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양미104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6(104~121)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8025203).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겸무연구원(Associ-

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junct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NU; Adjunct Researcher, SNU Institute Aging, yangmi@snu.ac.kr)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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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Employ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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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가구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최장기직업 특성, 생활환경 특성, 지역 특성이 취업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농촌거주 노인이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났다. 고령

자의 일자리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주요어 : 고령자 취업, 취업 영향 요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도시, 농촌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employment 
and especially focused on the factor of their residential areas. This paper performs binary logistic re-
gression analysis with the micro data of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Older 
Koreans. To reveal the influence on the elderly employment, various dependent variables was used such 
as demographical, health, household, economic, lifelong job, living environment,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The elderly in rural areas have higher possibility of currently working than those in urban 
areas. Based on the results, more various and complex factors affected on the employment of the urban 
elderly. This suggested that differentiated policy supports were needed in the urban and rural areas. 

Key Words :  elderly employment,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rban 
area,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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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논의가 사

회·문화적인 차원은 물론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전세

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인구고령화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차원의 문제에 국한되

지 않고, 각종 경제적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서부

터 사회, 문화적 차원의 인식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의 영향이 크다. 인구고령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여러 가

지 차원에서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자가 되는 나이를 UN에서는 통상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

면 점차 노인들은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는 65세
가 아닌 최소 70세 이상(평균 72.21세)을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수명

의 연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와 같은 노인세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

나 그렇지 않은 노인들 역시 상당한데, 아프거나 

가난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노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와 의료비가 상당해지고, 이와 

관련된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

장 높고, 반면 노인복지 지출은 최하위권으로 나

타났다1)(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고령자들은 

여타 복지서비스 보다도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김경혜 외, 2010), 일하

는 이유 역시 생계비 마련과 용돈이 대다수를 차

지할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하고 중

요하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25세 전후에 취직하여 50~55세에 생애 주된 직장

에서 은퇴한다면, 인생의 1/4만이 적극적 경제활

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청년층의 실

업률은 증가하고 고용시기는 더욱 늦춰지고 있는 

한편 근로자의 은퇴시기는 짧아지고 근로조건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이 어려워짐을 의미하

고,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노인이 많아지게 됨을 의

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의미는 농촌과 도

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농촌에서의 고령화

는 후속세대의 단절이라는 의미와 맞물려 지역사

회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오래전부

터 논의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대도시는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실상

은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고용과 취업 현황을 살

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 노인들의 인구 및 가구 특

성, 건강, 경제, 최장기직업, 생활환경 특성이 현

재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그동안 고령자들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이 있어 왔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노동경제학 

분야와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노동경제학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노동과 은

퇴, 재취업에 초점을 둔 거시적 분석이 주를 이루

고 있다(Cho and Kim, 2005; Lee, 2007;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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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3; 성지미·안주엽, 2006; 신동균, 2009; 
방하남, 2010; 김기승, 2011; 이철희, 2012). 사회

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고령자 고용과 재취

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령

자 고용 제도나 정책을 고찰하고, 패널자료나 설

문조사를 통해 고령 구직자(취업자)에 대해 분석

한 논문이 다수이다(박경숙, 2003; 김학주·우경

숙, 2004; 윤형호 외, 2007; 이소정, 2009; 황희

숙·김윤재, 2012). 한편, 지리학 분야에서도 고

령화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 주거, 고용, 교

통,(의료 및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

을 가져 왔다(구양미, 2008a; 2008b; 박삼옥 외, 

2008; 2009; 송경언 외, 2008; 손승호·한문희, 

2010; 노시학·조창현, 2011; 최재헌, 2013; 최재

헌·윤현위, 2012; 2013). 이들 연구들은 고령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공간적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

지만, 지역에 따른 고령자 취업의 차이에 대한 연

구들은 많지 않았다.

