비장애인=0, 장애인=1
성별
범주 여성=0, 남성=1
연령
연속 만 나이(세)
연령제곱 연속 만 나이(세)의 제곱
기혼=0, 미혼=1,
통제 인구
결혼상태
범주
사별·이혼·별거=2
변수 학적
변수
가구주
범주 비가구주=0, 가구주=1
가구원 수 연속 가구원 수
이외의 연간 가구 가처
가구소득 로그 값 연속 본인
분소득(만원) 로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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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형태

측정
건강이 매우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건강상태 서열 보통이다=3,
인적
건강한 편이다=4,
자본
매우 건강하다=5
변수
졸 이하=0, 고졸=1,
교육수준 범주 중전문대
졸=2, 대졸 이상=3
직업기술 유무 범주 없다=0, 있다=1

통제변수는 일반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
다.
우선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본인 이외의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될 확률이 높다(어수봉, 1996; 유동철, 2000; 강동
욱, 2004; 이선우, 2001). 성별과 연령은 양질의 일자리 진입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유수영, 2010; 손지아 외, 2011; 김영애, 2015). 즉,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3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진다.
연령에 대해서는 2차 함수의 형태가 확인된 선행연구(어수봉, 1996; 유동
철, 2000; 황수경, 2003)에 따라 연령제곱 변수를 추가하였다.
가구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혼인 경우, 가구주인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본인 이외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부양책임으로 인해 고용확
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이다(유동철, 2000; 김영애, 2015; 김항
구, 2017).
인적자본 변수로는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업기술 유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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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상태는 과거 의료경험이나 사회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는 단점이 있지만 측정이 용이하고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인지된 건강상태
보다 더욱 적절한 경우도 있어 최근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가장 보편적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김혜련 외, 2004).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
강상태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1997,
2001; 황수경, 2003).
교육수준은 ‘괜찮은 일자리’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문경옥, 2006; 유수영, 2010; 서지혜 외, 2018). 교육수준이 장
애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으나 비장애인의 고용에는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의 질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손지아 외, 2011).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채용 조건이 교육연수
보다는 학력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수준을 중졸, 고졸, 전문대
졸, 대졸로 범주화였다.
자격증 보유여부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김영애, 2015; 김항구, 2017; 서지혜 외, 2018). 자격증 보유여부는 한국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술 유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매년 새
로 취득한 직업기술을 묻고 있어 1∼13차 자료를 통합하여 파악하였다.
기술장,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보유자를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직업기술은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대변해주는 변수로 인적자본 요인으로 포함
시켰다.
한편, 장애인의 직업훈련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데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김영애, 2015; 김
항구, 2017)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강동욱, 2004). 한국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관련 문항은 직장체험연수 프로그램,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인턴제도 프로그램,
근로자 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다. 한국복지패
널의 직업훈련 관련 변수가 차수마다 변경되어 일관된 자료를 얻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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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 프로그램에 진
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능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
려워 본 분석의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제 3 절 분석방법
우선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격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
애인 모두를 포함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 이는 식(1)로 나타낼 수 있다.
ln        

  




(1)

여기서 Xi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이며, D i는 장애여부
를 의미한다. 만약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Xi)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장애 변수의 계수 γ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장애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된다. 이를 근거로 장애여부
에 따른 고용격차 파악과 격차분해를 진행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장애 여부와 같이 더미변수일 경우,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더미변수의 차이에 따른 종속변수의 확률 차이를 다음 식
(2)에 의해 구할 수 있다(Wooldridge, 2008).
     
    



 









 





(2)

여기에서 왼쪽 항은 다른 독립변수들을 실제 표본의 값으로 대입한 상
태에서 모든 표본에서 장애 변수의 값이 0(=비장애)일 경우의 종속변수
확률의 평균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은 다른 독립변수들을
실제 표본의 값으로 대입한 상태에서 모든 표본에서 장애변수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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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일 경우의 종속변수 확률의 평균을 의미한다. 두 값의 차이를
통해 다른 특성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를 추정할 수 있다.
고용확률의 격차를 생산성 격차와 차별 격차로 분해하기 위해서
Fairlie(2005)가 Oaxaca-Blinder(1973)의 방법을 응용하여 제안한 비선형
모델에서의 격차 분해 방법을 사용하려한다. 이를 위해서 비장애인과 장
애인의 고용확률 모형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하고, 아래 식
(3)과 같이 격차를 분해한다.



  

      
      
      





















 
 
 
 




     













(3)

여기에서 우변 첫 번째 괄호는 비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에서 비장애인
의 고용모형 계수에 장애인의 특성 값을 대입하여 구한 예측확률의 평균
을 뺀 값이다.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인한 고용확률의
격차 즉, 생산성 격차를 나타낸다. 두 번째 괄호는 비장애인의 고용모형
계수에 장애인의 특성 값을 대입하여 구한 예측확률 평균에서 장애인의
예측고용확률을 뺀 값이다.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회귀계수 차이로
인한 고용확률의 격차로 미관측된 요인들을 포함한 차별로 인해 발생한
격차로 해석할 수 있다.
‘괜찮은 일자리’ 진입 시 차별의 영향 정도와 전체 일자리 고용에 미치
는 차별의 영향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전체 일자리 고용 여
부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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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현황
1. 인구사회학 및 인적자본 특성
연구 대상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 및 인적자본 특성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표 5> 및 <표 6>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성비율이 전체 55.7%이며 비장애인 56.5%, 장애인
48.1%로 비장애인의 남성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인의 남성비율이 비장애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고령으로 인한 장애가 많은데 평균적
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에 장애인 인구에서 남성 비
율이 비장애 인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령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 42.4%, 비장애인 39.1%,
장애인이 72.1%로 장애인의 노인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평
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률이 높아 장애인구가
고령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를 기혼, 미혼, 사별·이혼·별거의 세 범주로 나누어 확인한 결
과, 기혼인 경우는 전체 56.9%, 비장애인 57.1%, 장애인 55.8%로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혼인 경우가 전체 22.0%, 비장애인
23.1%, 장애인 11.8%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미혼 비율이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사별·이혼·별거의 경우 전체 21.0%, 비장애인 19.8%, 장애
인 32.5%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사별·이혼·별거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가구주 비율은 전체 49.5%로 절반수준이며 비장애인 47.7%, 장애인
65.4%로 장애인의 가구주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장애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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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인 가구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1인 가구의 가구
주 비율에서의 차이로 보인다.
가구원 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2.8명, 비장애인 2.9명, 장애인 2.2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1∼2인 가구 비율이 72.3%로 비중이 큰 데
비해 비장애인은 75.1%가 2∼4인 가구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장애인 가
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소득을 제외한 가구 가처분소득은 전체 평균 연 3,324.2만, 비장
애인 평균 3,443.8만원, 장애인 평균 2,237.3만원으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의 가구소득이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1206.5만원 낮음을 알 수 있다.
특성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
기혼
결혼 미혼
상태 사별·이혼·
별거
성별

<표 5> 인구사회학 특성
전체(12,966명) 비장애인(11,681명)
7,222명(55.7%) 6,604명(56.5%)
5,744명(44.3%) 5,077명(43.5%)
865명(6.7%)
854명(7.3%)
1,295명(10%) 1,274명(10.9%)
1,441명(11.1%) 1,397명(12%)
2,000명(15.4%) 1,887명(16.2%)
1,866명(14.4%) 1,696명(14.5%)
5,499명(42.4%) 4,573명(39.1%)
53.4세
51.9세
7,382명(56.9%) 6,665명(57.1%)
2,855명(22.0%) 2,704명(23.1%)
2,729명(21.0%) 2,312명(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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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285명)
618명(48.1%)
667명(51.9%)
11명(0.9%)
21명(1.6%)
44명(3.4%)
113명(8.8%)
170명(13.2%)
926명(72.1%)
66.3세
717명(55.8%)
151명(11.8%)
417명(32.5%)

특성
가구원
가구주 가구주
1명
2명
가구원 3명
수 4명
5명
이상
평균
가구소득 평균
(연)

전체(12,966명)
6,550명(50.5%)
6,416명(49.5%)
2,072명(16.0%)
3,954명(30.5%)
2,754명(21.2%)
2,942명(22.7%)
1,244명(9.6%)
2.8명
3324.2만원

