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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로 대표되는 혁신성과는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IT혁신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하고 운영의 효
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기술혁신이 육체노동을 대체
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도입에 집중되었다면, 인공지능을 대표로 한 현대의 IT
혁신은 인간의 창의성 활동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모든 층위의 인적자
원에 대한 직무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IT혁신에 대한 기업의 이익
과 근로자의 이익은 직무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기준으로 충돌하게 되고, 근로
자들은 기계장치를 거부한 그들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IT혁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노동취약계층에서는 더 큰 직무불안정성을
겪을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
고, 이것은 또 근로자들의 직무안정성에 위협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
혁신강도가 근로자들의 혁신거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노동취약계층과 기업재무성과의 조절효과를 확인
한다. 사업체패널조사 2015년과 2017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IT혁신강도가 강할수록 혁신거부활동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취약계층 중 여성근로자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IT혁신에 따
른 혁신거부활동을 더 많이 하고, 기업의 재무성과가 나쁠수록 그런 경향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제언에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미래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 IT혁신강도, 혁신거부활동, 노동취약계층, 재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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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공장 등 기업
에서의 IT기술혁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Alves, Galina, and Dobelin, 2018). 기술혁신의 성공적 도입은 인적자원
의 효율성을 증진해 기업성과와 생존가능성을 높인다. 기술혁신을 통한 새
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은 기업의 시장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업매출을
늘린다(Blundell, Griffith, and Van Reenen, 1999). 혁신적 제도에 대한
도입은 기업을 사회변화에 적응하도록 만든다. 이에 많은 연구들에서 기술
혁신과 기업성과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Rosenbusch,
Brinckmann, and Bausch, 2011). 경영학에 있어 기술혁신은 전통적인 주
제로서 학제를 불문하고 선행요인과 그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기술혁신은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기
존의 기술혁신 도입과는 차별화된다. 기존의 기술혁신은 육체노동이나 단순
반복작업 등 소위 활용(exploitation, March, 1991) 측면에서 효율성 극대
화를 추구하면서 해당 측면에서의 인적자원의 기계대체화를 도모했다면
(Benner and Tushman, 2003), 4차 산업혁명 이후의 IT기술혁신은 신경망
인공지능에 의한 머신러닝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활동(exploration)도 대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저임금, 비숙련 노동만이 대체대상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
의 모든 인적자원은 과거와는 다른 직무불안정을 직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요인들로 인한 경제 위기는 기업의 경영을 악
화시킨다.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기업 내부의 작업조건(routine)
의 변화를 야기하고 결국 IT기술혁신을 위기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의 재정적 위기상황에서 악화되는 직업안정성은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에 대한 거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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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
본 연구가 실증된다면, 첫째, 기업 혁신의 실패 이유를 근로자의 태도에
서 파악할 수 있다. 혁신이 내부에서 발현하든 외부에서 도입되든 결국 수
행 주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거부활동은 혁신성공에 큰 걸림돌
이다(Klein and Sorra, 1996). 근로자의 혁신거부활동이 기업수준에서, 그
리고 개인 인지수준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하여 기업의 혁신성공과
근로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둘째, IMF, 2008년 경제 위기, 코로
나19로 촉발된 기업의 실적악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IT
기술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해결책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악화된 재무성과가 바로 고용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근로자의 혁신활동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직무안정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를 제안한
다. 마지막으로 노동취약계층의 직무불안정성에 기인한 혁신거부활동은 기
술혁신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노동취약계층이 반대로 피해자가 되는 역설
적 상황을 설명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임을 본 논문에서는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의 IT기술혁신이 모든 수준의 인적자원의 대체가능
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혁신에 대한 거부감을 증진시킴을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둘째, 고령, 비정규직, 외국인, 장애인, 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이 인지하는 직무불안정성이 그들이 기업의 혁신을 거부하
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기업의 재무적 성
과를 혁신거부활동에 대한 상황요인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
적자원의 관점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노동취약계
층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며, 기업위기상황에서 기술혁신도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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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및 연구가설
1. 선행연구 검토
근로자들이 혁신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근로자
들이 처한 상황이나, 업종, 조직환경, 경영진의 의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Hammond, Neff, Farr, Schwall, and
Zhao, 2011). 하지만 일관된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 내부의 요인으로, 근로자의 역량과 업무경험의 경우 혁신활동 참여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e.g. Al‐Jinini, Dahiyat, and Bontis,
2019; Necoechea-Mondragon, Pineda-Dominguez, Perez-Reveles, and
Soto-Flores, 2017; Ou, Tsui, Kinicki, Waldman, Xiao, and Song,
2014)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e.g. Harel, Schwartz, and
Kaufmann, 2019; Herrmann and Nadkarni, 2014; Sonenshein and
Dholakia, 2012)가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외부의 요인들도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 기업의 혁신적인 문화가 근로
자들의 혁신프로세스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Birkinshaw,
Hamel, and Mol, 2008)가 보고되는 한편, 상명하복의 기계적인 문화가 근
로자들의 참여를 이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uns and Stalker, 1961). 이
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실증연구 결과들의 존재는 상황적 요인의 존재를 강
하게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상황적 요인은 조직의 내적, 외적 일치
성이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조직 내부와 외부의 혁신에 대한 동조성
(entrainment)이 역량, 업무경험, 조직문화, 리더의 혁신에 대한 의지, 조직
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 Cohen and Levinthal, 1990) 등 선행요
인들이 근로자의 혁신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e.g. Khavul, Pérez-Nordtvedt, and Wood, E. 2010; 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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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dhury, and Lukas, 2002; Pérez-Nordtvedt, Payne, Short, and
Kedia, 2008). 이런 연구들은 주로 Klein and Sorra(1996)이 제시한 혁신
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근로자의 혁신
활동 참여를 혁신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히고, 혁신-가치
적합성(innovation-value fit)이 근로자들의 혁신활동참여를 결정한다고 보
았다. 혁신-가치 적합성은 혁신이 제공하는 효과성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들이 가진 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Klein and Sorra,
1996).