고령자의 고용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한 문헌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의 차원에서 경제

적 요인과 건강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많다.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소득, 건강, 연

금 등과 연관시킨 노동공급 측면의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졌다(이철희, 2012). 고령자의 재취업 요인

을 분석한 황희숙·김윤재(2012)의 연구에서는 한

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학력, 직

업훈련경험, 가구내지위, 가구소득, 가족부양여

부, 배우자유무, 종사상 지위, 임금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자본 특성에서 

남성 노인,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노인의 재취업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가구관련 특성 중에서는 

가구주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은 부의 영향을 주어 낮을

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노동시장 특성에서

는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가 정규직인 경우 재취

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령

재취업자의 직종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한 윤형호 

외(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 취업의 직종선택 결정요인을 분

석하였다. 직종을 단순·서비스직, 전문·사무직, 

기능직으로 구별하고 고령자가 세가지 직종에 취

업하는 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모형

을 사용하였다. 학력 전반에 걸쳐 단순·서비스직 

비중이 높지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문·사무직 

취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분석한 이소정(2009)의 연구에

서는 사회참여를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

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으로 유형분류하였다. 분

석 결과 남성일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비사회참

여형에 비해 직업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고령자 고용과 취업 현황

1) 고령자 고용률과 취업자 현황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2)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 특히 

60-64세와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도 각

각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다른 연령대의 경제

활동참가율 증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다. 

특히 4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고 있

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경우 특히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들이 노인

이 되는 10-20년 후에는 일하고자 하는 노인, 그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인 일해야 하는 노인이 더

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고용률은 

실업자를 배제하고, 생산활동가능인구 대비 취업

자 비중을 나타내는데, 전반적으로 1985년에서 

1995년의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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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95년의 60세 이

상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수치의 차이가 거

의 없고, 이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

업하지 못하는 실업자는 거의 없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약간씩 차이가 

벌어지는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업

하지 못하는 노인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에 비해 취업

이 가능한 일자리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은 도시가 농촌에 비해 

낮으나, 실제 절대적 노인인구수는 농촌보다 도

시에 많다. 고령자 고용률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

보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중에서도 경기도를 제

외한 도(농촌)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

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반면에 서울과 기타 광역시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

는 수준에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농촌

의 특성상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

와 농촌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은 고령자의 전반

적인 삶의 양식뿐 아니라 일자리와 고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령 취업자와 구직희망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고령 취업자들의 직종을 살펴

보기 위해 전체 취업자와 고령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2). 고령 취업자는 상

대적으로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 취업자의 

직업 유형이 전체 취업자들과 비교해서 열악한 환

경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경제활동을 하

는 고령자의 은퇴 전과 후의 고용 지위를 비교해

보면 상용근로자 비중이 확연히 감소하고 자영업

과 임시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 물론 은퇴 전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적절한 보장(자녀의 지원이나 

연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변화

연령계층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985년

(%)

1995년

(%)

2005년

(%)

2014년

(%)

증감

85~14
(%p)

1985년

(%)

1995년

(%)

2005년

(%)

2014년

(%)

증감

85~14
(%p)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17.5
61.0
72.6
76.6

12.0
66.3
75.6
80.0

 9.0
66.1
74.7
79.0

 8.4
63.1
76.3
80.9

-9.1
2.1
3.7
4.3

15.6
56.7
70.6
74.8

11.0
63.5
74.6
79.1

 8.0
61.2
72.3
77.1

 7.7
57.4
73.9
79.1

-7.9
0.7
3.3
4.3

50~59세 65.7 71.9 69.8 75.9 10.2 64.6 71.2 68.1 74.2 9.6

60세 이상 29.3 38.8 37.3 39.9 10.6 29.2 38.7 36.9 39.0 9.8

60~64세

65세 이상

46.4
19.4

58.4
27.9

54.4
30.0

59.8
31.9

13.4
12.5

46.2
19.4

58.0
27.8

53.4
29.8

58.3
31.3

12.1
11.9

전체 56.6 61.9 61.9 62.4 5.8 54.3 60.7 59.7 60.2 5.9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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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변화(위: 광역시, 아래: 도)(단위: %)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09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중심으로

