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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의 성별 직종분리의 추이는 과밀가설이라는 기존의 이론적 틀로
는 설명될 수 없는 다원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별 직종분리의
최근 추이에서 나타난 몇가지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시각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은 성별 직종분리를 직종특성(job
characteristics)에 대한 선택모형으로 접근한다. 이로부터 얻어진 직접선택확률이
임금함수의 선택편의를 보정하는 데 사용되는 결합추정방법이 제시된다. 실증분
석에는 미국의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s)와 직업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이 사용된다.
핵심용어 : 성별 직종분리, 사회적 성이론, 성 - 가치 분리가설, 직종특성, 조건부 로짓모형

Ⅰ. 머리말

1)

성별 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는 오랫동안 노동경제학의 핵심 주제가 되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나 임금효과와 관련하여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연구과
제로 남아 있다. 성별 직종분리가 노동시장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던 가
장 큰 이유는 그것이 여성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남성이 집중된 직
종에 비해 수적으로도 소수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직업안정성
투고일 : 10월 31일, 심사의뢰일 : 11월 5일, 심사완료일 11월 15일.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khwang@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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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떨어지는 하위 직종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별 직종분리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의 지위 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연구자들 사이에 통념으로 굳어져 왔다.
이 글은 성별 직종분리에 관한 종래의 시각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성별 직종분리를 직종특성(job characteristics)에 대한 선택모형으로 접근한
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성별 직종분리의 최근 추이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살
펴보고 이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시각에 대해 논의한다. 제Ⅲ장에
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하고 직종자료를 이용하여 이른바 여성직종과 남
성직종 간의 직종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와 임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직종특성에 대한 직종선택모형을 제시하고 개인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
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글에서의 분석이 가지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한다.

Ⅱ. 성별 직종분리의 추이와 분석시각

1. 성별 직종분리의 추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소수의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만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Anker(1997)는 성별 직종분리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경제사회집단 안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종분포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의 원인과 그 변화 패턴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논문들
이 제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보편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별 직종분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그 변화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직종분리의 추세가 균일한 경로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성별 직종분리의 추이는 기존의 제반 이론들로는 설명
될 수 없는 다원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별 직종분리를 측정하는 상
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1)는 1970년 67.6, 1980년 59.3, 1990년 53.0으로 꾸준

0) 던컨지수(Duncan Index)라고도 불리는 相異지수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성별 직종분리의 지
표이다. 이 지수는 남성과 동일한 직종분포를 갖기 위해 직종을 바꿔야 하는 여성의 비율을 측정
한다. 相異지수(D)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 노동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수경)

3

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Blau, Simpson, & Anderson, 1998).2) 그러나 이러한 전반
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직종분리를 온존시키는 다양한 동력이 함께
존재한다.
첫째, 많은 여성들이 예전에는 남성에 의해 전유되던 고숙련 고임금 직종에 진출하
였지만, 이러한 직종의 일부에 여성의 진출이 다시 집중됨에 따라 이들 직종이 혼성직
종(integrated occupation)이 되기보다는 단순히 남성직종(male-dominated occupation)
에서 여성직종(female-dominated occupation)으로 자리만 뒤바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직종의 재분리(resegregation) 혹은 여성화

(femin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skin & Roo, 1990; Hakim, 1996; Jacobs,
1995).
둘째, 1970년대 이후 전문직과 사무직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성별 직종분
리가 크게 개선된 반면, 생산직의 경우에 한정하면 성별 직종분리는 같은 기간 중 변
화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Watts, 1995).
셋째, 동질적인 교육그룹 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성별 직종분리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priggs &
Williams, 1996). 특히 고학력층 여성일수록 일부 직종에의 집중현상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동학들이 1980년대 후반 성별 직종분리의 완화세가 1970년대나

1980년대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한 주요한 요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성별 직종분리의 감소세는 더욱 둔화되어 상이지수
는 1990년 56.4에서 1997년 53.9로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ells,

1999).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보다 직접적인 지표인 여성근로자
의 임금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가?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의 상대임금
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향상되어 1978년과 1999년 사이에 정규직 여성근로자
의 임금은 남성근로자 대비 61%에서 76.5%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핵심노동연령층
인 35∼44세의 경우 여성의 상대임금은 1978년 0.589, 1988년 0.647, 1998년 0.716
으로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Blau & Kahn, 2000). 1980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1
|m i -f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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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기서 mi와 fi는 직종 i에서 전체근로자중 남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근로자 비율을 각각 의미한다.
2) Blau, Simpson, & Anderson(1998)과 다른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Jacobson(1994)의 분석에서는
相異지수가 1970, 1980, 1990년에 각각 62, 55, 51로 측정되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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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의 축소는 경력에 대한 수익률 차이 등 성별 특수요인에서의 향상을 능
가하는 수준이었다고 분석되고 있다(O'Neill & Polachek, 1993). 더욱이 1980년대 이
후가 미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는 하나의 패러독스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확
대 가운데 이루어진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가 제1의 패러독스라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성별 직종분리 완화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별 임금격차의 꾸준한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제2의 패러독스라 할 만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두 가지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전
반적인 완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완고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적 관행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상당
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성별 직종분리는 산업화 초기, 즉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이 일정 정도 제약받는 시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비롯되는 과도적 현
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성별 직종분리가 성별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이
라는 단선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기존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여성 직종이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저숙련 저임금의 하위직종인 것은 아니며,
또한 성별 직종분리가 반드시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
닐 수 있다는 것이다. 고임금 여성직종3)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1983년에

2.5%에서 1998년 28%로 급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Hwang, 2001).

2. 성정체성(gender identity)과 성별 직종분리
사회적 성이론(gender theory)은 성별 직종분리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
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여성들이 집중된 직종에서의 직무 및 작업방
식의 특징들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전형적인 여성 성(性)과 매우 닮아 있다는 데 주목
한다(Anker, 1998). 예를 들면, 여성직종은 노약자나 병자들을 돌보는 일, 가사노동과
유사한 작업, 육체적 부담이나 위험이 덜한 작업, 시간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작업
등 여성의 일반적인 스테레오 타입과 유사한 직무 내용을 주로 하는 직종이라는 것이
다. 성별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이 사회 내에서의 성별 역할 구분(gender role)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
우 성별 직종분리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외적인 요소가 더욱
3) 고임금 직종은 그 직종의 평균임금이 전직종 평균임금의 상위 사분위수(Q3)를 초과하는 직종으로
구분되며, 고임금 여성직종은 그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전체 노동력에서의 여성비율을 5% 이상
상회하는 직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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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틀 내에서의 수
요와 공급 간의 작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전의 요소들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는 것이다.
성별 스테레오 타입 혹은 성 정체성은 경제 주체로 하여금 그와 유사한 직무내용을
갖는 작업에서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그와 다른 작업에서 여성의 진출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성별 스테레오 타입이 직업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차이는 ‘차별(discrimination)’로 규정된다.4)
그러나 구조화된 성 정체성에 의해 직업능력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면 성별
직종분리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실상 여성과 남성은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전형적인 여성상과 남성
상에 부합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길러지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숙련
에 유리한 자질(이하 숙련자원)을 습득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종의 선택과 밀접
한 관련을 갖는 대학에서의 전공분야를 살펴보아도 성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Borghans & Groot, 1999). 이로 인해 평균적인 의미에서 성별로
상이한 숙련자원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별 직종분리
를 논의할 때,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나타
난 결과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3. 성(gender)과 가치(value)의 분리
분석에 앞서 과연 어떤 직종이 여성직종인가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여성직종을 정의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지표가 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 비율

(Percentage Female: PF)이다.5) 여성직종이 주변적이고 저가치 직종이라는 인식은 이
른바 PF와 임금 간의 반비례 관계로 확립되어 있다.6)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성이 상
대적으로 시간 선호도가 높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덜한다는 점(인적자본론의 접근
4) 동일한 생산성을 갖는 두 개인에 대해 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Becker, 1968).
5) 직종 내 여성근로자 비율(PF)은 Monthly Labor Review에 발표된 Fuchs(1974)에서 최초로 사용
된 후 Bergman(1974) 등 과밀가설(Crowding Hypothesis) 주창자들에 의해 주로 채택되어졌다.
6) Killingsworth(1987)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지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로 정형
화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첫째, 여성은 주어진 직종에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직종에서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여성근로자 비율이 큰 직종일수록
직종의 평균임금이 낮다. 세 번째 사실이 PF-임금의 반비례관계(negative PF-wage relationship)
로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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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임금보다는 작업이나 직장에 대한 귀속감이 덜 요구되는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선호한다는 점(Hedonic 임금론의 접근방식) 등이 주된 설명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PF - 임금 간의 반비례 관계에 대한 천착은 부지불식간에 여성직종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양산한다.7) PF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직종특성이 집합된 결
과로서 나타난 직종특성의 일차원적 지표이다. 다차원적인 직종특성을 일차원적 지표
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성 성의 시장가치에 대해 과도한 단순화가 불가피하다.
[그림 1] 성(gender)과 가치(value)의 두 차원

긍정적(+)
견고한 단단함 (M+)

유연한 부드러움 (F+)

- 논리적 추리
- 과학적
- 정확성

- 변증법적 추리
- 인도적
- 풍부함

남성적(M)

여성적(F)

경직적인 단단함 (M-)

무른 부드러움 (F-)

- 강박적 고정관념
- 비인간적
- 얄팍함

- 비논리적
- 비과학적
- 모호함

부정적(-)
자료 : Nelson(1992)의 111∼114쪽으로부터 재구성함.

테일러주의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적 특성은 집합적으로 노동시장에 부적합한 것으
로 치부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시간에 대한 선호가 남성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은
테일러주의하의 노동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산업이 소프트화됨에 따라 여성 성이 반드시 노동시장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성 가치 분리가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Nelson, 1992). 이에 따르면 여성 성과 직무의
가치는 서로 독립적인 두 축으로 이해될 수 있고8) 그 두 축에 의해 네 개의 사분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7) 더욱이 Hwang(2001)은 직종특성을 고려하고 난 후 PF-임금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역U자
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8) Anker(1998) 역시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을 장단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가 성별 직종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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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식을 노동시장에 적용하면, 각각의 사분면은 우측 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
로

여성적-시장친화적,

여성적-시장비친화적,

남성적-시장비친화적,

남성적-시장친

화적인 특성을 대표한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는 직무의 특성으로, 공급측
면에서는 숙련의 유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각각의
숙련유형에 대해 각기 다른 보상이 주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들이 장점
을 가진 숙련 유형에 대해서 보다 많이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 결국 성별 직종분리는
숙련자원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가 존재할 때 다양한 숙련유형 혹은 직종특성에 대한
개별 주체들의 선택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직종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이 이루어진다면 임금과 관련하여 여성 직종 내에서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

Ⅲ. 여성직종에서의 직종특성
1. 분석 자료 및 변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s(CPS)와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DOT)이다. CPS는 미국 노동성이 월별로 5만여 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횡단면자료로 그 중 3월 조사에는 임금에 관한 보충조사
가 있어 소득이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이다. 본 연구
에서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의 전체 표본 중 소득이 있고 표준직업분류(SOC)상 소
분류(3-digit)로 기록되는 직종코드9)가 있는 근로자(군인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직종별 여성근로자 비율(PF) 및 직종 평균임금(MW)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
여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직종만으로 표본을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년의 경
우 전체 5백여 소분류 직종 중 270개 직종만이 관측되었다.

DOT는 직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 계통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일종의 직업사
전이다. 본 연구에서는 DOT의 1991년 개정본이 사용되었다. 이 자료는 직업에서 요
구되는 일반적인 교육 정도(GED)를 추리, 수리, 언어능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등급을 제
9) CPS에서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980년 표준직종분류(503개 소분류)가 사용되었으나 1992년
부터는 1990년 표준직종분류(501개)가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계열적 추이를 보기 위
해서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데이터에 반영해야 한다. 이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러한 조정을
거쳐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구축되었다.

8

노동정책연구 2001년 가을호

<표 1> 직종특성(Job Characteristics)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설명1)

평균
(N=270)

상관계수(1998) 2)
(w/PF) (w/MW)

[Aggregate Statistics from CPS]
PF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
0.41
MW
Average Hourly Earnings ($)
15.98
-0.24*
EDUM
Average Educational Attainments (Year)
13.80
0.19*
HRM
Average Hours Worked per Week (hr)
39.49
-0.57*
PPT
Proportion of Part-time Workers (%)
0.21
0.41*
[Job Characteristics from DOT]
SVP
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 (Month)
38.46
-0.09
STRENG
Strength Rating (0-4)
1.19
-0.50*
Worker Functions (Functions Ratings of the tasks performed in the occupation)3)
FP
Relation to People (0-8)
2.14
0.27*
FT
Relation to Things (0-7)
2.66
-0.28*
FD
Relation to Data (0-6)
3.07
0.12*
GE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required for job performance)4)
GED_REA
Reasoning Development (0-5)
2.73
0.08
GED_MTH
Mathematical Development (0-5)
1.79
0.02
GED_LAN
Language Development (0-5)
2.25
0.20*
GOE (Guide for Occupational Exploration in terms of interest requirements)5)
ARTIS
Artistic (0-1)
0.058
-0.01
SCIEN
Scientific (0-1)
0.074
-0.01
ANIML
Plants-Animals (0-1)
0.031
0.02
PROTE
Protective (0-1)
0.022
-0.14*
MECHA
Mechanical (0-1)
0.263
-0.54*
INDUS
Industrial (0-1)
0.150
-0.20*
BUSIN
Business Detail (0-1)
0.123
0.42*
SELLI
Selling (0-1)
0.050
0.05
ACCOM
Accommodating (0-1)
0.057
0.15*
HUMAN
Humanitarian (0-1)
0.070
0.30*
LEADI
Leading-Influencing (0-1)
0.100
0.21*

-0.24*
0.64*
0.36*
-0.33*
0.61*
-0.13*
0.37*
0.24*
0.50*
0.61*
0.58*
0.55*
0.10*
0.35*
-0.14*
0.02
0.10*
-0.27*
-0.21*
-0.11*
-0.19*
0.06
0.21*

주 : 1) ( )안은 해당변수의 단위 및 평가척도를 의미함.
2)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로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작업대상과 관련한 근로자의 기능 정도는 사람(FP), 사물(FT), 데이터(FD)를 각각 대상
으로 할 때 초보적인 기능으로부터 복합적인 기능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줌.
4) 일반적 교육능력개발 정도(GED)는 직무수행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
준을 의미함.
5) 직업탐색을 위한 지침(GOE)은 근로자의 관심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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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직업훈련기간(SVP), 육체적인 노동강도

(STRENG) 등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직무수행시의 주된 작업 대상에 대해서도 사
람, 사물, 자료로 구분하여 각각의 난이도를 평가(Functions ratings)하고 있다. 이외에
도 근로자의 직업알선을 위해 12개 관심영역에 대한 분야별 평가점수(GOE)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DOT는 SOC와는 다른 별도의 세세분류 직종코드를 사
용하기 때문에 CPS와 결합해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SOC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0)

DOT로부터 얻어진 19가지 직종특성변수 외에도 CPS에서 추출된 직종별 평균교육
년수(EDUM), 평균근로시간(HRM), 시간제근로자 비율(PPT) 등이 추가적인 직종특성
변수로 고려되었다. 평균교육년수는 직종이 요구하는 일반적 교육수준을, 평균근로시간
은 직무에의 귀속성 정도를,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직무의 유연화 정도를 포착하기 위
한 대리변수로 간주된다. 이들 22개 변수들이 직종특성의 전체 집합을 구성한다. <표

1>은 DOT와 CPS로부터 추출된 직종특성변수들의 1998년도 평균값과 주요 직종변수
들－여성근로자 비율 및 직종평균임금－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직종특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직종자료만을 이용한 분석 결과
를 소개한다. CPS와 DOT를 통합한 근로자자료는 제Ⅳ장의 직종선택모형에서 사용될
것이다.

2. 여성직종에서의 직종특성과 임금과의 관계
이 절에서는 직종특성의 다양한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Nelson(1992)과
유사한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다차원적인 직종특성으로 분해하고자 한다. 즉, 각각
의 직종특성변수들은 여성직종과의 친화 정도 및 시장에서의 보상 정도에 의해 ‘여성
성(femaleness)’과 ‘시장성(marketability)’의 두 축에 의해 분류된다.
직종특성의 여성직종과의 친화 정도는 여성직종과 남성직종 간의 개개 직종특성에
있어서의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로 측정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계
열분석에 유용한 Beller(1982)의 구분방법을 사용하여 직종을 구분한다.11) 즉, 남성과

10) CPS는 1990년의 3-digit SOC 직종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DOT는 1980년 SOC를 토대
로 한 9-digit 직종분류를 사용하고 있어 1대 1 결합이 불가능하다. 결합을 위해서 DOT상의 개
개 직종에 대해 직종명과 정의를 토대로 SOC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여러 개의 세세분류 직종의
단순평균을 소분류 직종특성으로 간주하였다.
11) 컷-오프 포인트(cut-off point)를 이용하는 방식은 경제활동참가율 혹은 취업자 변동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연도를 비교하는 데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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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동일한 선호(preference)와 자원(resources)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직종선택이
보장된다면, 각 직종에서의 여성비율은 연도별로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비율과 동
일할 것이다. 여기에 통상적인 5%의 통계오차를 허용하여 여성이 그 이상으로 많으면
여성직종, 남성이 그 이상으로 많으면 남성직종으로 범주화한다.12) 여성직종과 남성직
종 간 직종특성에서의 차이와 그 변화추세는 [그림 2]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에서 우
측으로 돌출한 막대그래프를 갖는 직종특성은 여성직종에서 우월한 특성으로, 좌측으
로 돌출한 막대그래프를 갖는 직종특성은 남성직종에서 우월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막대그래프의 돌출 정도는 우월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직종특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보상 정도는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 간
의 직종특성에서의 표준화된 차이를 이용해 판별할 수 있다. 고임금 직종은 그 직종의
평균임금이 전직종 평균임금의 상위 사분위수(Q3)를 초과하는 직종으로 분류되며, 저
임금 직종은 대칭적으로 그 직종의 평균임금이 전직종 평균임금의 하위 사분위수(Q1)
에 미달하는 직종으로 구분된다.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 간의 직종특성에서의 차
이와 그 변화추세는 [그림 3]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와 동일하게 우측 막
대그래프는 고임금 직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직종특성을, 좌측 막대그래프는 저임금 직
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직종특성을 의미한다.
우선 여성직종과 남성직종 간의 직종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일반적
숙련과 관련된 특성 중 직종에서의 근로자의 평균교육년수(EDUM)는 조사기간 전 연
도에 걸쳐 여성직종에서 길며 그 정도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지만
분야를 나눈 교육능력 개발정도(GED)로 살펴보면 여성직종은 언어능력(GED_LAN)을,
남성직종은 수리능력(GED_MTH)을 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
다. 반면에, 직종특수적 숙련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간(SVP)에서는 여성직
종이 남성직종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직종의 경우 직종특수적
숙련보다는 일반적 숙련을 요구하는 직종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직종으로는 교사,
상담원, 사회사업 관련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직종특성변수들을 살펴보면, 여성직종에서 파트타임근로자 비율(PPT)
은 현저하게 높고 반대로 직종평균 근로시간(HRM)은 현저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시간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밖에도 여성직종은 육체적인 노동강도(STRENG)를 덜 요구하며, 기계(MECHA)
12) 그 외의 직종은 혼성직종(Integrated occupation)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절에서의 주된 관심
은 여성직종과 남성직종 간의 직종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혼성직종에 대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성별 직종 구분에 따른 직종특성의 차이는 Hwang(2001)에
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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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업(INDUS)과 덜 관련되고, 반면에 인도적인 관심사(HUMAN)을 보다 중시하며
영업(BUSIN)이나 숙박(ACCOM)관련 서비스직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작업대상
과 관련해서도 여성직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작업(FP)에서, 남성직종은 사물을 상대
로 하는 작업(FT)에서 각각 고도한 숙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남을
잘 보살피고 정직하며 외관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반면,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위험을
기피하며 수리 과학능력에서 뒤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스테레오 타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13)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직종특성(SVP, GED_REA, BUSIN
제외)에서 성별 차이가 최근 들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 간의 직종특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직
종에 요구되는 교육이나 훈련의 양과 관련된 EDUM, SVP, GED 등의 변수들에서 양
직종 간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간 선호와 관련된 변수
들은 HRM은 고임금 직종에서, PPT는 저임금 직종에서 각각 높게 나타난다. 작업대
상을 측정하는 지표들도 모두 고임금 직종에서 높은 값을 갖는데, 여성직종에서 더 많
이 요구되는 FP와 FD가 남성직종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PT보다 더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는 것도 주의할 대목이다. LEADI을 제외하면 관심사나 적성을 측정하고 있
는 GOE 변수들은 두 임금범주별 직종간에 차이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두 결과를 종합한 것이 <표 2>다. 이 표에서는 여성직종과의 친화 여부와
고임금에 유리한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1, 0, 1]의 스케일로 구분하여 ‘여성성’과 ‘시
장성’이라는 두 축을 갖는 좌표상에서의 위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그림 4]와 같은 직종특성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특히 EDUM, FP, GED_LAN,
LEADI와 같은 직종특성변수들은 여성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시장가치가 높은 직종특성
들로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하자. 이 결과는 성-가치 분리가설을 뒷받침한다.

13) Anker(1998)에 따르면 장점으로 인식되는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으로는 보살핌(caring nature),
가사와 관련된 일(household-related work), 솜씨(manual dexterity), 정직성(honesty), 외관
(physical appearance) 등 5가지를 꼽았고,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으로는 수동성(disinclination to
supervise others), 신체적 취약성(less physical strength), 수리 과학능력의 부족(less ability to
do science and maths), 여행을 기피함(less willingness to travel), 육체적 힘이나 위험에 대한
기피(less willingness to face physical danger and use physical force) 등 5가지를 지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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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성(femaleness)-시장성(marketability) 공간에서의 직종특성

1983

1988

1993

1998

EDUM

[ 0, 1]

[ 0, 1]

[ 1, 1]

[ 1, 1]

HRM

[-1, 1]

[-1, 1]

[-1, 1]

[-1, 1]

PPT

[ 1,-1]

[ 1,-1]

[ 1,-1]

[ 1,-1]

SVP

[-1, 1]

[-1, 1]

[-1, 1]

[ 0, 1]

STRENG

[-1,-1]

[-1,-1]

[-1,-1]

[-1,-1]

FP

[ 1, 1]

[ 1, 1]

[ 1, 1]

[ 1, 1]

FT

[-1, 1]

[-1, 1]

[-1, 1]

[-1, 1]

FD

[ 0, 1]

[ 0, 1]

[ 0, 1]

[ 0, 1]

GED_REA

[ 0, 1]

[ 0, 1]

[ 0, 1]

[ 0, 1]

GED_MTH

[-1, 1]

[ 0, 1]

[ 0, 1]

[ 0, 1]

GED_LAN

[ 0, 1]

[ 0, 1]

[ 1, 1]

[ 1, 1]

ARTIS

[ 0, 0]

[ 0, 0]

[ 0, 0]

[ 0, 0]

SCIEN

[ 0, 1]

[ 0, 1]

[ 0, 1]

[ 0, 1]

ANIML

[ 0,-1]

[ 0, 0]

[ 0,-1]

[ 0,-1]

PROTE

[-1, 0]

[-1, 0]

[-1, 0]

[-1, 0]

MECHA

[-1, 1]

[-1, 1]

[-1, 1]

[-1, 1]

INDUS

[ 0,-1]

[ 0,-1]

[-1,-1]

[-1,-1]

BUSIN

[ 1,-1]

[ 1,-1]

[ 1,-1]

[ 1,-1]

SELLI

[ 0, 0]

[ 0, 0]

[ 0, 0]

[ 0, 0]

ACCOM

[ 1,-1]

[ 0,-1]

[ 0,-1]

[ 1,-1]

HUMAN

[ 1,-1]

[ 1, 0]

[ 1, 0]

[ 1, 0]

LEADI

[ 0, 1]

[ 0, 1]

[ 1, 1]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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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성직종과 남성직종 간의 직종특성에서의(표준화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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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 간의 직종특성에서의(표준화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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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종특성의 유형

정의 임금효과

SVP, HRM, FT,
MECHA

FD, GED-REA,
GED-MTH,
SCIEN

EDUM, FP,
GED-LAN,
LEADI

임금중립적

PROTE

ARTIS, SELLI

HUMAN

부의 임금효과

STREN,
INDUS

ANIML

PPT, BUSIN,
ACCOM

남성친화적

성중립적

여성친화적

Ⅳ. 직종특성에 대한 직종선택모형

1. 직종선택모형과 임금함수
이 장에서는 각각의 직종특성이 근로자의 직종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m개의 직종이 존재하고 각 직종은 k개 숙련유형의 조합(Cj={Ck})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근로자들은 각각의 숙련유형에 대해 상이한 숙련자원(skill

endowment)을 보유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진입시점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직종선택을 한다고 가정하자. 단순화를 위해 생애에 걸친 숙련의 퇴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직종이 여러 숙련유형의 각기 다른 구성을 취하므로 취업 후 근로
자의 직업능력(L)은 그가 선택한 직종에 따라 달라진다.

Li = [L1i(C1), ..., Lmi(Cm)]

(1)

직업능력의 로그함수로 묘사되는 근로자의 생산성은 각기 다른 숙련유형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개별 능력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며 기대치가 μ = {μk}이고 공분산행렬이 Σ =

{σkk}인 벡터라고 가정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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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i ≡ ln Lji(Cj) = aj0 + aj1C1i + aj2C2i + … + ajkCki
= μj + εji

(2)

여기서 하첨자 i와 j는 각각 근로자와 직종을 나타낸다. 개별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
자원에 따라 각 직종에서의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직종에서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potential earnings)도 직종별로 상이하다. 근로자의 잠재소득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Yi = [w1L1i(C1), ..., wmLmi(Cm)]

(3)

여기서 w=[w1, ...,wm]는 숙련에 대한 직종별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자연대수로
표기하면,

yi = [(ln w1 + μ1 + ε1i), ..., (ln wm + μm + εmi)]

(4)

식 (4)는 선택된 직종에서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i가
직종을 선택할 때 가질 수 있는 m개의 선택 옵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직종선택의 의사결정규칙을 가질 것이다.

Choose j

if and only if yj >max yl

(l=1, ..., m, l≠j)

(5)

즉, 근로자가 직종 j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직종 j에서 그가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ee(1982)에서와 같이 max yl - εj (l=1, ..., m, l≠j)
를 새로운 변수 ηj로 정의하고, I를 1부터 m까지의 값을 취하는 複分선택변수

(polychotomous - choice variable)라고 하자. j번째 직종이 선택되었으면 I는 j값을 갖
는다. 식 (5)를 複分선택변수를 이용해 다시 쓰면 아래와 같다.

