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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빈곤의 여성화 경향

이 실제로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자료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

개년도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단위

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횡단면 분석에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종단면 분석

에서는 가구원 수나 가구 내 취업자 수 같은 가구형태 관련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내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

의 마련과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 빈곤, 빈곤의 여성화, 종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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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신(新)빈곤층의 등장과 세계화의 진전으

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

다.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절대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에 3.1%에서 2003년 

10.4%로 무려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상대 빈곤율 또한 같은 기간에 8.7%에서 15.5%로 두 배 가까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곤․양시현․최현수, 2006: 9-35). 이처럼 빈곤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등의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처럼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사람

들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

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정규직 종사자 및 유급노동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경력이 불규칙하고 가사노동 종사자가 다수인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빈곤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성별 빈곤율 변화를 살

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1996년 상대 빈곤율이 7.23%에서 2002년 7.01%로, 여성 가구주 가

구의 경우는 22.20%에서 21.88%로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인 빈곤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성별 빈곤율 차이는 3.07배에서 3.12배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빈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석재은, 2004: 167-194).

성별에 따른 빈곤율 차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주로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남성 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이 시도되었다(Sainsbury, 1999). 이들에 의하면 남성 부

양자 모델에 기반한 국가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성별 역할 분담을 뚜렷하게 하

는 특징이 있다. 즉, 여성은 가족구조 내에서 보호노동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적

인 활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록 여성의 경제활동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남성 배우자의 생계 보조수단 정도로 간주되고 여성의 저임금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다(박영

란․황정임․김진경, 2001). 비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 내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것까지 담당해야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주 부양자인 남성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직, 질병 혹은 이혼 

등으로 생계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여성의 경제적 수준은 크게 위협받게 되

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빈곤 문제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가족형태, 가구

규모 및 복지제도 등을 포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제적 상태는 노동시

장의 조건이나 개인의 인적자본, 즉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반면에,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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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결혼 상태나 가족구조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자들의 시

각은 기존의 노동시장 중심적 복지국가 유형화론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유

형화론자인 Esping-Andersen(1990)의 경우, 계급적 특성을 중시하여 개인이 시장경제 혹은 노동시장

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사회권적 권리의 정도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논의는 시장경제 혹은 

노동시장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상당수 여성들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거

나 혹은 미취업자로서만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ainsbury, 1996; 1999; Orloff, 1993: 

303-328).

한편, 빈곤화의 정도에 있어 성별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Pearce(1978)의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녀는 빈곤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

하는 비중이 2/3이상으로 매우 높고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임을 밝힘으로써 실증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냈다(Pearce, 1978: 28-36).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빈곤 

위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이

혜경, 1998: 169-223; 김영란, 1997: 1-28; 1999: 551-583; 남정림, 1991: 101-121; 유정원, 2000; 박

영란, 2003: 61-95; 여지영, 2003; 박재규, 2003: 81-112; 석재은, 2004: 167-194). 그러나 국내 연구들

은 여성과 남성의 빈곤 위험의 차이를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위험 차이로 살펴

보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빈곤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혜경, 

1998: 169-223; 여지영, 2003; 석재은, 2004: 167-194). 또한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론

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어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김영란, 1997: 1-28; 1999: 551-583). 또

한 빈곤의 여성화 개념은 시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적 추이에 따라 빈곤의 여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 자료만을 분석하고 있고, 종단연구의 경우에도 기술통계적 설명에 그쳐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빈곤의 여성화가 한국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여성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가구간의 

경제적 수준 및 빈곤 위험을 비교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빈

곤율 및 성별 빈곤율의 상대적 차이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빈곤 지위를 결정

하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빈곤 여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 빈곤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횡단 분석과 종단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횡단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성별 빈곤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며 종단분석은 빈곤의 

여성화가 시간적 추이에 따라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빈곤 지위를 결정하는 데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리고 성별 빈곤율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정태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개인을 분석단위로 빈곤의 여성화 실태 및 원인을 동태적으로 규명함

으로써 여성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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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Diana Pearce(1978)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개념을 도입한 이후 빈곤 현상에 

성(gender)이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빈곤의 여성화 경향뿐만 아니

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고자 시도하였다(Peterson, 1987: 329-337; MacLanahan, 

Sara S., Sorensen, Annemette, Watson, Dorothy, 1989: 102-122; Pressman, S., and Janice Peterson, 