2) 고령자의 취업 목적과 인식

다음으로 고령자의 취업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 고령자가 일하는 이유와 미취업 고령자가 일

하고 싶은 이유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비교

해 보았다(그림 4). 도시와 농촌은 지역단위로 구

분했는데, 도시는 동, 농촌은 읍면 거주자로 계산

하였다. 두 경우 모두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

의 80% 정도가 생계비마련이라고 답변했다. 이것

은 많은 노인들이 일반적인 은퇴연령 이후에도 일

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은 일일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향

후 일하고 싶은 이유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마련으

그림 2. 전체 취업자(좌)와 고령 취업자(우)의 직업 비교

주: 고령자=55~79세
자료: 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자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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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제활동 고령자의 종사상지위 비교: 최장기종사직업(좌)과 현재직업(우) 

주: 고령자=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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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의 중요성과 시급성

이 요구된다.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매우 

좋아 보인다 10.2%, 좋아 보이는 편이다 59.7%로 

7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5).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대가 낮

을수록,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 고령자가 일하

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러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전체 응답 노인의 65.3%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그림 6). 지금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응답이 23.7%, 지금은 일하지 않으나 

앞으로 하고 싶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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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령자의 일하는 이유: 경제활동 고령자의 일하는 이유(좌) 및 비경제활동 고령자의 일하고 싶은 이유(우) 

주: 고령자=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노인실태조사.

그림 5.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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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도시와 농촌을 비

교해보면, 도시지역에서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

서는 가치관은 긍정적이지만, 막상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농촌지역보다 낮

게 나타났다. 농촌지역 노인이 지금하고 싶은 일

을 계속하고 싶다는 대답이 35.9%인데 비해 도시

지역 노인은 20.0%로 도시지역 노인 일자리가 농

촌에 비해 열악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4. 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은퇴연령 이후 그동안 주로 ‘복

지’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3)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노인실태조사4) 2014년 원자료를 이용하

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
sion analysis)5)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종속변수(목

적변수)가 단지 2개의 값만 가지는 경우에 사용되

고 이러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설명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분석 프로그

램은 PASW Statistics 18.0(SPSS 18.0)을 사용하였

다. 

분석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

자 41.7%, 여자 58.3%이고, 연령별로는 65-69세 

31.7%, 70-74세 27.1%, 75-79세 20.6%, 80-84
세 12.6%, 85세 이상 8.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별 비율은 무학 30.5%, 초등학교 32.0%, 중학교 

13.2%, 고등학교 16.6%, 대학 이상 7.8%이고, 거

주 지역은 도시(동) 76.6%, 농촌(읍면) 23.4%로 

나타났다. 노인의 28.5%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

며,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비율이 

60.8%, 평생 일을 한 경험이 없는 노인이 10.8%이

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종은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아

서 각각 36.6%와 36.4%를 보인다. 도시에는 단순

노무직이 49.1%에 달하며, 농촌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중이 72.7%를 차지한다.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어

업이 38.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비/수위/청소

로 19.3%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도시지역에는 경

그림 6. 앞으로 일하고 싶은지 여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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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위/청소의 비중이 높아서 26.3%를 나타낸

다.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38.7%, 

임시근로자 26.2%, 무급가족종사자 13.7% 순이

었다.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종속변수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여부를 

사용하였고, 취업은 1, 미취업은 0으로 코딩하였

다.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일한다’를 취업으로,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를 미취업으

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가구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최장기일

자리 특성, 생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

육기간, 학습활동 여부,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의

사진단 만성질환 수, 우울증 점수, 운동여부, 가구

관련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동거자녀수, 총가구

원수를 사용하였다. 경제적 특성으로는 본인 총수

입액, 가구원당 소득, 가구소득 유형, 가구 자산과 

부채 여부, 가구 생활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

부를, 최장기일자리 특성으로는 직업분류, 종사상

지위, 종사기간, 자발적 실직여부를 사용하였다. 