I = j

iff ηj < ln wj + μj

(6)

식 (6)에서 우변항은 잠재소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적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숙련유형 혹
은 인적자본의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다. 전자가 학력, 경력과 같은 근로자개인

(chooser)의 특성변수로서 측정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직종(Choice)의 특성변수로서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직종특성에 따른 선택을 모형에 포함시키
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은

부적합하며

McFadden(1973)의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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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선택한 직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효용(indirect utility function)을
인적자본의 양과 관련된 n개의 근로자특성(IC)과 숙련유형과 관련된 k개의 직종특성
*

(JC)의 선형함수(Ui =βjICji+γJCj+εij)이고 효용함수의 오차항은 극한분포(type

I

extreme-value distribution)를 취한다고 가정하면, 식 (6)은 조건부 로짓모형으로 추정
될 수 있다. 이 때 근로자 i가 직종 j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 ji = Prob( I i = j ) =

exp( β ′j IC ji + γ ′JC j )

∑

m
l =1

exp( β l′IC li + γ ′JC l )

(7)

여기서 파라미터 β(n×m)는 근로자 특성이 직종선택에 미치는 효과, γ(k×1)는 직종
특성이 근로자의 직종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포착한다. 특히 γ가 간접효용함수의
파라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γ의 추정치는 각각의 직종특성에 대한 상대적인 효용가치

(part-worthy utility)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간에 개개 직종특
성의 효용가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직종분리의 임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임금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직종선택에서 식 (6)과 같은 자기선택(self-selection)이 존재한다면 통상 관측되
는 임금함수에는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존재하게 된다.

조건부 임금함수

(conditional wage equation)로부터 선택편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임금함수와 직종선
택함수의 통합(simulataneous)모형이 불가피하다.

(직종선택)

Ui*=βjICji+γJCj+εij

(8-a)

(임금함수)

ln Wji = Xjiβj + uji

(8-b)

직종선택모형에 전제되는 효용함수가 McFadden‘s Theorem을 충족하고 임금함수

(8-b)의 교란항이 N(0, σ2)의 정규분포를 취하고 임금함수와 직종선택함수의 교란항 간
의 상관계수가 ρj라고 할 때, Lee(198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부 임금함수가 추정
될 수 있다.

ln W j = X j δ j - σ jρ j λ j + υ j

(9)

여기서 선택보정변수인 λ j는 비정규분포를 갖는 직종선택함수의 교란항을 표준정규
분포를 갖도록 변형(transformation)한 후 그로부터 구해지는 Mill's ratio이다.14) 식(9)

14) 즉,

λ j=

φ( J j ( β jIC ji + γJC j ))
.
F j ( β jIC ji + γJC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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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단계(two-stage) OLS에 의해 추정될 수 있으며 추정치의 검정에는 점근적 공분
산행렬(asymptotic covariance matrix)이 이용된다.15)
보정항, 즉 -σjρj이 양이면 직종 j를 선택한 사람들이 직종선택이 없었을 때보다 이
직종에서 높은 임금을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직종선택이 임금에 정(正)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보정항이 음이면 직종선택이 임금에 부(負)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의 상대적 높고 낮음이 능력차에 의해서만 결정
된다고 하면, 보정항의 부호로부터 우리는 직종선택이 근로자의 능력배분에 어떤 작용
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증분석 결과
분석자료는 제Ⅲ장 제1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나 여기에서는 직종자료가 아닌 근
로자자료가 분석에 사용된다. 추가적으로 인종에 따른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백인근로
자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선택변수인 직종은 성별 직종분리와의 관련성을 해명하기 위해 PF를 이용하여 구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PF가 다양한 직종특성에 의해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는 가
정하에, PF의 수준에 따라 직종을 10개 범주로 나누었다. 즉, PF 0 직종은 여성이 전
근로자의 10% 미만인 직종이고 PF 9 직종은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이
된다. PF로 구분된 각각의 직종범주에서의 직종특성변수의 평균값들은 <부표 1>에 나
타난다. 직종특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가 직종을 선택할 때 충분히 인지된다고 가정
되며, 따라서 근로자는 직종을 선택하면서 각 직종특성에 대한 자신의 숙련자원의 정
도를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직종특성의 구성을 갖는 직종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종특성(JC) 변수로는 숙련유형 혹은 인적자본유형과 관련된 9개 특성만을 이용한
다. 이들 변수에는 일반적 숙련의 유형과 그 정도를 측정하는 추리능력(GED－REA),
수리능력(GED－MTH), 언어능력(GED－LAN)과 직종특수적 숙련을 대표하는 직업훈
련 준비정도(SVP), 일 혹은 직장에 대한 귀속력을 대표하는 주당 평균근로시간(HRM),
작업 대상의 측면에서 사람(FP), 사물(FT), 자료(FD)에 대한 복합성의 정도, 마지막으
로 육체적 강도(STRENG) 등이 포함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변수들
은 대체로 숙련의 유형과 관련되어 노동시장에서 양(陽)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들이며(STRENG 제외), 동시에 여성직종과 남성직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특
0)5) 점근적 공분산행렬의 정확한 표현은 Lee(1982)의 365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건부 로짓모형
으로부터 발생하는 선택편의의 보정방법에 대해서는 Maddala(1983)의 pp.275-278와 Hwang
(2001)의 pp.139-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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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갖는다.
<표 4> 조건부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1998)
[ γ, 직종특성변수의 파라미터 ]

GED_REA
GED_MTH
GED_LAN
SVP
HRM
FP
FT
FD
STRENG
-2 LOG L
Model χ2

여 성
Standard
Wald
Estimates( γf)
Error
Chi-Square
-7.828*
3.678
4.531
-2.275
1.367
2.771
2.036
1.443
1.992
0.073*
0.031
5.645
-0.404*
0.072
31.867
-0.078
0.407
0.037
-0.038
0.217
0.030
2.130*
0.270
62.371
0.933
0.538
3.010
97759.251
12373.39 with 36 DF (p=0.0001)

남 성
Standard
Wald
Estimates(γm )
Error
Chi-Square
2.132
1.729
1.521
1.929
1.424
1.836
-4.875*
0.953
26.176
-0.050*
0.017
8.393
0.018
0.064
0.080
-0.909*
0.225
16.308
-0.573*
0.148
14.956
2.742*
0.267
105.504
4.214*
0.861
23.923
100395.855
18647.79 with 36 DF (p=0.0001)

[ β, 개인특성변수의 파라미터 ]

JOB=j
PF
PF
PF
PF
PF
PF
PF
PF
PF

0
1
2
3
4
5
6
7
8

여 성

1

Education
-0.153*
-0.160*
0.129*
-0.006
-0.082*
0.080*
0.027*
-0.095*
-0.007

남 성

Experience Marital Status
-0.006
-0.012*
-0.010*
0.004*
-0.001
0.004*
-0.004*
-0.024*
0.003

-0.518*
-0.127
-0.224*
-0.235*
-0.211*
-0.073
-0.207*
-0.417*
-0.204*

Education

Experience

-0.272*
-0.208*
0.004
-0.096*
-0.163*
0.026
0.010
-0.112*
-0.019

0.009
0.006
0.014*
0.016*
0.002
0.020*
-0.001
-0.013*
0.011

Marital
Status
0.698*
0.752*
0.581*
0.593*
0.467*
0.441*
0.361*
-0.183
-0.179

주 : 1) 기준이 된 직종은 PF 9 그룹임. 즉, 종속변수는 ln [P(JOB=j | JC)/P(JOB=PF9 | JC)].
2)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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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개인특성(IC) 변수로는 성, 학력, 경력, 결혼 여부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별도로 조건부 로짓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결과는 <표 4>와 <표 5>에 나타난다. 표에서 상단부는 직종특성의 효과 (γ), 하단
부는 개인특성의 효과 (β)에 대한 추정치를 각각 보고하고 있다.
<표 5> 조건부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1983)
[ γ, 직종특성변수의 파라미터 ]

GED_REA
GED_MTH
GED_LAN
SVP
HRM
FP
FT
FD
STRENG
-2 LOG L
Model χ2

여 성
Standard
Wald
Error
Chi-Square
1.835
4.951
1.197
6.382
1.569
0.631
0.024
21.898
0.069
11.022
0.395
17.758
0.224
7.467
1.714
0.645
0.742
8.049
103699.338
16573.89 with 36 DF (p=0.0001)

Parameter
Estimate
-4.084*
3.024*
1.247
-0.113*
0.230*
1.665*
0.612*
-1.376
-2.104*

남 성
Standard
Wald
Error
Chi-Square
2.073
32.861
1.158
4.109
1.535
6.426
0.024
21.770
0.067
1.262
0.299
13.001
0.238
33.424
1.426
3.927
0.734
20.061
116491.022
32053.35 with 36 DF (p=0.0001)

Parameter
Estimate
-11.885*
-2.348*
3.890*
0.112*
-0.075
1.077*
1.377*
2.826*
3.290*

[ β, 개인특성변수의 파라미터 ]

JOB=j
PF
PF
PF
PF
PF
PF
PF
PF
PF

0
1
2
3
4
5
6
7
8

여 성

1

Education
-0.008
-0.112*
0.079*
0.059*
0.103*
0.010
-0.025*
-0.008
-0.005

주 : <표 4>와 동일함.

남 성

Experience Marital Status
-0.009*
-0.010*
0.008*
0.008*
0.002
0.008*
0.000
-0.012*
-0.012*

-0.437*
-0.227*
-0.128*
-0.177*
-0.162*
-0.072
-0.264*
-0.217*
-0.296*

Education

Experience

-0.161*
-0.129*
0.075*
0.047*
0.095*
-0.042
-0.010
0.010
0.036

-0.009
-0.003
0.017*
0.004
0.008
-0.012*
0.002
-0.015*
-0.014*

Marital
Status
1.082*
0.749*
0.930*
0.907*
0.467*
0.353*
0.496*
0.36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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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관심인 직종특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 4>와 <표 5>의 상단부만을 레
이다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파라미터 추정치가 상대적인 효용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이 효용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직
종특성이고, 원점에 가까울수록 덜 중요했던 직종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83년에는 남성의 경우 언어능력, 육체적 강도, 데이터를 취급하는 작업과 관련된
숙련이 직종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데 반해, 여성은 수리능력과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에서의 숙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
에는 언어능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남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진 않지만 추리능력, 수리능력의 분야로 비중이 옮겨진 것으로 보여진다. 육
체적 강도와 데이터관련 숙련은 여전히 남성의 직종선택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
소로 남아 있지만 여성에게도 그 비중이 점차 증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은 직종특성에 대한 선택에서 서로 유사해지려는 동인만큼이나
각기 분리되고 특화되려는 동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러한 직종특성
들이 추리, 수리, 언어능력 등 일반적 숙련과 관련된 변수들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직접적인 직업훈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이나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숙련유형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습
득된 숙련자원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에서 구한 간접효용함수는 특정한 인적속성을 가진 노동자가 자유로운 직종선택을
했을 때의 직종분포를 예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표 6>은 ① 미혼으로 처음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군과 ② 기혼으로 10년 경력을 가진 고졸자군의 기대되는 직
종분포를 보여준다. 1998년의 경우 여성직종을 편의상 통상적인 기준대로 근로자 중

70% 이상이 여성인 직종이라고 정의하면, 그룹간에 큰 차이 없이 여성근로자 중 56∼
57%가 여성직종을 선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983년에 62∼63%인 것에 비
하여 근소하게 줄어든 수치이다. 남성직종을 여성직종과 대칭적으로 정의하면, 대졸자
군에서 남성직종을 선택할 확률은 1983년 54%에서 1998년 36%로 줄어들었고 고졸
자군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그 확률이 76%에서 56%로 크게 줄었다. 남성보다는 여성
이 여성직종으로 군집되는 경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졸
자군 여성은 PF 4와 PF 7 직종에서, 대졸자군 여성은 PF 7과 PF 8 직종에서 각각
뚜렷한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여성 대졸자군의 직종선택에 있어서
여성직종으로의 군집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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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직종특성에 대한 상대적 효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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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_MTH

0
-5
-10

FD

GED_LAN

-15

FT

SVP

FP
1983 Male

HRM
1983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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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특정 그룹별 직종분포의 예측

PF
PF
PF
PF
PF
PF
PF
PF
PF
PF

0
1
2
3
4
5
6
7
8
9

대졸, 신입, 미혼
여성
남성
1998
1983
1998
1983
1.0
1.7
17.0
23.0
1.8
3.0
9.3
14.3
4.5
8.3
9.4
16.5
9.8
5.1
17.7
8.6
8.4
6.6
14.1
9.0
7.8
7.2
7.2
10.9
11.0
6.4
8.6
4.1
23.8
9.5
10.7
4.2
11.7
26.2
3.8
7.4
20.2
26.0
2.0
1.9
100.0
100.0
100.0
100.0

1998
1.3
3.2
2.3
9.7
11.0
6.5
9.1
21.3
11.9
23.8
100.0

고졸, 10 년 경력, 기혼
여성
남성
1983
1998
1983
1.3
34.7
44.0
4.2
15.0
18.3
7.1
6.0
13.6
4.5
17.4
6.8
4.7
13.8
4.0
8.7
3.9
6.0
6.7
3.7
2.7
8.7
3.8
1.9
22.0
1.2
2.0
32.2
0.6
0.7
100.0
100.0
100.0

주 : <표 4>와 <표 5>의 파라미터 추정치로부터 예측된 직종분포임.

다음으로 직종특성에 대한 선택이 직종별 임금 및 직종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친 효
과를 살펴보자. <표 7>은 선택편의를 보정한 임금함수의 추정결과이다. 임금함수는 여
성과 남성 각각에 대해서와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추정되었다. 임금함수의 설명변수로
는 상수항, 교육년수(EDU), 경력년수(EXP), 경력의 제곱항(EXPSQ), 대도시 더미

(SMSA), 노조가입더미(UNION), 시간제근로자더미(PART), 기혼더미(MARR) 등이
포함되었다. 직종내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더미(FEMALE)의 계수로서 측정된다.
우선 임금함수에서의 선택변수(SEL)의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여성은 대체로 여성직
종에서, 남성은 대체로 남성직종에서 양의 부호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8년의 경우 여성은 PF 7과 PF 8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가 관
측되고, PF 2와 PF 5 직종에서는 음의 부호가 관측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PF 0,

PF 2, PF 3 직종에서 양의 부호, PF 4 직종에서는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직종특성에 대한 자기선택이 존재할 때의 근로자의 능력 배분은 성별 직종분
리와 정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은 여성직종에서 상대적으로 유
리한 보상을 받으며 남성은 남성직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1983년에 비해 1998년 들어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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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임금함수의 추정과 직종내 여성 페널티
[여성, 1998]
SEL
[남성, 1998]
SEL
[전체, 1998]
FEMALE
SEL

PF 0

PF 1

-1.014
(7.010)

-7.532 -10.421* 1.868
(7.259) (4.920) (1.095)

2.083 -6.379*
(1.247) (0.079)

1.118
7.202* 4.456* -1.171
(1.033) (1.274) (0.671) (0.869)

0.850*
(0.319)

-0.071
(0.311)

3.158* 1.337*
(0.849) (0.275)

-0.651* 0.917
(0.312) (1.153)

-0.196
0.796 -1.513 -2.986
(0.974) (0.774) (1.340) (3.051)

-0.156
(0.082)
0.050
(0.204)

-0.410
(0.300)
0.316
(0.220)

-0.241
(1.412)
0.287
(0.508)

-0.281 -0.143
(0.204) (0.784)
0.365* 0.222
(0.139) (0.273)

-0.102
0.119
0.153
(0.391) (0.197) (0.383)
0.270
0.406* 0.401*
(0.153) (0.129) (0.146)

[여성, 1983]
SEL
-24.919* -13.291
(11.754) (24.214)
[남성, 1983]
SEL
-1.143* 0.606*
(0.239) (0.303)
[전체, 1983]
FEMALE
0.998* -0.547*
(0.047) (0.272)
SEL
-0.809* 0.492
(0.110) (0.265)

PF 2

PF 3

-0.340
(0.339)
0.456*
(0.185)

PF 4

PF 5

PF 6

PF 7

PF 8

PF 9

-0.070
(0.579)
0.010
(0.196)

-0.067 -0.768 -26.196* 5.480* -13.138* 5.268
2.683 -7.454*
(5.768) (4.255) (7.732) (2.009) (5.430) (2.789) (1.441) (1.011)
0.140 -0.349
(0.464) (0.546)

-0.390 -1.642*
(1.062) (0.433)

-1.406
2.734* 0.241 -3.810*
(0.809) (1.218) (1.027) (1.839)

0.076
(0.332)
-0.981*
(0.133)

-0.240 -0.127
(0.753) (0.159)
0.692* 0.662*
(0.275) (0.080)

-0.159
0.313
0.399
(0.509) (0.491) (0.248)
0.262
0.953* 0.615*
(0.225) (0.207) (0.115)

-0.261
(0.507)
0.169
(0.205)

-0.010
(0.424)
0.051
(0.159)

주 : 1) ( )안은 표준오차
2)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더욱이 선택편의를 보정한 후, 일부 여성직종(PF 7과 PF 8)에서는 직종특성에 대한
자기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통상의 OLS 추정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임금 페널티 대신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성이 이
들 직종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직종
에서의 임금 프리미엄은 작업내용과 작업자 간의 결합효과(matching effect)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 이들 직종으로의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성별 직종분리가 온존되는 현상이 미국 여성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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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직종특성에 관한 탐구가 성별 직종분리의 원인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
였다. 직종특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성별 직종분리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별
역할 구분 혹은 성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선택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평균적으로’ 다른 숙련자원을
취득하며 이로 인해 다른 유형의 숙련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종
분리가 여성에게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용극대화의 균형점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단적으로 보여
줌과 동시에 최근에 보여지는 직종분리 현상의 완고성(persistency)의 동인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종특성에 대한 자기선택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미국의 성별 직종
분리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논의가 우리 나라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2001년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성별 직종분리의 구조는 더욱 단단하고 폐쇄적인
것처럼 보인다.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보수적인 성별 역할 구분이나 편
견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 나라 여성의 직업선택의
입지가 그만큼 협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사회적 편견에 의한 진입장벽에서 비롯
된 것인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하지만 사회에 구조화된 성 정체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차별이냐 선택이냐의 구분은 모
호하며 그러한 논의 자체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자발적이든 강요되었든
일상에서 선택은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의 내역을 보다 미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사회
적 성 구분법과 직업선택에서의 성별 차이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은 여성노동력
의 배치와 활용에 있어서의 핵심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
자간의 연결고리가 강할수록 성별 직종분리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적 요인을 줄이
는 것만으로 해소될 수 없고 아울러 성별 직종분리의 해소가 반드시 여성에게 바람직
한 것이 아니게 된다. 여성에 적합한 직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능력에 기초한 임금구
조가 마련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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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여성의 지위를 진일보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그간 직종 노동시장의 부재로 인해 직업에 대한 연구
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숙련유형을 계통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 글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우리 나라에 적용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로
남는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나라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점차 외부화되고 IT관련 고
급인력에서부터 단순노무인력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직종 노동시장이 출현하고 있
는 가운데, 직종특성이 여성의 직업선택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
어 직종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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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PF 범주별 직종특성변수의 평균값

Year

PF Group

1998 0 (0<=PF<.1)
1 (.1<=PF<.2)
2 (.2<=PF<.3)
3 (.3<=PF<.4)
4 (.4<=PF<.5)
5 (.5<=PF<.6)
6 (.6<=PF<.7)
7 (.7<=PF<.8)
8 (.8<=PF<.9)
9 (.9<=PF<=1)
1983 0 (0<=PF<.1)
1 (.1<=PF<.2)
2 (.2<=PF<.3)
3 (.3<=PF<.4)
4 (.4<=PF<.5)
5 (.5<=PF<.6)
6 (.6<=PF<.7)
7 (.7<=PF<.8)
8 (.8<=PF<.9)
9 (.9<=PF<=1)

GED_
REA
2.272
2.386
3.022
2.713
2.684
3.107
3.081
2.471
2.630
2.746
2.360
2.036
2.999
2.630
3.048
2.348
2.451
2.531
2.387
2.647

GED_
MTH
1.417
1.591
2.178
1.939
1.777
2.119
2.146
1.624
1.602
1.707
1.501
1.214
2.255
1.775
2.207
1.395
1.371
1.579
1.513
1.517

GED_
LAN
1.489
1.833
2.767
2.338
2.190
2.740
2.826
1.985
2.383
2.462
1.623
1.509
2.665
2.210
2.735
1.843
1.995
2.255
1.896
2.339

SVP

HRM

FP

FT

FD

31.958
37.779
40.845
45.354
37.118
49.585
46.858
19.955
24.578
25.099
34.596
23.366
49.619
40.931
52.472
28.288
23.302
20.771
15.016
20.920

42.330
42.113
42.947
42.080
40.121
40.040
37.939
34.275
37.169
35.035
41.268
40.033
41.887
39.284
37.897
36.328
36.790
33.642
33.427
34.108

1.095
1.906
2.766
2.278
2.875
3.441
2.803
2.350
2.678
2.170
1.224
1.827
3.022
2.012
2.923
2.119
2.287
2.505
2.529
1.822

4.218
2.491
2.337
0.731
1.575
1.016
0.967
1.575
1.394
2.818
3.894
1.981
0.908
1.409
1.174
1.982
1.577
1.179
1.648
3.358

2.119
2.691
3.327
3.345
3.614
3.465
3.565
2.998
2.498
2.937
2.301
2.061
3.982
2.994
3.686
2.435
2.623
2.948
2.620
2.674

STRE
NG
1.984
1.498
0.969
0.991
1.088
0.769
0.738
0.877
1.084
0.654
1.879
1.503
0.960
0.972
0.728
1.188
1.045
0.918
1.087
0.552

주 : PF Group은 직종의 여성근로자 비중을 기준으로 직종을 10개 범주로 나눈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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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1)

황 덕 순*

본 연구는 1998∼2000년의 분기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패널데이터로 연결하
여 1997년말 이후 경제위기 기간의 빈곤의 동태적 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절대빈곤의 추이를 보면 1999년 초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득분배와 상대빈곤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구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은 가구유형, 가구
주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직종, 가구원수 및 취업가구원수 등이며 빈곤 여
부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및 빈곤으로의 진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취업가구원수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가구내 근로능력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빈곤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 여자 가구주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특성
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세대간 빈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이
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핵심용어 : 절대빈곤, 상대빈곤,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 가구주 특성, 취업가구원수

Ⅰ. 머리말

1)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의 동태적 추이를 분석하고, 빈곤으로의 진
투고일 : 11월 19일, 심사의뢰일 : 11월 19일, 심사완료일 11월 30일.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 본 논문의 초고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 9월 노동시장 콜로키움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참석자
들의 논평 및 익명의 심사자들의 논평이 초고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및 오류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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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탈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1997년말 외환금융
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각
에서는 빈곤계층이 1,000만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동태적인
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경제위기 이전의 것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강철희(1997)와 박병현(1997)의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가
있고, 이원익(1999)도 대우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에
는 박순일․최현수․강성호(2000)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추세 및 결
정요인과 빈곤으로의 진입․탈출 및 빈곤기간에 관해 포괄적으로 연구하였고, 금재
호․김승택(2001)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결정
요인과 동태적인 이행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전국적인 빈
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드물 뿐만 아니라, 빈곤의 추이를 동태적으로 분
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자료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공식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의 추이에 대해 가
능한 한 정확한 양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자료의 특성 및 가공 절차를 설명
한다. 제Ⅲ장에서는 빈곤의 개념 및 측정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3년간의 빈곤의 실태와 추이에 대해 정태적으로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빈곤의 동태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Ⅱ. 자료의 특성 및 처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1998∼2000년 3개년간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이다.2)
2)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빈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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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계조사는 통계청이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대표적인 소비 및 소득 실
태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 이외에도 소득이나 소비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며, 각
각 나름대로 조사 범위와 조사 내용에서 장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호․최강
식(2001)에 잘 정리되어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5,000여 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소득 및 소비 실태를 조사한다.
따라서 우선 농어촌지역과 단신가구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소득의
경우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이하 ‘근로자가구’)만 조사되기 때문에 가구주가 자영업
자(이하 ‘자영자가구’)이거나, 무직자인 경우(이하에서 가구주를 포함해서 가구내에 취
업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는 ‘무업가구’로 부름)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동태적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월별 조사자
료를 분기별 자료로 전환하고, 이 분기별 자료를 가구번호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로
연결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료 가운데 매월 조사되지
않은 가구들은 분석에서 제외된다.3) 우선 분기별 자료(이하 ‘분기자료’)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해당 분기의 3개월간 모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가 제외되고, 두 개 분
기를 연결한 자료(이하 ‘분기연결패널’)를 이용할 때에는 연속되는 6개월간 모두 조사
되지 않은 자료가 제외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빈곤기간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는 3년간의 12개 분기를 연결한 자료(이하 ‘전체연결패널’)의
경우에는 36개월간 모두 조사된 자료가 필요하다.4)
이러한 자료의 가공 및 연결 과정에서 상당수의 자료들이 누락된다. 각 분기별 ‘분
기자료’, ‘분기연결패널’, ‘전체연결패널’의 표본가구수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
체적으로 보면 분기별 평균 표본가구수는 ‘분기자료’가 3,839가구, ‘분기연결패널’이

3,437가구, ‘전체연결패널’이 1,475가구이다. 따라서 ‘분기연결패널’의 가구수는 ‘분기자
료’의 89.5%이고, ‘전체연결패널’의 경우는 38.4%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료의 누락 때문에 패널로 연결된 자료를 이용한 기술통계량 등 기술적 분

복잡하여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를 이용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료의 특성 및 처리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 통계청에서는 매월 조사에서 누락되는 가구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
료를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제된 자료를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의 복제방식이 1998년, 1999년과 2000년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하였다. 1998년, 1999년도에는 조사된 가구번호에 조사된 가구의 값을 복제하여 추가하였고,
2000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은 가구번호에 조사된 가구의 값을 복제하여 추가하였다.
4) 전체연결패널을 이용한 빈곤기간 분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2001년 9
월 노동시장 콜로키움 발표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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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경우 원자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5) 세 종류의 자료에 대해
가구유형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표본으로부터의 누락은 자영자가구보다는 근로자가구
와 무업가구에서 약간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2). 또한 뒤에서 생성한
상대빈곤율을 각 자료별로 보면, 빈곤계층에서 약간 더 표본이탈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생성된 자료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사용된다.
우선 ‘분기자료’의 경우 제Ⅲ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빈곤의 추세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
및 정태적으로 특정시점에서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사용된다. 다
음으로 이어지는 분기를 연결한 11개의 ‘분기연결패널’의 경우 제Ⅳ장에서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자료들에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
선 월별자료를 ‘분기자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월단위 변수값을 분기별 변수값으로 전
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원자료에 조사된 월이 표시되
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분기간의 상태 변화에 관한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다. 도
시가계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인 박순일․최현수․강성호(2000)에서는 빈곤으로의 진
입 및 탈출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 분기간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
구에서는 분기간 상태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분기자료’의 변수값을 생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자. 변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명목변수의 경우 분기내 최빈값을 분기의
변수값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성이 분기내에서 변화한 경우 2개월간
나타나는 성을 분기값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3개 이상의 항을 갖는 변수의 경우 최빈값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가구유형을 원자료의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가
아니라 ‘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 ‘무업가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3개월 동
안 세 유형을 모두 경험한 가구는 최빈값을 이용하여 가구 유형을 부여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관측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에서
이러한 관측치는 제외되었다(부표 2 참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나, 직종, 가구의 주거
형태나 배우자 유무 및 동거 여부 변수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
로 소득이나 소비, 지출과 같이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분기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분기별로 가구상태의 변화를 포착하는 변수들을 생성하는 경우 자료의 처
5) 다변량 분석의 경우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는 완화되지만, 특정 변수값을 갖는 관측치수가 충분하
지 않을 경우 추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다변량 분석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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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절차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 분기간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 분기와 비
교해서 변화된 내용을 담은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기내에서 변화가 나타
났을 때에도 전 분기와 비교해서 변화 내용을 담은 변수를 부여해야 한다. 분기간 변
화를 포착한 항목들은 가구주의 성별 및 세대별 변화 여부와 변화 방향, 가구유형의
변화 여부와 변화 방향, 가구원수 및 취업가구원수의 변동 여부 및 증감이다.6)