비장애인(11,681명)
6,105명(52.3%)
5,576명(47.7%)
1,727명(14.8%)
3,369명(28.8%)
2,565명(22.0%)
2,838명(24.3%)
1,182명(10.1%)
2.9명
3443.8만원

장애인(1,285명)
445명(34.6%)
840명(65.4%)
345명(26.8%)
585명(45.5%)
189명(14.7%)
104명(8.1%)
62명(4.8%)
2.2명
2237.3만원

인적자본 특성은 다음 <표 6>과 같다. 장애인의 인적자본이 비장애인
에 비해 전체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는 ‘건강이 매우 안
좋다’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전체 18.2%, 비장애인 15.5%,
장애인 42.7%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교육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취업 시 실질적인 구분범주가 되는 중졸 이
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
졸 이하는 전체 38.5%, 비장애인 35.5%, 장애인 66.5%로 장애인의 저학
력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대졸 이상은 전체 21.0%, 비장애인 22.6%, 장
애인 6.1%로 장애인의 고학력 비중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장
애인의 교육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기술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17.2%, 비장애인 18.3%, 장애인 7.3%
가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적자본 요소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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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직업기술 보유정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표 6> 인적자본 특성
특성
전체(12,966명) 비장애인(11,681명) 장애인(1,285명)
건강이
매우 안
143명(1.1%) 103명(0.9%) 40명(3.1%)
좋다
건강하지
않은 2,218명(17.1%) 1,709명(14.6%) 509명(39.6%)
편이다
건강 건강상태가
상태 보통이다 2,659명(20.5%) 2,267명(19.4%) 392명(30.5%)
건강한 6,626명(51.1%) 6,306명(54%) 320명(24.9%)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1,320명(10.2%) 1,296명(11.1%) 24명(1.9%)
중졸 이하 4,996명(38.5%) 4,141명(35.5%) 855명(66.5%)
고졸 3,938명(30.4%) 3,634명(31.1%) 304명(23.7%)
교육
수준 전문대졸 1,312명(10.1%) 1,265명(10.8%) 47명(3.7%)
대졸 이상 2,720명(21%) 2,641명(22.6%) 79명(6.1%)
직업기술 10,739명(82.8 9,548명(81.7%) 1,191명(92.7%)
직업
%)
없음
기술
유무 직업기술 2,227명(17.2%) 2,133명(18.3%) 94명(7.3%)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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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에서 나타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상
태는 <표 7>과 같다. 우선,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53.8%로
나타났는데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의 기준연도인 2017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고용률 61.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도
34.3%로 나타나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36.5%보다 다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5.7%로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61.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9.0%로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5.7%보다 역시 높게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한국복지패널 대상자의 고용성과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장
애인 경제활통 실태조사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55.9%로 장애인의 고용률 34.3%와 비교하면 격
차가 21.6%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고용률로 환산해보면 장애
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61.4% 수준이다.
<표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전체(15세 이상) 12,985(100.0) 11,695(100.0)
1,290(100.0)
취업자
6,983(53.8)
6,540(55.9)
443(34.3)
실업자
189(1.5)
180(1.5)
9(0.7)
비경제활동인구
5,813(46.2)
4,975(44.1)
838(65.7)
실업률
2.6
2.7
2.0
주) 노동시장 공식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고용모형에 포함된 사례가 아닌
전체 사례의 통계치를 제시하여 고용모형 사례 수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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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괜찮은 일자리’ 고용 현황
다음으로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기준으로 지표별 주요현황과 ‘괜찮은
일자리’ 고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괜찮은 일자리’ 지표별 현황에서의 비율
은 전체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을 파악하기 쉽도록 모수를 취
업자(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로 했으며, 추후 고용격차와 격차분해
결과에서 다룬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은 모수를 분석대상인 15세 이상
인구(생산활동가능인구)와 15세∼64세(핵심경제활동인구)로 했음을 밝혀
둔다.
1. 적절한 소득 현황
적절한 소득 구성요소와 관련해 <표 8>은 월평균 소득(임금)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40.2%, 50∼99만
원이 14.2%, 200만∼299만원 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소득은
146.9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20.9%, 200∼299만원이 17.6%, 300만∼499만원 16.4% 순으로 나타났으
며, 평균 소득은 225.8만원으로 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비장애인의 63.6%
수준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지표
적절한
소득

<표 8> 월평균 소득(임금) 현황
전체 비장애인
내용
(6,966명, (6,528명,
100.0%) 100.0%)
50만원 1,542명 1,366명
월평균
미만 (22.1%) (20.9%)
소득
716명
654명
(임금) 50만∼
99만원 (1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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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38명,
100.0%)
176명
(40.2%)
62명
(14.2%)

지표

내용
100만∼
149만원
150만∼
199만원
200만∼
299만원
300만∼
499만원
500만∼
999만원
1,0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6,966명,
100.0%)
780명
(11.2%)
878명
(12.6%)
1,205명
(17.3%)
1,139명
(16.4%)
625명
(9.0%)
81명
(1.2%)
225.8만원

비장애인
(6,528명,
100.0%)
741명
(11.4%)
839명
(12.9%)
1,149명
(17.6%)
1,099명
(16.8%)
600명
(9.2%)
80명
(1.2%)
231.0만원

장애인
(438명,
100.0%)
39명
(8.9%)
39명
(8.9%)
56명
(12.8%)
40명
(9.1%)
25명
(5.7%)
1명
(0.2%)
146.9만원