표 2. 분석변수 개요

구분 요인 변수명 변수 측정

종속변수 취업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독립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세) 연속변수

교육기간(년) 연속변수

학습활동 참여=1, 미참여=0

건강관련 특성

의사진단 만성질환수(개) 연속변수

우울증 점수 연속변수(0~15점)

운동 여부 예=1, 아니오=0

가구관련 특성

혼인상태 유배우자=1, 무배우자=0
총가구원수(명) 연속변수

동거자녀수(명) 연속변수

경제적 특성

본인 총수입액(만원) 연속변수

가구원당 소득(만원) 연속변수

가구소득 유형 가구재산소득/가구공적이전소득 유무

가구자산 부동산자산/가구부채 유무

가구생활수준 5점척도(1~5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수급=1, 비수급=0

최장기일자리 

특성

직업분류 전문직/사무직/생산노무직 여부

종사상지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종사기간(년) 연속변수

자발적 실직여부 자발적=1, 비자발적=0

생활환경 특성
자가 여부 자가=1. 전월세/기타=0
대중교통접근성 4점척도(1~4점)

지역 특성 도시/농촌 도시(동)=1, 농촌(읍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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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특성으로는 자가 여부와 대중교통 접근

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도시

와 농촌 지역에 따라 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지역 특성을 

추가하였고, 고령자 거주지에 따라 도시와 농촌

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이 ‘동’인 경우 도시로, 

‘읍면’인 경우 농촌으로 코딩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표 2)6).

주요 지표의 취업과 미취업, 도시와 농촌의 비

교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4). 도시 거주

자의 경우 취업 23.4%, 미취업 76.6%의 비율을 나

타내고, 농촌 거주자의 경우 취업 44.9%, 미취업 

표 3. 취업/미취업×도시/농촌 교차표 

구분
취업 미취업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시(동)
1877
(18.0)

23.4
6130
(58.7)

76.6 8007 100.0

농촌(읍면)
1096
(10.5)

44.9
1347
(12.9)

55.1 2443 100.0

전체 2973 28.4 7477 71.6 10450 (100.0)

주: (   ) 비율은 전체에 대한 비율.

표 4. 주요 변수 기술통계 

변수 구분
취업 미취업 도시 농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1612 37.0 2742 63.0 3371 77.4 984 22.6
여 1361 22.3 4735 77.7 4637 76.1 1459 23.9

연령그룹

65-69세 1293 39.0 2023 61.0 2707 81.6 610 18.4

70-74세 883 31.2 1946 68.8 2206 78.0 623 22.0

75-79세 537 25.0 1614 75.0 1564 72.7 587 27.3

80세 이상 260 12.1 1894 87.9 1531 71.1 623 28.9

교육수준

초졸이하 1804 28.5 4530 71.5 4503 71.1 1831 28.9
중졸이하 484 32.2 1018 67.8 1227 81.6 276 18.4
고졸이하 483 27.8 1256 72.2 1513 87.0 226 13.0
대학이상 202 23.1 672 76.9 765 87.4 110 12.6

최장기일자리

직업분류

전문직 280 26.3 786 73.7 945 86.6 121 11.4
사무직 613 26.2 1725 73.8 2029 86.7 310 13.3

생산노무직 2080 35.1 3838 64.9 4017 67.9 1902 32.1

최장기일자리

종사상지위

정규직 641 24.5 1971 75.5 2331 89.2 281 10.8
비정규직 467 28.1 1197 71.9 1391 83.6 272 16.4

무급가족종사자 607 33.7 1196 66.3 985 54.7 817 45.3

전체 2974 28.5 7477 71.5 8008 76.6 2443 23.4

주: 비율은 변수 구분별로 취업+미취업, 도시+농촌이 각각 100%가 되게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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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의 비율을 보인다. 이는 농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에 비해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3장의 지역별 고용률 변화와 일맥상통한

다.