2. IT기술혁신의 도입과 혁신거부활동
19세기 영국의 방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에 위협을 주는 기계를 파
괴함으로써 자신이 기술혁신의 피해자가 되길 거부했다.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이다. 현대의 기술혁신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등 모
든 종류의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직무안정성을 떨어뜨린다.
그들은 방직기계를 파괴한 선배들처럼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IT혁신에 대
한 채택을 거부한다. 이것은 종종 신-러다이트 운동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Jones, 2006). 직원들은 본인의 직무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활용
(Exploitation)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외부의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흔히 NIH신드롬(Not Invent Here
Syndrome, Katz, and Allen, 1982)이라 지칭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다
음의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Antons and Piller, 2015). 첫째, 자기방어
기제(Ego-defense Mechanism)이다. 직원들은 종종 자기자신과 자신의 일
을 동일시하고, 그것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Self-serving
Bias, Kelley, 1967). 특정 업무 수행을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조직에서
의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정체화한다. 외부
의 혁신은 해당 업무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거부
한다. 둘째, 사회적응(social-adjustive) 측면이다. 회사에서 직원들은 자신
의 담당업무로 정의된다. 그런 직원들에게 업무의 축소나 대체는 자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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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다(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and Turner,
1979). 셋째, 지식친화성 측면이다. 직원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정보를 더
수월하게 처리하고, 생소한 혁신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이 요구된
다. 이 과정에서 인지적 자원이 소비되고 직원들은 자원 소비에 방어적이
된다(자원보존이론, Hobfoll, 1989). 현대의 기술혁신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직원들은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
는 기술혁신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한다. 마지막 넷째, 실용주의적
(Utilitarian perspective) 기술채택이다. 직원들은 기술혁신의 측면에서 본
인들의 이익이 증진될 때 만 외부의 혁신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Eagly and Chaiken, 1993).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 때나(Im, Montoya,
and Workman, 2013), 보상시스템이 있을 때만 혁신전파에 참여한다
(Koch and Leitner, 2008).
조직의 기술혁신 도입은 직원들에게 절대선이 아니다. 기술혁신을 평가
하고, 그것이 자신의 심리적, 직업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혁
신을 거부할 수 있다. 혁신-가치 적합성이 떨어지면 혁신에 참여하는 정도
도 떨어지게 된다.