<표 9>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의 2분의
1인 115.1만원 이상인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현황을
보여준다. 적절한 소득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는 63.8%이며 비장애인은
65.2%, 장애인은 42.9%로 소득 측면에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가 비
장애인에 비해 22.3%p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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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적절한 소득(중위소득 1/2)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전체)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6,966명, (6,528명, (438명,
100.0%) 100.0%) 100.0%)
115.1만원 2,520명 2,270명 250명
미만
(36.2%) (34.8%) (57.1%)
월평균
적절한
115.1만원
소득
소득
이상
4,446명 4,258명 188명
(임금)
(괜찮은 (63.8%) (65.2%) (42.9%)
일자리)
<표 10>과 <표 11>은 적절한 소득 기준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현황
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적절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73.5%이며,
비장애인은 74.5%, 장애인은 54.4%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취업한 사람 중 3/4 이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절반 정도가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소득 측면에서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적절한 소득(중위소득 1/2)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4,899명, (4,658명, (241명,
100.0%) 100.0%) 100.0%)
115.1만원 1,299명 1,189명 110명
미만
(26.5%) (25.5%) (45.6%)
적절한 월평균 115.1만원
소득
임금
이상
3,600명 3,469명 131명
(괜찮은 (73.5%) (74.5%) (54.4%)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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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적절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40.9%이
며, 비장애인은 42.2%, 장애인은 28.9%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 일자리
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소득 측면에서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적절한 소
득 기준 충족 비율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비임금일자리가 임금일자리보다 소득 측면에서 질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적절한 소득(중위소득 1/2)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비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2,067명, (1,870명, (197명,
100.0%) 100.0%) 100.0%)
115.1만원 1,221명 1,081명 140명
미만
(59.1%) (57.8%) (71.1%)
적절한 월평균 115.1만원
이상
846명 789명 57명
소득
소득
(괜찮은 (40.9%) (42.2%) (28.9%)
일자리)
<표 12>는 전체근로자 중위소득 230.2만원의 3분의 2 수준인 153.5만
원 이상인 경우를 적절한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여 ‘괜찮은 일자리’ 현황
을 살펴본 결과이다. 중위소득 3분의 2 이상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54.7%이며, 비장애인 56.0%, 장애인 35.2%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중위소득 2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한 비율인 63.8%, 비장애인 65.2%,
장애인 42.9%와 비교하면 중위소득 3분의 2 이상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9.1%p 낮아지며, 비장애인은 9.2%p, 장애인은
7.7%p가 줄었다.
ILO 권고 기준인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상 기준 외에 중위소득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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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저임금 노
동자를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노동자로 정의한다는 점(정성미,
2005)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2017년 최저시급 고려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임금은 135만 2,230원) 실질적인 적절한 소득 수
준이 중위소득의 2/3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분석 시 적절한 소득 기
준을 중위소득 2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장애인 일자리의 단시
간, 저임금 비율이 높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상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분석대상 사례 수가 극히 적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 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표 12> 적절한 소득(중위소득 2/3)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전체)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6,966명, (6,528명, (438명,
100.0%) 100.0%) 100.0%)
153.5만원 3,155명 2,871명 284명
미만
(45.3%) (44.0%) (64.8%)
적절한 월평균 153.5만원
3,811명 3,657명 154명
소득 소득(임금)
이상
(괜찮은일자리) (54.7%) (56.0%) (35.2%)
<표 13>과 <표 14>는 중위소득 3분의 2 이상 소득 기준에 따른 ‘괜
찮은 일자리’ 현황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각각 살펴본 결과이
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중위소득 3분의 2 이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
리는 63.4%로 비장애인은 64.3%, 장애인은 45.2%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취업한 사람 중 3/5 정도가 중위소득 2/3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절반을 못 미치는 근로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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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1/2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일자리가 임금 측면에서 질이 낮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적절한 소득(중위소득 2/3)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4,899명, (4,658명, (241명,
100.0%) 100.0%) 100.0%)
153.5만원 1,794명 1,662명 132명
미만
(36.6%) (35.7%) (54.8%)
적절한 월평균 임금 153.5만원
3,105명 2,996명 109명
소득
이상
(괜찮은일자리) (63.4%) (64.3%) (45.2%)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중위소득 3분의 2 이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
자리는 34.2%이며, 비장애인은 35.3%, 장애인은 22.8%로 나타났다. 비장
애인 비임금근로자는 1/3 정도가 중위소득 2/3 이상의 적절한 소득을 얻
고 있으며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는 1/5 수준이 적절한 소득을 얻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1/2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에 비해 장애인의 일자리가 소득 측면에서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 1/2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
임금근로자의 적절한 소득 기준 충족 비율이 낮게 나타나 비임금일자리
가 소득 측면에서의 질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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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적절한 소득(중위소득 2/3)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비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2,067명, (1,870명, (197명,
100.0%) 100.0%) 100.0%)
153.5만원 1,361명 1,209명 152명
미만
(65.8%) (64.7%) (77.2%)
적절한 월평균 소득
153.5만원 706명 661명 45명
소득
이상
(괜찮은일자리) (34.2%) (35.3%) (22.8%)
2. 고용안정성 현황
고용안정성 충족 여부는 정규직 여부와 고용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정
규직이면서 고용지속이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로 보았
다. 고용안정성 기준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하며 비임금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의 특성 상 정규직 여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고용의 지속과 중단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의 비임금근로 지속기
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것을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5>는 고용안정성 관련 요소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정
규직 여부와 관련해 정규직인 경우가 전체 50.0%로 나타났으며 비장애
인 51.1%, 장애인 29.9%로 비장애인은 임금근로자 중 절반수준이, 장애
인은 1/3 수준이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고용안정성을 대
변하는 고용지속가능 여부와 관련해 고용 지속이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
가 전체 55.1%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56.0%, 장애인 3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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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여부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은 임금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장애
인은 1/3 이상이 고용지속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규직 여부와 고용지
속가능여부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일치해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상당부분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표 15> 고용안정성 현황(임금)
전체 비장애인
지표
내용
(4,899명, (4,658명,
100.0%) 100.0%)
2,450명 2,378명
정규직 (50.0%)
(51.1%)
정규직 여부
2,449명 2,280명
비정규직 (50.0%)
(48.9%)
고용
안정성
지속 2,699명 2,610명
고용지속가능 가능 (55.1%) (56.0%)
여부
지속 2,200명 2,048명
불가능 (44.9%) (44.0%)

장애인
(241명,
100.0%)
72명
(29.9%)
169명
(70.1%)
89명
(36.9%)
152명
(63.1%)

<표 16>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보여준다. 고용
안정성 기준을 충족한 임금근로자는 전체 49.1%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50.2%, 장애인 28.6%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21.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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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고용안정성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4,899명, (4,658명, (241명,
100.0%) 100.0%) 100.0%)
예
2,407명 2,338명 69명
(괜찮은
정규직이고
고용 고용지속 일자리) (49.1%) (50.2%) (28.6%)
안정성
가능
2,492명 2,320명 172명
아니오 (50.9%)
(49.8%) (71.4%)
3. 안전한 근로환경 현황
<표 17>은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나타낸 표
이다. 안전한 근로환경 여부는 유해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지 여부로 파
악하였다. 근로환경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90.2%로 다른 지표
에 비해 비교적 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괜찮
은 일자리’는 비장애인 90.4%, 장애인 87.0%로 장애인 일자리의 근로환
경 안정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전체)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6,966명, (6,528명, (438명,
100.0%) 100.0%) 100.0%)
685명
628명
57명
유해함 (9.8%)
(9.6%) (13.0%)
유해한
유해하지
안전한 근로환경
않음 6,281명 5,900명 381명
근로환경 여부
(괜찮은 (90.2%) (90.4%) (87.0%)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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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과 <표 19>는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
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본 표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안전한 근로환경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는 전체 89.6%으로 나타났
고 비장애인 90.0%, 장애인 83.4%로 장애인 임금근로자가 비장애인 임
금근로자에 비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비율이 6.6%p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18>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4,899명, (4,658명, (241명,
100.0%) 100.0%) 100.0%)
508명
468명
40명
유해함 (10.4%)
(10.0%) (16.6%)
유해한
안전한 근로환경 유해하지
근로환경 여부
않음 4,391명 4,190명 201명
(괜찮은 (89.6%) (90.0%) (83.4%)
일자리)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안전한 근로환경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는 전체
91.4%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91.4%, 장애인 91.4%로 장애여부에 따라
충족률 차이가 없었다. 임금근로 일자리와 비교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
의 근로환경이 좀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장애인의 경우
임금근로 여부에 따라 안전한 근로환경 충족률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장
애인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유해한 근로환
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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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비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2,067명, (1,870명, (197명,
100.0%) 100.0%) 100.0%)
177명
160명
17명
유해함 (8.6%)
(8.6%) (8.6%)
유해한
안전한 근로환경 유해하지
근로환경 여부
않음 1,890명 1,710명 180명
(괜찮은 (91.4%) (91.4%) (91.4%)
일자리)
4. 적절한 근로시간 현황
<표 20>은 적절한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 현황을 나
타내고 있다. 비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55시간 57.6%,
55시간 초과 12.5%, 20시간∼29시간 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
로시간은 39.9시간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55시간 39.0%, 20시간∼29시간 17.6%, 30시간∼39시간 16.7% 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단시간근무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34.8시간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5.1시간 적게 나타났다.
<표 20> 주당 평균 근로시간 현황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6,966명, (6,528명, (438명,
100.0%) 100.0%) 100.0%)
적절한 주당 평균 15시간 459명
407명
52명
근로시간 근로시간 미만
(6.6%) (6.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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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내용
15시간
∼19시간
20시간
∼29시간
30시간
∼39시간
40시간
∼55시간
55시간
초과
평균

전체
(6,966명,
100.0%)
200명
(2.9%)
806명
(11.6%)
710명
(10.2%)
3,934명
(56.5%)
857명
(12.3%)
39.6시간

비장애인
(6,528명,
100.0%)
174명
(2.7%)
729명
(11.2%)
637명
(9.8%)
3,763명
(57.6%)
818명
(12.5%)
39.9시간

장애인
(438명,
100.0%)
26명
(5.9%)
77명
(17.6%)
73명
(16.7%)
171명
(39.0%)
39명
(8.9%)
34.8시간