2) 취업 영향 요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무엇인지

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삭제해 나갔고, 최종적으로 p<0.05
인 변수들만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였

다. Nagelkerke R2(유사 결정계수) 값이 0.426으

로 적합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고, 예측정확률은 

82.1%로 나타났다7).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연령, 교육기간, 

학습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여성일수록, 연

령이 낮을수록,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일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1.160배

(1/0.862=1.160) 높았는데, 이것은 기술통계에서 

남성의 취업 비율이 높은 것과 다르고, 노인의 재

취업에 관련된 기존 연구(황희숙·김윤재, 2012)
에서 남성일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도 반대의 결과이다. 이 분석 모형에서 다른 요인

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 노인이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즉 

건강, 경제적 상황, 최장기 일자리의 등의 상황이 

같을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이는 고령자 일자리들이 여성노인에 적합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

제 노인들이 현재 하는 일 중 농림어업이 38.3%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외의 일자리들은 청소, 조

리/음식, 가사/돌봄, 판매/영업 등 여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한편 황희숙·김윤재(2012)의 연구

에서는 재취업(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현

재 취업중이거나,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일

자리가 주된 일자리가 아닌 취업 상태) 여부를 분

석한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지의 

여부를 취업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

리나 최장기직업에서 일반적인 은퇴연령이 되어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정규 노동시장이 아닌 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취업에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1살 

증가할 때마다 취업 상태일 가능성은 9.8% 감소하

게 되고, 반대로 1살 감소할 때마다 취업 상태일 

가능성은 1.109배(1/0.902=1.109)가 되어 10.9% 

증가하게 된다. 교육기간 역시 취업에 부의 효과

를 가져오는데 교육기간이 1년 감소할 때마다 취

업상태일 가능성이 1.080배(1/0.926=1.080) 높아

서, 수치값이 크지는 않지만 교육기간이 1년 줄어

들 때마다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

이 1.408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특성의 경우

에는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우울증 점수가 높을수

록 취업 가능성이 낮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1.976배 높았다. 혼인상태, 가구원

수, 동거자녀수와 같은 가구관련 특성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경제적 특성 중 본인 수입이나 가구 소득은 승

산비(odds ratio: Exo(B))가 1로 나타나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얼마나 벌고 있고 가구의 소득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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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지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취업 상태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

전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이소정, 2009). 다
만, 가구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가구 부동산자산

이 있는 것과 가구 생활수준이 높은 것은 취업 가

능성을 낮췄다. 한편 가구 부채가 있을 때 없는 경

우에 비해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게 나타

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장기직업 특성에서는 전문직이

었거나 정규직이었을 경우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

성을 2배 정도 높였다. 최장기직업에서 자발적 실

직인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취업 가능성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에서 자

가인 경우가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왔고, 대중교

통 접근성이 높은 것 역시 취업 가능성에 양의 효

과를 가져왔다.

표 5. 고령자 취업 영향 요인 분석결과

 　 B S.E. Sig. Exp(B)

인구학적 특성

성별 -.149 .069 .032 .862
연령 -.103 .005 .000 .902
교육기간 -.076 .008 .000 .926
학습활동 .342 .084 .000 1.408

건강관련 특성

의사진단 만성질환수 -.050 .017 .003 .951
우울증점수 -.091 .007 .000 .913
운동 여부 .681 .058 .000 1.976

경제적 특성

본인 총수입액 .001 .000 .000 1.001
가구원당 소득 .000 .000 .000 1.000
가구 재산소득 .425 .061 .000 1.530
가구 공적이전소득 .244 .104 .019 1.277
가구 부동산자산 -.285 .108 .009 .752
가구 부채 -.210 .059 .000 .810
가구 생활수준 -.100 .044 .023 .90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2.167 .225 .000 8.736