Ⅲ. 빈곤의 개념 및 측정기준과 빈곤에 관한 정태분석

1. 빈곤의 정의와 측정기준
빈곤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금전적인 부족상태’이다.7) 따라서 빈곤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에 비추어서’ 부족 여부를 판정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Atkinson, 1998; Ruggles, 1990). 첫 번째는 생계
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量)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빈곤이라고 정의하는 ‘절대적 빈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
는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빈곤계층 판정이나, Oshansky's poverty scale을 사용한 미국
의 공식빈곤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이다. 회원국간 비교를 할 때 EU에서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
여 빈곤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주관적 빈곤’이다.
개념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측정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절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전물량방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과 반물량방식(Oshansky's poverty scale)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인 빈곤
의 기준도 중위소득을 사용할 것인지, 평균소득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주관적 빈곤의 경우 구체적인 설문의 양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6) 자료의 특성상 취업상황의 세부적인 변동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도시가계조사가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하위표본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연결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두 자료를 연결하지 못하였다.
7) 한편 최근 EU에서는 금전적인 결핍 여부만으로 빈곤을 판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핍 및 이의 동태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U 차원의 정책들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Berghman, 1997; EC Commiss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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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재정 상태를 판정할 때 소득을 사용할 것인가, 지출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가
구규모에 따른 균등화지수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사용하였다. 우선 절대적인 빈곤
선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였다. 최저생계비는 보건사회연
구원에 의해 1999년에 계측된 것으로서 1998년과 2000년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
여 조정한 값을 사용하였다(김미곤 외, 1999). 또한 빈곤 여부를 판정할 때는 소득을
이용한 빈곤과 소비를 이용한 빈곤을 모두 사용하였다.
개념적으로 소득이 적절한 기준이 될 것인지, 소비가 적절한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Atkinson, 1998; Ruggles, 1990), 근로
자가구 이외에는 소득이 조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
근로자가구에 대해 소비함수를 이용해서 소득의 추정치를 구해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박찬용․김진욱․김태완, 1999). 그러나 빈곤율이 소득의 분포와 밀접히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함수를 이용한 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빈곤율이 과소하게 추정되
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을 이용한 빈곤 여부 판정에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경상소득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였고, 소비를 이용한 빈곤 여부 판정에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소비지출에 보
증부월세평가액, 전세평가액, 자가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과, 최저생계비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값을 비교하였다.8)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시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에도 이 기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공공
부조 대상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을 충족해야만
선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판정된 빈곤층이 공공부조 대상자는 아니다. 그러나 공
공부조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빈곤상태에 있거나, 빈곤하게 될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거나,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는 유의미한 구분이 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이용해서 빈곤의 동태적 추이를
분석한다. 아래에서 빈곤의 추이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나겠지만 소비지출을 이용한 절
대빈곤율이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빈곤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때 조사된 소비지출에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빈곤의
8)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연구 결과에서는 6인 가구까지의 최저생계비만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연
구진의 협조를 통해 7인 이상 가구의 생계비 자료를 구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기꺼이 제
공해 주신 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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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소비지출액 가운데 하위 5%와 10%의 소비지출액을 점
유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가구로 정의하여 동태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
적 빈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중위소득의 40∼50%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소득
자료가 모든 가구에서 조사되지 않는다는 점,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계층을
판별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목표집단에 가까운 절대빈곤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선행연구인 박순일․최현수․강성호(2000)에서는 소
득 및 소비수준에 따라 가구를 여러 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소득분배 및 빈곤의
다양한 실태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과정에서 가구규모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조정하는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가구균등화지수로는 최저생
계비 계측에 사용된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가구규모별 소
α

비지출의 차이를 반영하는 일정한 파라미터값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방식, 즉 n (0≤α
≤1, n은 가구원수)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9) 분석의 초점이 빈곤에 있으므
로 최저생계비 계측에 사용된 가구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 것
같지만, 전체 가구를 소비지출에 따라 서열화하고 이를 총합해서 10%를 차지하는 하
위가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가구균등화지수보다
는 일반적으로 국가간 비교를 할 때 통용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것이 OECD 가구균등화지수이다. 이는 가구 내에서
첫 번째 성인은 1, 다른 성인은 0.7,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0.5를 부여하는 방
식이다(Atkinson, 1998).10)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수의 제곱근(n½)을 균등화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구
별 소비지출액은 가구규모별 실제 소비지출액을 이 균등화지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
다.11)

9) 박순일․최현수․강성호(2000)의 경우에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지 않고, 가구의 평균소득 및
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10)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OECD 4개 국의 빈곤의 동학에 대해 분석한 Antolin et al.(1999)
½
의 경우에도 n 를 균등화지수로 사용하였다.
11) 최저생계비 산출시 추정된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한 상대빈곤율과 가구원수 제곱근을 이용한 상
대빈곤율 사이에는 크기에 별로 차이가 없다. 다만 가구별로 빈곤 여부의 판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998년 1분기 자료를 이용해서 두 기준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부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12∼13% 정도의 가구가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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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 추이에 관한 정태분석
우선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절대빈곤의 추이를 살펴보자. 이 때 분기단위에서 빈곤
여부의 판정은 월단위 자료에서 빈곤 여부를 판정하여 해당 분기의 빈곤/일반가구 여
부의 최빈값을 빈곤 여부의 판정기준으로 삼았다. 경상소득과 소비를 이용한 분기별
가구단위 빈곤율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가구원수를 고려한 인구기준 빈곤율도 별
로 차이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의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다만 뒤에서 가구
특성별 빈곤율을 살펴볼 때는 가구단위 빈곤율과 인구기준 빈곤율을 모두 소개하였다.

[그림 1]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상소득에 비해 소비
지출로 추정한 전 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더 낮다는 점이다. 3개 년도 전체를 평균해서
살펴보면 소득기준 절대빈곤율은 7.7%인 반면, 소비기준 절대빈곤율은 4.5%에 불과하
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지출 > 소득’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빈곤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은
매분기에 조사된 flow값을 그대로 사용한 반면, 소비지출의 경우 매분기에 조사된

flow에 주거 관련 자산을 flow로 전환한 보증부월세평가액, 전세평가액 및 자가평가액
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주거비를 제외한 소비지출과 주거비 및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최저
생계비를 비교할 경우 빈곤율은 소득기준 절대빈곤율보다 높아서 3개년 평균으로 10.5%
에 이른다. 각각의 기준에 의한 절대빈곤율의 추이는 <부표 4>에 소개되어 있다.
[그림 1] 절대빈곤율 추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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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8

소득기준 절대빈곤률
소비기준 절대빈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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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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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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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주：소득기준 절대빈곤은 근로자가구, 소비기준 절대빈곤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분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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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절대빈곤율은 계절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비기준 절대빈곤
율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소득기준 절대빈곤율의 경우 1998년 1분기에 7.4%에서 출발
하여 1999년 1분기에 10.5%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반면, 소비기준 빈곤율은 전체적으로는 2, 3분기가 높고, 1, 4분기가 낮은 계절
성을 강하게 보이면서 추세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기별로 소비지출을
이용한 빈곤율에 변동이 큰 이유는 계절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소비지출항목 때문
인데, 대표적인 것이 광열수도비이다.
따라서 외환금융위기 이후 1999년 초까지 구조조정과 급격한 실업 증가에 따라 절
대빈곤계층이 증가했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절대빈곤계층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계층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
상태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정진호․
최강식, 2001). 소득분배상태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대빈곤율이 외환금
융위기 이후 3년간 커다란 변동이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소비지출액
의 5%와 10%를 차지하는 하위소비계층의 비중으로 측정한 상대빈곤율의 추이를 보여
준다.
[그림 2] 소비기준 상대빈곤율 추이(전체 가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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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빈곤률(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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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기자료

[그림 2]에 의하면 5% 기준 상대빈곤율은 전 기간 동안 11%대를 유지하며, 10%
기준 상대빈곤율은 전 기간 동안 19∼20%대에서 변동한다.12) 이는 외환위기 이후 악
12)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상대빈곤율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측정한 것으로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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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계층간 소비구조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위소득계
층의 소득점유율을 살펴본 정진호․최강식(2001)도 소득 차원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
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별로 빈곤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자. <표 1>에는
가구유형과 가구규모, 가구주의 성 및 교육수준별로 절대빈곤율이 정리되어 있다. 우선
가구단위와 인구단위로 측정한 빈곤율의 차이는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별로 크지 않
다. 각각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항목의 가구규모별 분포에서 나타나는 차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구단위 빈곤율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표 1> 가구특성별 빈곤율
(단위：%)

절대빈곤
소득기준

상대빈곤
소비기준

5% 기준

10% 기준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
－
－
－

－
－
－
－

3.8
2.9
9.8
14.3

4.0
3.1
10.5
15.8

10.5
8.9
24.5
35.1

10.1
8.6
24.2
34.4

18.9
17.3
35.1
46.8

18.4
16.9
34.7
47.7

2인
가구원 3 인
수
4인
5 인이상

7.9
7.9
7.1
8.6

－
－
－
－

4.4
3.7
3.8
5.3

－
－
－
－

17.9
11.7
9.5
9.6

－
－
－
－

27.9
20.0
17.9
17.6

－
－
－
－

가구주 남 자
성
여 자

6.1
17.3

6.1
16.7

3.7
6.4

3.8
6.8

10.0
19.6

9.5
18.9

18.2
30.2

17.6
29.3

중졸미만
가구주 중졸
교육 고졸
수준 대졸
대학원졸

16.6
13.5
7.7
2.3
1.9

16.4
13.6
7.9
2.3
2.1

8.7
5.8
4.2
1.0
0.7

8.8
6.2
4.4
0.9
0.8

23.6
16.4
11.3
3.8
1.8

21.9
15.7
10.9
3.5
1.6

37.3
26.8
20.7
7.9
3.9

34.9
25.9
20.4
7.6
3.6

전 체

7.7

7.7

4.2

4.2

11.5

10.8

20.1

19.2

가구
유형

근로자
자영자
무 업
不 定

주：소득은 근로자가구만 조사되므로 소득기준으로는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구할 수 없음.
자료：분기자료 전체

조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자 규모 등과 관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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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구유형별 빈곤율(소비기준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
업가구의 빈곤율이 10.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는 각
각 4.1%와 3.3%에 불과하다. 특이한 것은 해당기간 동안 각 가구유형을 모두 경험한
가구(가구유형은 不定)의 경우 모든 기준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다.13) 한편 가구유형별 가구분포의 추이를 보면, 1998년 1분기부터 1999년 1분기까지
근로자가구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업가구는 증가한다. 이후 근로자가구가
다시 약간 증가하고, 자영자와 무업가구는 약간 감소하지만 이전에 비해 변동폭은 크
지 않다(표 2). 따라서 1998년에 절대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는 각 가구유형 내
에서 빈곤율이 증가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표 1) 가구유형별 분포에서 ‘무업가구’의 증
가에 기인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표 2> 가구유형별 가구분포 추이
(단위：%)

1998
근 로 자
자 영 자
무
업
불류불가

1999

2000

1

2

3

4

1

2

3

4

1

2

3

60.8
30.4
8.7
0.1

59.0
31.2
9.6
0.2

58.0
31.6
10.2
0.1

57.6
32.1
10.0
0.3

55.8
32.8
11.3
0.1

56.9
31.6
11.3
0.2

57.3
31.2
11.4
0.2

57.4
31.8
10.6
0.3

56.7
31.9
11.2
0.2

56.8
32.2
10.7
0.2

57.0
31.9
11.0
0.1

4

계

56.7 57.5
32.5 31.8
10.7 10.6
0.1 0.2

자료：분기자료

가구규모별 빈곤율을 보면 절대빈곤율에서는 소득과 소비기준 모두에서 5인 이상 가
구의 절대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2, 3, 4인 가구 사이에는 소득과 소비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소득기준으로는 4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반면, 소비기
준으로는 3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반면 상대빈곤율의 경우에 대체로
가구규모가 클수록 상대빈곤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비
슷한 수준을 보인다.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이용해서 측정한
절대빈곤율과 상대적 소비수준으로 측정한 상대빈곤율 사이의 정의의 차이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 때 어떠한 빈곤이 더 적합한 측정기준이 될 것인가는 현재 상태에
13) 이렇게 가구의 경제활동상태가 매우 유동적인 가구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빈곤율 변동의 요인분해는 별도의 커다란 연구 주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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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어떠한 기준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절대적인 준거기준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성별로 빈곤율을 보면, 여자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남자가구주에 비해 높
고, 그 차이는 소득기준 절대빈곤율에서 소비를 이용한 절대빈곤율이나 상대빈곤율보
다 매우 크다. 소득기준으로 여자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17.3%에 이르는
반면, 남자가구주 가구의 경우 6.1%에 불과하다. 소비기준 절대빈곤율이나 상대빈곤율
에서 이 차이는 줄어든다. 소비기준 절대빈곤율은 각각 3.8%와 6.8%이다. 이는 표본
의 차이보다는 소득보다는 소비의 격차가 더 적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일 것이다. 가
구주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5% 기준 상대빈곤율과 10% 기준 상대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5%
기준에서 10% 기준보다 각 집단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
율이 높은 집단이 빈곤계층으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영역에 존
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에서 살펴본 가구특성별만으로는 가구의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변수들을 모두 살펴보기 어렵고,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
하기 어렵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 분기에서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에 대해 로짓분
석을 수행하였다. 로짓분석에는 위에서 살펴본 가구특성 이외에도 연령과 배우자 유무,
가구주의 직업, 가구내 취업인수, 자동차 보유 여부 및 주거형태 변수, 해당 분기변수
들이 추가되었다. <표 3>에는 분석에 사용된 명목변수들의 분포 및 연속변수들의 평
균값이 정리되어 있다. 소득기준 절대빈곤은 근로자가구, 소비기준 절대빈곤 및 상대빈
곤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 4>에는 모두 네 개의 추정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각각에서 종속변수는 소득기
준 절대빈곤 여부, 소비기준 절대빈곤 여부, 5%와 10% 기준 상대빈곤 여부이다. 소득
기준 절대빈곤 여부의 경우에는 소득의 결정요인이라기보다는 소득에 종속되는 변수라
고 간주될 수 있는 주거형태 및 자동차 소유 여부 변수들은 제외되었다. 또한 직종변
수의 경우에도 기준이 무업자가 아니라 단순노무직이 된다.
각각에서 빈곤상태를 1, 비빈곤상태를 0으로 놓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양의 추정치는
기준변수에 비해 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및 표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로짓분석의 기본적인 결과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분기
변수의 추정치는 별도로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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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들의 특성
표 본
명목변수
근로자
가구형태
비근로자
가구주 남자
성
여자

빈도
－
－
22,578
3,671

비중
－
－
86.0
14.0

빈도
26,303
19,465
38,353
7,415

비중
57.5
42.5
83.8
16.2

중졸미만
중졸
가구주
고졸
교육수준
대졸
대학원졸

2,676
3,293
12,094
7,402
784

10.2
12.6
46.1
28.2
3.0

5,686
6,503
21,423
11,115
1,041

12.4
14.2
46.8
24.3
2.3

배우자 유배우 동거
유무 및 유배우 비동거
동거여부 배우자 없음

22,844
627
2,778

87.0
2.4
10.6

39,084
1,956
4,728

85.4
4.3
10.3

가구주
직종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무직/분류불능

6,512
3,653
2,334
10,291
3,459
－

24.8
13.9
8.9
39.2
13.2
－

9,310
3,735
7,422
14,846
4,281
6,174

20.3
8.2
16.2
32.4
9.4
13.5

자동차
소유

소유
비소유

－
－

－
－

25,480
20,288

55.7
44.3

－
－
－
－

－
－
－
－

25,942
13,553
1,364
4,909

56.7
29.6
3.0
10.7

평균
40.7
1,753.5
3.7
0.5

표준편차
10.0
871.4
1.0
0.6

평균
43.2
1994.5
3.6
0.5

표준편차
11.4
1,084.0
1.1
0.6

자가
전세
주거형태
사택
월세
연속변수
연령
연령제곱
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가구주제외)

근로자가구

전체 가구

자료：분기자료

우선 가구유형의 경우 소비기준 절대빈곤과 5% 상대빈곤에서 근로자가구가 비근로
자가구에 비해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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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근로자가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간 의외의 결과이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일정기간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날 확률
이 높아지지만 일정한 연령대가 지나면 빈곤상태에 놓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모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절대빈곤에서는 40대, 상대빈곤에서는 50대 후반에
서 60세를 전후해서 분기점이 나타난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소득기준 절대빈곤율에서만 여자가구주에서 빈곤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관찰되는 빈곤율은 여자가구주 가구
에서 더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면 가구주의 성별이 빈곤에 미
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여자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이 교육수준이나
직종과 같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모든 기준)이나 대학원졸(상대빈곤 기준)의 경우 중졸 미만에
비해서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졸의 경우에는 중졸미만에 비해서 유의미하
게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 고졸도 10% 상대빈곤에서는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
라서 이 결과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배우자의 유무 및 동거 여부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모든 모형에서 배우자가 있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
하고, 가구주의 성별을 비롯해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결과이다.15) 또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이유의 상당부분이 경제활동과 관련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가구주의 직종변수에서도 역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모든 모형에서 가구주가 무
직 및 분류불능인 경우 ― 대다수는 무직인 경우 ― 를 기준으로 할 때 전문기술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들보다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다른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5)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빈곤계층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훨씬 더 자립
의지가 높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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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빈곤 여부 결정요인의 로짓분석 결과
변수명
절편
가구구분
(비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연령
연령제곱
가구주 성( 여자)
남자
교육( 중졸미만)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배우자 유무
(배우자 무)
동거
비동거
직업
(무직 및 분류불능)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가구원수
취업인수
차보유 유무
(차없음)
차보유
주거형태( 월세)
자가
전세
사택
N
-2 log likelihood

소득기준 절대빈곤 소비기준 절대빈곤
5% 상대빈곤
0.351 (0.356)
3.300 (0.298) *** -0.029 (0.200)

10% 상대빈곤
-1.086 (0.174) ***

-0.157 (0.035) *** -0.053 (0.022) * -0.026 (0.017)
0.157 (0.017) *** 0.092 (0.012) *** 0.112 (0.008) *** 0.123 (0.007) ***
-0.002 (0.000) *** -0.001 (0.000) *** -0.001 (0.000) *** -0.001 (0.000) ***
0.605 (0.040) ***
-0.594
0.077
0.763
0.403

0.040 (0.043)

0.039 (0.027)

0.007 (0.023)

(0.081) *** -0.334 (0.098) *** -0.450 (0.061) *** -0.404
(0.071)
0.011 (0.092)
-0.035 (0.056)
-0.019
(0.091) *** 0.865 (0.115) *** 0.650 (0.067) *** 0.646
(0.227)
0.402 (0.321)
0.740 (0.195) *** 0.796

(0.045) ***
(0.040) **
(0.048) ***
(0.136) ***

-0.265 (0.063) *** -0.240 (0.068) *** -0.193 (0.042) *** -0.239 (0.036) ***
0.484 (0.096) *** 0.538 (0.096) *** 0.541 (0.058) *** 0.614 (0.049) ***
( 단순노무직)
0.836 (0.092) *** 1.086 (0.131) ***
0.761 (0.092) *** 0.633 (0.133) ***
-0.274 (0.069) *** -0.240 (0.067) ***
-0.287 (0.052) *** 0.041 (0.059)
-0.369 (0.072) ***
-0.466 (0.028) *** -0.580 (0.027) ***
2.209 (0.075) *** 0.904 (0.054) ***

자료：분기자료 전체

0.624 (0.034) ***

26,249
9,630.4

0.740
0.514
-0.138
-0.049
-0.038
-0.225
0.761

(0.065) ***
(0.073) ***
(0.041) ***
(0.035)
(0.045) ***
(0.018) ***
(0.033) ***

0.688
0.520
-0.108
-0.092
-0.433
-0.235
0.649

(0.046) ***
(0.054) ***
(0.033) **
(0.028) ***
(0.037) ***
(0.015) ***
(0.025) ***

0.560 (0.020) *** 0.526 (0.015) ***

1.358 (0.054) *** 1.215 (0.033) *** 1.055 (0.026) ***
0.136 (0.047) **
0.178 (0.030) *** 0.215 (0.026) ***
-0.282 (0.088) ** -0.357 (0.059) *** -0.301 (0.051) ***
45,768
45,768
45,768
10,994.3
23,352.4
33,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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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순노무직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 절대빈곤에서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직의
경우 단순노무직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에서도
판매서비스직 및 단순노무직은 모든 경우에서 무직 및 분류불능인 경우보다 빈곤할 가
능성이 더 높고, 10% 상대빈곤에서는 기능직도 빈곤 가능성이 더 높다. 앞의 가구유
형의 효과에서도 근로자가구가 무직 및 분류불능을 포함한 비근로자가구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은
가구주가 취업하지 않고 있더라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16)
다음으로 가구원수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가구규모별 빈곤율에서 절대빈곤율에서는 이러한 경향
이 나타났지만, 상대빈곤율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약간 의외
의 결과이다. 이는 취업자수 및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에
는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가구주를 제외한 취업자수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취업자가 증가할수록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에서도 월세에 비해 자가나 전세인 경우에 빈곤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월세에 거주하
는 경우보다 더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거비 자체가 소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그렇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분기변수의 추정치는
상대빈곤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절대빈곤에서는 2000년 12월에 비해 1998년과 1999
년 상반기에서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빈곤율
의 분기별 추이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4. 상대빈곤을 이용한 빈곤의 동태분석
제Ⅳ장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연속하는 2개 분기를 연결한 ‘분기연결패널’이다. 이 자
료를 이용해서 소득기준 절대빈곤을 지표로 빈곤으로의 진입․탈출 여부를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가구유형의 변동 때문에 특정 분기 빈곤가구의 약 12∼13% 정
도가 다음 분기에는 소득값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기준 절대빈곤으로 빈곤의 지속․탈출 여부를 분석하는 데에도

1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전체 가구의 소득․소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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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빈곤을 이용해서 빈곤의 지속․탈출 여부를
분석한다.
우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진입의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분기연결패널에서

2분기에 측정되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률은 1분기 총 빈곤가구 가운데 2분기에는 비
빈곤가구가 된 가구의 비중으로 식 (1)에 의해 정의되고, 빈곤으로의 진입률은 1분기
총 비빈곤가구 가운데 2분기에는 빈곤가구가 된 가구의 비중으로 식 (2)에 의해 정의
된다. 각 식에서 p는 빈곤, n은 비빈곤, 하첨자는 분기를 의미하며, 전체적으로는 연결
되는 분기에서 해당 상태를 경험하는 가구의 수를 뜻한다. 대문자로 해당 분기에 특정
상태에 있는 가구수의 총합을 표현하면, 1분기의 빈곤가구수는 P1 = p1p2 + p1n2이고,
비빈곤가구수는 N1 = n1p2 + n1n2이다.

p1n2 / (p1p2 + p1n2)

(1)

n1p2 / (n1p2 + n1n2)

(2)

[그림 3]은 상대빈곤율을 이용해서 위와 같이 정의한 빈곤탈출률의 추이이고 [그림
4]는 빈곤진입률의 추이이다.
[그림 3] 빈곤탈출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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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기연결패널

[그림 3]으로부터 분기별 빈곤탈출률에서 시기에 따른 변동이 관찰된다. 5% 기준
상대빈곤율에 따를 경우 전체적으로는 약 29∼30%의 탈출률을 보이지만 실업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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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던 1999년 1분기에 25%대로 낮게 나타난다. 10% 기준 상대빈곤율에 의하면
전체적인 빈곤탈출률은 약 26∼28% 정도로 5% 기준 상대빈곤율에 비해 약간 낮고,
기간별로 탈출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변동폭은 약간 적다.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으로부
터의 탈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그림 4]에서 빈곤진입률은 빈곤탈출률보다는 약간 변동폭이 적다. 또한 당연한 것
이지만 빈곤탈출률과는 반대로 5% 기준 빈곤진입률에 비해 10% 기준 빈곤진입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4] 빈곤진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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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기연결패널

가구특성별 빈곤탈출률 및 빈곤으로의 진입률은 <표 5>와 같다. 가장 먼저 확인되
는 특징은 빈곤율이 높을수록 빈곤으로부터의 탈출률은 낮고, 빈곤으로의 진입률은 높
다는 점이다. 다만 가구유형에서 분기내에 근로자, 자영자, 무업의 세 가지 상태를 모
두 경험한 경우 빈곤율의 절대적인 수준도 높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률 － 특히 5%
기준에서 －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우 유동적인 속성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가구유형별로는 무업가구의 빈곤탈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10%를 기준으로
할 때 전 기간 평균으로 17.7%이다(5% 기준과 10% 기준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사하
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0% 기준으로 한 수치만 언급할 것이다. 반면,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는 각각 27.5%와 30.2%로 높게 나타난다.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
겠지만, 무업가구에서도 빈곤탈출률이 17.5%에 이른다는 점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서 소득활동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17) 이는 제Ⅴ장에서 살펴볼 빈곤의 지속기간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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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구규모별 빈곤탈출률을 보면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률이 높게 나타난다. 2인 가구의 경우 전 기간 평균이 22.1%인 반면, 5인 이상 가구
의 경우 29.6%에 이른다. 가구규모별 빈곤율과 비교해 보면 역시 대체로 빈곤율이 낮
을수록 탈출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여자가구주 가구의 빈곤탈출률이 22.7%로 낮은 반면, 남자가구
주 가구의 빈곤탈출률은 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교
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빈곤으로부터의 탈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경우에도 역시 빈
곤율과 빈곤탈출률은 역의 관계를 갖는다.18)
가구특성별 빈곤진입률은 빈곤탈출률과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표 5). 전체적으로
보면 무업가구, 규모가 작은 가구, 여자가구주 가구, 가구주의 학력이 낮은 가구에서
<표 5> 가구특성별 빈곤탈출 및 진입률
(단위：%)

빈곤 탈출률

빈곤 진입률

5%

10%

5%

10%

가구
유형

근로자
자영자
무업
不定

33.4
32.9
22.3
45.0

27.5
30.2
17.7
25.0

3.3
3.0
8.6
17.5

5.7
6.2
11.3
15.6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 인이상

30.6
30.2
31.7
31.7

22.0
26.6
28.0
29.8

6.1
3.7
3.0
3.4

8.3
6.3
5.8
6.1

가구주
성

남자
여자

32.1
28.2

27.7
23.0

3.3
6.4

5.9
9.3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미만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27.6
27.5
32.8
40.9
40.0