1989: 329-337, Northrop, 1990: 145-160, Casper, Lynne M., MacLanahan, Sara S., Garfinkel, Irwin, 

1994: 594-605; Pressman, 2003: 353-360). 먼저,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연

구를 보면 이견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곤의 여

성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빈곤의 여성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일부 기간동

안 빈곤의 여성화가 역전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Pressman and Peterson, 1989: 329-337; 

Northrop, 1990: 145-160). 다음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

체로 빈곤의 여성화가 가족구조, 노동시장, 복지 프로그램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족구조 요인으로는 이혼율 및 미혼모 증가, 여성의 자녀 양육책임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노동시

장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내 성차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개혁 등이 빈

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1987: 329-337; MacLanahan et al., 1989: 

102-122; Pressman and Peterson, 1989: 329-337, Northrop, 1990: 145-160, Casper, Lynne M. et al., 

1994: 594-605; Pressman, 2003: 353-360).

가족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인 MacLanahan et al.(1989)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의 결혼상태, 아동양육 여부 및 이전소득 유무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

는 195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친 가족구조 관련 요인들을 종단분석 하였

는데, 비노인 집단에서 아동 양육여부가 여성과 남성의 빈곤차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집단에서는 결혼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Lanahan 

et al., 1989: 102-122). 또한 Casper et al.(1994)은 가족구조 요인 및 고용형태가 빈곤의 여성화에 미

친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하여, 국가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사회정책의 차이에 따라 영향요인이 달라

짐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Casper et al., 1994: 594-605). 

다음으로 Smith(1984)와 Northrop(1990)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가 빈곤의 여성화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Smith(1984)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여성의 고용

을 증대시켰으나, 서비스 업종의 특성인 저임금 및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mith, 1984: 121-140). 한편, Northrop(1990)은 Smith(1984)의 논의를 발전시

켜, 남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과 여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성장 정도

가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Northrop, 1990: 145-160).

국내에서는 ‘빈곤의 여성화(poverty of feminization)'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혜경(1998)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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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째는 빈곤의 여성화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김영란, 1997: 1-28; 1999: 551-183; 남정림, 

1991: 101-121; 박영란, 2003: 61-95)이며, 둘째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 분석한 연구(유정원, 

2000; 여지영, 2003; 박재규, 2003: 81-112; 석재은, 2004: 167-194)들이다. 여성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은 주로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주변부적 역할 및 사회복지정책의 미비 등이 빈곤의 여성화가 발생하는 원인임을 지

적하고 있다(김영란, 1997: 1-28). 이러한 연구들은 Peterson(1987) 등 서구학자들의 여성빈곤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한국의 상황에 접목시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

러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Casper et al.(1994)의 연

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빈곤의 여성화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정책적 상황에 따라 다른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빈곤

의 여성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서구와 동일한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주로 한국 노동패널자료,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 

및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유

정원, 2000; 여지영, 2003; 박재규, 2003: 81-112; 석재은, 2004: 167-194). 이들 연구에 의하면 최근까

지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관찰되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성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 차이에 있어 인적자본변수, 

가족특성변수 및 노동시장 변수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지영, 2003). 이들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빈곤차이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여

성 빈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빈곤의 여성화 개념은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를 나타

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은 정태적 분석에 그친 한계를 가지며, 종단분석을 시도한 경

우에도 기술통계적(descriptive statistics) 설명에 그친 한계가 있다(유정원, 2000; 석재은, 2004: 

167-194). 또한, 분석모형에서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남성의 빈곤을 고려한 상대적 개념임에도 불구하

고 남성가구주라는 비교대상을 결여하고 있거나 분석단위를 여성과 남성 개인으로 하지 않고 여성가

구주와 남성 가구주 가구로 하여 진정한 의미의 ‘여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박재규, 

2003: 81-112).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남성과의 상대적인 ‘비교’ 

그리고 ‘과정(process)'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별 상대적 빈곤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의 변화과정과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종단적 분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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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에 걸친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노동패널 자료는 15세 이상 개인 및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특성, 소득활

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8개년 동안 누적된 조사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횡단 및 종단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연구에는 가구 및 개인정보 모두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개인자료에 가구자료를 병합(merge)하였으며, 각 년도 개인자료 중 1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례수는 매년도마다 다르다.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가구소득1)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소득 조정을 위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은 빈곤한 것으로,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 속한 개인은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가구 내 자원이 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가정(assumption)하