가설 1: 기업의 IT혁신강도는 근로자들의 혁신거부활동에 정(+)의 영향
을 준다.
3. 노동취약계층과 혁신거부활동
기계나 혁신활동으로 인한 직무불안 증가는 산업별로, 직무 형태별로 서
로 다르다(Carnoy, 1997; Van Roy, Vértesy, and Vivarelli, 2018).
Acemoglu and Restrepo(2017)의 연구에 의하면, 산업에서 로봇활용의 증
가는 전체 인구 대비 고용인구 비율(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Fossen and Sorgner(2019)의 연구에 의하면, 혁신
에 의해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사람의 경우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이 모든 층위의 인적자원의 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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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높인다면, 직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진 집단과 그렇
지 못한 집단이 느끼는 위협의 차이는 클 것이다. 노동취약계층이란 자신의
고용상의 권리가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그러한 문제
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노동계층으로 정의된다(DTI, 2006;
McIlroy, 2008). 노동취약계층은 크게 노동환경 측면과 인구통계학적 측면
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노동환경 측면에서는 비정규 노동자, 저숙련 노
동자가 포함된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에 더 종사하고 기업은 그들에게 비정규 상태를 요
구함으로써 직무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여
성, 고령,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
장에 취업하고 근속연수도 짧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7). 이런
노동취약계층에게 기술혁신도입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김유
선, 2015). 미국에서 자동주문기계(Kiosk)의 도입은 2024년까지 노동취약
계층의 일자리 약 8만 개를 대체할 것이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7). 노동취약계층에게 있어서 기술혁신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정
규직 노동을 하는 계층에 비해 강력하고 그들은 기술혁신에 더욱 적극적으
로 거부할 것이다.

가설 2: 사업장 내 노동취약계층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IT혁신강도에
따른 근로자들의 혁신거부활동이 강하다.
4. 경제 위기상황에서의 노동취약계층과 혁신거부활동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성과의 악화는 노동취약계층의 직무안정성에 직접
적인 악영향을 준다. 한국에서 IMF시대로 지칭되는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
에 대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Kang, Keum, Kim, and Shin,
2001), 한국의 총고용은 1997년의 21.1백만 명에서 1998년 19.8백만 명,
1999년 19.0백만 명으로 감소했고, 이 중 저임금, 비숙련의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의 실업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러한 실업은 여성 노동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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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의
미국의 실업도 2.6백만이 증가했다. 이들 역시 노동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 2011).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의 재
무적 성과 악화는 기업의 목표와 노동취약계층의 목표를 분화시킨다. 기업
은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유연화를 통해 단기적인 재무성과개선을 노리
고,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노동을 자동화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존
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상황은 비접촉기술에
대한 IT혁신수요를 크게 증가시킨다(Javaid, Haleem, Vaishya, Bahl,
Suman, and Vaish, 2020). 경제 위기상황에서 노동취약계층은 기업의 혁
신기술도입을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체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그
런 상황에서 그들의 지속적 몰입(Continuous Commitment, Meyer and
Allen, 1991)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들의 NIH신드롬도 커질 것이고 따
라서 그들의 혁신거부활동도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사업장 내 노동취약계층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나쁠수록
기업의 IT혁신강도에 따른 근로자들의 혁신거부활동이 강하다.
Ⅲ. 연구방법론
1. 자료 및 표본
제시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및 2017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
나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 등에 관한 종단적 정보를 격년
으로 측정한다. 이 조사는 농업, 어업,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를 조사한다. 각 분석별로 이용된
사업체 수에 대해서는 분석결과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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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측정
가. IT혁신강도
독립변수인 IT혁신의 규모와 속도는 사업장에서의 IT관련 투자, 소프트
웨어, 장비/설비구입에 대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장
에서는 IT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IT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이용이 늘었다”, “IT 관련 장비/설비 구입이 늘었다”를 5점 만점으
로 측정하여 평균을 내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나. 혁신거부활동
종속변수인 혁신거부활동은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역문항으로 변
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 근로자는 공식
적 통로(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및 기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신
기계 및 설비 또는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의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습니
까?”와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 근로자는 공식적 통로(노동조합이나 노
사협의회 등) 및 기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공정/업무 프로세스 및 작업
조직 개편의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습니까?”를 6점 만점으로 측정해
역문항으로 변환하여 혁신시스템 거부활동과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 노동취약계층
조절변수인 노동취약계층의 경우 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노동취
약계층의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
장애인 근로자 비율, 외국인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여성근로
자 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02