21.5
24.1
28.3
35.8
17.7

8.1
5.2
3.8
1.3
0.6

12.3
8.9
6.8
2.8
0.5

31.0

26.5

3.7

6.4

전 체
자료：분기연결패널 전체

18) 10% 기준 빈곤탈출률에서 대학원졸의 경우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관측치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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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으로의 진입률이 낮다. 다만 가구유형에서 자영자가구의 경우 근로자가구에 비해
빈곤탈출률 및 빈곤진입률이 모두 높고, 가구규모에서 5인 이상 가구가 4인 가구에 비
해 빈곤탈출률 및 빈곤진입률이 모두 높다는 점이다. 그 정도는 크지 않지만, 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자가구가, 4인 가구에 비해 5인 이상 가구가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및 빈곤으로의 진입이 분기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동이 대체로 빈곤선을 기준으로 가까운 집단 사이의 상호
이동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상대적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탈출
및 진입이 주로 어떤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는 <표 6>에
소개되어 있다. <표 6>에서 짙게 표시된 부분이 각각 빈곤으로 진입한 계층과 빈곤으
로부터 탈출한 계층이다. 오른쪽 마지막 열의 전체를 제외한 각 항목의 괄호 안의 비
중은 행기준 백분률이다.
우선 <표 6>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빈곤으로 진입한 집단의 소비계층별 분포가 정리
되어 있다. 우선 비빈곤가구에서 빈곤가구로의 진입은 빈곤선의 ‘100% 초과∼150%
이하’인 집단에서 하향이동한 경우가 88.1%(오른쪽 위 짙은 부분 전체 대비 세 번째
행이 차지하는 비중)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빈곤선의 ‘85% 초과∼100%
이하’인 집단으로 이동한 경우만을 보더라도 64.6%(오른쪽 위 짙은 부분 전체 대비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칸이 차지하는 비중)에 이른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보면, ‘85% 초과∼100% 이하’인 집단에서 이동한 경우가

71.9%(왼쪽 아래 짙은 부분 전체 대비 첫 번째 행이 차지하는 비중), 그 가운데서도
‘100% 초과∼150% 이하’인 집단으로 이동한 경우가 63.7%(왼쪽 아래 짙은 부분 전
체 대비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칸이 차지하는 비중)를 차지한다. 이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진입에서 약 2/3 정도가 빈곤선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과 차하위계층 사이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로짓분석을 이용해서 빈곤으로의 탈출이나 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를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빈곤결정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만을 이용한 모형과
분기간에 나타난 가구특성의 변화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같이 추정하였다. 원래의 독
립변수는 이행전 분기의 값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기에서 현재 시기 사이에 나타난 변
화의 원인을 추정하는데 전기 변수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19) 추가되는 변수들은
19) 현재 분기의 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와 이전 분기 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
다. 다만 이전 분기의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 분기간의 상태변화를 포착한 변수의 추정치의 의미
가 분명해진다.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황덕순)

51

<표 6> 소비계층의 분기간 이동표

T+1

빈
곤

빈곤

200%
초과

200%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85% 이하

70% 이하

200%
초과

4,314
(67.0)

1,596
(24.8)

466
(7.2)

41
(0.6)

11
(0.2)

10
(0.2)

6,438
(21.0)

200%
이하

1,572
(20.7)

3,916
(51.5)

1,995
(26.2)

89
(1.2)

24
(0.3)

11
(0.1)

7,607
(24.8)

150%
이하

467
(4.4)

1,941
(18.2)

6,877
(64.5)

1,006
(9.4)

308
(2.9)

57
(0.5)

10,656
(34.8)

100%
이하

54
(2.1)

75
(2.9)

1,007
(39.3)

824
(32.1)

495
(19.3)

109
(4.3)

2,564
(8.4)

85%
이하

20
(1.0)

32
(1.7)

314
(16.4)

511
(26.6)

695
(36.2)

346
(18.0)

1,918
(6.3)

70%
이하

3
(0.2)

12
(0.8)

64
(4.3)

109
(7.3)

340
(22.9)

958
(64.5)

1,486
(4.9)

6,430
(21.0)

7,572
(24.7)

10,723
(35.0)

2,580
(8.4)

1,873
(6.1)

1,491
(4.9)

30,669
(100.0)

T

비
빈
곤

비빈곤

전체

전체

자료：분기연결패널 전체

가구유형의 변화, 가구주의 변화, 가구원수의 변화, 취업가구원수의 변화이다. 변화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不定)으로 표시되었다. 이 때 분기간의 상태변화
변수의 추정치는 원래의 변수와는 달리 해당 시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서 비롯되
는 효과만을 포착한다.
빈곤으부터의 탈출을 분석할 때에는 이행전 시점에 빈곤한 가구, 빈곤으로의 진입을
분석할 때에는 이행전 시점에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종속
변수는 모두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빈곤한 경우를 1, 빈곤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따라서 양의 추정치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요인을 추정하는 경우 탈출률을 높
이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으로의 진입요인에서는 빈곤진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에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 <표 8>에는 추정 결
과가 소개되어 있다.

<표 7>에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특성을 보면, 빈곤가구일수록 여자가구주의 비
중이 높고,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비중이 높고, 가구
주의 직종별로도 관리사무직 및 사무직의 비중은 낮고 다른 직종의 비중은 높다.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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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변화에서는 가구유형이나 가구주, 취업가구원수에서 변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
이 높다.

<표 8>에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특성의 변화 여부를 포함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분기
간의 상태변화 가운데 유의미한 변수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분기간에 나타난 변화가
곧바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변수들의 특성(이행 시점의 가구특성변수)
표 본
명목변수

이행전 빈곤가구

이행전 비빈곤가구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가구형태

근로자
비근로자

3,956
3,321

54.4
45.6

17,463
12,810

57.7
42.3

가구주
성

남자
여자

5,477
1,800

75.3
24.7

26,006
4,267

85.9
14.1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미만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1,718
1,408
3,444
673
34

23.6
19.4
47.3
9.3
0.5

2,953
4,012
14,139
8,344
825

9.8
13.3
46.7
27.6
2.7

배우자
유무 및
동거 여부

유배우 동거
유배우 비동거
배우자 없음

5,679
298
1,300

78.0
4.1
17.9

26,598
1,277
2,398

87.9
4.2
7.9

가구주
직종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무직/분류불능

421
276
1,280
2,684
1,131
1,485

5.8
3.8
17.6
36.9
15.5
20.4

7,273
2,678
4,764
9,577
2,406
3,575

24.0
8.9
15.7
31.6
8.0
11.8

연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연령

43.2

13.6

43.7

10.8

2,052.6

1,334.2

2,023.6

1,017.9

가구원수

3.5

1.1

3.7

1.1

취업가구원수(가구주제외)

0.4

0.6

0.6

0.7

가구주 연령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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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변수들의 특성(계속 : 연속분기 사이에 나타난 변화)
표 본
가구특성 변화 변수

이행전 빈곤가구
빈 도
비 중

이행전 비빈곤가구
빈 도
비 중

근로자로부터
자영자로부터
가구유형 변화
무직으로부터
변화없음

711
224
498
5,844

9.8
3.1
6.8
80.3

1,467
694
854
27,258

4.9
2.3
2.8
90.0

不定
세대간 변화
가구주 변화 남자로
여자로
변화없음

12
198
165
285
6,617

0.2
2.7
2.3
3.9
90.9

30
572
488
693
28,490

0.1
1.9
1.6
2.3
94.1

不定
증가
가구원수 변화
감소
변화없음

29
460
598
6,190

0.4
6.3
8.2
85.1

147
2,334
2,561
25,231

0.5
7.7
8.5
83.3

不定
취업가구원수
증가
(가구주 제외)
감소
변화
변화없음

197
1,353
1,082
4,645

2.7
18.6
14.9
63.8

555
3,902
4,027
21,789

1.8
12.9
13.3
72.0

자료 ： 분기연결패널 전체

또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빈곤으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에 차이가 있다. 빈곤으로의 진입에는 제Ⅲ장에서 빈곤상태에 놓일 확률에 영
향을 미친 변수들이 대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반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는 학력
과 취업가구원수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수들의 효과들은 대부분 빈곤상태의 결정요인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 다만,
가구유형의 경우 근로자가구가 빈곤으로 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비근로자가구보다 높
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분기간에 나타난 가구특성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이다. 가구특성의 변화 가운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빈곤으로의 진입
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가구원수의 변화이다. 취업가구원수의
증가는 유의미하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기여하고, 빈곤으로의 진입을 억제하며, 취
업가구원수의 감소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억제하고, 빈곤으로의 진입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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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빈곤탈출 및 빈곤진입 결정요인의 로짓분석 결과
변수명
절편
가구구분(비근로자)
근로자
연령
연령제곱
가구주 성(여자)
남자
교육(중졸 미만)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배우자 유무
(배우자무)
동거
비동거
직업
(무직 및 분류불능)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구분 변화
(변화 없음)
근로자로
자영자로
무직자로
가구주 변화
(변화 없음)
부정
세대간 변동
남자로
여자로
가구원수 변화
(변화 없음)
부정
증가
감소
취업원수 변화
(변화 없음)
부정
증가
감소
N
-2 log likelihood

빈곤탈출
변화변수 제외
변화변수 포함
-1.596(0.340)***
-1.601 (0.389)***

빈곤진입
변화변수 제외
변화변수 제외
-1.050 (0.313)***
-1.386 (0.347)***

-0.043 (0.034)
0.009 (0.014)
-0.000(0.000)

0.064 (0.034)
0.002 (0.014)
-0.000(0.000)

0.068 (0.029)*
0.156 (0.013)***
-0.001 (0.000)***

0.003 (0.043)

0.013 (0.045)

-0.073 (0.104)
0.205 (0.097)*
0.398 (0.110)***
-0.455 (0.344)
-0.072 (0.070)
0.067 (0.105)
0.047 (0.092)
0.159 (0.111)
0.014 (0.066)
0.037 (0.054)
-0.113 (0.073)
0.047 (0.031)
0.310 (0.048)***

자료：분기연결패널 전체

7,295
7,882.0

-0.075(0.105)
0.206 (0.098)*
0.419 (0.111)**
-0.471 (0.347)
0.089 (0.071)
0.085 (0.106)
0.033 (0.093)
0.150 (0.112)
0.019 (0.066)
0.033 (0.055)
-0.099 (0.074)
0.016 (0.028)
0.370 (0.052)***

0.029 (0.043)
-0.652
-0.077
0.489
1.211

0.085 (0.029)**
0.156 (0.014) ***
-0.001 (0.000)***
-0.019 (0.044)

(0.089)***
(0.082)
(0.093)***
(0.290)***

-0.643 (0.090)***
-0.078 (0.082)
0.494 (0.093)***
1.185 (0.290)***

-0.146 (0.068)*
0.456 (0.097)***

-0.140 (0.068)*
0.450 (0.098)***

0.679
0.368
-0.046
-0.083
-0.561
-0.056
0.352

0.666 (0.078)***
0.338 (0.091)***
-0.047(0.059)
-0.094(0.049)
-0.538 (0.066)***
-0.073 (0.026)**
0.426 (0.043)***

(0.079)***
(0.090)***
(0.058)
(0.048)
(0.066)***
(0.025)*
(0.041)***

-0.316 (0.088)***
0.076 (0.116)
0.055 (0.108)

-0.132 (0.083)
0.054 (0.107)
-0.158 (0.089)

0.160 (0.553)
0.037 (0.198)
-0.050 (0.212)
-0.241 (0.190)

-0.454 (0.470)
0.237 (0.183)
0.257 (0.184)
-0.223 (0.160)

-0.486(0.377)
-0.040 (0.153)
0.572 (0.146)***

-0.001 (0.257)
-0.106 (0.109)
0.144 (0.109)

-0.077 (0.132)
0.404 (0.070)***
-0.323 (0.079)***
7,281
7,885.3

0.083 (0.128)
0.231 (0.069)**
-0.405 (0.066)***
30,270
12,173.0

30,296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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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의 변화도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기여하는데, 유의미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감소했을 때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앞 절에서 가구규모
가 클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일관된 결과이다.20) 가구유형의 변화를 보면,
근로자가구로의 변화가 빈곤의 결정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부
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가구주의 성별이나 세대간 변화는 유의미한 경우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난다.

Ⅴ. 맺음말 :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우선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나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절대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외환금융위기 이후 1999년 초까지 구조조정과 급격한 실
업 증가에 따라 절대빈곤계층이 증가했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절대빈곤계층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계층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 상태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가구의 빈곤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구유형, 가구주 연령, 가구주
의 교육수준 및 직종, 가구원수 및 취업가구원수 등 분석에 포함된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일정기간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날 확률
이 높아지지만 일정한 연령대가 지나면 빈곤상태에 놓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가구주
의 성별로는 소득기준 절대빈곤율에서만 유의미하게 여자가구주 가구에서 빈곤할 확률
이 더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나 대학원졸의 경우 중졸 미만에 비해서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졸이나 고졸의 경우에는 중졸 미만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동거 여부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모든 모형에서 배우자가 있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

20) 상대빈곤을 정의할 때 가구원수를 이용해서 균등화한 소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취업가구원수의
변화는 균등화된 소비값을 변화시켜 직접적으로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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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
하고, 가구주의 성별을 비롯해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는 점에서 주목되는 결과이다.
가구유형이나 가구주의 직종변수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가구주가 무직 및
분류불능인 경우 － 대다수는 무직인 경우 － 를 기준으로 할 때 전문기술직이나 사무직
의 경우에는 이들보다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에는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유형의 효과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나는데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비근로자가구에 비해 근
로자가구가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은 가구주
가 취업하지 않고 있더라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원수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취업자수 및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에는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가구주를 제외한 취업자수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취업자가
증가할수록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분기연결패널을 이용해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률을 보면 5% 기준 상대빈곤율에 따
를 경우 전체적으로는 약 29∼30%의 탈출률을 보이고, 10% 기준 상대빈곤율에 의하
면 약 26∼28% 정도로 약간 나타난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및 빈곤으로의 진입이 분
기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동은 대체로 빈곤선을 기준으로
가까운 집단 사이의 상호이동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진입에
서 약 2/3 정도가 빈곤선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과 차하위계층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빈곤으로의 진입이나 탈출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분기간의 상태변화가 분기간의 동
태적인 이동에 미치는 효과이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빈곤으로의 진입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가구원수의 변화이다. 취업가구원수의 증가는 유
의미하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기여하고, 빈곤으로의 진입을 억제하며, 취업가구원수
의 감소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억제하고, 빈곤으로의 진입에 기여한다. 가구원수의
감소도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기여한다.
본 연구로부터 정책적 시사점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농어촌지역과 단신가구가 제외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경우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만 조사되기 때문에 전국
적인 빈곤율 추계나 소득을 이용한 빈곤실태 분석에 커다란 제약이 따른다.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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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KLIPS)이나 대우패널 등을 이용한 연구도 있으나 연간단위 자료라는 점에서, 분
기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곤란하다.
두 번째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가구규모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
이다.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빈곤의 더 적합한 측정기준이 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렵
다. 따라서 현재 공공부조에서는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설정된 기준의 타
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빈곤 여부의 결정이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빈곤 지속기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내 취업자수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
해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
내의 근로 유능력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빈곤으로의 진입을 억
제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나 취업직종이 빈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 비근로자보다, 취업자 가운데서도 하위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보다도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
난다. 세대간의 직업이동에서 종사상 지위나 취업직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황덕순, 2001), 교육의 경우에도 중등교육을 넘
어서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세
대간의 빈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가구의 빈곤 여부 및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빈곤과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의 관계
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로 여자가구주 가구의 경우 절대적으로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가구주
의 연령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빈곤상태에 놓이거나 빈곤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반적인 빈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자가구주 가구 및 고령자가구의 경제활
동참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특성화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배우자 및 전체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를 고려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율 변동의 가구특성별 요인분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및 재진입 등을 다루지 못했다. 또한 자료의 한계와 여러 가지 분석상의 어려움 때문
에 빈곤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다. 한편 빈곤의 정의도 연구 목적이나 정
책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앞으로 빈곤의 실태에 대한 이해나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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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자료별 표본수 추이
(단위 : 명)

1998
1999
2000
1
2
3
4
1
2
3
4
1
2
3
4
분 기 자 료 3,527 3,772 3,837 3,862 3,791 3,870 3,910 3,874 3,822 3,888 3,980 3,936
분기연결패널
3,144 3,422 3,440 3,394 3,387 3,488 3,519 3,461 3,414 3,545 3,592

주 : 전체연결패널은 1,475가구
<부표 2> 자료별 가구유형 분포
(단위 : %)

분기자료

분기연결패널

전체연결패널

57.5
31.8
10.6
0.2

57.0
32.2
10.6
0.2

56.5
33.8
9.6
0.1

근로자
자영자
무업
분류불가

<부표 3> 가구균등화지수(최저생계비)/가구원수제곱근을 이용한 상대적 빈곤 비교
(단위 : 명, %)

가구원수제곱근

5%
가구 균등화
지수

비빈곤

10%

비빈곤

빈곤

3,064(86.9)

56(1.6)

빈곤

54(1.5)

353(10.0)

비빈곤

2,740(77.7)
75(2.7)

빈곤

77(2.2)
635(18.0)

자료：분기자료(1998년 1분기)

<부표 4> 절대빈곤율
(단위 : 명)

소득기준
소비기준
소
비
( 주거비 제외)
자료：분기자료

1998
1999
1
2
3
4
1
2
3
7.4 8.9 8.9 7.9 10.5 9.1 7.6
4.8 7.2 8.3 4.0 4.5 5.8 5.1
12.2 16.7 20.4 9.9 6.3 8.2 7.5

2000
4
1
2
3
4
7.1 7.4 5.9 5.5 5.6
2.8 2.6 3.6 3.3 2.1
4.7 10.2 11.6 10.6 8.5

전체

7.7
4.5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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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타임과 풀타임

안 주 엽*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탐색전략은
미취업상태에서의 탐색, 파트타임 취업상태에서의 탐색, 그리고 풀타임 취업상태
에서의 탐색으로 구분된다. 이들에게 파트타임 취업은 생계문제와 더 나은 일자
리를 탐색하는 하나의 대안일 것이나, 낮은 임금, 미비한 부가급부, 불충분한 일
자리 안정성은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파트타임 취업을 플
타임 취업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청년층의 미취업기간을 분석하는 다출구위험모
형을 미국의 청년패널자료(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에 적
용한다. 관찰된 이질성과 비관찰된 이질성을 통제하였을 때, 부(負)의 경과기간
의존성도 갖지 않는 파트타임 기준선위험이 풀타임의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나며, 지역실업률은 풀타임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반면, 파트타임 취업에는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미취업기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1)

핵심용어 : 교육 - 노동시장 이행과정, 파트타임 일자리, 경과기간모형, 다출구위험모형

Ⅰ. 머리말
미국의 ‘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에 따르면 1993년 12월 현재 총노동
력의 약 18%를 차지하는 2천만 명의 파트타임 취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1969
년의 1,080만 명과 비교할 때 약 2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청
투고일 : 11월 7일, 심사의뢰일 : 11월 7일, 심사완료일 : 11월 22일.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jyahn@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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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중년여성, 그리고 퇴직 후의 노령자 계층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취업이 풀타임
취업에 대한 노동시장 참가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역시 학교교육을 종료한 청년층의 22%가 파트타임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진입 이후 1년 이내에 풀타임 취업으로 이직하는 양상을 보여, 학교 - 노동시장의 전환
과정에서 즉각적인 풀타임 취업에 애로를 경험하는 청년층에게 있어 파트타임 취업이
풀타임 취업으로 가는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반적인 파트타임 취업 비중의 증가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상대적으로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특히 기혼의)중년 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풀타임 취업
수요가 대부분인 제조업으로부터 파트타임 취업 수요의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으로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Gallaway(1995 : 309)는 파트타임 취업 증가의 요인으
로 수요측면에서 노동력의 변동에 따른 생산조업 일정 조정기능, 풀타임 구직자 고용
상 어려움, 총고용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급부 부담 감소, 고용주 입장에서
숙련된 피고용자의 유지를,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시간 제약에 따른 근로 일정
의 조정 가능성 등을 찾고 있다. 파트타임 취업의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용된
표본 및 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갖는 문제점의 하나
는 Houseman(1995)가 지적하였듯, 유럽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노동시장
관련정책들이 파트타임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현격하게 낮은 임금, 미비한
부가급부, 불충분한 일자리 안정성 등 파트타임 취업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의 조성
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경제활동인구의 신규 참가자인 이들은 향후 40여 년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끊임없는 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 노동시장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실업률, 그리고 잦은 직장이동으로 특성지어진다. 직업탐색
이론적 측면에서 실업기간(또는 미취업기간)은 탐색노력에 반비례한다. 청년의 탐색전
략은 미취업 상태에서의 탐색, 파트타임 취업상태에서의 탐색, 그리고 풀타임 취업상태
에서의 탐색으로 나뉘어진다. 풀타임 취업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탐색
노력의 여지를 감소시키게 되는 반면, 미취업 상태에서의 탐색은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의 수급대상이 아닌 신규 실업자인 청년층에게 있어 탐색기간 중 생계유지
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따라서 파트타임 취업은 생계문제의 일부를 해결하고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탐색노력의 경주라는 양 측면에서 필요하게 된다.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과정 분석의 중요성은 첫째 평생근로의 초기 단계에 교육 종
료, 일자리와의 부조화에 따른 잦은 이직, 집중된 일자리관련 훈련, 혼인 및 자녀의 산
출 등 주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들이 중장년기에서의 노동시장 참가양태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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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청년의 실업 또는 미취업이 갖는 효
과는 첫째, 미취업기간 중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및 노동시장에의 근착성 결여로 인한
평생소득의 감소에 따른 저소득 계층화, 둘째, 근로소득 과세대상 및 세액 감소에 따
른 정부재정의 손실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의
증가,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경제 내의 생산가능곡선의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청년의 미취업과 미취업기간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경
험하는 미취업기간을 분석하는 실증방법을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상태에 놓
인 청년이 이를 탈출하는 탈출구로서 파트타임 취업과 풀타임 취업의 두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경과기간모형(typical duration model with single

risk)보다는 다출구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을 사용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
구에 사용되는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끝으로 제Ⅳ장에
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청년의 미취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Ⅱ. 미취업기간 분석을 위한 실증모형 : 다출구위험모형

한 상태에서 복수의 탈출경로가 존재하고 복수의 탈출경로가 서로 구분되어질 때 다
출구위험모형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상태를 파트타임 취업상태, 풀타임 취업
상태, 그리고 미취업상태로 구분하면 미취업상태에 존재하는 개인은 다른 두 상태인
파트타임과 풀타임 취업으로의 복수의 탈출경로를 갖게 된다. 이 장에서는 다출구위험
모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J개의 탈출경로가 존재하고 미완료상태(Type-I censoring)를 고려할 때,
첫 일자리 취득까지의 경과기간(duration)은

T = Min(T1*, T2*, …, TJ*, c)
로 정의될 수 있으며, T는 관찰된 경과기간, Tj*는 미관찰되는 완료된 탈출경로별 경
과기간(uncensored

destination-specific

durations),

c는

미완료상태의

경과기간

(censoring time)이다. 한 개인이 탈출경로 j를 통해 한 상태에서 탈출하였음을 나타내
는 탈출경로 지표함수(destination-specific indicator function)는

dj = 1 (탈출경로 j를 통해 탙출)
0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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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될 수 있다.

Kalbfleisch와 Prentice(1980)에 따르면 일정 시간 t직전까지 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문 개인이 그 상태에서 탈출경로 j를 통해 탈출할 조건부 확률인 탈출경로별 위험함
수(hazard function)는

hj (t) = lim△t→0 Prob[t ≤ T < t + △t, J = j | Tj ≥t, j=1, 2, ..., J] / △t
로 정의된다. Prob[A]는 사상(event)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이 위험함수의 적
분함수인 탈출경로별 누적위험함수(integrated hazards)는
t

Hj(t) = ∫o hj(u)
로 표현된다. 따라서 조건부 탈출경로별 잔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Sj(t) = exp[-Hj(t)]
로

표현되며

일정시점

t에서의

탈출확률함수(destination-specific

failure

time

subdensity function)는
fj(t) = hj(t)Sj(t)
로 정의된다.
탈출경로별 위험함수는 혼합비례위험모형(mixed proportional hazard model)에서 일
반적으로 쓰이듯 기준선위험(baseline hazard), 관찰된 이질성(observed heterogeneity),
비관찰된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상정,

hj(t) = hoj(t) exp(Xjβj) υj
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첫째 항 탈출경로별 기준선위험 hoj(t)는 0 또는
양의 값을 가지는 함수로 경과기간 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나타낸다. 둘째 항

exp(Xjβj)는 관찰된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Xj는 탈출경로 j에서의 개인간의 관찰된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설명변수의 벡터이며, βj는 그에 상응하는 추정될 파라메터벡
터이다. 셋째 항 υ = (υ1, υ2,…, υJ)는 비관찰된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음이 아닌 값
을 갖는 확률변수의 벡터로 관찰된 이질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잔존하는 분포상의
이질성을 의미한다. 비관찰된 이질성을 표현하는 υj의 값이 높다는 것은 기준선위험과
관찰된 이질성을 통제하였을 때 탈출경로 j를 통하여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확률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관찰된 이질성 υ가 음이 아닌 값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피하고자 υ = exp(ν)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함수는

hj(t) = hoj(t) exp(Xjβj) exp(ν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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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며 ν의 값에 대한 제약은 부재한다.
기준선위험은 집단 경과기간 자료(grouped duration data method)의 방식을 따라

hoj(t) = exp(δkj)

k-1< t/w ≤ k, k=1, 2, ..., K

hoj(0) = exp(δoj)

k = 0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표현에 따르면 기준선위험은 층계함수(step function)의 형태를
취하며, w는 각 층계의 크기(step length)를, K는 층계의 수(the number of steps)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 중 약 40%가 최종 학교 종료 이전에 직장을 취득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직장 취득을 위한 탐색기간과 탐색노력의 강도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경과기간은 ‘0’이 된다. 이 경우 T=0에서 하나의 집중점(mass point)이 발
생하게 되며 실제 층계수는 K+1이 된다. 실증연구에서 w=5주에 해당하며 K=11이어
서 최종 학교 종료 이후 약 1년(55주) 동안의 미취업 경과기간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탈출경로별 위험함수는

hj(t) = exp(δkj) exp(Xjβj)exp(νj), j = 1, 2, k = 0, 1, ..., K
로

표현되고,

기준선위험을

층계함수로

표현하고

설명변수의

시간불변성(time-

invariance)를 가정할 경우 탈출경로별 누적위험함수는
Hj(t) =∑u hj(u)
가 된다.
탈출경로별 위험함수 h(t)는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 X뿐만 아니라 관찰 불가능한 비
관찰된 이질성 ν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탈출경로별 위험함수는 비관찰된 이
질성에 의존함에 따라 각 탈출경로별 경과기간의 분포는 비관찰된 이질성에 의존하는
조건부 경과기간이 된다. 만약 비관찰된 이질성에 대한 분포가 주어지면 이의 확률적
특성에 대하여 기대값(expectation)을 취함으로써 (조건부 확률분포가 아닌) 경과기간의
분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건부 잔존확률 Sj(t : Xj, νj)의 νj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면, 비관찰된 이질성에 의존하지 않는 잔존확률은

Sj(t : Xj) = Ev Sj(t : Xj, νj) = ∫∞∞- Sj(t : Xj, νj) p(ν)dν
가 된다.
그러나 Kiefer(1988 : 675)가 지적하였듯, 전형적으로 비관찰된 이질성 ν의 분포는
알 수 없으며, 어떤 경제이론도 이의 분포의 형태에 대한 단서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
고 있다. 미취업상태로부터 두 개의 탈출경로 (J = 2)가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는 본 연
구는 Heckman과 Singer(1984)의 방법을 따라 비관찰된 이질성이 이변량이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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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variate discret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비관찰된 이질성의 벡터 ν =
(ν1, ν2) = ((ν11, ν12, …, ν1q, …, ν1Q), (ν21, ν22, …, ν2r, …, ν2Q))가 가질 수 있는
값과 이와 관련된 확률은

Prob[ν1q, ν2r] = pqr q, r = 1, 2, …, Q
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Q는 각 비관찰된 이질성의 이산분포에서의 지지점(support

points)의 수효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다출구위험의 독립성(independent competing
risks)을 가정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다출구위험의 의존성(dependent
competing risks)을 상정하며, 이는 비관찰된 이질성의 두 벡터 ν1 = (ν11, ν12, …, ν1q,
…, ν1Q)과 ν2 = (ν21, ν22, …, ν2r, …, ν2Q)의 상관관계(correlkation)의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는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상의 제약 (0≤pqr≤1)을 회피하기 위하
여 확률을

pqr=exp(πqr)/∑∑exp(πij)
로 변환시키는데, 단 π= (πij)는 확률요소행렬, 이 경우 확률요소 πij의 값은 제한적이지
않게 된다.
두 개의 다출구위험을 상정하는 실증분석에서 표본은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고 전체를 포괄(exhaustive)하는

세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미취업

상태에서 풀타임 취업을 통해 탈출한 표본의 집단이고, 둘째는 미취업 상태에서 파트
타임 취업을 통해 탈출한 표본의 집단이고, 그리고 셋째는 분석기간 중에 미취업상태
를 탈출하지 못한 미완료된 경과기간을 갖는 표본의 집단이다. 각 집단에 속하는 표본
들은 소속되는 집단의 형태에 따라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 Lij에 기여하게 되며

(첫 집단의 경우 j = 1, 둘째 집단의 경우 j = 2, 셋째 집단의 경우 j = 0), 목적함수로서
의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log L = ∑i [di1 logLi1 + di2 logLi2 + (1 - di1 - di2) logLi0]
가 된다 (각 집단별 우도함수 Lij의 구체적 형태에 관해서는 Anne(1997)을 참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탈출경로별 위험함수의 세 형태(specification)에 대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관찰된 이질성과 비관찰된 이질성을 배제하고 기준선위험
만 고려한 것으로

(모형식 1)

hj(t) = exp(δkj),

j = 1, 2,

k = 0, 1, …, K

로 표현되며 이는 Kaplan-Meijer의 비모수잔존함수추정의 반모수판에 해당된다. 둘째
는 비관찰된 이질성을 제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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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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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0, 1, …, K

로 표현되며, 셋째는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모형식 3)

hj(t) = exp(δkj) exp(Xjβj)exp(νj),

j = 1, 2,

k = 0, 1, ..., K

이다. 세 형태에 관한 추정을 통해 기준선위험의 추정치가 형태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비관찰된 이질성을 제외한 모형의 추정치가 가질
수 있는 편의(bias)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모형식 (1)과 (2)의 추정치는 지면관계상
제시하지 않으나 필자에게 요구하면 제공 가능하다.).