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가구 내 자원이 여성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정도를 과소추정하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Daly, 2000; 여지영, 2003 재인용). 그러나 여성가구

주와 남성가구주 가구를 단위로 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빈곤 현실에 대해 또 다른 왜곡

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성가구주 가구에 속해 있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구 내 자원의 균등한 배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분석단위로 연구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 차이를 설명하는 데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빈곤율의 성별 차이는 개인을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Citro, C. F. and 

Michael, R. T., 1995; 구인회, 2001: 133-161 재인용).2) 

한편, 빈곤을 개인단위로 추정하면 여성 빈곤율에 여성 가구주 뿐 아니라 여성 가구원의 빈곤율이 

포함되게 되는데, 여성 가구원의 빈곤은 남성 가구원의 빈곤여부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 가구

1) 가구소득은 가구 내 가구원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의 
합으로 하였다.

2) 미국의 경우 가구단위로 빈곤율이 측정될 때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비노인가구의 빈곤률보다 높지만 
개인단위로 빈곤율을 측정할 때에는 노인의 빈곤율이 비노인의 빈곤율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빈
곤 노인은 소규모 가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지만 비노인 빈곤층의 경우는 대규모 가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구인회, 2001). 이는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성의 빈곤
을 가구단위로 측정할 때,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여성 개인의 빈곤율은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여성의 빈곤율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은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하며, 이와 함
께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예를 들어 가구주 여부 등으로 나누어 세분화된 빈곤율이 함께 검토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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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빈곤을 성적 특성에 의한 빈곤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석재은, 2004: 167-194). 그러

나, 여성 빈곤을 여성가구주의 빈곤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오히려 남성가장 = 생계부양자라는 공식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여성가구주 여부

와 관계없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실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여성 

가구원인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가구 단위 빈곤율 측정이 가지는 한

계와 대상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여성의 빈곤문제를 여성가구주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성가구주 가구 뿐 아니라 남성가구주 가구 

내의 여성 가구원을 여성빈곤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여성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변수의 정의

(1) 빈곤의 측정

빈곤 지위를 결정하는 데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절대적 

여성 빈곤의 규모를 추정하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를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으

므로 상대적인 빈곤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는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

위 가구소득의 40%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소득의 조정을 위해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가구원수에 대한 조정치는 Atkinson et al.(1995) 및 Burniaux 

et al.(1998), 그리고 OECD 국가연구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값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여지영, 2003).

(2)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acLanahan et al.(1989)이 빈곤여성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빈곤인구의 구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구변

화를 측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녀가 사용한 척도는 다음 네 가지이다: 1) 빈곤남성 

대비 빈곤여성의 수(ratio of the number of poor women to poor men), 2) 여성과 3) 남성의 빈곤율

(poverty ratio of women and men), 4)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ratio of women's poverty rate 

to men's poverty rate) (MacLanahan et al., 1989: 102-122).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표로 빈곤의 여성화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빈곤의 여성화 원인을 규명할 때는 네 

번째 지표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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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인적자본특성, 가족구조특성 및 노동형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이

용하였다. 인적자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투입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을 기준집

단으로 하여 가변수(dummy coding)하였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은 연속변수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구조 특성으로는 결혼상태, 6세 이하의 아동의 수, 가구원의 수, 가구 내 취업자 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결혼상태를 기혼유배우자와 독신으로 이분화 하였으며 독신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그 외 6세 이하 아동의 수, 가구원의 수 및 가구 내 취업자 수는 연속변수로 간

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형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및 미취업자로 구분하였으며,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미취업자를 기준 집단으로 하여 가변수(dummy coding)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8년도

에 걸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개별 독립변수에 따른 분포를 통해 살펴

보았으며,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매년도 별로 남성의 빈곤율, 여성의 빈곤율 그리고 남성 대비 여성의 

빈곤율을 연령집단과 노동형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빈곤 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전체와 성별로 구분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회귀식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은 MacLanahan et. al. (1989)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횡단 분석에서 성별 빈곤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2005년 현재 여성을 대상으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한 후 그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개별 독립변수가 남성의 평균과 동일할 경우에 기대

되는 빈곤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즉, 여성이 개별 독립변수에서 남성과 동일한 값을 가질 경우에 기대