최장기일자리 특성

최장기_전문직 .681 .111 .000 1.976
최장기_정규직 .734 .077 .000 2.083
최장기_비정규직 -.471 .081 .000 .625
최장기직업 종사기간 .043 .002 .000 1.044
자발적실직여부 1.674 .063 .000 5.334

생활환경 특성
자가 여부 .198 .073 .007 1.219
대중교통접근성 .087 .035 .011 1.091

　Constant 1.653 .499 .001 5.221

Model X2

-2 Log likelihood 

Cox & Snell R2

Nagelkerke R2

3624.096(.000)

8673.316
.298
.426

예측정확률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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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특성 반영: 도시와 농촌의 비교

다음으로 노인의 거주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에 따라 취업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의 모형에서 이용한 독립변수에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농촌 거주 여부 변수를 추

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지역 변수가 모

형의 예측정확률을 82.1%에서 82.6%로 증가시켰

고, Nagelkerke R2값도 0.437로 증가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모형이 도출되었다. 다른 변수의 

계수값들은 미세한 변화는 있었지만 큰 변동은 보

이지 않았다. 위에서 설명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역 차이가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에 비

해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표 6. 고령자 취업 영향 요인 분석결과–지역특성 반영

B S.E. Sig. Exp(B)

인구학적 특성

성별 -.196 .070 .005 .822
연령 -.104 .005 .000 .901
교육기간 -.074 .008 .000 .929
학습활동 .349 .084 .000 1.418

건강관련 특성

의사진단 만성질환수 -.047 .017 .006 .954
우울증점수 -.092 .007 .000 .912
운동 여부 .641 .058 .000 1.899

경제적 특성

본인 총수입액 .001 .000 .000 1.001
가구원당 소득 .000 .000 .000 1.000
가구 재산소득 .398 .062 .000 1.489
가구 공적이전소득 .264 .105 .012 1.302
가구 부동산자산 -.383 .109 .000 .682
가구 부채 -.246 .059 .000 .782
가구 생활수준 -.120 .044 .007 .88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2.158 .224 .000 8.651

최장기일자리 특성

최장기_전문직 .661 .111 .000 1.937
최장기_정규직 .644 .078 .000 1.903
최장기_비정규직 -.540 .081 .000 .583
최장기직업 종사기간 .037 .002 .000 1.038
자발적실직여부 1.658 .063 .000 5.247

생활환경 특성
자가 여부 .298 .074 .000 1.347
대중교통접근성 .122 .035 .000 1.130

지역특성 도시/농촌 -.714 .068 .000 .490

　Constant 2.524 .508 .000 12.478

Model X2

-2 Log likelihood 

Cox & Snell R2

Nagelkerke R2

3732.086(.000)
8565.325
.306
.437

예측정확률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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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농촌거주 노

인이 취업할 가능성이 2.041배(1/0.490=2.041) 높
았는데 이것은 3장의 지역별 고용률 분석과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도시와 농촌지역 각각에서 고령자

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양

상을 보이는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 노인을 도

시거주와 농촌거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도시거주 고령자 비율은 76.6%이

고, 농촌거주 고령자 비율은 23.4%이다. 

먼저, 도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종속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구 부동산자산 여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도출되었다(표 7). 그 외

의 변수들의 대체적인 경향성은 전체(도시+농촌)

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농촌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대체적인 경향성은 전체 분석과 비슷하나 

표 7. 고령자 취업 영향 요인 분석결과–도시지역

 　 B S.E. Sig. Exp(B)

인구학적 특성

성별 -.183 .080 .022 .832
연령 -.086 .006 .000 .918
교육기간 -.074 .009 .000 .928
학습활동 .377 .097 .000 1.458

건강관련 특성

의사진단 만성질환수 -.063 .019 .001 .939
우울증점수 -.085 .008 .000 .918
운동 여부 .661 .066 .000 1.936