Ⅲ. 교육 - 노동시장 전환과정에서의 미취업기간 분석

1. 자료
가. NLSY
본 연구는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 Youth

Cohort(NLSY)의 자료를 사용한다. NLSY는

1957년과 1964년 사이에 출생하고 첫

조사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12,686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패널자료이
다. NLSY 표본은 6,111명의 횡단면표본(cross-sectional sample), 5,292명의 과표본추
출된 히스패닉, 흑인, 불리한 여건에 놓인 백인청년 등으로 구성된 부가표본

(supplemental sample), 그리고 1,280명의 군무종사자표본(military sample)의 세 부표
본(subsample)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9년 이후 매년 동일한 표본에 대한 면접을 통
해 구축된 이 자료는 조사 당시의 경제활동상태(labor force status), 직장경력(work

experience), 고용주와 일자리에 관한 정보, 피교육상태 및 최종 교육수준, 건강상 문
제점, 혼인력(marital history)과 출산경험, 가구구성, 소득 및 자산, 거주지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NLSY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주요한 자료 중의 하나는 1978년 1월 1일부터 최종
면접일자까지의 주별 근로기록(week-by-week longitudinal work record)으로, 이에는
주별 경제활동상태와 피고용시 일자리 번호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상태(status array),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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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경우 특정 주간에 모든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의 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별 근로시간(Hour array), 그리고 특정 주간에 둘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주별 복수 일자리(dual Job array)가 포함되어 있다.
나. 미취업기간의 정의
최종 학교 종료 후 첫 일자리 취득까지의 미취업상태의 경과기간(spell length of

nonemployment duration)의 분석을 위하여 교육후 신규 미취업기간(post-school
period)의 시점인 최종적으로 학교를 종료한 시점과 신규 미취업 시점 이후 첫 일자리
(first post-school job)를 취득함으로써 미취업상태를 탈출하는 첫 근로주간(first work
week)의 두 시점을 변별하여야 한다.
신규 미취업 시점의 변별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일정 시점에서 학교교육
을 중단한 개인들 중 일부가 이후 학교교육으로 복귀하고 이는 상이한 시점에서 발생
되는 복수의 교육후 신규 미취업기간 시점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
수의 시점을 고려할 경우 발생되는 피교육 의사결정(schooling decisions)과 관련된 내
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초 면접일과 최종 면접일 사이에서 발
생한 복수의 교육 중단시점 중 최종적인 교육 중단시점을 최종 교육 종료시점으로 변
별한다. 첫 근로주간은 최종적으로 학교교육을 종료한 개인이 이후 주당 1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상태가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무노동, 정보의 결측 등이 아
닌 최초의 주간으로 변별한다. 그리하여 교육후 신규 미취업 경과기간은 변별된 최종
교육 종료시점과 변별된 최초 일자리 취득시점 사이에 경과된 기간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핵심되는 요소는 풀타임 취업만을 첫 일자리로 제한하거나 풀타임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을 구분하지 않는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가능한 표본선정 편의(selection

bias)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취업과 풀타임 취업 모두를 첫 일자리로 취급하며
두 취업상태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풀타임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의 구분 기준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미국의 인구활동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채택하여 첫 일자리에 취업해서 최초 근로주간에 35시
간 이상 일하였으면 미취업상태를 풀타임 취업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최초 근로주간에 35시간 미만 일하였으면 미취업상태를 파트타임 취업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표본 선정과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NLSY에 포함된 전체 12,686명의 표본 중 표본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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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3,946명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표본 선정과정은 첫째 여성 표본
을 제외한다. 본 연구가 미취업기간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존
재하는 (특히 중년 기혼)여성의 경우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를 빈번하게 왕복하므
로 두 미취업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두 미취업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
은 곧 실업기간이라고 정의하여도 무방하다(성별 격차를 보기 위한 여성의 미취업기간
에 대한 분석은 Anne(1997)을 참조). 둘째, 군무종사자 표본의 부표본을 분석에서 제
외한다. 군무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이 민간인보다는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결정이 주요 요소인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셋째, 최초 면접일과 최종 면접일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학교교육 중단시점이 변별되
지 않는 표본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자료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의 구조 및 탈출경로별 평균 미취업상태 경과기간이 <표 1>
에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본구조를 보면 3,946명의 청년표본은 백
인 표본이 2,325명(가중치에 의한 비중은 81.4%), 흑인 표본이 1,621명(18.6%)로 구
성되어 있으며, 고졸미만 학력의 비중이 백인 표본 중 7.4%(260명), 흑인 표본 중

13.3%(251명)인 반면, 대졸이상 학력의 비중은 백인 표본 중 32.7%(701명), 흑인 표
본 중 16.7%(226명)로 양 인종집단 간에 상당한 학력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탈출경로와 탈출경로별 평균 미취업상태 경과기간으로 표현되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양상을 <표 1>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약 43%의 청년
이 최종 학교교육 종료 이전에 이미 일자리를 마련하여 교육 - 노동시장 전환과정에서
교육후 미취업상태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종료 이전 일자리 확보 비
율은 백인 청년(45%)이 흑인 청년(35%)보다 높고 교육수준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
둘째, 22%의 청년이 파트타임 취업으로 그들의 근로생활을 개시하였다는 점이다.
파트타임 취업을 통한 미취업상태의 탈출비중의 흑․백간 차이는 부재(24% 대 22%)
하는 반면, 교육수준별 차이는 심각하다(대졸의 18%와 고졸 미만의 30%). 이는 특히
저학력계층 또는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파트타임 취업이 풀
타임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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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구조와 첫 직장 평균 구직기간
(단위 : 명(%), 주)

전체
백인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인구통계학
대학교 졸업
적 특성별
흑인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전체
백인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첫직장 평
대학교 중퇴
균구직기간
대학교 졸업
흑인
(주)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일자리 미리 정한 경우
구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체 풀타임취업 파트타임 풀타임취업 파트타임 미취업
3,946 1,250(34.8) 335(8.6) 1,687(41.3) 601(13.5) 73(1.7)
2,325 784(36.3) 214(9.0) 955(40.4) 340(12.8) 32(1.6)
260
36(17.9) 12(5.7) 129(48.6) 77(25.1) 6(2.7)
891 278(33.6) 85(9.9) 370(39.3) 147(15.6) 11(1.5)
473 226(50.8) 50(8.7) 140(29.3) 50( 9.8) 7(1.4)
701 244(33.9) 67(8.7) 316(47.1) 66( 8.8) 8(1.5)
1,621 466(28.2) 121(7.2) 732(45.4) 261(16.8) 41(2.4)
251
35(13.5) 15(6.2) 139(54.8) 52(21.4) 10(4.2)
758 169(22.1) 53(6.7) 365(48.2) 154(20.9) 17(2.2)
386 170(41.9) 31(7.2) 133(36.3) 39(11.2) 13(3.3)
226
92(39.3) 22(9.5)
95(42.2) 16( 8.6) 1(0.3)
16.2
20.4 141.0
14.0
18.0 118.5
27.0
39.1
70.1
13.1
14.1 212.2
10.1
20.2
32.0
13.4
10.4
82.5
25.1
28.6 206.2
33.5
48.6 193.8
27.4
26.5 303.8
17.1
13.6
98.0
18.1
28.2
57.0

셋째, <표 1>의 둘째 단에 제시된 탈출경로별 미취업상태 경과기간의 평균에서 보
듯 파트타임 취업에 소요된 미취업상태 경과기간은 20.4주간으로 풀타임 취업에 소요
된 미취업상태 경과기간이 16.2주간보다 길다는 사실이다. 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
하는 것이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용이하다는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한 추측에
반하는 발견이다. 이렇듯 이론이 제시하는 결론과 실제 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간의 격
차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직업탐색 전략의 전환(switch in search strategies)
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파트타임 일자리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들―
낮은 단위시간 임금률,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이나 기업연금 등의 부가급부, 그
리고 해고예고제 등의 예외에 따른 불충분한 취업안정성―때문에 청년은 가능한 한 풀
타임 일자리를 선호하여 최종 학교교육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직업탐색 노력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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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풀타임 취업에 치중하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수급대상 제외에
따르는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풀타임 취업에 어려움을 인지할 때 비로소 직업탐색
노력의 일부분 또는 대부분을 파트타임 취업에 할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 반모수 기준선위험 추정결과 : 백인 청년
기준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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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모수 기준선위험 추정결과 : 흑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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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예상과 일치하는 미취업상태 경과기간의 인종집단 및 교육수준별 격차이다.
백인 표본의 경우 풀타임 취업(또는 파트타임 취업)을 통해 미취업상태를 탈출하는 데

14.0(18.0)주간이 소요된 반면, 흑인 표본의 경우 25.1(28.6)주간이 소요되어 노동시장
진입에서 흑인 청년이 백인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다. 또한 백인 표본 중 대졸 이상의 경우 경과기간이 13.4(10.4)주간인 반
면, 고졸 미만의 경우 각각 27.0(39.1)주간이나 되며, 흑인 표본의 경우 고졸 미만은

33.5(48.6)주간을 첫 일자리 취득에 소요한 반면, 대학 중퇴는 17.1(13.6)주간을 소요
하여 백인 표본이나 흑인 표본 각각에서 저학력계층이 풀타임 일자리뿐만 아니라 파트
타임 일자리의 탐색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당한 학력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실증모형의 추정
가. 실증모형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
미취업기간의 실증분석을 위한 실증모형식 (1), (2), 그리고 (3)의 추정 과정에서 관
찰된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명변수(covariates)는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
<표 2> 탈출경로별 설명변수의 기초분석
풀타임 취업

파트타임 취업

미취업

백인

흑인

백인

흑인

백인

흑인

학력

14.00
(3.05)

13.04
(1.51)

13.42
(2.86)

12.51
(1.39)

12.86
(3.23)

12.23
(1.52)

졸업연령

22.71
(5.53)

21.94
(3.03)

20.73
(4.47)

20.40
(2.72)

22.77
(6.36)

21.32
(3.20)

결혼

0.2150

0.1519

0.1098

0.0457

0.0778

0.0561

영아

0.0627

0.0988

0.0162

0.0551

0.0115

0.0752

유아

0.0727

0.0834

0.0315

0.0676

0.0293

0.1265

건강상의 문제

0.0323

0.0291

0.0268

0.0516

0.1016

0.0855

시부

0.8072

0.8929

0.7782

0.9183

0.7485

0.8617

대도시

0.1313

0.3179

0.1200

0.3185

0.1580

0.3893

남부

0.2879

0.4886

0.2273

0.4295

0.3297

0.3349

7.71
(3.92)

7.41
(2.03)

8.21
(4.16)

7.57
(2.02)

8.86
(4.01)

8.26
(2.30)

지역실업률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타임과 풀타임(안주엽)

73

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노동공급 조건을 반연하는 요인들로 정규학교 교육기간, 최
종 학교 종료시의 연령, 혼인상태, 유아 및 영아 자녀의 존재 여부, 제한된 근로시간을
유발하거나 특정 작업형태를 방해하는 건강상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제의임금

(offered wage rate)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의 수요조건을 반영하는 요인들로 이에
는 인적자본 요소들과 지역실업률 및 거주지 특성 등이 포함된다. <표 2>는 인종별
탈출경로별 설명변수의 기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탈출경로별 위험률의 반모수 추정
모형식 (1)은 어떠한 이질성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출경로별 탈출위험률의
집단 경과기간별 표현이다. 기준선위험에 해당하는 δkj의 반모수 추정치(지면관계상 제
시하지 않으나 필자에게 요구하면 제공 가능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에 멱지수
를 취하면, 각 구간에 속하는 한 시점에서 그 직전까지 미취업상태를 탈출하지 못한
개인이 그 시점에서 풀타임 취업이나 파트타임 취업을 통해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확률
을 구할 수 있으며, [그림 1]과 [그림 2]는 이러한 백인 청년과 흑인 청년의 미취업상
태로부터의 탈출확률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미 언급하였듯 모든 구간에서 풀타임 위험률이 파트타
임 위험률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관찰된 이질성이나 비관찰된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시점에서 풀타임 취업을 통해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확률이 파트타임
취업을 통한 경우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다른 기준선위험의 추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미취업상태의 초기에 일정기간까지
탈출경로별 탈출위험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직업탐색의 초기에 일정한 전환점(turning point)까지 부(負)의 경과기간 의존성이
존재하다가 전환점 이후에는 경과기간 의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대하였듯, 백인 표본의 풀타임 취업 위험률이 흑인 표본의 경우보다 모든 구
간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파트타임 취업 위험률의 경우 인종집단간에 획일적

(uniform)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즉, 전체 분석기간 중 백인 표본이 흑인 표본보다
풀타임 취업을 통한 미취업상태의 탈출 가능성이 높은 반면, 파트타임 취업을 통한 탈
출 가능성은 시점에 따라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양 인종집단간에 탐
색전략의 전환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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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취업기간의 다출구위험모형 추정
백
풀타임 위험

기준선위험

파트타임 위험

풀타임 위험

인
파트타임 위험

-1.9177(0.1835)

-1.2536(0.3397)

-2.1207(0.2406)

-1.2091(0.4100)

1

-2.6713(0.2041)

-1.8493(1.7620)

-3.4648(0.2534)

-2.0785(0.1564)

2

-2.7387(0.2225)

-2.2718(1.7674)

-3.6489(0.2731)

-2.3818(0.1697)

3

-2.8679(0.2458)

-2.3201(1.7743)

-3.6205(0.2885)

-2.7967(0.1629)

4

-2.6183(0.2682)

-2.2040(1.7729)

-3.5480(0.2960)

-2.7503(0.1330)

5

-3.2298(0.3173)

-2.7702(1.8075)

-3.7957(0.3299)

-2.2696(0.1105)

6

-2.7550(0.3284)

-2.3655(1.7365)

-3.7875(0.3200)

-2.1735(0.1231)

7

-2.6491(0.3377)

-2.7351(1.8002)

-3.7713(0.3203)

-2.9764(0.1951)

8

-2.8764(0.3614)

-2.8826(1.7672)

-3.7434(0.3332)

-2.2421(0.1683)

9

-2.8410(0.3433)

-2.7334(1.8224)

-3.2783(0.3425)

-3.9771(0.4571)

10

-2.6996(0.3809)

-2.2371(1.7610)

-3.1046(0.3815)

-3.4561(0.3785)

11

-2.3089(0.3419)

-2.8833(1.8589)

-3.3668(0.4541)

-3.7701(0.3562)

0

0

0

0

(V F2 ,V P2)

-2.0548(0.2919)** -2.1842(1.7819)

-2.8740(0.5280)** -2.6969(0.4063)**

(V F3 ,V P3)

7.7032(15.423)

7.7744(0.6563)

확률요소행렬

관찰된
이질성

흑

0

(V F1 ,V P1)
지지점

인

7.3275(7.5942)

8.0070(0.6924)**

0.00

9.84 -5.82

0.00

8.60 -5.83

-2.29

8.58 -7.73

-0.66

7.62 -6.65

-5.42

-6.29 8.25

-5.27

-5.96 6.82

고졸 미만

-0.8272(0.1000)**

-0.4013(0.1407)** -0.2643(0.1126)** -0.4082(0.1367)**

고졸

0.1959(0.0744)**

0.3228(0.1341)**

0.5245(0.0860)**

0.3097(0.1502)**

대학

-0.2604(0.0734)**

-0.0731(0.1366)

0.2264(0.1145)**

0.3465(0.1655)**

연령/10

0.6580(0.0814)**

-0.2475(0.1626)

0.6848(0.1066)** -0.4784(0.1660)**

결혼

0.4073(0.0778)**

0.3813(0.1609)**

0.4984(0.1037)** -0.3514(0.1608)**

영유아

0.0005(0.1245)

-0.9261(0.4039)** -0.0644(0.1191)

-0.3947(0.1401)**

취학전 아동

0.0761(0.1216)

0.1198(0.3044)

-0.0233(0.1308)

0.3988(0.1688)**

건강

-0.4353(0.1521)**

-0.3505(0.2197)*

-0.9712(0.1070)**

0.0989(0.2064)

도시

0.0999(0.0626)*

0.0836(0.1059)

-0.1153(0.1136)

0.2145(0.1784)

대도시

-0.1796(0.0746)**

-0.2793(0.1479)*

-0.7023(0.0784)

-0.1692(0.1152)

남부

-0.0114(0.0535)

-0.2209(0.1040)**

0.0432(0.0687)

-0.1628(0.1124)

지역실업률

-0.4219(0.0840)**

-0.1285(0.1401)

-0.5994(0.1157)** -0.1419(0.1715)

-(LogL)

주 : **, *는 0.05, 0.10에서 유의함.

6618.12

5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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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적 지지점을 고려한 실증모형의 추정
1) 최적 지지점의 판별
기준선위험, 관찰된 이질성, 비관찰된 이질성 모두를 포함한 모형식 (3)의 추정 결과
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식 (3)에 소개되었듯 이변량이산분포를 따르는 비관
찰된 이질성을 고려할 때의 현안은 최적 지지점이 몇 개인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최적
지지점의 판별을 위하여 2, 3, 4개의 지지점에 대하여 모형식을 추정하고, 최선의 모
형식 판별기준으로 아카이케 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적용한 결과
최적 지지점의 수효는 3개로 판별되었다.
2) 기준선위험의 추정

<표 3>의 첫째 단은 모형식 (3)의 추정 결과 중 기준선위험의 추정치를 제시한다.
백인 청년의 파트타임 기준선위험을 제외한 모든 기준선위험의 추정치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는 기준선위험의 추정치의 멱지수를 취한 미취업상태
로부터의 탈출확률의 기준선 위험확률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2]와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관찰된 이질성과 비관찰된 이질성이 최
적 지지점을 사용하여 통제될 경우 이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파트타임 기
준선위험이 풀타임 기준선위험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로써 언급
한 경제이론에서의 추측과 실제 자료상의 사실과의 괴리가 제거되었으며, 비관찰된 이
질성을 최적 지지점으로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은 기준선위험의 추정치의 편의를
야기시키고 진정한 경과기간 의존성의 여부를 언급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주기곡선을 그리며 변동하는 흑인 청년의 파트타
임 기준선위험을 제외한 기준선위험들이 전체 분석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
다. 즉 전환점까지 부(負)의 경과기간 의존성이 존재하는 [그림 1]과 [그림 2]의 경우
와는 달리 관찰된 이질성과 비관찰된 이질성이 통제되면 진정한 의미의 경과기간 의
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적자본이 마모
되며 실업의 오점(scarred)이 증가하여 미취업(또는 실업)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낮
아진다는 hysterisis이론이나 탐색의 정보수집 기능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
률이 높아진다는 탐색이론적(search theoretic) 추측의 각 측면이 실제 탐색 과정에 혼
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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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준선위험 추정결과 : 백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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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준선위험 추정결과 : 흑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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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관찰된 이질성의 추정

<표 3>의 둘째 단은 지지점이 갖는 값(모형의 판별을 위하여 최적 지지점 3개 중 1
개는 0으로 고정)의 추정치와 각 이변량이산 지지점이 갖는 확률요소의 값(9개 중 1개
는 모형의 판별을 위하여 0으로 고정)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상이한 탈출경
로의 비관찰된 이질성이 독립적이라면 두 변수의 확률분포에서 공분산 또는 상관관계
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P=(pqr)의 확률행렬의 비대각 요소들의 값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확률요소 πqr의 추정치로부터 구축된 확률행렬은 비대각요소
모두가 0이라는 가정을 기각하여 비관찰된 이질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
다. 비관찰된 이질성의 지지점의 추정치는 하나는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며 다른 하
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관찰된 이질성의 추정
모형식 (3)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 관찰된 이질성을 통제하는 설명변수들이 미취업
상태로부터의 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표 3>의 셋째 단에서 살펴보자. 먼저, 최종
학교교육 종료시의 연령은 풀타임 취업을 통한 탈출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陽)의
효과를 갖는 반면, 파트타임 취업을 통한 탈출확률에는 부(負)의 효과를 갖는다. 즉 고
연령 학교교육 종료자의 경우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백인 기혼청년의 경우 모든 탈출경로에서의 탈출확률이 미혼자 또는 무배우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흑인 기혼청년의 경우 풀타임을 통한 탈
출확률은 높은 반면, 파트타임을 통한 탈출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남
성이 미혼남성보다 노동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의 근착성이 높다
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는 하나 흑인 기혼남성의 경우 파트타임보
다는 풀타임 일자리의 탐색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인종집단간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
자녀의 존재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경우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영아(2세 미만)는 부의 효과를 미치는 반면, 취학전 유아(6세 미만)는 양의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건강자본(health capital)의 역수에 해당하는 건강상의 문제점은 양 탈출경로별 탈출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흑인 청년의 파트타임 위험률 제외) 부의 효과를 미치고
풀타임 취업의 경우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역실업률의 경우 예상대로 탈출확률에 부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 탈출경로별로 볼 때, 지역실업률이 풀타임
취업위험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파트타임 취업위험률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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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트타임 취업이 경기변동에 상대적
으로 덜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조건 양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은 미취업상태의 탈
출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고졸 미만의 탈출확률은 모든 탈출경로에서 음(陰)의 추정치가, 대학 중퇴나 대
졸 이상의 경우 백인 대졸 이상의 풀타임 위험률을 제외하고 모두 양의 추정치가 얻어
졌다.