되는 여성의 빈곤율을 구하여 남성의 관찰된 빈곤율에 대한 비를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독립변

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종단분석에서 개별 독립변수가 빈곤의 여성화, 즉 성별 빈곤율 차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은 위의 횡단분석에서와 동일하나 변화되는 여성의 개별 독립변

수에 남성의 평균값 대신에 1998년도 여성의 평균값을 대입하여 기대되는 빈곤율을 추정하였으며 이

를 남성의 관찰된 빈곤율과 비교하여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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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1), 우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연

령대에서 남성이 11.69%, 여성이 16.67%로 성별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반면 남성은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의 비율

이 여성보다 높아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과 기혼유배우

자인 경우에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기혼무배우자의 경우는 

남성이 5.62%, 여성이 17.45%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6세 이하 자녀수는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형태를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자영업에 종

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미취업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가구 내 

성별분업에 따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고, 이들이 미취업자로 구분되

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가구원 수는 남성이 3.52명, 여성이 3.51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 내 취업

자 수 또한 남성이 2.70명, 여성이 2.68명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65세 이상 연령대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결혼상태에서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기혼무배우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노동형태에서 미취업자의 비중이 남성

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25～64세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여성

보다 높았고, 결혼상태는 미혼이거나 기혼유배우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노동형태에서 상용

직, 임시일용직, 자영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2) 빈곤의 여성화 경향 

빈곤의 여성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8～2005년도 8개년도 동안 여성 빈

곤율, 남성 빈곤율, 성별 빈곤차이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측정방법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

성빈곤율과 남성 빈곤율은 여성인구 중에서 빈곤여성의 비율, 남성인구 중에서 빈곤남성의 비율을 측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빈곤지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별 빈곤율의 비

(ratio)를 구해야만 한다. 성별 빈곤 차이(sex/poverty ratio)는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로 계산

되며, 성별 빈곤율 차이가 1보다 크면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한 것으로, 성별 빈곤율 차이가 1보다 작

으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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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N=11024) 남자(N=5271) 여자(N=5753)

연령

18-24세 10.05 9.41 10.60

25-44세 44.55 46.59 42.69

45-64세 31.12 32.31 30.04

65세 이상 14.28 11.69 16.67

교육수준

무학 5.60 1.82 9.06

초등학교 12.53 8.73 16.02

중학교 12.05 11.36 12.68

고등학교 34.66 36.60 32.88

전문대 이상 35.17 41.5 29.34

결혼상태

미혼 22.38 26.09 18.98

기혼유배우 65.83 68.30 63.57

기혼무배우(별거,이혼,사별) 11.79 5.62 17.45

6세이하 

자녀수

0명 82.63 82.3 82.93

1명 12.24 12.52 11.99

2명 4.99 5.05 4.94

3명 0.14 0.13 0.14

노동형태

상용직 28.74 37.98 20.27

임시일용직 8.31 9.32 7.39

자영자 19.28 23.71 15.21

미취업자 43.68 28.99 57.14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2005년)

(단위: %)

<표 2>를 보면 전체 연령집단에서 연도별로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여성 빈곤율은 16.81%, 남성 빈곤율은 15.77%였으나, 2005년 여성 빈곤율은 14.72%, 남성 빈

곤율은 11.67%로 여성과 남성 모두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빈곤차이는 1998년

에 1.07이었다가 1999년 1.13, 2000년 1.19, 2001년 1.23, 2000년 1.27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04년 1.23

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5년 1.26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재은(2004)이 도시가

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을 측정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여성과 남성 인구 중 

빈곤한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빈곤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외환위기 이

후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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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령 별 성별 빈곤율  성별 빈곤차이

1998년
(n=12,540)

1999년
(n=11,358)

2000년
(n=10,636)

2001년
(n=10,537)

2002년
(n=10,474)

2003년
(n=11,010)

2004년
(n=11,101)

2005년
(n=11,026)