.12

상장 여부

IT혁신강도

노동취약계층(고령)

노동취약계층(장애인)

노동취약계층(외국인)

노동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취약계층(여성)

재무성과

혁신시스템 거부

혁신프로세스 거부

3

4

5

6

7

8

9

10

11

12

13

주 : +<.10,, *<.05, **<.01

.0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4.36

4.45

.003

.30

.02

.20

2.58

.16

.23

전문경영인 여부

2

.27

노동조합 여부

평균

1

변수

1.21

1.19

.02

.26

.75

.07

.08

.54

.98

.37

.21

.42

.44

표준
편차
1

1

-.14**

-.14**

.10**

-.22**

.002

-.13**

.04**

.03*

.10**

.24**

.11**

.23**

<표 3-1> 연구변수별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09**

-.10**

.10**

-.03*

.003

-.08**

-.01

-.04**

.20**

.28**

.21**

1

2

-.03**

-.04**

.20**

-.04**

-.01

-.05**

-.02

-.05**

.10**

.20**

1

3

-.08**

-.09**

.15**

-.03*

-.03*

-.09**

-.03

-.09**

.18**

1

4

-.17**

-.18**

.05**

-.01

-.04**

-.08**

-.07**

-.12**

1

5

-.01

-.01

-.02

.03*

.84**

-.01

.57**

1

6

-.03*

-.03*

-.01

.00

.56**

.01

1

7

.04**

.05**

-.04**

-.04**

-.01

1

8

-.02

-.02

.01

.06**

1

9

.01

.00

.03*

1

10

-.07**

-.09**

1

11

.8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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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무성과
조절변수인 재무성과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근로자 1인
당 매출액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마.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여부, 전문경영인 여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상장 여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전체 분석에서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각각의 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연도더미를 투입해 변량을 통제하였다.

3. 통계분석전략
가설 검증을 위해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과 같이 한
기업에서 반복측정된 패널자료의 경우 기본적인 일반선형모형으로 추정하
면 1차 자기상관(first-order 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나
본 연구의 자료처럼 결측치가 있는 자료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패널분석에 앞서 각각의 분석 모형에 대해 하우스만(Hausman) 검정
을 수행하여 고정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채택하였다. STATA의 16버
전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각 연구변수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3-1>에 표시하였다. 가설에서 제시한 방향과는 다르게, IT혁신강도와 혁신시
스템,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18과 -.17로 부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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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두 혁신거부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85로 높게 나왔다.

2 가설검증 결과
종속변수인 혁신시스템 거부활동과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에 대한 IT혁
신강도의 직접효과와 재무성과의 조절효과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는 <표 3-2>와 같다.
분석결과 가설 1에서 예상한 방향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혁신
시스템과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 모두 IT혁신강도가 강한 사업장일수록 낮
게 나타났다. 회귀계수가 각각 -.26(Model 1, p<.01)과 -.24(Model 3,
p<.01)로 유의하였다. 이는 가설과는 다르게, IT혁신강도가 강할수록 직원
들이 시스템과 프로세스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
라서 가설 1은 반대방향으로 지지되어 기각되었다. 재무성과의 경우는 상호
작용항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Model 2, 4). 혁신시
스템 거부활동에 미치는 IT혁신강도의 영향에 대한 노동취약계층의 조절효

<표 3-2> 혁신거부활동에 대한 IT혁신강도와 재무성과의 패널분석 결과
Variable
상수
연도더미(2017년)
노동조합
전문경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장 여부
IT혁신강도
재무성과
IT혁신강도*재무성과
R2(Between)
R2(Overall)
F-value
Sample Size(관측수)
Sample Size(사업장수)

혁신시스템
Model 1
b
s.e.
5.42**
.12
-.17**
.03
.02
.17
-.14+
.08
-.43*
.19
-.78+
.48
-.26**
.03