Ⅳ. 맺음말

파트타임 취업이 비전통적인 취업형태의 하나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특히 청
년층, 여성, 고령층에게 더욱 중요한 하나의 취업형태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본 연
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미취업상태로부터의 탈출대안으로 풀
타임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의 복수대안을 상정하는 다출구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
장 진입과정에 소요되는 미취업기간을 남성 청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나
타난 시사점 및 발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타임 일자리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으로 풀타임 일자리의 탐색에 탐색노력
을 경주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취업기간이 장기화할 확률이 커진다는 점이다. 둘째,
경과기간 모형을 설정할 때 상정 가능한 복수의 탈출경로 중 일부를 무시하거나, 비관
찰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추정치의 편의(偏倚)를 야기하며 따라서 진정한 의
미의 경과기간 의존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
여 추정을 한 결과 진정한 의미의 경과기간 의존성은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에
대한 hysteresis의 견해와 탐색이론의 견해가 절충되어져야 한다. 넷째, 청년의 노동시
장 진입 과정에 최초에는 풀타임 일자리 탐색에 탐색 노력의 대부분을 할애하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파트타임 일자리의 탐색을 고려하는 탐색전략의 전환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관찰된 이질성뿐 아니라 기준선위험과 비
관찰된 이질성에서도 인종간 격차가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미취업기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현격하게 낮은 임금, 미비한 의
료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부가급부, 그리고 불충분한 일자리 안정성으로 표현되는 파
트타임 취업의 부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풀타임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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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탐색전략을 세우게 된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풀타임 취업에 존재하는 애로를 인식하고 생계유지의 문제에 봉착한 청년
들은 하나의 취업대안인 파트타임 취업으로 일부 또는 전체 탐색노력을 옮기는 탐색전
략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파트타임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보다 긴
미취업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된다.
하나는 노동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학교교육 종료 이전부터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파트타임 취업의 부정적 특성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트타임 취업이 갖는 부정적 특성을 제거하는 정책은 단기정책비용을 야기시킨다.
즉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이나 그들의 파트타임 고용, 파트타임 취업자에 대한 제반 부
가급부 및 사내교육의 제공은 단기적으로 정부나 사용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중장기 측면에서 볼 때, 미취업상태에서 인적자원을 감가상각시키는 것보다는
파트타임 취업을 통하여 감가상각을 막고 사내교육 및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
적 과정을 통해 풀타임 취업으로 전환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기적 이익은 단기
적 비용을 초과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 혜택은 단기비용의 지불자인 근로자 개인,
사용자, 정부가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미취업자(실업자나 실망실업자를 포함)를 발생시켰으며
경제위기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미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층 실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단기에서 뿐만 아니라 중장기에 걸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계의 연구와 정부의 장기적 정책마련
이 시급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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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제도의 존재 이유

1. 노동제도와 분배의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자유경쟁시장체제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유경쟁시장체제에 내
재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시장 결과가 정의(justice)에서
일탈하는 문제이다.1) Rawls(1991)는 그의 정의론에서2) 후자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서는 제도적으로 기회균등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역설한
다. 또한 그는 시장체제에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Rawls의 해결책은 시장을 경제제도
의 기반으로 삼되 시장과 연합될 수 있는 배경적 제도(background institution)를 만드
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서 복지제도, 독과점 금지규제, 누진적 조세제도 외에도 다양
한 노동제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3)
1) 정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분배적 정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분배
적 정의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 저서로는 Arther and Shaw의 정의와 경제적 분배(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 Nozick의 무정부주의, 국가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
a) 그리고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등을 꼽을 수 있다.
2) Rawls는 사람들이 선택하리라고 기대되는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원
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이다. 둘째 원칙의 첫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제공의 원칙)는 것이다. Rawls가 지향하는 차등원칙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maxmin)
으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때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Rawls는 이 세 가지 원칙 사이에 축차적 우선성이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둘째 원칙보다 우선시
되고(lexically prior) 둘째 원칙 안에서는 기회균등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즉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권력의 계층화는 반드시 기회균등의 원칙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다.
3) Rawls의 정의론은 다양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공존하는 우리 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
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복지문제에 국한하여서도, 시장의 불완전성이 상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문제는 분명 배타적이며 대립적인 논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되며,
효율적 조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도입에 있어 ‘평등한 자유’와 ‘기회의 공정성’과 같은 상위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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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제도의 발달은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산
업화의 결과로서 불균등이 심화되어 자유방임적․개인주의적 체제가 개인에게 보다 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의심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노동법 등의 노동제
도이다. 예컨대 노동법의 전제는 물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노무를 제공함으
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법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종속성은 기업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4)
그러나 경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종속성은 통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노동법은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적 계약에 개입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
을 해소함으로써 달성하게 되는 분배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trade-off)
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자 바로 중용(中庸)의 문제인
것이다.
노동제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에서 사적 계약 체결 가능성이 원천
적으로 배제되거나, 노동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들이 맺어지는 계약대체

(contractual substitution)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분배적 정의를 애초부터 무시하여 ‘勞動制度
無用論’의 논리를 제기하는 것도 사회과학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이라 할 수 없을 것이
다.
현재 노동제도의 시장개입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적 자치에 대한 집단적
통제이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간의 갈등에서(즉 개별적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통상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의해
서 해결된다. 그러나 그 유리한 조건을 근로자 개인의사를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측면
에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 집단의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조준모, 2001).
사회적 자치를 사적 자치의 상위질서원칙으로 이해하면서 노동법의 독자성을 강조하
는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 집단 또는 전체의 차원에서 소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다수
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자치는 Pareto 개념
의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5) 이보다는 좀더 관대한 Kaldo-Hicks의 경제
4) 예컨대, 물적 자본이 인적 자본보다 상실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
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은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가령 Milgrom and Roberts,
1992).
5) Pareto 개념의 경제 효율성이 개선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거래 참가자 어느 한 사람의 효용도 감
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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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개념에서도6) 전체의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요약하면 노동제도가 분배의 정의를 달성함에 있어 개입의 명분이 되는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미달하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이 분배되도록 운영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노동제도와 경제 효율성
21세기에도 노동법은 그 본연의 분배적 고려(distributive consideration)에 큰 비중
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배적 고려도 전반적인 복지정책 및 조세정책과 시스템적
으로 연계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사적 계약에 개입할 경우에는 여타
정책에 대한 비교우위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적 계약에 개입할 경우에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배분적 효율성과 연관된 노동제도는 크게 계약실
패(contractual failure)를 최소화하는 기능과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먼저 계약실패와 연관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예컨대, 일정수준의 고용보호는
자율적인 노동계약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호를 보장함
으로써 근로자의 기업특수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잉여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Hashimoto, 1990). 그러나 한 특정 기업에서만 고용보호를 제의한다면, 여타 기업에
서 저생산성 근로자(lemon)들이 해고의 위험이 덜한 이 기업으로 몰려 저생산성 피난
처(the haven for low productivity)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용보호와 연관된 전
형적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보호를 제의할 유인
을 감소시키며, 순수히 사적 계약에만 의존할 경우 균형점에서 과소보호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때 법으로 적절한 수준의 사용자 고용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사
용자의 해고비용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사양측의 상호신뢰를 증진시켜 장기계약이
의도하는 경제 효율성을 향유케 한다(Levin and Tyson, 1990).7)
6) Kaldo-Hicks의 경제 효율성 개념은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아도 사회 전체의 순가치가 증가하면
경제 효율성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다소 관대한 기준의 경제 효율성 개념이다.
7) Levin and Tyson(1990)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ceteris paribus(all other things are equal)를 전
제로 한다. 해고비용이 실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이보다는 훨씬 복잡다기하다. 가령
Bertolar(1992)는 해고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방향과 그 크기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 시간에 대
한 할인율, 자발적 이직률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제안한다. 높은 해고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Lindbeck and Snower(1986)의 내부자 - 외부자 모형(the InsiderOutsider Model)을 참조할 수 있다. 해고비용이 높아질 경우 내부자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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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고용보호제도가 계약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고생산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생애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계속고용
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
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직하려고 계획했던 여성근로자들에 의해 남용되어

(즉 橫財效果 발생), 기업비용만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제공을 적절
한 수준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여성근로자 계약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Ruhm and Teague, 1997).
이제 시장실패와 연관된 많은 예들 가운데 직업훈련 분야의 예를 들어 보자. 예컨대
훈련받은 근로자를 타기업에서 스카웃함으로써 발생하는 밀렵문제(poaching problem)
는 기업으로 하여금 재직근로자의 훈련투자 동기를 감소시킨다. 밀렵문제는 노동시장
이직률(turnover rate)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불완전 정보로
인하여 숙련의 통용성(transferability)이 제한되어, 시장에서 숙련에 대한 과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과소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위한 훈련지원책을 수립하고 숙련의
표준화를 기하여 통용성 제고를 기한다면 시장 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다. 한편 훈련공
급자가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훈련생들만 선
택하고 가장 훈련이 필요한 노동시장 열위자를 경시하려는 부작용인 크리밍(cream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시장 열위자에 훈련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리밍 현상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노동제도는 노동계약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8)
예컨대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정은 노사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체 사회 파이(social pie)를 크게
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권리조정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질 경우 노사양측은 생산활동
보다 저마다의 힘(violence)과 목소리(voice)에 투자하여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높여
서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이를 수 있다.9)
력을 지닌 노조가 추가적인 지대를 추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미래의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8) 노동계약의 거래비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김일중․조준모(2000)를 참조할 수 있다.
9) 노동제도는 노사관계의 산물이기도 하고 역으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Bean(1994)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규제자(regulator), 원조자
(supporter), 중재자(mediator), 조정자(arbitrator), 공공재 제공자 및 사용자(provider of collective
services and employer)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역할
도 궁극적으로 경제 효율성 개선이나 후술되는 공정성 개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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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분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제도도 비효율성의 원천을 정확히 식별
하고 이에 적절한 최소한의 정책 입안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정책은 노동시장,
노사관계 및 직업훈련 분야에서 야기되는 비효율성의 원천들에 대한 정확한 식별

(identification)에 근거하여야 하고 개입 수단은 그 원천과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법제도의 개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장영향 평가와 수정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Ⅱ. 노동제도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1. 정부실패의 제유형
현실적으로 공평무사한 정부에 의해서 효율성 혹은 공정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노동
제도가 도입된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또 다른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이
커지면 정부실패가 애당초 정부 개입을 정당화한 시장실패보다 오히려 클 가능성이 존
재한다.
정부실패는 크게 ‘정치인 실패(politician

failure)’,

‘대표 실패(representation

failure)’, ‘관료주의 실패(bureaucracy failure)’ 등10)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
선출에 관심을 가진 정치가들은 단기적 시야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장기정책보다는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단기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타협이 용
이한 정책을 선호하여 정치인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성과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가 결합된 관료주의와 부처 간의 유기적 연결체제가 미
흡하여 관료주의 실패 또한 발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보다는 예산재량권 극
대화,11) 여가(행정편의)의 극대화, 승진기회의 포착 등 해당 부처의 이익이나 사익을
10) 경제개혁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이 병행되어야만 시장경제는 정치에 구속받지 않고 경쟁과 자기책
임의 규율(discipline)을 확립할 수 있으며, 정치는 시장에 구속받지 않고 사회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선(public good)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J 정부의 구조조정은 표방했던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이나 선거법의 개정 등 정치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아 그 성
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개혁에 있어서도 규제하는 정부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징적 개혁조치였던 개방형 임용제조차 명존실망(名存實亡)의 지경에 이르렀
다고 비판받는다(최영기, 2001).
11) 만일 관료가 예산재량권을 극대화한다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효율성이나 공정성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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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표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12)
다음은 정부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가. 노동복지
경제위기 동안에 실업대책은 ‘실업자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공공근로사업에 높은
비중을 둔 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투자활동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
련사업 등은 미미하거나 부실했다. 정부 실업대책이 간절히 필요했던 빈곤실업자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미흡했고 단기실업자나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심
성 실업대책의 비중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취약계층과 연관된 직업훈련도 정작 필요
한 대상에게는 공급이 미흡했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구축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부조 속성을 가진 기초생활보장법도 실시되었으나, 복지인프라 구축에 소홀히
한 나머지 ‘적격자 비수혜 - 비적격자 수혜문제’ 등 정부실패가 심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제반 복지비용도 사용자에게 전가되어 결국 근로자의 고용 축소나 비정규직 증가로 인
한 고용 불안정성 문제가 야기된다(금재호․조준모, 2001).
영세사업장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탈법․불법적 비정규 근로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파견업이 임금 착취형 근로자공급 사업화하는 문제점이 자주 목격되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근로기준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했다.
고용보험도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예컨대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이 약 10% 내외에 불
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고용
보험제도 적용률이 50%에 불과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보험 서비스에 대한 민간 수
요가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안정사업 또한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활성화된 채용장려금을 비롯해 고령자촉진제도의 일부 프로그램은 반시장적(反市
예산재량권 확보가 용이한 순서대로 도입하게 된다. 즉 예산재량권 확보가 용이한 이슈를 적절
한 시기에 사회문제화시켜 공론화한 뒤 예산배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문제제기는
있어도 과학적인 연구는 미흡하기 쉽게 된다.
12) Ames(1965)는 관료는 그들의 산출량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Galbraith(1967)
도 정보의 서비스 등 관료의 산출물의 증대는 기술구조의 확대이자 관료계급의 확대를 의미하게
되므로 관료는 그들의 산출물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보았다. Niskanen(1971)은 관료가 산출물
이 예산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Williamson(1974)은 사기업의 관리자들이 자
기 사무실의 스텝진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용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중요시
했다. 물론 예산을 극대화하게 되면 산출물도 자연히 예산의 증대와 함께 커지게 될 것이지만,
산출물이 아니라 예산의 극대화가 목적인 경우에는 사무실의 크기나 비품 또는 봉급이나 스텝진
등의 투입물의 증대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관료의 위신 및 체면과 권한을 높이고자 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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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的)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재직자훈련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

어져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
다.
나. 노사관계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개입의 패러다임이 불명확하여 노사양측을 혼돈케 함으로써 불
필요한 갈등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상호 모순적이고 충돌하는 노
동정책이 출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사양측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
공적 자본의 불투명한 지원 및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 등 자본시장에서의 정
부실패가 노사관계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결국 노사관계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야기되었
다는 다소 과장된 여론도 조성되게 된다.
한편 경영자가 실제 지분보다 훨씬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기업에서 노조에 의한
과도한 임금인상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용자는 정부개입을 과도하
게 수요하게 된다. 즉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실패의 경로를 살펴보면 ‘기업실패→정부개
입 수요증대→노사자치주의 훼손과 파행적 노사관계 창출→추가적인 정부개입 수요창
출’의 악순환적인 연결고리를 낳게 된다.
다. 직업훈련
직업훈련의 정부실패는 주로 관료주의실패 양상을 띠고 있다. 관료주의적 정부의 역
할은 민간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과도 규제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의 독점적 직접 공급
을 통한 정부부문의 비대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직업훈련 분야에 있
어 정부기능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이양했다고 하나 직업훈련의 내용과 가격 등에 규제
가 심하여 시장에서의 가격과 질의 경쟁이 제한되는 假性 民營化(puppet privatization)
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기업과 훈련기관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이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공급한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
지 않아 직업훈련 정책이 표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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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제도의 공공선택13)

그렇다면 전술된 세 가지 유형의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단지 정부만이 공평무
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것은 정부실패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
피상적인 진단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제도 도입 과정에서 스캔들이나 부적절
한 동기 등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
은 상당부분 금기시(forbidden)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경제학자들은 종종 고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찾는다. 특히 장기실
업과 청년실업의 높은 비중의 원인으로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자주 지적된다. 정규직
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는 내부자의 협상력만을 높여 주어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고비용을 높여 기업의 채용을 경직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하
여 기업의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OECD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통상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혹은 역사적 배경
이 고려된 것이 아니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14)
13) 시장에서의 교환은 주어진 시장의 여건과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목적과 제약조건에 의해서 결정
된 것인 데 반하여, 시장 밖에서의 거래는 시장의 제약과 여건을 초월하여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 거래가 행해진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
반대중에게도 이익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 내적인 경제활동이 사적인 선
택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시장 외적인 경제활동은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수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장 외적인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의 분석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
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분석과 이론의 개발이 바로 공공선택이론이 다루는 분야이다(소병희,
1993).
14) 제도가 경제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배려에 의해 통과되거나 소멸되는 사례들은 매우 많다. 예컨
대 1994년 프랑스 정부는 청년층의 최저임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과격한 데모
로 말미암아 최저임금 개정안을 철회하였고, 그 다음해 대통령 후보들은 당선을 위하여 최저임
금 인상을 공약사항으로 넣게 된다. 또한 1994년 스웨덴의 집권여당은 고용보험의 대체율
(replacement ratio)을 90%에서 80%로 낮추려고 시도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 독일 정
부는 통일 후 동서독 간에 커다란 생산성 격차와 동독 경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불구하고,
서독 노조 요구에 의하여 임금이 균등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였고, 이는 결국 동독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도 노동제도가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 사례는
매우 많다. 그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어 보자. 1987년 9월 12일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는 방
미를 앞두고 출국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노사분규와 관련 “1천만 산업 주역들에게 경제발전에 따

90

노동정책연구 2001년 가을호

우리 나라 노동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사회학이나 정치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가령 노동조합을 하나의 집체(collectivity)로서 파악하고 그
집체가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진화․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동학(historical dynamism)을 탐구한 연구들이 많다(최영기 외 3인, 2000; 최장
집 1997; 박동, 2000).
필자는 우리 나라의 노동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노동경제학 분야에서는 다소 생경
한 공공선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예컨대 Buchanan(1979)은 공공선택의 기본
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인간,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정치

(politics-as-exchange)로 정리하여 오직 개인만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즉
집체 그 자체로서는 선택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이
는 고전적 정치경제학과 그에 상응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에
서의 방법론적인 전제(methodological presupposition)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 노동제도의 형성과 운용 주체는 정부 - 근로자 - 재계 등 3자이지만 근로
자와 재계의 경우 각각 노동제도의 영향력 있는 주체인 내부자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
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내부자 서클은 노동제도의 도입과 운용에 각각의 이해
타산에 따라 암묵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16)

[그림 1]은 노사정에 3주체에 의한 노동제도 결정메커니즘을 나타낸다.17) 그림에서
른 응분의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역시 시대의 정당한 요청이며 우리는 이 요청에 겸허히 부
응할 것”이라면서 ▲근로자 노동삼권의 완전보장 ▲노동쟁의관련법 중 비현실적 부분의 조속 개
정 ▲노조설립의 자유화를 통한 노사간 대등한 협상력의 보장 ▲기업의 각종 기부금, 성금 등
‘준소세’의 대폭 축소를 통한 근로복지 향상 ▲종업원지주제와 기업 공개를 통한 노사관계의 가
족화 보장들을 확약했다(동아일보, 1987. 9. 12.; 최영기 외 3인, 2000에서 재인용). 그러나
1988년 2월 25일 투표자의 36.6%를 득표하여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 이듬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환부시켰다.
15) 신고전학파 세계에서는 사회적 총합은 단지 개인들이 행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써만 고려된다.
관찰된 집체적인 결과 중에 더러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만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도 있다고 해서 어떤 집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으로 받
아들이기보다는, 면밀히 분석되어져야 할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집체적 현상으
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시각이다.
16) 노동제도의 형성과 운용에 있어 노사정 3자의 협의구조가 형성된 것은 근래에 들어서일 것이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급증하였지만 노동제도 도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노동제도의 도입은 정부와 재계의 성장 담
합(growth coalition)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최영기, 2000).
17) 물론 모든 노동제도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제
효율성이나 공정성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공선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제도의 형성 메
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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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으로 표시된 3주체(내부자 서클)는 노동제도 결정의 핵심 주체(decisive voters)를
나타내며, 중앙의 대형 원 내에 포진하게 된다.
[그림 1] 노동정책 결정의 외부자 배제형 구조

소비자
납세자
자영업자

정 부

근로자

기 업

: 내부자 서클

만일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정부와 기업의 지배연합 간의 정치거래에 의하여 노
동제도가 형성되었다는 시각을 수용한다면, 내부자는 정부와 기업만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내부자는 새로운 파트너인 근로자를 포함하게 되어 3주체
에 의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3주체에 의한 노동제도 결정구조가 형성된 시기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19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기업의 구조조정 바람은 기업
으로 하여금 노조를 정책논의 파트너로서 영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1996년
노동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1997년 말 거의 동시에 진행된 경제위기와 여야간
수평적 정권 교체는 노사정 결정구조를 구체화시켰을 것으로 추론한다. 또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내정치 변화 속에서 노동계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파트
너로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등은 이를 3자체제로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
을 것으로 판단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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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내부자 결정구조’에서 정부정책은 물론 영향력 있는 주체인 내부자의 이
익을 주로 반영하게 된다. 예컨대 정부 실업대책도 외부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노동시
장 인프라 구축보다는 실업률 통계치만을 하락시키는 단기성 메뉴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또한 내부 근로자도 해고억제나 고용유지정책에 관심을 갖지만, 실직자의
재취업에는 덜 관심을 갖게 된다.19) 또한 여성정책은 외부 여성근로자의 1차 노동시장
정착도를 제고하기보다는 재직 여성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잉여를 제공하는 정책에 우선
순위가 매겨질 수 있다. 종종 내부자에 의한 추가적인 잉여추구는 노동비용을 증가시
키고 이는 외부자의 취업기회 박탈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 여성근로자마저도
독과점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열위에 처하
여 재직 여성을 위한 정책에는 그나마 큰 비중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사정간의 3자협의에서 외부자가 존재하지 않더
라도 소비자․납세자․자영업자의 이익이 배제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존재한다. 정부
의 예산집행과 운용 과정 또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부자의 이해타산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1]의 ‘외부자 배제형 구조’를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구조’에
대입시켜 보도록 하자.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의 구조하에서는 5∼10%의 대표성을 가지
고 전체 1,300만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소수 담합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 피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설사 1,300만 근로자를 제대로 대변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
가 아닌 소비자, 납세자 혹은 자영업자의 이익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재벌대기업․
공기업․금융부문 대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하에서는 사용
자와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기능보다는 대기업 사용자와 근로자들
의 배타적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취업근로자의 대변 기능에만 충실할
뿐 실업자에 대한 대변 기능은 무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교섭력과 인적․재정적 자
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조는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소 영세사업장 근
18) 근래에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의 탈퇴와 불법파업에 대하여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정부 구
속 및 재수감 방침은 DJ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이 앞
으로의 노사정 노동제도 결정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지수이나 한 번 형성된 구
조는 관성(gravity)을 타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19)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비전 2011 project｣ 집필자인 김유선 소장은 다음과 같이 일부 비
판 - 일부 수용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요구와 이익을 중시하게 된다. 대기
업, 특정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자체 조합원
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에 주력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 조건 속에서 합
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 기업별 교섭 체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간에 격차 확대와 대립적 노사관계의 온존․강화에 일조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김유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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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이나 비정규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는 소홀할 수 있게 된다.
하물며 내부자 서클의 참여범위도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슈마다 정부
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이렇게 결정된 노동제도는 전체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달성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20)
그렇다면 내부자인 노사정 3주체의 목적함수은 무엇일까? 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매
우 난해하고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으로나마 그간의 경험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노동제도 도입에 있어 노사정 3자의 목적함수를 정부 - 대기업 - 내부자의 순서
대로 추론해 보도록 하자.
내부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이해득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교환은 공동
체 전체의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치적 결정은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공인

(public figure)을 필요로 한다. 공인의 필요성은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정치인이
나 관료가 공익만을 위한 공인으로 가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정치학의 시각이었다. 따
라서 정부나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가와 관료들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이끌어 가는 국가는 공익 추구라는 이타심을 가진 하나의 독립적 인격을 갖춘 유기체

(organism)로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정부가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 의식들이 공공선택분
야를 필두로 출현하게 된다. 예컨대 정부를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주체로 가정해
서 제도결정 과정에 경제적 분석을 가미한 Downs(1957)의 저서와 Buchanan and

Tullock(1962)의 집단선택의 이론 및 Olson(1965)의 이익집단이론의 등장은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개발과 응용의 학문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이들 연구에서 정치가의 목적은 득표의 극대화(vote maximization)로 묘사된
다.21)
20) 예컨대 노사정위원회가 협의기구가 아니라 불필요한 정부개입의 창구 역할을 하거나 정부실패에
대한 피난처로 이용되었다는 점, ‘법정 근로시간 단축’ 의제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 이상
협의해 왔음에도 대통령의 지시하에 논의의 가속도가 붙은 점 등은 이와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
다.
21) 득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경제 상태라면 경제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집권 정치
가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행된 경제정책의 결과로 경
기가 선거일에 즈음하여 호황을 이루고 선거 후에는 쇠퇴하는 순환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이 곧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립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야기된 정치적 경기순환인 것이다. 경제학계에서
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Nordhaus(1975) 이래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나, 1970년대 말부
터 자리잡기 시작한 합리적 기대가설의 영향으로 투표자가 근시안적이며 쉽게 정부정책에 속아
넘어간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에 의문이 제기되게 된다(Joonmo Cho and Robert Reed, 1998).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투표가 지역주의에 의해 결정되고 제한적인 부분이 정부정책
에 의해 야기된다면 정치인이 득표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할 유인
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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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료의 목적함수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부처마다 다르고 정치상황에 따라
서도 다를 수 있다. 물론 관료가 선의로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제한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지 못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
료의 선의를 십분 존중하면서도22) 과연 사익적 동기는 전혀 없는가에 반문하게 된다.
기존의 공공선택 문헌에서는 관료의 사적 유인으로서 크게 네 가지를 든다: 예산재
량권(discretionary budget) 극대화, 여가(행정편의)의 극대화, 승진기회의 포착 혹은 하
위직 관료의 지대추구(rent seeking).23) 만일 관료가 예산재량권을 극대화한다면, 관료
는 노동이나 복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효율성이나 공정성보다는 예산재량권 확보가
용이한 순서대로 도입되게 된다. 또한 예산재량권 확보가 용이한 이슈를 적절한 시기
에 사회문제화시켜 공론화한 뒤 예산 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정성
이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예산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더
욱 중시하게 된다. 공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지라도 예산재량권 확보와 직
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목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수도 있
다. 과학적인 연구보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제기가 중시될 수도 있다. 두 번
째는 여가 혹은 행정편의의 극대화를 들 수 있다. 노동제도 도입시 가급적이면 업무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된다는 것이다.24) 한편 상위직급 관료 승진이 정
치적 배려에 의해 결정된다면 관료의 정책운용은 정치인의 득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당 정치인의 재선 확률이 감소한다면 관료는 복지
부동하거나 다음 정권을 위하여서도 일정한 투자를 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

(hedging political risks)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위직 관료의 근로
감독 및 심사에 있어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지대 추출이 용이한 방향으로 운
용될 수도 있으며, 정책집행 과정이 투명한 옵션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제도 도입에 있어 재계의 목적함수는 이윤 극대화나 거래비용 최소화와 같은 신
고전학파나 신제도학파의 효율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우
리 나라 재벌구조에 적합한 목적함수 설정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
통 기업을 분류할 때,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집중화된 소유구조의 소유자 통제기업
과 분산화된 소유구조의 전문경영자 통제기업으로 나눈다. 전자의 경우,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없는 반면, 소유자 독단에 의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받기
22) 필자는 정책 수립에 고심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성실한 관료를 존경한다. 반면 짧
은 전문성과 많은 자유를 가지고 정책의 미비점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비판하는 지식인은
존경치 않는다. 필자가 후자에 속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본고의 고언(苦言)을 진행코 한다.
23) 관료의 지대추구는 단순히 뇌물, 향응, 접대 등을 받는다는 문제 외에도 피규제 기업으로 이직하
여 직업으로 지대를 공여받는 문제점도 제기된다(Joonmo Cho and Iljoong Kim, 2001).
24) 아마도 이 경우 재임시에 사건․사고가 없는 방향으로 노동제도가 운용되기를 선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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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리인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전문경영자의 전문적인 경영능력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재벌은 위의 어떤 유형도 아닌 소수자 통제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기업에 속한다. 법경제학자인 Bebchuk교수는 소수자
통제기업을 통제자가 실제 지분은 적으면서도 파리미드형 지분구조, 교차주식 소유, 우
선주(의결권이 없는 주식) 발행 등에 의해서 실제 지분(배당권)보다 훨씬 많은 통제권
을 행사하는 기업 유형을 말한다. 정부의 성장정책이 이러한 소수자 통제기업을 조장
하였음은 주지되는 사실이다. 정부와 재계의 지배연합(governing coalition)은 성장 슬
로건하에 일련의 암묵적 협상 구도하에 노동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여
러 연구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최장집 1997; 박동, 2000). 정부는 산업정책의 수행
을 위해 재벌이라는 정책 매체(policy vehicle)를 필요로 하고, 동시에 재벌은 기업 성
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였기에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관
계보다는 장기적 네트워크 관계가 더욱 선호될 것이다. 또한 이런 관계를 통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정책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의
관치운용이 고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부근로자의 목적함수는 무엇일까? 통상 공공경제학에서 이익집단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으나, 일단 형성된 이익집단은 그 집단 형성이 직업
에 의거한 것이든, 지역에 의거한 것이든, 또 다른 공통점에 의한 것이든, 그 집단 구
성원의 후생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내부근로자는 외부
근로자에 비하여 그 숫자도 많고 더 잘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제도는 통상 내
부근로자 이익에 부합되도록 형성되고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리는 일견