전체

  여성빈곤율(%) 16.81 15.14 14.25 16.75 14.84 15.88 16.32 14.72

  남성빈곤율(%) 15.77 13.38 12.57 14.03 12.11 12.54 13.23 11.67

  성별 빈곤차이 1.07 1.13 1.13 1.19 1.23 1.27 1.23 1.26

18-24세

  여성빈곤율(%) 12.18 10.95 8.28 12.80 7.97 9.99 9.63 9.18

  남성빈곤율(%) 16.39 13.53 12.52 13.64 8.37 9.52 8.42 9.88

  성별 빈곤차이 0.74 0.81 0.66 0.94 0.95 1.05 1.14 0.93

25-44세

  여성빈곤율(%) 12.35 10.28 9.03 9.62 7.14 8.88 8.97 7.82

  남성빈곤율(%) 12.85 10.39 8.85 10.22 7.69 8.69 9.85 8.39

  성별 빈곤차이 0.96 0.99 1.02 0.94 0.93 1.02 0.91 0.93

45세-64세

  여성빈곤율(%) 18.89 16.97 16.45 18.60 15.46 14.67 14.34 12.50

  남성빈곤율(%) 14.98 12.78 11.68 12.42 10.72 10.16 10.90 9.51

  성별 빈곤차이 1.26 1.33 1.41 1.50 1.44 1.44 1.32 1.31

65세이상

  여성빈곤율(%) 38.09 34.42 34.18 39.92 42.28 43.58 45.55 39.94

  남성빈곤율(%) 36.25 32.33 34.38 38.14 40.73 39.75 39.11 32.14

  성별 빈곤차이 1.05 1.06 0.99 1.05 1.04 1.10 1.16 1.24

성별 빈곤차이를 연령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18～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여

성간의 빈곤차이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1998년도에서 2002년까지는 성별 빈곤차이가 0.74에

서 0.95까지 연도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에는 빈곤율 차이가 1.05로 성별 빈곤차이가 역전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04년에 1.14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0.93으로 감소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빈곤차이의 불분명한 패턴은 25～44세 연령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5～44세 연령층의 경우 1998년, 2001년과 2002년의 경우는 성별 빈곤차이는 1보다 적어 남

성이 여성보다 다소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과 2003년에는 성별 빈곤차이가 1 보다 크게 나

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

만, 젊은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빈곤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취업하는 반면, 여성은 일찍 취업하거나 결혼으로 인해 남성 가구주의 가구소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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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5～64세 연령대에서는 젊은 연령대와는 다르게 성별 빈곤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조사기간 동안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 구체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1.26

에서 2001년 1.50으로 지속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여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 빈곤율

의 1.5배까지 상승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성별 빈곤차이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빈곤차이는 2005년에 1.31 정도로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끝으로,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성별

과 무관하게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98년 여성의 빈곤율이 

38.09%였으며, 2004년에는 45.55%로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빈곤율

은 점차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39.94%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연령대의 

절대적 빈곤율은 매우 높은 반면, 성별 상대적 빈곤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1998년에 1.05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2000년에는 

0.99로 빈곤의 여성화가 오히려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다시 높게 나타나 이후 점차로 성별 빈곤차이가 증가되어 노인 집단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연령대별 성별 빈곤차이는 장년층(45～64세)과 노령층(65세 

이상)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층인 18～24세, 25세～44세 연령대에서는 성별 빈곤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체 연령 집단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45～64세 중장년층 집단과 6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나타난 빈곤의 여성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3>은 노동형태에 따른 성별 빈곤율과 성별 빈곤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형

태에 따른 빈곤율은, 1998년 자영업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미취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시․일용

직, 자영업자 그리고 상용직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년의 여성 빈곤율을 

살펴보면 미취업의 경우 빈곤율이 18.01%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15.76%, 자영자 12.91%, 상

용직 6.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미취업인 경우 22.45%로 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16.50%, 자영자 8.64%, 상용직 4.15%의 순으로 여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모

든 노동형태에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미취업자의 경우는 남성의 빈곤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 여성이 가사 종사자일 경우 가구내 주 소득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반면, 미취업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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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n=12,540)

1999년

(n=11,358)

2000년

(n=10,636)

2001년

(n=10,537)

2002년

(n=10,474)

2003년

(n=11,010)

2004년

(n=11,101)

2005년

(n=11,026)