<표 21>은 적절한 근로시간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인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55시간을 충
족한 일자리는 전체 81.1%이며 비장애인은 81.2%, 장애인은 79.2%로 근
로시간 측면에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충족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시간이 과소한 경우와 근로시간
이 과다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체근로자 대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근무시간 3시간 미만)인 과소근무는 적절하
지 않은 근로시간의 34.9% 수준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 초과
(일 근무시간 11시간 초과)인 과다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65.1%를 차지했다. 과다근무로 인해 적절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과소근무와 과다근무 비율을 각각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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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은 과소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33.2%, 과다근무가
66.8%를 차지했고 장애인은 과소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57.1%, 과다근무가 42.9%를 차지했다. 장애인의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
은 비장애인과 달리 과다근무보다 과소근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소득과 직결되며, 과
소 근무시간의 기준이 주 15시간 미만(일 3시간 미만)으로 최소한의 기
준이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었다는 점
에서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단시간근무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 적절한 근로시간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전체)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6,966명, (6,528명, (438명,
100.0%) 100.0%) 100.0%)
15시간
미만 또는 1,316명 1,225명 91명
55시간 (18.9%) (18.8%) (20.8%)
적절한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근로시간 15시간∼
5,650명 5,303명 347명
55시간 (81.1%)
(81.2%) (79.2%)
(괜찮은
일자리)
<표 22>와 <표 23>는 적절한 근로시간과 관련해 ‘괜찮은 일자리’ 현
황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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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는 전체 81.6%이며 비장애
인 82.0%, 장애인 73.4%로 장애인 근로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상
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과소근무가 44.4%, 과
다근무가 55.6%로 과다근무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일자리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과소근무와 과다근무 비율을
각각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과소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42.8%, 과다근무가 57.2%를 차지했고 장애인은 과소근무가 적절하지 않
은 근로시간의 65.6%, 과다근무가 34.4%를 차지했다. 임금금로일자리에
서 장애인의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2/3 이상이 과소근무로 인한 것
으로 나타난 것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일자리가 단시간근무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2> 적절한 근로시간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4,899명, (4,658명, (241명,
100.0%) 100.0%) 100.0%)
15시간
미만 또는 901명
837명
64명
55시간 (18.4%) (18.0%) (26.6%)
적절한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근로시간 15시간∼
3,998명 3,821명 177명
55시간 (81.6%)
(82.0%) (73.4%)
(괜찮은
일자리)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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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로 임금근로자의 적절한 근로시간 충족률인 81.6% 보다 1.7%p 낮
게 나타났다. 과소근무와 과다근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일자리
에서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과소근무가 14.2%, 과다근무가 85.8%로
과다근무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
었듯이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 등 비임
금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시간이 길어져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적절한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한 일자리가
비장애인 79.3%, 장애인 86.3%로 임금근로자와 달리 장애인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비장애인에 비해 7.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의 경우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신체적 여건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과
도한 근로시간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일자리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과소근무와 과다근무 비율
을 각각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과소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12.6%, 과다근무가 87.4%를 차지했고 장애인은 과소근무가 적절하지 않
은 근로시간의 37.0%, 과다근무가 63.0%를 차지했다. 비임금금로일자리
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과다근무로 인해 적절한 근무시간이 보장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로시간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약간 더 높으며 근로시간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를 과소
근무와 과다근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과다근무로 인해, 장애
인은 과소근무로 인해 적절한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적절한 근로시간 충족률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금근로일자리에서는 비장애인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 일자리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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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어려운 것은 주로 과소근무에 기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비장애인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
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과다근무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적
절한 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과소근무, 비장애인 비
임금근로자의 과다근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3> 적절한 근로시간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현황(비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지표
내용
(2,067명, (1,870명, (197명,
100.0%) 100.0%) 100.0%)
15시간
미만 또는 415명
388명
27명
55시간 (20.1%) (20.7%) (13.7%)
적절한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근로시간 15시간∼
1,652명 1,482명 170명
55시간 (79.9%)
(79.3%) (86.3%)
(괜찮은
일자리)
5. ‘괜찮은 일자리’ 고용 현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괜찮은 일자리’ 고용 현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적절한 소득, 고용안정성, 안전한 근무환경, 적절한 근로시
간의 4개 지표(비임금근로자는 고용안정성을 제외한 3개 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비율은 전체 34.7%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35.8%, 장
애인 18.7%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7.1%p
낮게 나타났다. 비장애인 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을 100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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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장애인 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상대 고용률은 52.2%로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집단에서 ‘괜찮은 일자리’ 지표 충족률은 고용안정성, 적절한 소
득, 적절한 근로시간, 안전한 근로환경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장애
인과 장애인의 지표별 충족률 차이도 적절한 소득과 고용안정성 측면에
서 두드러졌다.
<표 24> ‘괜찮은 일자리’ 고용 현황(전체)
전체
비장애인
구분
(6,966명,
(6,528명,
100.0%)
100.0%)
‘괜찮은 일자리’ 고용 2,417명
2,335명
(4개 지표 모두 만족) (34.7%)
(35.8%)
4,446명
4,258명
적절한 소득
(63.8%)
(65.2%)
고용안정성
2,407명
2,338명
(임금근로자)
(49.1%)
(50.2%)
6,281명
5,900명
안전한 근무환경
(90.2%)
(90.4%)
5,650명
5,303명
적절한 근로시간
(81.1%)
(81.2%)

장애인
(438명,
100.0%)
82명
(18.7%)
188명
(42.9%)
69명
(28.6%)
381명
(87.0%)
347명
(79.2%)

<표 25>와 <표 26>은 ‘괜찮은 일자리’ 고용현황을 임금근로자와 비임
금근로자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임금금로자의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39.1%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40.1%, 장애인 19.5%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20.6%p 낮게 나타났다. 비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 임금근로
자의 ‘괜찮은 일자리’ 상대 고용률은 48.6%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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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임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집단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 충족률은 고
용안정성, 적절한 소득, 적절한 근로시간, 안전한 근로환경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지표별 충족률 차이도 적절한 소득
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25> ‘괜찮은 일자리’ 고용 현황(임금)
전체
비장애인
구분
(4,899명,
(4,658명,
100.0%)
100.0%)
‘괜찮은 일자리’ 고용 1,917명
1,870명
(4개 지표 모두 만족) (39.1%)
(40.1%)
3,600명
3,469명
적절한 소득
(73.5%)
(74.5%)
2,407명
2,338명
고용안정성
(49.1%)
(50.2%)
4,391명
4,190명
안전한 근무환경
(89.6%)
(90.0%)
3,998명
3,821명
적절한 근로시간
(81.6%)
(82.0%)

장애인
(241명,
100.0%)
47명
(19.5%)
131명
(54.4%)
69명
(28.6%)
201명
(83.4%)
177명
(73.4%)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현황은 전체 24.2%로 나타나 임금근
로자보다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각각 24.9%, 17.8%로 역시 임금
근로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7.1%p 낮게 나타났다. 비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고
용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상대
고용률은 71.5%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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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집단에서 ‘괜찮은 일자리’ 지표 충족률은 적절한 소득, 적절한 근
로시간, 안전한 근로환경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장애
인과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지표별 충족률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소득 지표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괜찮은 일
자리’ 충족률 차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와 달리 안전한 근무
환경 지표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충족률에 차이가 나
지 않았으며, 적절한 근로시간 지표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
리’ 충족률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와 비교
해도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근로시간은 더 나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 특성 상 근무환경과 근로시간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비임금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에서의
근무, 장시간 근로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비장
애인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미흡한데 비임금근로의 자율성이 오히려 과다한 근로시간으로 이어졌음
을 추측케 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임금근로 선택 이유가 상이하다
는 점이 ‘괜찮은 일자리’ 지표별 충족률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표 26> ‘괜찮은 일자리’ 고용 현황(비임금)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2,067명, 100.0%) (1,870명, 100.0%) (197명, 100.0%)
‘괜찮은 일자리’ 고용 500명(24.2%) 465명(24.9%) 35명(17.8%)
(3개 지표 모두 만족)
적절한 소득
846명(40.9%) 789명(42.2%) 57명(28.9%)
안전한 근무환경 1,890명(91.4%) 1,710명(91.4%) 180명(91.4%)
적절한 근로시간 1,652명(79.9%) 1,482명(79.3%) 170명(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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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체일자리 고용확률 격차 분석
전체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
비장애인 표본, 장애인 표본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기준인 만 15세 이상과 핵심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7>과 같다.
전체표본에 대한 고용모형에서 장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장애
가 고용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장애가 있
는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보다 고용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확률의 격차를 구하고 이를 분해하
는 이후 분석이 가능하다.
<표 27> 전체일자리 고용모형 추정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변수 15세 전체(Coef.)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 15세∼64세
-1.27829 장애 -.81975
***
***
남성 .10698 .13557 .10449 .04997 .16276 .82407
연령
연령
제곱
미혼
사별·
이혼·
별거