경제적 특성

본인 총수입액 .001 .000 .000 1.001
가구원당 소득 .000 .000 .000 1.000
가구 재산소득 .451 .071 .000 1.569
가구 공적이전소득 .291 .114 .011 1.338
가구 부동산자산 -.219 .123 .076 .804
가구 부채 -.259 .066 .000 .772
가구 생활수준 -.144 .050 .004 .86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2.129 .250 .000 8.407

최장기일자리 특성

최장기_전문직 .544 .119 .000 1.722
최장기_정규직 .529 .083 .000 1.697
최장기_비정규직 -.499 .087 .000 .607
최장기직업 종사기간 .029 .002 .000 1.030
자발적실직여부 1.171 .071 .000 3.225

생활환경 특성
자가 여부 .330 .078 .000 1.391
대중교통접근성 .134 .042 .002 1.144

　Constant 1.112 .570 .051 3.041

Model X2

-2 Log likelihood 

Cox & Snell R2

Nagelkerke R2

1935.815(.000)
6661.787
.219
.328

예측정확률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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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elkerke R2는 0.669로 높게 나타나서 모형의 

적합도가 도시 분석보다 더 높았다(표 8). 다만 수

치상의 변동이 도시거주 노인대상 분석에 비해 크

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1.449배(1/0.690=1.449) 높은 것으

로 나타나서 그 격차가 전체 분석보다 커졌다. 또

한 연령에 따른 변화 역시 1살 감소함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1.188배(1/0.842=1.188)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모델에서 유의미한 변수 중 상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지역의 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도시지역보다 더 적은 변수로 모형이 도출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5인 변수들로만 

다시 분석한 결과에서도 Nagelkerke R2는 0.667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들을 살펴보면, 학습활동, 의사진단 만

성질환수, 가구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

산자산, 부채, 생활수준, 자가 여부, 대중교통접

표 8. 고령자 취업 영향 요인 분석결과 – 농촌지역

 　 B S.E. Sig. Exp(B)

인구학적 특성

성별 -.371 .166 .025 .690
연령 -.171 .013 .000 .842
교육기간 -.061 .019 .002 .941
학습활동 .306 .197 .120 1.358

건강관련 특성

의사진단 만성질환수 -.024 .041 .556 .976
우울증점수 -.111 .017 .000 .895
운동 여부 .572 .136 .000 1.771

경제적 특성

본인 총수입액 .001 .000 .000 1.001
가구원당 소득 .000 .000 .022 1.000
가구 재산소득 .259 .142 .068 1.295
가구 공적이전소득 .208 .276 .450 1.232
가구 부동산자산 .110 .290 .705 1.116
가구 부채 -.256 .154 .098 .774
가구 생활수준 -.133 .105 .207 .87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2.294 .522 .000 9.913

최장기일자리 특성

최장기_전문직 1.306 .321 .000 3.693
최장기_정규직 .851 .227 .000 2.342
최장기_비정규직 -.735 .223 .001 .480
최장기직업 종사기간 .059 .004 .000 1.061
자발적실직여부 3.005 .144 .000 20.176

생활환경 특성
자가 여부 -.298 .242 .218 .743
대중교통접근성 .119 .072 .099 1.126

　Constant 5.521 1.177 .000 249.975

Model X2

-2 Log likelihood 

Cox & Snell R2

Nagelkerke R2

1661.222(.000)
1635.849
.501
.669

예측정확률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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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은 농촌거주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특히 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상당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본인 수입이나 가구원

당 소득은 취업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무 효과(no effect)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특성

은 농촌거주 노인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지의 여부

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생활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자가 여부나 대중

교통접근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

수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보면, 농촌거

주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도시에 

비해 단순하고 모델의 적합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특성이나 생활환경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의 환경이나 삶의 특성 상 경제적 수준이나 자가 

여부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과 큰 관련이 있지 

않았다. 반면 도시거주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은 변수의 수도 많고 이를 통해 도출된 

모델의 적합도도 농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것은 도시거주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고, 그만큼 도시 노인들의 환경이나 상