전체

  여성빈곤율(%) 16.81 15.14 14.25 16.75 14.84 15.88 16.32 14.72

  남성빈곤율(%) 15.77 13.38 12.57 14.03 12.11 12.54 13.23 11.67

  성별 빈곤차이 1.07 1.13 1.13 1.19 1.23 1.27 1.23 1.26

상용직

  여성빈곤율(%) 8.15 6.87 6.17 8.00 6.62 7.21 7.05 6.43

  남성빈곤율(%) 4.82 4.47 4.57 6.24 3.03 4.42 5.21 4.15

  성별 빈곤차이 1.69 1.54 1.35 1.28 2.18 1.63 1.35 1.55

임시일용직

  여성빈곤율(%) 15.00 20.31 17.52 17.55 16.63 17.02 16.96 15.76

  남성빈곤율(%) 12.22 18.06 13.32 15.01 11.76 11.16 15.24 16.50

  성별 빈곤차이 1.23 1.12 1.32 1.17 1.41 1.53 1.11 0.96

자영자

  여성빈곤율(%) 16.14 14.66 13.25 15.66 12.19 13.09 13.88 12.91

  남성빈곤율(%) 13.39 11.78 10.95 13.70 10.49 10.22 10.76 8.64

  성별 빈곤차이 1.21 1.24 1.21 1.14 1.16 1.28 1.29 1.49

미취업

  여성빈곤율(%) 19.55 16.98 16.69 20.02 18.41 19.81 20.28 18.01

  남성빈곤율(%) 29.07 22.89 22.87 23.44 25.22 25.37 25.15 22.45

  성별 빈곤차이 0.67 0.74 0.73 0.85 0.73 0.78 0.81 0.80

<표 3>  노동형태에 따른 성별 빈곤율  성별 빈곤차이

다음으로 노동형태에 따른 성별 빈곤 차이는 성별 빈곤율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성과 여

성의 빈곤율은 미취업>임시․일용직>자영업자>상용직의 순으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의 상대적 차이는 상용직>자영업자>임시․일용직>미취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2005년을 기준으로 성별 상대적 빈곤차이를 보면 상용직의 경우 1.55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자영자 1.49, 임시․일용직 0.96, 미취업 0.80 순으로 나타나 노동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성별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연도에 따라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순서가 일

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상용직에서 성별 빈곤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상

용직에서의 성별 빈곤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빈곤차

이 뿐 아니라 동일한 종사상 지위에서도, 특히 정규직 내에서의 여성과 남성간의 소득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빈곤차이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빈곤의 여성화

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형태에 따른 추이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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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별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가 미취업 혹은 임시․일용직 보다 자영업 혹은 상용직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빈곤 결정 요인

전체 연구대상자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별에 따른 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200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자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4>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빈곤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

년층에게 빈곤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가능성과 부정적 관계를 갖

는 변수로는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수 등이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

가 많을수록,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상태에 

따른 빈곤가능성을 살펴보면 독신에 비해 부부의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odds ratio)이 약 29% 정

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별로도 미취업자에 비해 정규직,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가 빈

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에는 미취업자에 비해 빈곤에 빠

질 가능성(odds ratio)이 72%, 임시․일용직의 경우 24%,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3% 정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순으로 미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성별 빈곤가능성을 살펴보면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약 26% 정도 빈곤에 빠질 가능성(odds ratio)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다른 변수의 영향

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펴본 앞의 기술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여성이 가진 다른 요인적 특성들, 예를 들어 고용형태나 결혼 상태 등에 의한 영향이며,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는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로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4>의 세 번째 열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연령과 결혼상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와 동일하였

다. 다만, 남성의 빈곤 여부에 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혼상태도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독신자와 부부간에 빈곤에 빠질 가

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상태가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형태와 관련된 가구규모나 가구 내 취업자 수는 

빈곤가능성과 부적 관계를 가져 가구규모가 크거나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

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대상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4>의 네 번째 열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성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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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연령이 빈곤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

령이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

해 길기 때문에 노령기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많아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상태가 크게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

우에는 결혼상태가 빈곤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적 상태는 상당부분 남성 소득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는 결혼 상태가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독신에 비해 부부의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무려 34%나 낮은 것으로 드

러났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간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취업하는 임시․일용직이 남성들이 취업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제적 보상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미취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교육수준, 가구규모, 가족 내 취업자 수 그리고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및 자영업자 여부 등은 남성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수명
전  체 남  성 여  성