.24313

.32835

.27011

.36287

***

***

***

***

**

.03045 -.04855
-.00241 -.00341 -.00267 -.00378 -.00055 .00041
***
***
***
***
*
.24025 .51554 -1.2802 -1.27271
.00712 .24440
*
*
***
***
***
-.66833 -.66483 -.63986 -.72777 -.83643 -.44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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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15세 전체(Coef.)
이상 15세∼64세
1.14491
가구주 .85758
***
***
가구원 .27186 .18123
수
***
***
로그 -9.01689 -7.62744
가구 ***
***
소득
건강 .44261 .48766
상태 ***
***
고졸 -.08123 .12673
전문 .48983 .57502
대졸 ***
***
대졸 .21526 .36023
이상 **
**
직업 .11566 .09781
기술
23.08331
상수 30.78777
***
***
4641.690
3055.33
χ2
***

***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15세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 15세∼64세
.85995 1.24088 .92432 .48553
***

.24672
***

***

.14703
***

***

.47037
***

.55693
***

-8.93851 -7.35338 -10.99937 -13.43145
***

.41183

***

***

.6708

.82225

-.08559 .12572 -.17295
.47762 .56368 .18033
***
***
.19264 .31632 -.07516
**
**
.1209 .10671 .06253
29.9944 21.3583 43.0605
***
***
***
4199.230 2921.59 326.410

.04987
.11799
.60383
.06803
53.61992
***
171.29

***

***

12,966 8,372 11,681
* p<0.05, ** p<0.01, *** p<0.001
N

.45779

***

***

***

7,890

***

***

1,285

***

***

482

분석 결과 대부분이 예상된 결과를 보였지만 장애인 고용모형에서는
교육수준 등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다수 나타났다. 교육수
준이 전체 모형과 비장애인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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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며(이선
우, 1997),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오세란, 2008)가 있
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조민수, 2009)도 있
다.
교육수준과 취업확률의 관계를 세분화해 살펴본 이선우(2001)의 연구
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동시
에 실업에 속할 확률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행연
구에서는 장애인 노동시장에 교육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장애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을 포기함으로써 교육수
준이 고용성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성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만 15세∼64세 장
애인 표본에서는 성별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고용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
리 본 연구에서는 만 15세∼64세 장애인 표본 외에는 성별의 영향이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
한 선행연구(오욱찬, 2011)에서도 성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분석 자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제곱의
영향을 같이 살펴보면 음의 값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될 확률이 높
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전체 표본과 비장애인 표본에서는 연령과 연령제곱의 영향이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난데 비해 장애인 표본은 만 15세 이상 표본에서는 연령제곱의
영향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만 15세∼64세 표본에서는 연령과 연령제
곱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 이혼 별거한 경우 기혼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비장애인 표본에서는 고용확률
이 높아졌으나, 장애인 표본에서는 고용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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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본인 소득을 제외한 가구 가처분
소득이 작을수록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인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부양책임으로 인한 취업부
담이 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이 좋을수
록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의 크
기가 비장애인 표본에서보다 장애인 표본에서 더 크게 나타나 건강상태
가 장애인의 고용에서 특히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근로능력과 관련 있는 직업기술은 예상과 달리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표본 모두에서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8>에 제시
하였다. 고용확률은 고용모형에서 추정된 개인의 예측고용확률을 장애인
과 비장애인 집단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값으로 분석대상 표본에서의
고용확률과 동일하다.
추정결과를 보면 만 15세 이상의 경우 비장애인의 고용확률이 55.9%,
장애인의 고용확률이 34.1%로 고용확률 격차는 21.8%p로 나타났다. 비
장애인의 고용확률을 100으로 볼 때 장애인의 상대 고용확률은 61.0%로
장애인의 고용확률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3/5 정도로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만 15세∼64세의 경우 비장애인의 고용확률이 65.1%, 장애인의 고용확
률이 47.3%로 고용확률 격차는 17.8%p로 나타났다. 핵심경제활동연령층
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모두에서 만 15세 이상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여부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만 15세∼64세 비장애인의 고용확률을 100으로 볼 때 장애인의 상
대 고용확률은 72.7%로 장애인의 고용확률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3/4
정도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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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만 15세 이상 집단에서보다 핵심경제활동 연령층인 만 15세∼64세 집
단에서 격차가 다소 적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2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체일자리 고용확률 격차
비장애인
장애인
격차(%p)
구분 15세 15세∼ 15세 15세∼ 15세 15세∼
이상
64세 이상
64세 이상
64세
(N=11,681) (N=7,890) (N=1,285) (N=482)
고용 55.9
65.1
34.1
47.3
21.8
17.8
확률 (100.0) (100.0) (61.0) (72.7) (39.0) (27.3)
주: 괄호 안은 비장애인의 고용확률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 고용확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분해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
인 각각의 고용모형을 사용하였다. 고용확률 총 격차를 특성 차이에 의
한 격차(생산성 격차)와 계수 차이에 의한 격차(차별 격차)로 분해한 결
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전체일자리 고용확률 격차 분해 결과
크기
비율(%)
구분
15세 15세∼ 15세 15세∼
이상
64세
이상
64세
비장애인 고용확률(a)
55.9
65.1
장애인 고용확률(b)
34.1
47.3
고용확률 총 격차(a-b)
21.8
17.8
100.0
100.0
특성 차이(생산성 격차) 6.9
-0.1
31.7
-0.7
계수 차이(차별 격차)
14.9
17.9
68.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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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의 경우 고용확률 총 격차 21.8%p에서 특성 차이로 인한
격차(생산성 격차)는 6.9%p이며, 계수 차이로 인한 격차(차별 격차)는
14.9%p이다. 즉, 고용확률 총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는 31.7%, 차별 격차
는 68.3%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가 특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
는 비중보다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의 다른 요인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 15세∼64세의 경우 고용확률 총 격차 17.8%p에서 특성 차이로 인
한 격차(생산성 격차)는 –0.1%p이며, 계수 차이로 인한 격차(차별 격차)
는 17.9%p이다. 즉, 고용확률 총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는 –0.7%, 차별
격차는 100.7%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가 특성 차이에 의해 설
명되는 비중보다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의 다른 요인의 비
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 분석
1.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 분석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
본, 비장애인 표본, 장애인 표본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 또한, 전체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도 경제활
동인구 기준인 만 15세 이상과 핵심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0>과 같다.
전체표본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에서 장애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장애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여부
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의 격차를 구하고 이를 분해하는 이후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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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 추정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체(Coef.)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변수
15세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 15세∼64세
-.63969
장애 -.60436
***
***
.80593 .63491
남성 .12662 .03996 .10854 .020644 (1.514
**) (1.3034*)
.24853 .23008 .2637 .03295 -.08929
연령 .21789
***
***
***
***
(.134076) (-.00899)
연령 -.00252 -.00289 -.00266 -.00307 -.000725 .00071
제곱 ***
***
***
***
(-.002*) (.000059)
-1.21478 -1.26776
미혼 -.15615 -.04911 -.09062 .01916
*
*
(-1.18*) (-1.1997)
사별· -.86684 -.67856 -.84033 -.67002 -1.32874 -.92128
이혼· ***
*
***
***
***
별거
(-1.0215) (-.55152)
.8176 .86792 .84014 .32903 .09674
가구주 .85337
***
***
***
***
(-.14536) (-.23520)
가구원 .10340 .09756 .09160 .08686 .30245 .32447
수
***
**
**
**
(.38174*) (.40471*)
로그 -4.58594 -4.55717 -4.42275 -4.36026 -9.89441 -12.00631
가구 ***
**
**
***
***
***
소득
(-8.75*) (-9.594*)
.46091
건강 .29705 .30172 .27628 .286537 .54387
**
*
상태 ***
***
***
***
(.5552**) (.48184*)
.44775 .40725 .43947 .41486
고졸 .46171
.41754
***
***
**
(.338695) (.2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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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Coef.)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15세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 15세∼64세 15세 이상 15세∼64세
1.17469
전문 1.15277 1.03571 1.13533 1.0178 1.0632
*
*
대졸 ***
***
***
***
(.940826) (1.06145)
1.40164
대졸 1.36914 1.31088 1.345 1.28843 1.46696
**
**
이상 ***
***
***
***
(1.205**) (1.1823*)
직업 .38197 .37464 .37908 .37248 .45517 .46188
기술 ***
***
***
***
(.569187) (.567934)
장애
- (-.806*) (-1.24**)
정도
36.5965 48.31454
11.61375
10.87476
10.79127
9.82383
상수 ***
*
**
***
***
***
(28.2388) (35.425*)
197.200 92.66
3539.750
1928.70
3195.240
1808
2
χ
***
***
***
***
***
***
(204.0***) (103.5***)
1,285
482
N
12,966 8,372 11,681 7,890 (1,250)
(453)
※ 장애인 표본 분석 시 장애정도를 포함한 분석결과는 괄호 안에 제시
* p<0.05, ** p<0.01, *** p<0.001
변수