주 : +<.10,, *<.05, **<.01

.03
.04
28.49**
5229
2944

거부활동
Model 2
b
s.e.
5.19**
.17
-.13**
.04
.14
.20
-.22*
.09
-.41
.30
.21
.66
-.25**
.03
-12.43+ 6.55
2.72
1.52
.04
.04
11.89**
3913
2410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
Model 3
Model 4
b
s.e.
b
s.e.
5.38**
.12
5.16**
.17
-.18**
.03
-.15**
.04
.03
.18
.22
.21
-.15+
.08
-.21*
.09
-.42*
.19
-.41
.31
-.42**
.49
-.54
.67
-.24**
.03
-.22**
.04
-14.75* 6.68
2.90
1.55
.02
.03
.02
.02
26.56**
10.89**
5229
3913
2944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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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혁신시스템 거부활동에 대한 IT혁신강도와 노동취약계층의 패널분석 결과
Variable
상수
연도더미(2017년)
노동조합
전문경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장 여부
IT혁신강도
노동취약계층(고령)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
(고령)
노동취약계층(장애인)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
(장애인)
노동취약계층(외국인)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취약계층(비정규직)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취약계층(여성)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
(여성)
R2(Between)
R2(Overall)
F-value
Sample Size(관측 수)
Sample Size(사업장 수)

Model 5
b
s.e.
5.39** .12
-.17** .03
.02 .17
-.14+ .08
-.42* .19
-.80+ .48
-.24** .03
.10 .10
-.13+

혁신시스템 거부활동
Model 6
Model 7
Model 8
b
s.e.
b
s.e.
b
s.e.
5.42** .12 5.43** .12 5.42** .12
-.17** .03 -.17** .03 -.17** .03
.02 .17 .02 .17 .02 .17
-.14+ .08 -.14+ .08 -.14+ .08
-.43* .19 -.43* .19 -.43* .19
-.78 .48 -.78 .48 -.78 .48
-.27** .03 -.27** .03 -.26** .03

Model 9
b
s.e.
5.52** .16
-.17** .03
.02 .17
-.14+ .08
-.43* .19
-.82+ .48
-.32** .04

.08

.03
.04
21.83**
5229
2944

-.36

.66

.15

.55

.03
.04
21.43**
5229
2944

-0.39

.94

0.14

.34

.03
.04
21.37**
5229
2944

-.01

.09

-.02

.08

.03
.04
21.51**
5229
2944

-.40

.44

.23*

.11

.03
.04
21.85**
5229
2944

주 : +<.10,, *<.05, **<.01

과를 분석해서 <표 3-3>에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취약계층 중 고령,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은 IT혁신강도
가 혁신시스템 거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
았다. 노동취약계층 중 여성만이 혁신시스템 거부활동에 미치는 유의한 양
의 상호작용항(Model 9, b=.23, p<.05)을 가졌다. 이를 그래프로 확인해보
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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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IT혁신강도와 혁신시스템거부활동 간 관계에 대한 여성근로자비율의
조절효과( I )

IT혁신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혁신시스템 거부활동의 정도는 약해지지만, 여
성근로자가 많은 조직의 경우 그 기울기가 작았다. 즉 혁신시스템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더 강했다. 따라서 혁신시스템에 대해서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그림 3-2] IT혁신강도와 혁신시스템거부활동 간 관계에 대한 여성근로자비율의
조절효과(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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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에 미치는 IT혁신강도의 영향에 대한 노동취약계
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해서 <표 3-4>에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시스템 거부활동과 마찬가지로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에도
노동취약계층 중 고령,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은 IT혁신강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다. 노동취약계층 중 여성만이 혁
신프로세스 거부활동에 미치는 유의한 양의 상호작용항(Model 14, b=.27,
p<.05)을 가졌다. 이를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그림 3-2]와 같다. IT혁신강
도가 강해짐에 따라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의 정도는 약해지지만, 여성근로
자가 많은 조직의 경우 그 기울기가 작았다. 즉 혁신프로세스를 거부하는 경