Lindbeck and Snower(1988)의 ‘내부자 - 외부자 모형(The Insider-Outsider Model)’과
유사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내부근로자는 임금과 복지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외부
근로자를 배제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그러나 Lindbeck and Snower(1988)의 내부자 외부자 모형은 기업의 임금협상 차원에서의 미시적 논의이고 공공선택의 논의는 노동
제도 도입과 운용이 정치시스템을 논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내부근로자는 통상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혹은 중앙 단위의 노조를 결성하여 상호
연계되어 운영된다. 우리 나라 노동조합은 통상 기업별 노조가 교섭의 기본 단위로 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식의 기업별 노조와는 차별되며, 유럽의 산별 구조와도25) 거
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모든 재정과 인력, 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는 산별
중앙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섭구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최영기, 2000).
25) 유럽의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단위는 산별 노조이나, 최근에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이
강화되고, 유럽국가에 고실업 현상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위기극복과 국가경쟁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노사관계의 분권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한다(유경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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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아직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대각교섭은26) 사업장 내에 신뢰라는 자본을
노사간에 형성해 가는 반복게임(repeated game)으로서의 과정이 아니라 일회성 게임화
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교섭꾼들이 난무하게 되어 노사 모두를 패배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아마도 우리의 교섭구조는 교섭비용이 높다는 기업별 노조의 단점과
개별 사업장의 이슈가 교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산업별 노조의 단점이 결합된
비효율적인 제3의 유형일 수도 있다. 고도로 분산된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산발적
노사분규는 1987년 이후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였음은 인지되는 사실이다. 노동
쟁의로 인한 손실일수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절정에 달했다가 그 이후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손실일수는 중앙노조에 대비한 기업수준의 노조의 강력성을 반영하는 현상
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노조가 하부 단위노조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미처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경제의 핵심부문을 차지하는 기업부문들에서 강력하게
조직화되고, 중앙노조에 의한 대각선적 영향력은 근시안적인 교섭행태를 유발할 수 있
다. 이렇게 조직이 불안정한 체제에서 노동제도의 개선이나 노동정책을 제안하기보다
는 임금인상에 몰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박동, 2000).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 불안정성(institutional insecurity)’은 단순히 노동조합만의
문제로 파악되기보다는 정부와 재계의 지배연합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 이해되
어져야 할 것이다. 재벌은 전술된 소수 통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인상 요
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재벌에서의 임금인상은 중소사업장이나 노동시장 주변부의
소위 외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중앙단위의 노조를 협상 파트너
로서 선택하였고, 노사정 간에 폐쇄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이면계약이 맺어지는 관행도
이로 인해 형성되게 된다.27)
이런 환경에서 기업별 노조의 산별 노조 전환에 따른 법적 제약을 완화시켜 나가더
라도 현재의 노사정 구도하에서 산별 노조가 광범위하게 진척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그것은 산별 노조가 갖는 효율성 혹은 비효율성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26)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상급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교섭구조를 의미한다.
27) 노사정 간의 정치적 교환의 산물로서 정리해고의 입법을 분석한 연구로서 이병훈․유범상(2000)
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리해고 입법은 그 진행 과정이나 결과물이 어느 한 주
체의 선택 또는 강제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기보다는 이들 주체간의 다양한 교환과 타협
으로 채워져 온 것으로 해석된다. 교환의 방식과 내용이 이중적인 속성이 발견되는바, 우선 정리해고
를 포함하여 노동법 및 사회경제부문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노사간의 주고받기식의 대교환 － 노
동기본권 신장과 노동시장 유연화 간의 맞교환 － 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정리해고제의 법조항
들에 있어서도 해고사유 요건(재계)과 절차적 요건 간의 작은 교환이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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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내부자 결정들의 기득권 변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혹자는 더 많은 산별 노조가 형성된다면, 마치 왕권 체제에서 지방의 호족이 늘어나
면 권력이 약화되듯이, 중앙노조의 권력의 상당 부분은 산별 노조에 이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 이양에 따른 중앙노조의 정치적 손실
은 전체 조합원수 증가라는 편익과도 비교되어 중앙 차원의 찬성․반대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른 혹자는 산별 체제로 이양할 경우 상위직 관료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기업별 체제에서 누리던 하위직 관료들의 지대가 포기되어져야 한다면 관료
집단도 산별 체제를 반드시 지지하지마는 않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재벌의 입장에서도
기업별 교섭이 산별 교섭 체제로 변화하면서 정치․경제 일반 이슈인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빈번하게 논의 메뉴로 등장하게
된다면 산별 체제 전환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대등한 교섭단위 구성을 지
속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우리 나라와 같은 제3형의 교섭구조에서 그 개선이 절실한 것이 시대적
요구이지만, 현재와 같은 내부자 결정구조하에서 각 주체의 이해타산에 부합되지 않는
다면, 현재의 미궁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바로 내부자 결정구조는 정치적
이력 현상(political hysteresis)를 보이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부자 결정구조에서28) 정치적 의사결정은 실업자나 비정규직의
이익이 아니라 결정 주체 중의 하나인 내부자의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29) 가령 정부의
28) 예컨대 독일에서 노사정 의사결정 기구를 구축하고 주요한 거시경제 운용방침에 관한 사회적 합
의를 이끌어낸 것은 1960년대 말부터이다. 그 시기는 주로 경기순환상의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정치․사회적 권리를 확대시켜 주는 노사정 3자협의체제
(tripartism)를 구축하고 주요한 거시경제 운용방침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
다(최영기․이장원, 1998). 그러다가 1990년대의 사회적 합의방식은 세계 경제의 재편 과정에서
시작된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서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에서 취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만 하는 강력한 내부적 압력에 처하
게 되었고,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측면과 노사관계의 측면이 새로운 갈
등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소 극단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Ferner and Hyman은 1990년대 초
반에 이미 3자(tripartite) 또는 2자(bipartite) 협약이 일반적으로 소멸되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시기에는 이러한 방식
이 임금 억제의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실업이 심각한 시기이거나 사용자가 기업 차원의
유연성 제고를 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주축이고 정․경 간에 지배연합이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기업 구조조정 압력과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노
동계가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차별된다.
29) 내부자 결정구도에서 노동제도는 상호 호혜적인 경우에만 채택되지는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노
동제도 도입과 연관되어 서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는 비대칭적
정보상황이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사후적으로 어느 한

98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실업대책이나 비정규직 문제도 실업이나 비정규직 증가가 전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되기보다는 내부자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한계근로자, 실업자, 영세기업들의 열
악한 처지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될지 모르지만 영향력 있는 주체들은 그들의 이익을

100% 대변하지는 못하게 된다.
예컨대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프로그램과 같이 정부에 의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
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도 내부자의 이익과 외부자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전
자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지지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통상 실직자가 좋은 직종에 재취업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
장 프로그램도 내부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편 득표 극대화 혹은 인기 영합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부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외부자의 저항 지수인 실업률 통계치만을 하
락시키는 단기적 정책 메뉴가 선택될 수 있다.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지되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의 운용
성과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는 거의 없다. 차리리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
이, 현재의 연구 결과 수준에서는 적절한 평가일 것이다(Blanchflower, 1996). 그러나
그 비효율성이 인지되면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애용되는 것은 어쩌면 일정한 수
준의 비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내부자들의 이익(즉 내부 근로자의 이익-외부자의 반
발 무마 - 실업률 감소에 대한 정치적 공과 - 사용자의 조세부담 현상유지)에 부합되었
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 동안에 우리 나라 노동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복하여 주장하였지
만 실제 정부의 노동정책은 단기성․선심성으로 흘렀던 것도 이런 내부자 결정구조하
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사례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령 독
일에서 직업훈련 참여조건에 기초 기술력(prerequisite skill) 보유조건 등을 포함하여
장기실직자에게는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단기실직자에는 유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왔다는
불평이 줄곧 제기되어 온 바 있다(OECD, 1994).30) 이러한 문제점이 내내 지적되어도

쪽에 불리한 결과가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게임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 비대
칭 상황을 이용하여 어느 한쪽에 불리한 교섭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30) 유럽의 경우는 장기실직자의 재취업은 내부자의 임금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도 많다
(가령 Saint-Paul, 1996).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장기취업자의 재취업이 내부자의 이익을 감
소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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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 상태에 대하여 내부자 서클에서 강한 불만을 정
치적 경로를 통하여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31)
또 다른 예는 197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
계각국에서 애용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메뉴보다 더 많이 채택되어 활용되기 때
문일 것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불황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
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 제도
는 경기변화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과도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 효율성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현실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지 않고 운용이 잘 되는 것은 외부자 지원 프로그램에 비하여 내부자의
이익에 더 잘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하에서 사용자는 해고시 일정
액의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해고 유인이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사
용자의 해고기회 비용을 높여서 내부자가 실직자가 될 가능성을 줄이고 내부 근로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되어져도 크게 개선됨이 없이 상당 기간
운용되었던 예를 찾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경제위기 동안 우리 나
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시장에서 별로 수요되지 않는
직업훈련 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주지되는 사실이다. 실직자의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
용정보원의 운용도 정부가 고용 정보를 연결하는 데 독점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사설
고용정보망과 연계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비판받음은 전술한 바 있
다.32) 즉 구인정보를 구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되어 구직 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31) 유럽의 경우는 장기실직자의 취업 증가는 내부자의 협상력을 감소시키고, 반면 단기실직자의 재
취업 가능성은 내부 근로자에게 실직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내부 근로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Saint-Paul, 1996). 우리 나라에 유럽의 함의를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32) 1997년 8월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능력개발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직업훈련의 효율
화 방안으로서 ① 공공직업훈련기능의 대상을 취약계층, 3D직종, 첨단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개발 지원으로 명확히 하여 공공직업훈련의 기능을 재정립, ② 바우처(Voucher)제도를 구조
조정에 의한 실직자 및 전직훈련 희망자에 먼저 도입하되, 그 성과를 보아 취약계층에 대한 직
업교육훈련과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훈련까지 확대 도입, ③ 민간 직업소개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력, 경력 등의 인적 자격 기준과 사무실 평수, 위치 등의 물적 기준을 폐지하되,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기업, 학교 또는 훈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산망 접속 및 데이터베
이스 관리가 가능한 시설 보유 등 합리적으로 정하고, 요율체계를 완전 자율화하는 등 민간 유료 직
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외에도 직업훈련에 관한 여러 안건이 제
기된 바 있다.). 회의 중에 정부측 인사는 “직업훈련, 직업소개사업과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경우 민간사업체의 일반관리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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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전반적인 이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제2기 노사정위원회 고
용실업대책 소위 회의록, 1999). 사용자와 실직자 간에 효율적인 합치를 위해서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내부 근로자는 다만 제한적으로나마 대변하게 된다. 私고용정보시
장 활성화도 취업자수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내부 근로자의 메뉴에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예는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다. 가령 1990년대 초반 이전의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고용정보 제공을 독점화하여 피부양자의 수, 가구소득, 실직기간 등 사회적 기준에 의
하여 실직자의 대기 순서를 정하여 이에 따라 기업 채용을 간접적으로 강요해 왔다.
이렇게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기업은 양질의 생산성을 가진 외부자를 채용할 확
률은 감소하여 내부자의 협상력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고용안정 시스템
이 개선되기 이전인 1990년까지 네덜란드의 고용안정센터는 실직자 한 명당 평균 16
개월에 한 건 정도, 벨기에는 12개월에 한 건 정도만 구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
난다(Saint Paul, 1996). 국가 고용안정망의 구축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수동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다. 한편 실직자의
재훈련 프로그램에 참가의무 기간도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재취업 가능성을 도모하기보
다는 오히려 장기실직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히 관료의
정보와 전문성 미흡으로 야기된 문제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부 근로자와 재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도 사실일 것이다.
내부자 제도 결정구조에서 외부자의 이익이 배제되는 사례는 많다. 가령 제2기 노사
관계개혁위원회는 근로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적용을 확대’ 의제를 포함하였고, 이는 외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확대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이때 정부는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감독행정을 배경
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감독
관의 증원 없이는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계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핵심사항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
동계(당시 민주노총 참여)도 초기에는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임금채권우선변제’와 ‘퇴직
금 지불의무 4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논의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마지막에 ‘임금채권우선변제’만을 1999년 1월 1일에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33) 결과
대로 오히려 효율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민간참여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3) 당시 회의록을 참조할 때,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확대 방안’에서 노사간 큰 비중을 두었
던 과제는 퇴직금, 근로시간과 휴가, 해고관련 규정, 임금채권우선변제조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그러나 1997년 9월 9일 당시 노사정 합의에 이른 것은 임금채권우선변제였으며,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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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퇴직금 지불의무 4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그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메뉴에서 실종되게 되며,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34)
한국에서 2001년 11월부터 실시되는 모성보호 관련법도 법집행 정도(degree of law

enforcement)가 1차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공무원과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여성 재직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즉 외부 여성근
로자가 사용자의 편견을 뚫고 내부노동시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수요를 자극하는 적극
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성 차별금지와 같은 선언적인 입법조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여성계에 선심을 사려는 정치인, 여성 내부 근로자로부터의 반발 무마, 남성 내
부 근로자 이익 유지 등 기존의 구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35)

Ⅳ. 결 어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노동제도의 형성과 운용을 공공선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노동제도의 형성과 운용 주체는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근로자 - 정부 - 재계 3자의 내부자 서클이고 노동제도의 도입과 운용은 이들의 이해타
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된다.
외부자 배제형 구조하에서는 노동제도는 전체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
기 위해 집행되기보다는 내부자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
다. 논의에서 배제된 한계근로자, 실업자, 영세기업들의 이해는 적어도 공감대는 형성
될지 모르지만 영향력 있는 주체(decisive voter)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된다. 정작 중요한 입법 제안은 과학성 혹은 전문성에 기초한 하부구조를 통하여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폐쇄경로를 통하여 정치적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2001년 이후로 유보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34) 2000년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시․일용직으로서 1년 이상 근로 지속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46.2%,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11.1%
로 나타났다 (조준모, 2001).
35) 실제로 스웨덴과 같이 중앙교섭제도를 택하는 나라에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통과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구조를 가진 미국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저
조하게 나타난다(Blau and Kahn, 1999). 기업별 교섭을 택한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관련 입법
건수는 적지 않았지만 매번 그 운용이 제한적인 시장효과를 야기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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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종종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DJ 노믹스에 대하여 노조측은 정부정책이 기업 위주와 해고만능의 영미식 신자유주
의 모형에 치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복지를 내세우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유럽식의 사회적 합의주의 모형에 치우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DJ 노믹스가 철저한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용이한 부분만 타협해
가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36)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자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한계
근로자나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에서 ‘공정거래 문제(fair trade)’와 ‘공정 근
로계약(fair work practice)’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경제위기 동안에 관료
주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하여 정책 일관성 결여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로 인하여 ‘공정
한 예산배분과 집행’의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된다.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절대절명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서는 ‘외부자 배제형 구조’를 공정성과 효율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개혁해야
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소수 통제구조를 개혁하여 투명경영이 전제
되어야 비효율적인 정치교환에 응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종종 목격되는 대각선교섭
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기형적 노사관계의 산물로 판단된다. 관치에 의해서 혹은 노사
정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규정되기보다는 자율적인 노사관계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반복게임이 협상자의 기회주의를 억제한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다. 게임에서 고려하는 시평선(時評線)이 짧은 관료나 중앙노조의 대리인(agents)에
의해 산별 혹은 하위단체 교섭의 비효율성이 증폭되거나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될 것
이다.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제제도에 당당하게 참여할 기회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약자인 외부자에게 지원이나 특혜만을 요구하는 목소리
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나 여성부문 등 특정부문에서 과도한 유연성

(overflexibility)은 내부 근로자의 과소한 유연성(underflexibility)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로 정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는 높은 혜택 수준, 재력 조사(means test) 및 실업자 프로파일링(profiling) 제도의 실
효성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예산낭비 및 국가 재정부담 증가와 복지정책
36) 그 정책이 신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여부를 떠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 정부로
영국의 대처 정부를 들 수 있다. 대처 정부는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이면서도 인기 영합과는
거리가 먼 노동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처식 개혁은 노사정의 연대를 모색하기보다는 일관된
이데올로기하에서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납세자)을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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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배적 정의에서 멀어져 갈 수 있다.
정부의 불필요한 노사관계 관여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 채
널에도 한계근로자와 소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이 당당히 대변될 수 있도록 활짝
열려져야 할 것이다. 각종 위원회에서의 제기되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전문성․과학성을 결여한 채 최종 단계에서 정치적․암묵적 타협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104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참고문헌

금재호․조준모.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2001) : 33-60.
김유선.

Vision 2011 Project . 노동정책반 1차 토론회 토론원고, 한국개발연구원,
2001.

김일중․조준모. ｢노동계약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한국의 해고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3권 2호 (2000) : 1-37.
박 동.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 1987-1998”. 고려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소병희.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 서울 : 박영사. 1993.
유경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한국개발연구원, 1999.
이병훈․유범상. ｢노동법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노동정치 연구 : 정리해고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 사회학 대회 발표논집 . 2000.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노동정책연구

창간호(2001) :

69-100,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시장과 정부역할 재정립: 21세기형 패러다임의 선택｣.

Vision 2011

Project , 한국개발연구원, 2001
―――. 계약법 영역에 노동법 확장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경영자총협회, 2001.
최영기․전광석․이철수․유범상.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2000.
최영기. DJ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2001.
최영기. 산볍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이장원.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 서울 : 나무와 숲, 1998.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 서울 : 나남, 1997.

Ames, E. Soviet Economic Processes. Homewood : Irwin, 1965.
Arthur, John and W. Shaw. Justice and Economic Distribution. Prentice Hall,
1991.
Bean, Ron.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 : An Introduction to Cross-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1994.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조준모)

105

Bertola, G. “Labor Turnover Costs and Average Labor Demand.”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1992) : 389-411.
Blanchflower, D. “The Role and Influence of Trade Uions in the OECD.”
Working, Dartmouth College.
Blau, F. D. and l. M. Kahn. “Gender and Youth Employment Outcomes: the
U.S. and West Germany, 1984-1991.” in D. G. Blanchflower and R. B.
Freeman ed.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9.
Buchanan, J. M. “Politics without Romance.” in J. M. Buchanan and R. D.
Tollison, ed. The Theory of Public Choic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1987.
Buchanan, J. M., and R. D.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Cho, Joonmo, and Iljoong Kim. “Jobs in the Bureaucratic Afterlife.” Southern
Economic Journal, 68 (2001) : 330-348.
Downs, A.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 Row: New York,
1957.
Ferner, Anthony, and Richard Hyman. Changing Industrial Relation in Europe,
Blackwell, 1988.
Hashimoto, M. “Employment and Wage Systems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in: A. S. Blinder, ed. Paying for Productivity, Brookings, 1990. pp. 245-294.
Galbraith, J. K. The New Industrial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1967.
Levine, D. I., and L. D. Tyson. “Participation, Productivity, and the Firm's
Environment.” in : A. S. Blinder, ed. Paying for Productivity, Brookings,
1990. pp. 183-243.
Lindbeck,

A.,

and

D.

J.

Snower.

“Wage

Setting,

Unemployment,

and

Insider-Outsider Rel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6 (1986) : 235239.
Milgrom, Paul and John Roberts. Economic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earson Education, 1992.
Niskanen, W. “Bureaucrats and Politicia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1973) : 617-643.

106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Nordhaus, W.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1975) : 169-190.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 OECD, 1994.
Olson, M. J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1965.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Reed, Robert, and Joonmo Cho. “A Comparison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s.” Public Choice, 1998.
Ruhm, C. J., and J. L. Teague. “Parental Leave Polic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F. D. Blau and R. G. Ehrenberg, eds. Gender and Family
Issues in the Workplace, Russell Sage Foundation : New York, 1997. pp.
133-156.
Saint-Paul, G. “Exploring the Political Economy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Economic Policy 23 (1976) : 265-315.
Williamson, O.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 New York,
1985.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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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

박 지 순*

전 지구적인 경쟁체제에서 기업은 이른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심적인 전략으로 한다. 노동입법은 그로 인해서 변화
된 조건을 고려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개정된 독일 경영조직
법은 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개정에서는 종업원대표
기구를 통한 노사협력관계의 강화가 기업의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경험적․노동정책적 입장을 출발점으로 한다. 특히 경영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조직 단위인 사업 개념을 탄력적으로 규율하고, 비정형근로자도
조직 단위에 포함함으로써 효율화를 꾀하고, 전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실질
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경영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핵심용어 : 개정 경영조직법, 경영협의회, 공동결정, 노동시장

Ⅰ. 머리말1)
독일 경영협의회제도의 역사는 이미 80여 년 전인 1920년에 제정된 경영협의회법

(Betriebsrätegesetz)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
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주마다 그 세부 규율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1952년에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이라는 이름의 연방법으로 통일되었고
다시 1972년에 현행과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완성되었다. 독일노동법에서 경영조직법
투고일 : 10월 18일, 심사의뢰일 : 11월 8일, 심사완료일 11월 16일.
* 독일 Angsburg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jis-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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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법적, 현실적 의미는 매우 크다.1) 경영조직법상의 공동결정 및 경영참가
제도는 단체협약법의 협약 자율과 더불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즉 사업장 단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 외에도 남녀평등의 실현 및 실업문제의 해결
에 대한 기여 그리고 소비자보호나 환경보호 등에 대해서까지 그 활동의 폭이 확대되
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제도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성격이 상당
히 포괄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에 기초한 독립성이 강한 젊은 세
대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가면서 경영협의회는 직장에서 전방위 의사소통의 공정한 관
리, 다시 말하면 매우 상이한 종업원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반영하여 직장 내에
서 집단적 권리와 개인적 권리를 조화하는, 이른바 사업장 단위의 시민권보호라는 새
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영조
직법이 지난 30년간 그 틀과 내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상당
부분에 걸쳐 수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경영조직법의 개
정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85년과 1988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후 1998년 새로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립정부 구성협약
에서 그동안의 노동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사업장 단위에서의 공동결정제도를 개선하기
로 결정함으로써 독일 경영조직법은 다시 30년 만에 근대화의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
다. 연방노동부의 개정안이 2001년 2월 각의를 통과한 이후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200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특히 입법이유서

(Bundestag- Drucksache 14/5741)를 기초로 하여 경영조직법의 개정 배경이 된 사회
적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Ⅱ. 법개정의 원인과 규율목적

1. 법개정의 주요 원인
법률개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기업환경 내지 노동시장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
1) 독일경영조직법의 일반적인 소개에 대해서는 김형배, 노동법 (제9판), 1997, 746쪽 이하, 76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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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가. 사업 내지 기업구조의 변화
우선 사업과 기업2)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
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비용절감과 시장에서의 유연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커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기업 차원에서
행해져 왔다. 기업의 구조변경 내지 재구축은 점점 더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창출, 군살없는 생산 및 관리형
태의 발전 그리고 아웃소싱 내지 이익관리 단위(profit center)와 같은 이른바 감량경영
방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 및 사업구조의 변화는 특히 노동법상 의미를 갖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의 변
화를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종래 중앙집중적인 결정구조에서 이른바 탈중앙화

(Dezentralisierung)으로의 전환, 표준화된 규격에 따른 대형 노동 단위에서 광범위한
결정권한을 갖는 사업 내지 노동팀제로의 전환, 엄격한 위계구조에서 구성원 각자의
창조성과 독자성을 중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탄력적인 근로시간 모델로 대체되고 있으며,
심지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더 나아가 신뢰에 기초한 근로시간제(이른바 신용근로
시간제: Vertrauensarbeitszeit)3)로 전환되고 있다. 계속적인 기술발전의 도움으로 복수
의 기업이 공동 생산 또는 공동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휴하는 일이 빈번해지
고 있다는 점도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초지
역적 내지 초국가적인 사업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개념은 독일에서의 Betrieb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유형, 무형의 요소를 투입하여 근로자와 더불어 특정의 노동기술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
직적 단위로 이해되고, 기업(Unternehmen)이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는 경제적
조직 단위로 설명된다. 이에 관해서는 Dütz, Arbeitsrecht, 6. Aufl., Rn. 37 참조.
3) 신용근로시간제란 종래의 근로시간 지향적인 노무제공 내지 관리시스템을 업적 또는 성과 지향적
인 노무제공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여기서는 일정한 근로시간대(예를
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근로없이, 출결 내지 출퇴근
에 대한 통제 없이 오로지 사전에 약정된 업무에 대한 결과의 생산만이 유일한 통제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
근로시간법의 보호 목적 내지 보호 규정과 충돌되는 점이 많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자기착취
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Fergen/Pickshaus/
Schaumberg; Vertrauensarbeitszeit - Reich der Freiheit oder moderne Selbstausbeutung?, IG
Metall,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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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새로운 조직형태에 대하여 기존의 경영조직법은 종래 대부분의 노동법제
도가 그러하듯이 유연성과는 거리가 먼 매우 비탄력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
적으로는 지난 70년대의 경영, 사업형태에 정향되어 있는 경영협의회에 대하여 그 사
업의 장이나 인사담당 책임자가 더 이상 파트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교섭의 파트너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경영협의회의 활동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구축 등이 근로자에 대해서 수반하는 해고나 근로조
건의 저하 등과 같은 사회적 영향은 본질적으로 경영협의회의 활동의 중심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 존재한다.
나. 사업 단위의 공동결정제도의 공동화(空洞化)의 증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달리 경영조직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의 수가 상당수 존재하며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1년의 통계에 의하면 경영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의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
의 50.6%에 달하였으나, 1994년까지 이 수가 39.5%까지 감소되었다.4) 기업 재구축은
종래 대규모의 사업조직에 묶여 있던 개별 활동 부문을 소형화․독립화시켰다. 그런데
이 소규모 단위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영협의회를 조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1998년에는 종업원이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겨우 4%, 21인 이
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단지 28%만이 경영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을 뿐이었다.5)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경영조직법의 비탄력적 구조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규
율되어 있는 경영협의회 선출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근로자 개념 및 근로자상의 변화
종래의 경영조직법은 근로자를 이른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구별하는 19세기적 이분법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경영협의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를 구분하는 객
관적인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경영조직법상의 분리규율은 결과적으로 경영협의회
의 일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경영협의회의 선출을 위한 과정에
4) Bertelsmann-Stiftung
und
Hans-Böckler-Stiftung(Hrsg.),
Mitbestimmung
und
neue
Unternehmenskulturen - Bilanz und Perspektiven, Bericht der Kommission Mitbestimmung,
1998, S. 51.
5)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1998, 6. Welle
West, 3. Welle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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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조직법 외의 다른 노동
관계법과 사회보장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기한 근로자의
구별이 폐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종래 다르게 적용되었던 해고예고기간이 1993년 이
래로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임금계속지급의 경우에도 구
별없이 통일적으로 그 지급기준이 정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근로자는 자신의 직장에서 광범위한 결정영역을 부여받으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경영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이익의 대
표방식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또는 자신의 노동환경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경영조직법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 구성의 변화

1972년 개정 당시 전제로 하였던 고정 상용직 종업원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
되었다. 당시 사업장의 업무가 오로지 장기근속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에는 이른바 파견근로자의 취업과 개별업무과제를 제3의 회사에 위탁함으로
써 장기근속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자층이 침식됨
으로써 경영협의회는 양적으로 그 권한 범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나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업 외적 근로자와의 경쟁압력에
노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에 의한
업무제공방식이 불필요하게 된 업무분야(이른바 텔레워크)도 등장하였다. 이미 1997년
의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에서 약 900,000명이 완전 내지 부분적 텔레워크에
종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6)
마. 경영협의회의 역할 변화
오늘날에는 예전에 비하여 경영협의회에 대한 주문사항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종래에는 경영협의회는 사용자가 정해 놓은 목표와 과제에 반응하는 수준에서 그 활동
이 한정되어 있었던 데 반하여 오늘날에는 계획 지향적이고 내용 형성적인 과제까지
부담하고 있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경영협의회의 독자적인 제안권이 현실화되고

6) Freudenreich u.a., Entwicklung der Telearbeit - Arbeitsrechtliche Rahmenbedingungen, BMAForschungsbericht, 1997, S. 2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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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이른바 개방조항(Öffnungsklausel)의 형태로 행해지는 협약정책의 사업장
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기능까지 부여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협의회
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쟁점 형성의 과제까지 떠안음으로써 그 임무가 점점 더
다양화․포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의 취업안정화, 직업능력의 향상,
노동조직의 유연화, 단시간근로 그리고 가족과 생계활동의 조화 및 노동 내지 환경보
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새로운 문제 영역들이 경영협의회의 회의안건으로 상
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경영협의회에 대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경영협의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경영협의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
점 늘어나면서 자신의 직업상의 발전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
해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고도의 전문직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경영협
의회에서의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단시간근로자가 경영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경
우에는 대부분 자신의 여가시간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바.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경영협의회는 전통적인 노
동법이 그러하듯이 풀타임의 상용근로자에 정향되어 있다. 따라서 일자리의 안정화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같은 문제는 중심 테마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취업
의 안정화는 사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특히 1998년 발표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경영협의회의 67%가 인력감축을 자신들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영역을 이룬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부문과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75%가 그렇게 답하고 있다.7)
사. 여성근로자의 대표성 확대
우선 여성취업자는 경영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충분히 그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1975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의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근로자가 차지하
는 비율은 약 38%에서 약 43%로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경영협의회에서의 여성위
원의 비율은 16%에서 24%로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8)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된 테마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
면 단시간근로, 가족과 노동의 조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장