분석 결과 대부분이 예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전체일자리 고용모형에서
와 달리 장애인 표본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에서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본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과 비장애인 표본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에서 교육수
준의 영향이 전체일자리 고용모형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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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자리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요소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라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
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일치
한다.
성별의 영향은 전체일자리 고용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전체일자리 고용모형에서와 같이 분석 자료의 특성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제곱의 영향을 같이 살펴보면 음의 값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괜찮
은 일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습을 보인다. 장애인 표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에서는
연령과 연령제곱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 이혼 별거한 경우 기혼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에 고용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표본에서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
본과 비장애인 표본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주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본인 소득을 제외한 가구 가처분
소득이 작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표
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에서는 가구주와 가구원수 변수는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구 가처분소득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
의 크기가 전체일자리 고용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표본에서 더
크게 나타나 건강상태가 장애인의 고용에서 특히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직업기술의 경우 전체일자리에서와 달리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전체,
비장애인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술
이 있는 경우에 직업기술이 없는 경우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고용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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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모형에서는 직업기술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직업기술 유무 등 인적자본요소
가 고용의 질적 성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격증 등 직업기술을 가진 장애인의 사례 수가 적었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표본에 대해서는 장애정도(중, 경증) 변수를 포함하여 추가적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며 장애정도에 따라 정책, 제도적 지원도 매우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이므로 장애정도도 동법의
중, 경증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괜찮
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도가 중
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낮아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은 ‘괜찮은 일자리’ 고
용모형에서 추정된 개인의 예측고용확률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값으로 분석대상 표본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
률과 동일하다.
추정결과를 보면 만 15세 이상의 경우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
용확률이 20.0%,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6.4%로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는 13.6%p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일자리 고용확률
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집단 모두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질이 장애여부를 떠나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을 100으로 볼 때 장애인의 ‘괜찮
은 일자리’ 상대 고용확률은 32.0%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성과
가 비장애인의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일자리에서의 상대 고용확률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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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장애인 집단에서 특히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핵심경제활동 연령층인 만 15세∼64세의 경우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
자리’ 고용확률이 28.1%,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13.7%로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는 14.4%p로 나타났다. 15세 이상의 경우
보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격차는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15세∼64세 집단의 비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을 100으로
볼 때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상대 고용확률은 48.8%로 장애인의 ‘괜
찮은 일자리’ 고용성과가 비장애인의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일자리
상대 고용확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
비장애인
장애인
격차(%p)
구분 15세 15세∼ 15세 15세∼ 15세 15세∼
이상
64세 이상 64세 이상 64세
(N=11,681) (N=7,890) (N=1,285) (N=482)
고용 20.0
28.1
6.4
13.7 13.6 14.4
확률 (100.0) (100.0) (32.0) (48.8) (68.0) (52.1)
주: 괄호 안은 비장애인의 고용확률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 고용확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를 분해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각각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을 사용하였다. ‘괜찮
은 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를 특성 차이에 의한 격차(생산성 격차)와
계수 차이에 의한 격차(차별 격차)로 분해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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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 분해 결과
크기
비율(%)
구분
15세 15세∼ 15세 15세∼
이상
64세
이상
64세
비장애인 고용확률(a)
20.0
28.1
장애인 고용확률(b)
6.4
13.7
고용확률 총 격차(a-b) 13.6
14.4
100.0
100.0
특성 차이(생산성 격차) 10.2
6.5
75.0
45.1
계수 차이(차별 격차)
3.4
7.9
25.0
54.9
만 15세 이상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 13.6%p에서
특성 차이로 인한 격차(생산성 격차)는 10.2%p이며, 계수 차이로 인한
격차(차별 격차)는 3.4%p이다. 즉,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는 75.0%, 차별 격차는 25.0%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
은 일자리’ 고용격차는 특성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비중이 차별 등 다
른 요인의 비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만 15세∼64세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 14.4%p
에서 특성 차이로 인한 격차(생산성 격차)는 6.5%p이며, 계수 차이로 인
한 격차(차별 격차)는 7.9%p이다. 즉,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
에서 생산성 격차는 45.1%, 차별 격차는 54.9%로 핵심경제활동인구로
대상을 제한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는 특
성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비중보다 차별 등 다른 요인의 비중이 더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일자리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요
인에서 특성 차이의 영향이 크지만 여전히 차별 등 요인의 영향이 상당
함을 알 수 있다.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는
인구학적, 인적자본 특성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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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모두에서 핵심경제활동인구로
분석대상을 좁혔을 때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의 요인 비중
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을 늘리
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을 늘릴 때와 달리 장애인의 근로능력(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건강관리 지원, 편의제공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차별 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임금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고용 영향 요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일자리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 비장애인 표본,
장애인 표본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년 등 연령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핵심경제활동인구 연령층
인 만 15세∼64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3>
과 같다.
앞선 분석 결과와 다른 점은 임금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
모형에서 장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자가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데 장애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례 수가 비
장애인 임금근로자 사례 수에 비해 현저히 적고 장애인 임금근로자 표본
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향후 충분한 사례를 통해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표본에서 임금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과 달리 장애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도가 중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경한
임금근로자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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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임금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 추정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전체(Coef.)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장애
-.3279501
.0567186
남성
-.0135755
-.0153907
(1.137474)
-.003308
연령
.1846653***
.1890683***
(.1558062)
-.0005082
연령제곱
-.0023792*** -.0024259*** (-.0020443)
-.2952284
미혼
-.1940969
-.1893265
(-.1273615)
-.5550473
사별·이혼·별거 -.7420214*** -.7502647***
(.4941022)
.3441487
가구주
.5106373***
.5160685***
(-.0416459)
.2649111
가구원수
.0574622
.0511993
(.3777542)
-9.568724
로그가구소득
-1.570218*
-1.42818*
(-5.404789)
.3759245
건강상태
.2088365***
.1992517***
(.4821514)
-.2096674
고졸
.7122949***
.7687647***
(-.251516)
.9092726
전문대졸
1.314319***
1.360683***
(.9256256)
.9332045
대졸이상
1.715792***
1.767418***
(.9617975)
.8456471
직업기술
.4353658***
.4237287***
(1.046125)
장애정도
(-1.688929*)
38.03905
상수
.7898787
.1008777
(15.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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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Coef.)
831.97***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38.54***
χ2
781.23***
(47.77***)
158
N
4,223
4,065
(149)
※ 장애인 표본 분석 시 장애정도를 포함한 분석결과는 괄호 안에 제시
* p<0.05, ** p<0.01, *** p<0.001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장애인 임금근로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예상된 결과를 보였다. 성별의 영향은 다른 고용모형에서와 마
찬가지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제곱의 영향을 같이 살펴보면 음의 값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괜찮
은 일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습을 보인다.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 이혼 별거한 경우 기혼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에 고용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는 기혼 대비 ‘괜찮은 일자
리’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구주인 경우, 본인 소득을 제외한 가구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괜찮
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원수는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장애인 표본에서도 가구주, 가구원수, 가처분소득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회귀계수가 가구주인 경우, 가처분소득이
작은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본에서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회귀계수의 방향은 건강할
수록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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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 모형과 비장애인 임금근로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모형에
서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회귀계수의 방향은 전문대
졸, 대졸이상인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술의 경우 전체일자리에서와 달리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술이 있는 경우에 직업기술이
없는 경우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장애
인 표본에서 직업기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회귀계수의 방
향은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임금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고용 영향 요인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전체 표본, 비장애인 표본, 장애인 표본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여부에 연
령의 제한이 적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경제활동인구 기준인 만 15세 이상
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4>와 같다.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에서 장애 변수는 임금
근로자 모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임
금근로자가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데 장애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위 분석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비임금
근로자의 사례 수가 비장애인 비임금근로자 사례 수에 비해 현저히 적고
장애인 비임금근로자 표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
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충분한 사례를 통해 검증
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장애인 표본의 임금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서 장애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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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비임금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임금근로의 경우 임금근로에 비해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고, 고용주로서 장
애정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4> 비임금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고용모형 추정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전체(Coef.)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장애
-.1778565
1.000798
남성
.5484367
.5423406*
(1.064184)
.3361413
연령
.1059379**
.1017388**
(.5311576*)
-.0028688
연령제곱
-.0011847*** -.0011623*** (-.0043131
*)
-.9413059
미혼
-.1529392
-.1132013
(-.6013868)
-.9988659
사별·이혼·별거 -.1165844
-.0724055
(-1.004361)
-.3402562
가구주
.5379763*
.5740215**
(-.3359548)
.3233396
가구원수
.0820149
.0774785
(.4405764)
-6.193378
로그가구소득
-2.275582*
-2.158462*
(-7.114594)
.1726721
건강상태
.1585192*
.1629975*
(.2387012)
1.078317*
고졸
.2952222
.2141838
(1.074165*)
전문대졸
.3389821
.256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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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대졸이상
직업기술
장애정도
상수