<표 3-4>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에 대한 IT혁신강도와 노동취약계층의 패널분석
결과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
Model 10 Model 11 Model 12 Model 13
b s.e. b s.e. b s.e. b s.e.
상수
5.35** .12 5.38** .12 5.40** .12 5.38** .12
연도더미(2017년)
-.18** .03 -.18** .03 -.18** .03 -.18** .03
노동조합
.03 .18 .03 .18 .03 .18 .03** .18
전문경영인
-.15+ .08 -.15+ .08 -.15+ .08 -.15+ .0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1* .19 -.42* .19 -.42* .19 -.42* .19
상장 여부
-1.43** .49 -1.42** .49 -1.42** .49 -1.42** .49
IT혁신강도
-.22** .03 -.24** .03 -.25** .03 -.24** .03
노동취약계층(고령)
.11 .11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고령)
-.12 .09
노동취약계층(장애인)
.23 .68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장애인)
-.27 .56
노동취약계층(외국인)
-.57 .96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외국인)
.25 .35
노동취약계층(비정규직)
.00 .09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비정규직)
-.01 .08
노동취약계층(여성)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여성)
R2(Between)
.02
.02
.02
.02
R2(Overall)
.02
.02
.02
.02
F-value
20.18** 19.94**
19.97**
19.93**
Sample Size(관측 수)
5229
5229
5229
5229
Sample Size(사업장 수)
2944
2944
2944
2944
Variable

주 : +<.10,, *<.05, **<.01

Model
b
5.47**
-.18**
.03
-.16*
-.42*
-1.46**
-.31**

14
s.e.
.17
.03
.18
.08
.19
.49
.04

-.39 .45
.27* .12
.02
.02
20.62**
5229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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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더 강했다. 따라서 혁신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해 IT혁신강도와 여성근로자비율, 재무성과의 3차
상호작용항(3-way interaction term)을 이용해 검증했다. 이를 <표 3-5>에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IT혁신강도와 여성근로자비율, 재무성과의 3차 상호
작용항이 혁신시스템 거부활동에는 유의한 계수를 가지지 못했지만, 혁신프
로세스 거부활동에 대해서는 –21.96으로 유의하였다(Model 16, p<.05).
가설 3은 노동취약계층 중 여성근로자비율에 대해 지지되었다.
분석결과를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해 여성근로자비율과 재무성과를 상황
요인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 [그림 3-3]에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집단에서는 IT혁신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혁신프로세스 거
부활동의 정도가 약해지는데, 여성근로자비율이 높고, 재무성과가 낮은 사
<표 3-5> 혁신거부활동에 대한 IT혁신강도와 여성근로자비율과 재무성과의 상호
작용효과
Variable
상수
연도더미(2017년)
노동조합
전문경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장 여부
IT혁신강도
재무성과
노동취약계층(여성)
IT혁신강도*재무성과
IT혁신강도*노동취약계층(여성)
재무성과*노동취약계층(여성)
IT혁신강도*재무성과*노동취약계층(여성)
R2(Between)
R2(Overall)
F-value
Sample Size(관측 수)
Sample Size(사업장 수)

주 : +<.10,, *<.05, **<.01

혁신시스템 거부활동
Model 15
b
s.e.
5.41**
.22
-.13**
.04
.13
.20
-.22*
.09
-.43
.30
.16
.66
-.31**
.05
-21.86*
10.87
-.92
.58
3.37*
1.65
.30+
.16
63.68
54.51
-11.60
10.80
.03
.04
8.32**
3913
2410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
Model 16
b
s.e.
5.44**
.23
-.15**
.04
.20
.21
-.22*
.09
-.46
.31
-.61
.67
-.31**
.05
-34.24**
11.06
-1.20*
.59
3.96*
1.68
.43*
.17
126.26*
55.45
-21.96*
10.99
.02
.02
8.24**
3913
2410

 기술발전을 거부하다 : 노동취약계층의 혁신거부활동에 미치는 경제 위기의 영향

79

[그림 3-3] IT혁신강도와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 간 관계에 대한 여성근로자비율
과 재무성과의 복합조절효과