 Wald  Exp  Wald  Exp  Wald  Exp

여  성 -0.31 20.64*** 0.74

연  령 0.01 13.36*** 1.01 0.01 3.04 1.01 0.01 3.86* 1.01

교육수준 -0.29 100.4*** 0.75 -0.27 48.90*** 0.76 -0.31 51.5*** 0.74

아동수 -0.02 0.05 0.98 0.18 2.33 1.20 -0.11 0.98 0.90

가구규모 -0.22 30.42*** 0.80 -0.18 8.17** 0.84 -0.23 19.24*** 0.79

취업자수 -0.51 97.61*** 0.60 -0.50 40.98*** 0.61 -0.56 64.93*** 0.57

부  부 -0.34 24.54*** 0.71 -0.10 0.60 0.91 -0.41 21.25*** 0.66

정규직 -1.26 160.6*** 0.28 -1.86 165.4*** 0.16 -0.76 27.93*** 0.47

일용직 -0.28 6.61* 0.76 -0.62 17.07*** 0.54 -0.08 0.23 0.93

자영업 -0.75 74.16*** 0.47 -1.24 92.40*** 0.29 -0.43 12.66*** 0.65

절  편 1.77 42.68*** 5.90 1.76 21.98*** 5.84 1.74 19.87*** 5.69

LR=1519.67*** d.f.=10

n=11,019

LR=632.05*** d.f.=9

n=5,271

LR=923.75***  d.f.=9

n=5,748

<표 4>  빈곤결정요인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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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빈곤율 차이의 원인

성별 빈곤율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횡단 분석

으로 2005년을 현재 성별 빈곤율 차이에 개별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는 

종단 분석으로 2005년 성별 빈곤율 차이에 1998년의 독립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정도로 파악하였다.  

먼저, 횡단분석에서 성별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빈

곤율을 산출하고 남성 대비 여성 빈곤율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독립변수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 추정되는 여성 빈곤율을 산출하고 이를 남성의 빈곤율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여성의 빈곤여부에 개별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로지스틱 회

귀계수와 남성의 개별 독립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변화 시 기대되는 여성의 빈곤율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남성 대비 여성의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종단 분석의 경우 분

석방법은 횡단분석과 동일하나 1998년도 여성의 독립변수 평균을 이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변수명 2005년 여성 2005년 남성 1998년 여성

  연령(세) 45.01 43.63 41.46

  교육수준 4.77 5.41 4.59

  6세이하 자녀수(명) 0.22 0.23 0.30

  가구원수(명) 3.519 3.523 3.94

  취업가구원수(명) 2.687 2.705 2.99

  유배우자(비율) 0.64 0.68 0.64

  고용형태(비율)

      정규직 0.20 0.38 0.17

      임시․일용직 0.07 0.09 0.06

      자영업 0.15 0.24 0.15

<표 5>  연도별 여성과 남성의 독립변수 평균

먼저, 횡단분석을 위해 2005년 현재 여성과 남성의 독립변수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유배우자 그리고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및 자영자 비중 등에서 남

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평균 연령이 약 1.4세 정도 높

았으며, 교육수준과 유배우자 비중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규직이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약 

58%가 미취업 상태이나 남성의 경우는 29%만이 미취업 상태였다. 이외의 변수들, 즉 6세 이하 자녀

의 수, 가구원 수, 가구 내 취업자 수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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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종단분석을 위해 1998년과 2005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상황을 비교해보자. 먼저, 교육수

준을 보면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가구구성과 관련된 6세 이하 자녀수, 가구원 수 및 가

구 내 취업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를 보면 여성의 정규직 비중과 임

시․일용직의 비중이 조금 늘기는 하였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어떤 요인이 성별 빈곤율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횡단분석에 따른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 정도는 <표 6>의 두 번째 열에 제시

되어 있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수준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성의 빈곤율은 14.7%에서 11.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남

성대비 여성 빈곤율도 1.26에서 0.97로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 이외에 노동형태도 성

별 빈곤율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규직의 비중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

이가 크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약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정규

직 비중을 갖게 된다면 여성의 빈곤율이 14.7%에서 12.9%로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남성 대비 여

성 빈곤율도 1.26에서 1.11로 0.15포인트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가구원 수 

및 취업가구원 수는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들이 성별 빈곤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다

소 큰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방향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이나 6세 이하 자녀

수 그리고 유배우자 비율 및 임시․일용직 비율, 자영업자 비율 등이 모두 성별 빈곤율 차이에 영향

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교육수준이나 정규직 비율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수 명