전체(Coef.) 비장애인(Coef.) 장애인(Coef.)
1.314857
.6281933**
.5256749*
(1.293801)
-.1621842
.2923319
.3191349*
(-.0071695)
(-.4604335)
13.0094
4.835023
4.520688
(9.963606)
32.13**
χ2
309.07***
279.44***
(32.64**)
196
N
2,067
1,870
(194)
※ 장애인 표본 분석 시 장애정도를 포함한 분석결과는 괄호 안에 제시
* p<0.05, ** p<0.01, *** p<0.001
한편, 전체 비임금근로자와 비장애인 비임금근로자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대부분이 예상된 결과를 보였다. 성별의 영향은 전체 비임금근로자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장애인 임금근로자 모형에서는 유의하
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제곱의 영향을 같이 살펴보면 음의 값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괜찮
은 일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습을 보인다.
결혼상태의 경우 사별 이혼 별거한 경우와 미혼인 경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주인 경우, 본인 소득을 제외한 가구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원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을수록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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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회귀계수의 방향은 건강할
수록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전체 비임금근로자 모형과 비장애인 비임금근로자 모형에
서는 대졸이상인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비임금근로자 고
졸인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기술의 경우 비장애인 비임금근로자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술이 있는 경우에 직업기술이 없는 경우보
다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제 5 절 전체일자리 및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비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체일자리 고용격차와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체일자리 고용격차는
21.8%p이며, 장애인의 전체일자리 상대고용확률은 비장애인의 61.0% 수
준이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는 13.6%p이고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상대고용확률은 비장애인의 32.0% 수준이다. 만 15세∼64세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체일자리 고용격차는 17.8%p이며, 장애인의
전체일자리 상대고용확률은 비장애인의 72.7% 수준이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는 14.4%p이고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상대고용확률
은 비장애인의 48.8% 수준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전체일자리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
는 비율이 낮아 고용격차의 절대적 크기는 줄어들지만, 상대 고용확률을
비교해보면 전체일자리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
애인의 고용성과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고용격차를 생산성 요인과 차별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만 15세 이상의 경우 전체일자리 고용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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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의 31.7%가 생산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8.3%가 노동시장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는 총 격차의 75.0%가 생산성 차이로 나타났으며, 25.0%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64세의 경우 전체일자리 고용확률에서는 총 격차의 –0.7%
가생산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0.7%가 노동시장 차
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총 격차의 45.1%
가 생산성 차이로 나타났으며, 54.9%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격차분해 결과를 통해 전체일자리 고용격차는 생산성의 차
이보다 차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 고용
격차는 전체일자리에 비해 차별 등의 영향보다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장애인 고용에서 인적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수
준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거나(오세란, 2008), 오히려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이선우, 1997)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비장
애인과 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애인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이 교육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전체일자리 고
용에 교육수준의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대해 교육수준
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괜찮은
일자리’ 고용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괜찮은 일자리’ 고
용격차 분해 결과 인적자본 등 생산성 요인으로 고용격차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에 생산성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결과는
취업격차에서는 차별의 영향이, 질적 지표 중 하나인 임금격차에서는 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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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의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오세란, 2008; 이
선우, 1997, 2001; 오욱찬, 2011).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체 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의 요인별
비중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개입방법을 달리해야함을 알 수 있다. 즉,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장
애인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비중
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의 인적자본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훈련
영역에서의 장애차별을 줄이고, 장애로 인한 근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편의제공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93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현황을 알아보고, 고
용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괜찮은 일자
리’를 구성하는 지표별 현황을 살펴보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를 생산성 격차와 차별 격차로 분해함으로써 격차 발생
원인을 탐색하였다.
‘괜찮은 일자리’의 지표는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적
절한 소득, 고용안정성, 안전한 근로환경, 적절한 근로시간의 네 가지 지
표로 구성하였다. 적절한 소득은 2017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분의 1
수준인 월 1,151천원 이상인 경우를, 고용안정성(임금근로자만 적용)은
정규직이면서 고용지속 가능한 경우를, 안전한 근로환경은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를, 적절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55시간인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았다. ‘괜
찮은 일자리’ 고용여부는 4가지 지표(비임금근로자는 3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 고용으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를 ‘괜찮은 일자리’ 미고용으로 보았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
법으로 ‘괜찮은 일자리’ 지표별 고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장애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격차분해는 Oaxaca-Blinder(1973)의 방
법을 로짓 모형에 적용한 Fairlie(2005)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괜찮은 일자리’ 지표별 충족률을 살펴
보면 적절한 소득 기준을 만족한 비율은 전체 63.8%, 비장애인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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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2.9%로 임금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같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
애인의 일자리가 소득 측면에서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전체 49.1%, 비장애인 50.2%, 장애
인 28.6%로 다른 지표에 비해 충족률이 낮았으며, 소득과 마찬가지로 비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안정성
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지표인 정규직 여부와 고용지속가능 여부 충족률
을 비교해 보면 두 세부지표 충족 여부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고용형태
와 고용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안전한 근로환경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전체 90.2%, 비장애인 90.4%,
장애인 87.0%로 다른 지표에 비해 충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근로시간 지표 충족률은 전체 81.1%, 비장애인 81.2%, 장애인
7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비
장애인에 비해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
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 양상이 다르
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과소근무로 인해 적절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비중이 크고, 비장애인은 과다근무로 인해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 비중이 컸다.
4가지 지표(비임금근로자의 경우 3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한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34.7%, 비장애인 35.8%, 장애인 18.7%로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일자리 고용률에 비해 비장애인은 2/3 수준, 장애인
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도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의 고용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지표
충족률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저, 적절한 소득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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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74.5%, 장애인 54.4%이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40.9%,
비장애인 42.2%, 장애인 28.9%로 비임금근로자의 적절한 소득 보장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 등의 최소한의 소
득보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비임금근로자는 개인
역량에 따른 사업수입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보
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기준에 대한 충족률을 살펴보면 임금근로
자의 경우 전체 89.6%, 비장애인 90.0%, 장애인 83.4%이고, 비임금근로
자의 경우 전체,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91.4%로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일
자리가 비임금근로일자리에 비해 유해한 환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근로환경이 임금근로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적절한 근로시간 충족률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81.6%, 비장애인
82.0%, 장애인 73.4%이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79.9%, 비장애인
79.3%, 장애인 86.3%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은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
자에 비해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은 임
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적절한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
게 나타났다. 비임금근로는 임금근로에 비해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비장애인 비임금근로자에게
는 과다업무로 이어졌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 건강수준 등에 맞게 근
로가 가능해 과소나 과다근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위 지표들을 종합한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39.1%, 비장애인 40.1%, 장애인 19.5%이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24.2%, 비장애인 24.9%, 장애인 17.8%로 나타나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일자리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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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장애여부가 양질의 일자리 고용확률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연령, 결혼상태, 가구주, 가구원수, 가구소득, 건강상태,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영향요
인이 같으나 학력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인의 학력
수준이 고용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일자리 고용의 영향
요인과 같게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일자리 고용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던 가구주, 가구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일자리 고
용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
력 등 인적자본수준이 양질의 일자리 진입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표본에 대해 장애정도 변수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장애정도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장애정도가 고용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괜찮
은 일자리’ 고용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살펴본 결과, 위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 영향 요인과 대부
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결혼상태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력 변수에서는 대졸이상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은 학
력수준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장애인
사례수가 적어 추후 충분한 사례를 통해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장애인표본에 대해 장애정도 변수를 포함하여 임금근로자와 비임
금근로자 각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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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일자리와 달리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생산성, 차별이나 편견 등의 제약
이 클 가능성이 있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 전체일자리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
률 격차는 21.8%p이고,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의 격차는 13.6%p로 나타났다. 핵심경제활동인구 연령층인 만 15세∼64
세의 경우 전체일자리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는
17.8%p이고,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14.4%p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가 전체일자리 고용격차보
다 작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 고용확률을 비교하면 만 15세 이상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전체일자리 상대고용률은 61.0%이고 ‘괜찮은 일자리’ 상대고용
률이 32.0%로 ‘괜찮은 일자리’ 고용현황이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만
15세∼64세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전체일자리 상대고용률
은 72.7%이고 ‘괜찮은 일자리’ 상대고용률이 48.8%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전체일자리 고용격차를 생산성 요인과 차별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만
15세 이상의 경우 전체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 21.8%p에서 6.9%p가 생
산성 차이, 14.9%p가 노동시장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체일자리 고용격차에서 생산성 요인은 31.7%, 차별 요인이 68.3%를 차
지해 고용격차의 상당부분이 차별 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 15
세∼64세의 경우에도 전체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 17.8%p에서 –0.1%p
가 생산성 차이, 17.9%p가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요인이 –0.7%, 차별 요인 등이 100.7%로
나타나 고용격차가 생산성 관련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의 요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를 생산성 요인과 차별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만 15세 이상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 13.6%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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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2%p가 생산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4%p가 노
동시장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격차에서 생산성 요인은 75.0%, 차별 요인이 25.0%로 나타났다. 전체일
자리 격차분해 결과와 반대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에서는 생산성 요
인이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64세의
경우에도 ‘괜찮은 일자리’ 고용확률 총 격차 14.4%p에서 6.5%p가 생산성
차이, 7.9%p가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생산성 요인이 45.1%, 차별 요인 등이 54.9%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 격차분해 결과와 비교하면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에서는 생산
성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괜찮은 일자리’와 전체일자리의 고용격차분해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체일자리에서는 차별요인으로 인한 차이가 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
타나며,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인적자본요인 등의 생산성 차이의 비중이
전체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원인의 비중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가지는 차별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는 데 일자리의 질적 개념인 ‘괜찮은 일자리’ 개
념을 적용한 점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논의는 고용확률과 임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일자리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괜
찮은 일자리’ 진입격차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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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일자리에 대한 고용격차분해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고용
격차분해를 각각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장애인이 ‘괜찮은 일자
리’에 진입하는 데 그렇지 않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과 다른 요소의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체일자
리 고용격차는 차별 요인의 비중이 크지만,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는
인적자본 등의 생산성 요인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격차분
해 결과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초점을 다르게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격
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 건강관리
등의 인적자본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장애인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연구에서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일자리의 질을 분석했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더해 비임금근로자를 포
함하여 ‘괜찮은 일자리’ 진입 여부를 분석했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과 관
련하여 각각의 그룹이 갖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에 따른 노동시장구조를 이해하여 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이 요구된다. 우선,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장애인 노동시장의 ‘괜찮은 일
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
자본 등 생산성 요인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고용단계에서의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고용 미이행에 대
한 강한 제재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상시근
로자 50인 이상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이며 고용부담금은 100
인 이상의 사업체 중 장애인의무고용률(19’년 기준 공공 3.4%,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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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 고용인원이라는 양적지표만
고려하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 고용의무제도에서는 사업
주가 장애인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
직 일자리와 같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의 고용실적 산정 시
적절한 임금, 고용안정성 등의 질적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과 운영에 일자리의 질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스웨덴의 삼할
(Samhall),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및 통합회사(Integrationsfirma)는 장애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김종진, 2007: 81). 국가 주도로 별도의 장
애인고용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기준에 일자리의 질적 기준을 추가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 격차에는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요인과 사
회적 차별 요인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전체일자
리와 비교하여 생산성 차이로 인한 격차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 효과는 교육수준과 같은 인
적자본 특성으로 대표되며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
장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영역에서의 직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 뿐 아니라 간
접적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편의제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현장에서 장애로 인한 생산성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기업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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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인 조정금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시
설, 복지시설의 설치 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대해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건
강상담의사 위촉 조정금, 직업 컨설턴트의 배치·위촉 조정금 등이 있다
(김용탁 외, 2014:.27).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인 작업시설 등에 대한 설치,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의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직무,
근무시간조정 등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조정 전문가 양
성, 조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김영애, 2015: 92) 장애인 근로자 개개
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진단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고용단계에서의 장애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대표 제도를 통해 5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대표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대표는 장애인
이 고용의 전(全) 단계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
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를 통해 근로장애인이 안
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는 근로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에 긍정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고용과정에서의
차별 예방과 금지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다. 현행
직업생활상담원제도를 독일의 중증장애인대표와 같이 차별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한다면 고용영역에서의 장애 차별을 예방,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남용현, 201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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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논문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진
입격차를 살펴보고자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자
료를 활용하여 두 집단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사례 수가 다소 부족하여 회귀계수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
하며, 추후 더 많은 장애인 사례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일자
리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질적 지표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 지표를 구성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괜
찮은 일자리’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집단에서 모두 의미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지만 집단에 따라 그 지표들
의 비중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같
은 개인적 특성을 가져도 임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
성이 있으며, 비장애인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직장 내 배려나 편의제
공 등을 중요한 질적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집단 별 일자리의 질
지표의 비중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할 중요한 연구 주
제로 판단된다.
한편 일자리의 질에 관련한 연구가 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개
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일자
리의 질 특성은 임금근로자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규명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과 관련한 인적자본,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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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 장애 요소
를 파악하고, 의무고용제도와 편의제공서비스 등의 장애인고용정책이 일
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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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fferential decomposition of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group
- focused on the ‘Decent Work’ -