업장에서는 오히려 거부활동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Ⅴ. 토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기업혁신활동은 근로자의 행동이나 기업의 재무적 성과, 장기적 생존가
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hanker, Bhanugopan,
Van der Heijden, and Farrell, 2017).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더욱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을 기업의 주요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기업의 혁신 투자에 대해 조직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한편으로는 조직의 생존과 목표달성을 추
구하면서도 동시의 자신의 직무안정성과 생존을 보장받기를 바란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기업혁신이 주는 위협은 혁신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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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직무안정성이 낮은 노동취약계층에
게 강하며, 코로나19로 촉발된 기업들의 재무적 상황악화는 그런 경향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에서는 IT혁신의 강도가 강할수록 사업
장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거부활동이 강해지고, 노동취약계층 비율이 높을
수록, 재무성과가 나쁠수록 더욱 IT혁신으로 인한 직무안정성의 위험이 강
해져 IT혁신강도에 따른 혁신거부활동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IT혁
신강도는 예상과 다르게 혁신거부활동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시스템과 혁신프로세스에 대한 거부활동 모두 IT혁신강도가 강한 사업장에
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장 내 존재의 정당성(legitimacy) 확보를
위한 모방주의 경향성(isomorphism, Deephouse, 1996)이 가능한 하나의
설명일 수 있다. 노동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조직구성원의 경우 IT기술 도입
에 따라 노동취약계층만큼의 직무불안정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조직규
범을 받아들이고 조직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조직 내 존재의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IT혁신의 강도가 강할수록 경영진의 혁신
에 대한 의지를 조직구성원이 쉽게 느끼게 된다(signal effect, Feldman
and March, 1981). 상대적으로 직무불안정성을 걱정하지 않는 일반 조직
구성원의 경우 경영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동화됨으로써 조직에서
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고령,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여성 등 다섯 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여성근로자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혁신
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특히, 여성근로자비율이 높고, 재무성과
가 나쁜 사업장의 경우 다른 집단에서 IT혁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다르게, IT혁신강도가 증가할수록 혁신프로세스 거부활동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몇몇의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기업의 혁신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는 혁신의 효과나 필요성 등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이 차별화되는 지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가설화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업에서의 혁신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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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대체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혁신참여에 대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노동취약계층비율을 주요 연구변수로 삼아 기존의 연구분야를 확장
하였다. 그동안 Klein and Sorra(1996)의 연구틀을 이용한 실증연구들은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취약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고 재무상황과 함
께 실증분석함으로써 혁신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셋째, 노동취약계층과 기
업의 재무성과를 상황변수로 파악하여 혁신거부활동이 가장 강해지는 조건
을 찾았다. 본 연구결과 여성근로자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나쁠수록
구성원들의 직무불안정성이 강화되어 혁신거부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몇몇의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IT기술의 도입
에 있어서 혁신의 주체는 근로자이면서도 혁신의 대상 또한 그들인 경우,
혁신을 거부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들은 새로운 IT
기술이나 시스템, 설비, 프로세스 등의 도입을 주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있는 경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업
장인 경우, 상장기업인 경우에 모든 분석조건에서 혁신거부활동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IT혁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조
건을 확인하여 구성원들의 혁신거부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노동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IT혁신강도에 따른
혁신거부활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재무성과가 나쁜 기업에
서 더욱 그렇다. 이것은 IMF 경제위기 시기의 한국의 여성고용감소와도 동
질적인 결과이다(Kang et al., 2001). 여성이 고용불안정성을 가장 크게 느
끼며 이것이 여성근로자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재무성과가 나쁠 때 두드러
지게 혁신거부활동이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의 코로나19로 촉발된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IT혁신을 진행하면서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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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 제언
본 연구는 함의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째, 노동취약계층을 고령,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여성 등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고 통계분석을 하였으나, 여성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에서 유의
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집단과 재무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음을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노동취약계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2015년과 2017년의 연구표본을 가지고 분석되었다.
경제 위기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악화되기에, 기업의 재무성과를 조절
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취약계층이
겪을 직무불안정성에 대해 더 확실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9년과 2021
년의 표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패널화
되어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의 사업체패널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의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실업상태
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종류와 보장범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별로 강
조되는 노동취약계층이 다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
한 다양한 국가에서 분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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