2005년 남성 평균 투입 시 
추정 빈곤율

1998년 여성 평균 투입 시 
추정 빈곤율

추정빈곤율
남성 대비
여성빈곤율

차이 추정빈곤율
남성 대비 

여성 빈곤율
차이

0.147 1.26 0.147 1.26

 연령 0.141 1.21 0.05 0.139 1.19 0.07

 교육수준 0.113 0.97 0.29 0.138 1.18 0.08

 6세 이하 자녀수 0.146 1.26 0.01 0.146 1.25 0.01

 가구원수 0.134 1.15 0.11 0.124 1.07 0.20

 취업가구원수 0.177 1.51 -0.25 0.111 0.95 0.31

 유배우자 0.144 1.23 0.03 0.145 1.25 0.01

 노동형태 0.126 1.08 0.18 0.145 1.24 0.02

    정규직 0.129 1.11 0.15 0.145 1.24 0.02

    임시․일용직 0.147 1.26 0.00 0.147 1.26 0.00

    자영업 0.150 1.28 -0.02 0.147 1.26 0.00

<표 6>  성별 빈곤율 차이에 미치는 향 요인

다음으로 종단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의 시간적 변화가 성별 빈곤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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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표 6>의 세 번째 열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도 가구 형태의 변

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취업가구원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1998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여성의 추정 빈곤율이 14.7%에서 12.4%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리고 취업가구원수가 1998년 수준에 머물렀을 경우를 가정하면 여성의 빈곤율이 14.7%에서 11.1%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횡단 분석에서 큰 영향

을 미쳤던 교육수준이나 노동형태에서 정규직 비중 등은 장기적인 종단분석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이나 종사상 지위은 크게 변화가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종단적인 효과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단기간에 걸친 횡단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의 성별 빈곤율 

차이는 주로 교육수준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장기적

인 종단분석에 따르면 성별 빈곤율 차이의 원인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구원 수의 변화, 취업가

구원수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 경향의 실태, 남녀의 빈곤 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빈곤의 여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1998년 이후 점차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먼저,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에 크게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는 성별 빈곤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여성화 경향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과 남성의 절대적 빈곤율 차이는 중․장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적 흐름

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되다가 최근에 들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

년층의 경우는 절대적 빈곤율이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빈

곤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노동형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과 남성의 절대

적 빈곤율을 노동형태별로 비교해 본 결과 미취업자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상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는 상용직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그리고 미취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형태

별로 시간적 추이에 따른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

사 대상자 전체의 빈곤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성별은 빈곤 지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빈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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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육수준, 가구규모, 취업자 수, 결혼 형태, 노동형태 변

수들이 모두 빈곤 지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는 결혼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

성의 경우는 결혼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와 임

시․일용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성 미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사 

종사자의 경우 가구내 주소득자의 소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교

육수준, 가구규모, 가구 내 취업자 수, 그리고 노동형태 변수들은 모두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횡단 분석에

서 나타나는 성별 빈곤율 차이는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과 열악한 노동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장기적인 종단분석 결과에 따르면 빈곤의 여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

구원 수 및 취업가구원 수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기적 횡단분석에서 

나타난 교육수준이나 노동형태에서 성별 차이는 그 영향 정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 절대적 빈곤율 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재 노령층의 빈곤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노령층의 빈곤

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령층의 빈

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이후 기초노령연금이 법제화되면 경로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들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성별 빈곤율 차이가 중․

장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또한 노동형태 변수가 모두 상대적 빈곤율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더욱이 빈곤 여부의 결정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성이 오히려 빈곤 위험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성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가족구조나 결혼형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

련하여야 하며, 결혼 형태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일정정도 분리시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근로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보장 제도의 도입 및 여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수급

권이 아닌 개별적 수급권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기존 제도 내용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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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zation of Poverty : 
its Trends and Causes

Hong, Baeg-Eui
(Ewha Womans University)

Kim, Hye-You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s under process in Korea and what factors are key determinants of 

these trends.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5 is 

used and the sample includes all individuals who aged 18 or more. The results 

show tha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s still under process since 1998 and the 

economic status of females is getting worse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Regarding the causes of these trends, the level of education and type of 

employment a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explaining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cross-sectional data analysis. In the longitudinal analysis, however, the number 

of persons in households and the number or working pers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nact social 

policies preventing discriminations against females in the labor markets and to 

introduce social welfare benefits for females based on citizenship. In addition, the 

welfare benefits for the elderly are also necessary because their economic status is 

the worst among all age groups.

key words : feminization of poverty, woman, poverty, longitud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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