Choi, Shinhy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loyment gap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focusing on ‘Decent Work’, a
qualitative concepts of job.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it is tested that empirical
differentials i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of
disability group exist comparing non-disability group. If ther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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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s between groups due to disabilities, we can decompose them into
the characteristics gap and the discrimination gap.
Data are used from the 2018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Empirical differentials i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tested by logistic regression.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
between groups are applied by the Fairlie(2005).
‘Decent Work’ are composed of decent income, job stability, safe
work environment and decent worktime based on prior studies. When
all four indicators were satisfied, it was regarded as ‘Decent Work’
employed, and when not satisfied, it was considered as ‘Decent Work’
unemploy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s. As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s, disabilit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both
employment probabilities and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Differentials of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appeared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Employment probabilities of
non-disability group are 55.9% and 34.1% are those for disability
group, so the gaps of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two groups
are 21.8%p.
Meanwhile, differential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appeared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of non-disability group are
20.0% and 6.4% are those for disability group, so the gap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two groups are 13.6%p.
Total differential gaps of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were 21.8%p. By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the 6.9%p(31.7%)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14.9%p(68.3%) are due to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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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ps i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identified and are due
to largely discrimination gap than characteristic one.
And total differential gap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were
13.6%p. By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the 10.2%p(75.0%)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3.4%p(25.0%) are due to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gaps i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identified and are due to largely characteristic gap
than discrimination one unlike case of employment probabilities.
One of significant variables is education level. Education level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while it doesn’t o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It is
appeared that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specially education level
affect highly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This study analyzed differentials of ‘Decent Work’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and
proved empirically that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gap factors
varies depending on the quality of job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both theory and employment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iscussed.
Keywords: disability, decent work, differential of employment
probabilities, differential decomposition, human capital, labor
marke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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