황이 다양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 노

인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

시에 비해 농촌에서 높게 나타난다. 고령자들은 

생계비마련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취업하기를 원

하고,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시지역 노인들은 농촌에 비해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

로 일하고 싶은지의 여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

학적, 건강관련, 가구관련, 경제적, 최장기직업, 

생활환경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의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

록,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학습활동을 할수록, 건

강할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았고, 본인 수입이나 가

구 소득은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과, 도시거주 노

인에 비해 농촌거주 노인의 취업가능성이 2배 정

도 높게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

해보면 농촌에 비해서 도시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

고 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를 위

한 소득 지원과 고용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고령

자 고용정책과 취업지원은 ‘고용’과 ‘복지’의 두 가

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노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정책뿐

만 아니라,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함을 보여준다. 농촌에 비해 도시 고령자의 특

성이 다양하고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복잡

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

시와 농촌의 노인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와 분석이 필요하고, 도시 내에서도 세부적 특성

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는 세부 지역별 데이터 구축과 분석이 필요하고, 

사례분석과 같은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별 특성 데이터

를 이용해서 분석했는데, 도시/농촌이나 지역환

경 같은 그룹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수준 분

석방법을 이용할 필요성도 있다. 인구고령화 문제

를 해결하고 고령자 고용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과 공간적 차이에 대한 지리학적 사고

가 적용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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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로 계산된

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고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2011년 기준 

만 65세 이상 빈곤율은 45.1%로 OECD 30개국 중 가장 높

고, 특히 독거 노인가구 빈곤율은 76.6%로 나타났다.

2) 경제활동인구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참가

율은 생산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3) 고령자를 규정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기관 및 연구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고령자와 노동(고용) 관

련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고

령자와 복지 관련 일자리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가 많다. 50~64세 근로자들을 고령, 장년이

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인

구는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이철희·이에스더, 2015). 본 연구에서는 고령 

‘노동자’ 보다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에 

그동안 주로 복지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3년 주기 법정조사로, 

지금까지 2008년, 2011년, 2014년 3회 실시되었다. 2014

년 6~9월 975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10,451명에 대한 직

접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표본수는 10,451명이고, 여

기에 각 조사구별 조사완료율의 차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실제 조사한 표본수와 유효 데

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가중치로 인해 셀 값이 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석에 따라 합계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는 가중치 부여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해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자료는 다단계 

층화표집에 의한 전국 규모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자

료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5) 회귀분석은 종속변수(목적변수)가 주로 양적인 데이터일 

때 사용되는데 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질적인 데이터

일 때 사용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설명변수)

의 정규분포나 집단간 분산공분산 동일 가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단지 두 개의 

값만 가지는 종속변수(명목척도)와 독립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6) 학습활동참여 여부는 지난 1년간 배우기나 학습활동에 참

여한 적이 있는지의 예/아니오 대답을 코딩하였다. 가구생

활수준은 가구의 생활수준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매

우낮다 1점에서부터 매우높다 5점까지 부여하여 코딩하였

다. 자발적실직여부는 일을 그만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정년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해고/명예퇴직/폐업/

휴업은 ‘비자발적’으로, 가사문제(육아/가사/간병), 근로조

건 및 환경이 나빠서, 이직/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는 ‘자

발적’으로 간주하고 코딩하였다. 대중교통접근성은 버스/

지하철 역을 이용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질문에

서 걸어서 5분 미만은 4점, 걸어서 5~10분 미만은 3점, 걸

어서 10~30분 미만은 2점, 걸어서 30분 이상은 1점을 부

여하여 코딩하였다.

7) 선형 회귀모델에서 종속변수의 분산에 대한 설명력을 나

타내는 결정계수와 유사하게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는 유

사 결정계수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Cox&Snell의 방법과 

Nagelkerke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여기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으

로 간주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예측정확률은 도출된 

모델에 의해서 종속변수(여기에서는 취업/미취업)의 분류

가 얼마나 잘 분류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표로, 관측된 

종속변수를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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