7) WSI-Mitteilung 10/1998, S. 653ff.
8) Rudolph/Wassermann, Trendreport Betriebsrätewahlen 1998, 1998,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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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업장 단위에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는 그것이 법률로 보장됨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합리화조치의 일차
적인 희생자로서 그 관련자의 비율이 언제나 그들의 평균 취업률을 초과하고 있다.9)
특히 최근 극우주의자에 의하여 외국인 배척 내지 반유대인에 관련된 범죄행위가 증가
하고 있는 우려할 만한 사정에서10) 인종주의 내지 반외국인 감정에 대한 대응은 현재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및 사업장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의 확대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는 사업장과 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의 환경보호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사업장
단위의 환경보호에 있어서 근로자의 책임의식과 그들의 지식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2. 법개정의 목표
경영조직법의 개정은 우선 독일의 경영조직법이 역사적으로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경제환경과 기업조직의 변화에 상응하여 경영조직법을 현
대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 지향적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실 독일의 사업장 단위 공동결정제도는 노사양측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친사용자적인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 IW)가 1998년 실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영협의회와 사용자는 사업장 단위의 공동효 협력에 대해서 70%
이상이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전체 사용자의 약 83%가 회
사에 대한 경영협의회의 역할을 ‘매우 중요’ 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대답하고
있다.11)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유력한 대표인사들도 종업원의 대표기
9) BT-Drs. 14/2674, 4. Bericht der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ür Ausländerfragen, S.
86f.
10) 1999년의 대외국인 범죄가 9,456건인 데 비하여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 13,753건으로 약
45%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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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한 권리의 확보는 기업활동의 장애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생산적인
요소이며 독일 경제의 장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12) 이와 같은 평가에 기초하
여 독일의 입법자가 설정한 법률개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동결정제도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재구축과 새로운 조직형태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사업
장 단위의 공동결정제도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특히 노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
는 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서로 교섭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합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협약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또는 개별 사용자)와 사업장 단위의 노사당사자(경영협의회와 사용자)는 다양화되고 있
는 사업 또는 기업의 조직에 상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결정구조를 합의를 통하
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사당사자에게 경영협의회의 조직 단위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 내지 사업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노
사당사자가 해당 기업 내지 사업에 대하여 경영협의회 조직에 대한 최적의 규율을 마
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경영협의회 구성절차의 현대화
경영협의회가 쉽게 조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절차가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경영협의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하며, 기업이 극소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분할됨으로써 법률상 경영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통일적으로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대표될 수 있도록 그 설치가 탄력
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복잡하게 규율되어 있는 구체적인 선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야 한다.
다. 변화된 근로자상 및 구성의 반영
개별 근로자가 더욱 용이하게 경영협의회의 활동에 편입될 수 있도록 경영조직법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개별 근로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11) Niedenhoff, Die Praxis der betrieblichen Mitbestimmung, 1999. 또한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
가인 Schremp(Daimler-Chrysler의 회장)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매
우 축복받은” 제도이며, 기업의 결정 과정에 대하여 신뢰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8. 5.11, S.23 참조).
12) Bertelsmann-Stiftung/hans-Böckler-Stiftung, a.a.O.,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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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영협의회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취업형태에 종사하는 자,
즉 이른바 비정형근로자도 사업장 단위의 공동결정제도에 편입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
별히 문제되는 유형은 텔레워크 종사자와 파견근로자이다.
라.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대표성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정목표의 하나이다.
마. 경영협의회의 임무의 확대
우선 종업원에 대한 직장의 안정성 제고가 경영협의회 활동의 중심에 놓여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별 근로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경영협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변화, 발전하는 기술에 상응하는 전문성
을 갖춘 근로자만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환경보호와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도 새로 경영협의회의 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보호와 관련
해서는 경영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상의 노하우가 환경부담적 요소를 제거하고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최
근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반외국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히 사업장 단위
에서 경영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주요 개정내용

지난 1972년에 경영조직법이 전면 개정된 후 30년 만에 행해지는 경영조직법의 개
혁은 그 시간의 간격만큼이나 변화의 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소개한
다는 것은 짧은 지면 사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상당부분은 불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 중에서 중요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하고, 개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과 평가
에 대해서는 필요한 한에서 제한적으로 인용하기로 한다.13) 개정된 경영조직법의 내용
은 크게 조직에 관한 부분과 권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3) 개정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비판으로는 특히 Löwisch, BB 2001, 1734 및 1790; Reichold,
NZA 2001, 857; Richardi, NZA 2001, 346; Hanau, RdA 65; Buchner, NZA 2001, 633;
Däubler, AuR 2001, 1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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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개정내용
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협의회 구조의 창출
경영조직법 개정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에 경영협
의회가 기능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다.14) 신속하고 창발적인 기업구조의
재편이 행해짐으로써 전통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위가 탄력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개정법에서는 이른바 법률상의 해결과 합의에 의한 해결의 조화가 시도되었다. 다
시 말해서 경영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경영협의회에 의한 공동결정의 실익
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법률상의 해결), 단체협약의 당사자
나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새로운 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협의회의 설치와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합의에 의한 해결).
새로운 것이 곧바로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현대사회의 속성에 비추어 ‘사업’ 또는 ‘사
업장(Betrieb)’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경영협의회의 설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현대의 기업전략이나 노무형태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부분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에 해결을 통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1) 법률에 의한 해결

우선 법률상의 해결의 내용으로 여러 기업에 공동으로 소속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협의회가 선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1조).15) 특히 이와 같
은 공동사업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 이른바 ‘추정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측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제1조 제2항). 또한 독립성이 강한 업무부서나 지점과 같이 독
자적인 사업부분을 구성하는 곳에 자신의 경영협의회를 선출하는 대신에 주된 사업의
경영협의회의 선출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제4조). 그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분에 취업중인 경영협의회의 선거권이 있는 근로자 3인 이상의 발의나 그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주된 사업장의 경영협의회의 발의와, 해당 사업부분
의 전체 선거권 있는 종업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특히 경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5인 미만의 극소규모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는
14) BT-Drs. 14/5741 S.26.
15) 이하 법률명이 없는 경우는 모두 경영조직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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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만약 어느 기업이 극소규모의 사업만으로 구
성된 경우에는 위의 제1조와 제4조의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장소적으로나 노동기
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묶어 공동 경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16)
2) 합의에 의한 해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종래 제3조에서 열어두고 있던 사업장의 경영협의회 구성에 관
한 참여 권한을 넘어서 관련 기업의 특수성 내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나 기업구조의
재편을 고려하여 경영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임의의 합의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제3
조). 즉 합의에 의한 해결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사업 내지 기업의 구조와
사업 단위의 근로자대표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공백없는 공동결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그밖에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콘체른(Konzern)화 그리고 콘체른 자체의

구조변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콘체른 차원에서의 근로자대표 기능을 개선
하였다(제54조 이하).
나. 경영협의회 구성의 완화
경영협의회가 없으면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 단위의 공동결정이 존재할 수 없으
며, 산별 단체협약상의 이른바 개방조항(Öffnungsklausel)의 구체화를 위한 경영협정이
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협의회의 선출에 대한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협의회에서의 활동을 장려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개정 목
적의 하나이다.
1) 종업원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서의 경영협의회 선출방식을 2단

계로 간소화하였다(제14조 a). 우선 제1단계로서 종업원총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2단계로서 그로부터 1주일 후 종업원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
여 경영협의회가 선출된다.
2) 종래에는 근로자를 이른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별하여 각 그룹별로 별도

의 투표절차를 규정하였으나(제5조 및 제14조 제2항 참고), 이제 이와 같은 근로자의
구별이 폐지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는 통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대표를 선출
16) Konzen, RdA 2001, 76, 82; Franzen, ZfA 2000, 285, 31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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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노동법의 오랜 전통이던 근로자의 이분화와 그에 따른 차별
적인 노동법의 적용(대표적으로 해고예고기간의 차별 적용)은 이미 오래 전에 위헌판
결을 받음으로써17) 더 이상 현행 노동법상 관철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관리직 간부직원(leitende Angestellte)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대표기구(Sprechausschuss)를 통하여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일반근로자와 이들 간부직원 간의 구체적인 집단적 이해관계가 동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개별 사업장에 경영협의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기업 단위의

전체 경영협의회(한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개별 사업장에 경영협의회
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이 개별 경영협의회가 모여 기업별 전체 경영협의회를 구성하
게 된다. 제47조 이하 참조), 전체 경영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콘체른 차원의 전체
경영협의회(제54조 이하 참조)가 해당 사업장의 경영협의회의 선출을 관리하게 된다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4)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를 위한 종업원총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영협의회의 조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근로
자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해고보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경영협의회의 당선자가
공시되거나, 경영협의회 선출을 위한 절차 개시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보호가
종료된다(제15조 제3항 a 제2문). 또한 당연히 즉시해고사유는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다. 새로운 취업형태의 반영
1) 외근근로자의 경영조직으로의 편입

개정 경영조직법은 최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 아무
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
다.18) 다만 특히 사업장 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외근근로자와 최근 그 수가
확대되고 있는 텔레워크 종사자도 경영조직에 편입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협의회에
의한 공동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
17) BVerfG v. 30.5.1990, AP Nr. 28 zu §622 BGB.
18) Hanau, AuA 2001, 21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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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근로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경영협의회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의 집단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경영협의회
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공동결정 내지
경영참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모든 취업자가 동시에 근로계약 관
계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장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즉
위에서 본 것처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취업자
가 용역회사 내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파견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
우도 빈번하게 그리고 점점 그 수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 경영조직법에서는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에 대해서 그 사업장의 경영협의회에 대한 선거권을 새로이 부여하였다(제7조). 다만
피선거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권이 부여되는 취업자는 해당 사업의 사용자
에 대하여 지시권 종속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거
나 이른바 유사근로자(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 a 참고)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9) 또한 파견근로자가 선거권만을 보유할 뿐 노무제공 사업장의 규모에 산입되
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업원수에 따라 경영협의회의 위원수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20) 이에 대한 명시
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해석론을 통해서 이들 근로자도 종업원수에 산입된다고 보
는 것이 다수설이다.21)
3) 사용자의 설명의무

경영협의회가 해당 사업장의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경영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취
업하고 있는 자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80조 제2항 제1문).
라. 경영협의회 활동조건의 개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경영협의회의 활동을 매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19) 이에 관해서는 특히 Reichold, NZA 2001,
직법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Hanau,
20) 문제 제기로서 Hanau, RdA 2001, 65, 68;
21) Reichold, NZA 2001, 857, 861; Richardi,

857, 861. 반대로 입법론으로서 이들 그룹도 경영조
RdA 2001, 65, 68; Däubler, AuR 2001, 1, 4.
Konzen, RdA 76, 84.
NZA 2001, 346, 35; Däubler, AuR 200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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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의 전문화 촉진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경영협의회의 위원수 및 전임자 할당이 경영협의회에 유리하
도록 확대조정되었다(자세한 것은 표 1 참조).
그 밖에도 여가시간 내지 교육기간 중에 경영협의회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계속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제37조 제3항, 제4항).
<표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경영협의회 위원수(제9조)
위원수

종업원수( 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위원수

종업원수(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1

5 ∼ 20

5 ∼ 20

21

2,501 ∼3,000

3

21 ∼ 50

21 ∼ 50

23

3,001 ∼3,500

5

51 ∼ 100

51 ∼ 150

25

3,501 ∼4,000

7

101 ∼ 200

151 ∼ 300

27

4,001 ∼4,500

4,001 ∼ 5,000

9

201 ∼ 400

301 ∼ 600

29

4,501 ∼5,000

5,001 ∼ 7,000

11

401 ∼ 700

601 ∼1,000

31

5,001 ∼6,000

7,001 ∼ 9,000

13

701 ∼1,000

33

6,001 ∼7,000

9,001 ∼12,000

15

1,001 ∼1,500

35

7,001 ∼9,000

12,001 ∼15,000

17

1,501 ∼2,000

19

2,001 ∼2,500

1,001 ∼2,000

3,001 ∼ 4,000

+ 2 이후 3,000 명의 종업원마다

2,001 ∼3,000

<표 2> 경영협의회의 전임자 수(제38조)
전임자수 종업원수( 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전임자수 종업원수(개정후) 종업원수( 개정전)

1

200 ∼ 500

300 ∼ 600

7

4,001 ∼ 5,000

5,001 ∼ 6,000

2

501 ∼ 900

601 ∼1,000

8

5,001 ∼ 6,000

6,001 ∼ 7,000

3

901 ∼1,500

1,001 ∼2,000

9

6,001 ∼ 7,000

7,001 ∼ 8,000

4

1,501 ∼2,000

2,001 ∼3,000

10

7,001 ∼ 8,000

8,001 ∼ 9,000

5

2,001 ∼3,000

3,001 ∼4,000

11

8,001 ∼ 9,000

9,001 ∼10,000

6

3,001 ∼4,000

4,001 ∼5,000

12

9,001 ∼10,000

10,001 ∼12,000

주 : 이후 종업원 2,000명당 1인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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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대표성 강화

앞으로는 사업장 전체의 여성근로자의 수에 상응하여 경영협의회에 비례적으로 여성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이 규정으로 경영협의회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이 명백히 증대될 것이며, 사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지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적으로 사업에서의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기회균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경영협의회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과 직업활동의 조화의 촉
진을 임무로 한다. 또한 경영협의회는 대등한 지위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경영협의회의 활동조건의 개선

사용자는 경영협의회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보지원 요원(Auskunftspersonen)으로서 경영협의회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80조 제2항 제3문). 또한 그와 같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없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도 임의로 1인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특히 근로자가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는 경우는 경영협의회는 신속하고 비관료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허용된 경영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4) 기업별 경영협의회의 관할권 확대

기업별 경영협의회는 경영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속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제50조 제1항), 이는 콘
체른 차원의 경영협의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된다.
5) 경영협의회 위원의 배치전환에 대한 보호

경영협의회 위원의 배치전환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제103조 제3항). 경영협의회
위원의 배치전환 내지 전근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경영협의회 위원직 또는 피선거권
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배치전환(전근)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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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협의회의 권한에 관한 개정내용
가. 개요
경영조직법은 제80조에서 경영협의회의 일반적인 임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번 개
정에서 몇 가지가 추가로 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가족과 직업활동의
조화의 촉진(제2호 b), ② 사업장 내 인종주의와 외국인 배척의 척결을 위한 조치(제7
호), ③ 사업장 내 취업의 안정화와 촉진(제8호) 그리고 ④ 노동보호 및 사업장에서의
환경보호조치의 촉진(제9호) 등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임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
현될 수 있는가는 이에 대한 경영협의회의 참가권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가에 달려
있다.
나. 사업장 단위의 환경보호
환경보호에 관한 경영협의회의 활동은 우선 그 대상이 해당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환경보호는 원래 행정법상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환
경보호 임무를 설정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일반적인 환경적 이해관계 사이
에서 경영협의회의 활동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단위의 환경보
호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예를 들면 소음 또는 유해물질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노동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제89조 제1항 참조). 구체적으로는 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
사가 수행되는 경우 사용자는 경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06조 제3항), ②
사업 단위의 환경보호사항을 임의의 경영협정(제88조 제1호)의 대상으로 하며 그리고
③ 사용자는 종업원총회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써 이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다. 취업의 안정과 촉진
1) 경영협의회의 제안권 내지 협의권 도입

취업의 안정과 전문화는 특히 오늘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테마이다. 이와 관
련하여 우선 경영협의회는 취업의 안정과 촉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
다(제92조 a). 즉 경영협의회는 앞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형성, 초과근로의 폐지,
단시간근로 내지 특히 노령자에 대한 단시간근로의 촉진, 노동조직의 새로운 형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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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전문화 내지 업무의 아웃소싱화에 대한 대안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고유한 영
역에 속해 왔던 테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안권), 경영
협의회의 발의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경영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협의권). 이와
같은 노사의 대화를 통해서 경영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상의 지식과 경험이 취업
의 안정화와 취업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
밖에도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단시간근로 및 유기근로계약에 관한 법
률22)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영협의회의 채용동의권을 강화하였다. 즉 사용
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미 사업장에서
유기근로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응모한 적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
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전문화를 위한 경영협의회의 권한

경영협의회는 사업장에서의 직업교육 조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공동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제97조 제2항). 직업교육 계획에 대한 공동결정은 사용자의 기술도
입 등의 계획에 의하여 그와 관련된 근로자의 전문성 결여가 예견 가능하거나 현존하
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공동결정권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기
능을 갖게 된다.23) 다만 이러한 공동결정은 사업장 외의 직업교육 조치에 대해서는 적
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 전문화를 위한 교육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24)
3) 팀제 업무(Gruppenarbeit)의 실행원칙에 관한 공동결정권

앞으로 경영협의회는 이른바 팀제 업무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제87조 제1항 제13호). 이는 경영협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
는 사회적 사항에 관한 공동결정의 대상으로 새로 규정된 사항이다. 경영협의회가 개
입하는 업무팀제는 21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노무제공 형태가 아니라 성과제에 기초한
공동의 업무수행 및 공동책임제는 이미 20세기 초의 대량생산체제하에서 다양한 형태
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개정법에서 공동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업무팀제에 대해
서는 같은 조 제13호 제2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업에서의
22) 이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지순, 노동법학 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2001, 233쪽 이하 참조.
23) 특히 이에 관해서는 Engels/Trebinger/Löhr-Steinhaus, DB 2001, 532, 538 참조.
24) 특히 Löwisch, Arbeit und Betriebsverfassung im modernen Unternehmen, NZASonderbe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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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정 단위에서 여러 근로자가 팀을 이루어 공동의 과업을 본질적으로 자기책임으
로 수행하는 노무제공 형태이다. 따라서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팀제
업무란 다양한 형태의 팀제 업무 방식 중에서도 감량생산(lean-production) 체제시대의
이른바 부분적인 자율권을 행사하는 팀제 업무로 제한된다.25)
경영협의회가 공동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테마는 이러한 팀제 업무의 도입이나 종
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다.26) 즉 사용자는 작업공
정의 개선이나 기업구조의 합리화를 위하여 팀제 업무를 실시할 것인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얼마 동안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가적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팀제 업무 시스템의 도입이 결정되면 다
음에는 경영협의회와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해당 팀의 대표자의 선출과 그 지위 그리고 임무와 팀내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다른 팀과의 협력사항, 상대적으로 급부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팀내 갈등조정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동결정이 행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업무팀제의 운영에 대해서 경영협의회의 개입을 인정하게 된 배경으로 다
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업무팀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분적인 자율권을 보유함으로
써 그 구성원들은 더욱 확대된 활동 내지 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에
상응하여 더욱 더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팀제는 개별 근로자
의 독립성과 주도권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급부 형태 속에는 팀 차원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업무성과에 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개별 구성원들의 ‘자기착취’ 내지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상
존하고 있기 때문이다.27)
라. 사업변경에 관한 경영협의회의 역할
1) 사업장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특히 인사에 관한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권(제99조)과 사업변경에 관한 공동결정권

(제111조)은 이제 사업장을 단위로 하던 종래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협의회의 선거권
이 있는 종업원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단위에서 수행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기
업이 부단하게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분열 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인사조치에 대한 공동결정, 사업변경에 대한 공동결정도 이에 상응하여 기업
25) Annuß, NZA 2001, 367, 370; Preis/Elert, NZA 371, 372.
26) 자세히는 Engels/Trebinger/Löhr-Steinhaus, DB 2001, 532, 549 참조.
27) 이에 대해서는 입법이유서, BT-Drs. 14/5741, S.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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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경영협의회의 원칙적인 활동
단위는 사업, 사업장이므로 제99조와 제111조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업장
을 단위로 하게 된다.
2)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기업에 설치된 경영협의회는 특히 사업변경과 관
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111조 제2문). 이를 통해서 사업장에
서의 노사당사자의 교섭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제Ⅲ장 1. 라. 3) 참조).

Ⅳ. 평가와 전망

첫째, 독일 입법자가 스스로 내린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개정법률은 사업과 기업의
전체 구성원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또한 새 개정법을 통하여 경영협의회와 사
용자의 다양한 협력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공동결정제도
를 현대화함으로써 경영협의회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간이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공동결정의 절차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특히 학계와 경영계는 대체로 비판적이다. 즉 이번 경영조직법의 개정에서는 특히 생
존 자체가 목표인 소규모 사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사업주의 자유로운 활동의 여지를
부여하고, 지구적인 경쟁체제 기업의 비용요소를 경감하며, 현재의 산별 협약자율체제
에 보다 더 큰 융통성을 부여하여 사업 차원의 근로조건 결정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입법기술적 지적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에
서의 경영협의회 설치의 임의화, 사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공동결정 내지 경영참가권
의 범위조정, 경영협의회 활동에 대한 비용의 경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28) 그
러나 이와 같은 학계의 의견은 개정법률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조
합과 전통적으로 연대관계에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 여당은 보다 더 강화된
경영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결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29) 대체로 보수적인 학계의 시각은 반대로 기업가의 권한
28) 대표적으로 Buchner, NZA 2001, 633, 639f.; Hanau, Gutachten C für den 63. Deutschen
Juristentag 2000, C. 51ff. 참조.
29) 경영조직법의 개정을 주도한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인 Walter Riester 자신이 금속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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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노동법의 보호규정을 축소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
한 충돌은 최근 진행된 상당수의 사회관계 법률에서 이미 노정된 바 있다. 결국 어떠
한 처방이 현재의 노동시장 사정에 더욱 적합한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개정 경영조직법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문
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둘째,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다소 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의 구조가 고전적인 노
동시장 현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낡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노동법의 구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 노동법은 이러한 시도와 관련하여 여전히 매
력적인 모델로 참고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경영조직법은 단순히 집단적인 노사관계
법의 일부를 이루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대결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신뢰에
터잡은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로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경영조직법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
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은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경제적․시장적 변화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어떻
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동입법으로서 우리의 노동입법
이나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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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시인구조사(CPS)의 역사

1)

1. 상시인구조사(CPS)의 시작과 변천
미국의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하 CPS)는 매월 실업자 및 실
업률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실업률 문제는 1930년대의 대공
항부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37년 실업자 등록프로그램의 하나로 실
시된 실업자수 측정센서스(enumerative check census)가 최초로 확률표본을 이용하여
실업률 작성을 시작한 경우였다. 1930년대 후반에 Work Projection Administration

(WPA)이 본격적으로 실업자를 측정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일
부 지역 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국 단위로 조사대상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전 연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shkang@cc.su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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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 3월에 WPA는 최초로 실업률 통계에 대한 표본조사

(sample survey)를 실시하게 되었다.
1942년에는 실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업무가 센서스국으로 이관되었다. 1945년까지
25,000개의 주거 단위(housing unit)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21,000개의
가구원을 조사하였다. 1954년에는 추가적인 예산소요 없이 기존의 68개 PSU가 230개
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표본수를 확장함으로써 단위비용당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고, 발표되는 추정치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단위뿐만 아니
라 보다 지역적인 단위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10년 단위의 센
서스를 기반으로 표본이 재편되었다.

1953년에는 현재의 4-8-4 회전표본시스템(rotation sample system)이 도입되었다.
이 방법은 추출된 표본을 4개월간 연속적으로 조사하고 8개월을 조사하지 않은 다음
다시 4개월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전까지는 추출된 가구표본을 6개월 동안 조사한
후 다른 가구로 대체하는 시스템이었다. 회전표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연간 중복되
는 표본을 이용하여 시간에 걸친 변화량 추정치에 대한 정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
다1). 1953년부터 이미 전자식 고성능 테이블 작성기법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작업
속도와 작업량이 크게 개선되었다.

1955년에는 분기 또는 비정규적으로 질문하던 파트타임 근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
통상적인 월간 조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1956년에는 230개의 PSU가 330개 PSU로
확장되었고(기존의 230개 PSU는 모두 포함됨) 표본수도 약 40,000개의 주거 단위(약

35,000개의 점거 단위(occupied units))로 확장되었다. 이 표본은 638개의 카운티와 독
립적인 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48개 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표본이 확장됨으로써 약

20% 정도의 통계량 신뢰도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1957년에는 일
부 부류에 대해 고용 상태가 재분류되었다. 이전까지는 현재 상태에는 일시적인 해고
상태에 있으나 30일 이내에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새롭게 임금소득 근로자로 일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취업자(보
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이 있으나 일하지는 않는 사람(with a job but not at work))로
분류되었다. 새로운 분류에서는 이들이 실업자로 분류되었다. 단, 조사기간 중에 새로
운 직장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였다. 1957년에는 계절조정이
도입되었다. 1959년에는 미국 상무부와 노동부의 통계기능이 재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무부의 센서스국(Bureau of Census)과 노동부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의 기능조정이 이루어졌다. BLS는 CPS로부터 도출되는 노동통
1) 자세한 내용은 표본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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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센서스국은 표본을 유지하고 실사를 행하며 기본적
인 통계표를 작성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예산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통계정책국(Statistical Policy Division)은 계속해서 정책적이거나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1960년에는 알래스카와 하와이
가 표본에 추가되었다. 1963년에는 이전에는 비정규적으로 질문하던 항목이었던 “실업
자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을 찾고 있는지 여부”와, 이전에는 연간 단위로만 질문
하던 “가구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월간 단위의 질문으로 변경되었다. 1967년
에는 357개의 PSU가 449개로 확장되었고 표본수도 약 60,000개의 주거 단위(52,000
개의 점거 단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표본 변화로 인해 추정치의 신뢰성이 20% 정
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1985년부터는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

view)가 점차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 1994년의 전면 개정
1994년에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CPS
의 역사상 가장 큰 설문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CPS의 설문서는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94년의 설문서 개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CPS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증
가시키고, 조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개념과 정의에 대한 당시까지의 변화 내역을 수용
하며, 당시에 도입하기로 하였던 CAPI의 잠재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CPS
설문서에서 사용되는 질문 형식이나 개념의 변화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 해고 : 이전 설문서는 직장복귀명령에 대한 기대를 일관되게 질문하지 않았
다. 새로운 설문서에서는 실제로 직장복귀명령을 받은 구체적인 날짜가 있는지, 또는
최소한 6개월 이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indication)를 받았는지를 질문함으로
써 일시적 해고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직장탐색 방법 : 조사원들이 응답자들의 직장탐색 행위를 수동적 행위인지 능동적
행위(passive or active job search methods)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직장
탐색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고 재편성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이 모든 형태의 직장탐색
행위를 보고하도록 후속 질문이 포함되게 되었다.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질문하
고 다음으로 기준 주간에 일하지 않았을 수 있던 시간(possible time taken off) 또는
초과 근로기간을 물어본 후 마지막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설문하도록 하였다.
파트타임 근로의 이유 : 응답자 중에서 통상적인 파트타임 근로자 또는 비자발적 파

130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트타임 근로자의 정의에 본인들이 풀타임 일을 원하고 풀타임 일자리가 있는 경우 실
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근로소득 : 과거에는 응답자가 모든 근로소득을 1주일 단위로 환산하여 대답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설문서에서는 응답자가 편한 단위로 응답하고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주간 단위로 전환하게 하였다.
다수의 직업 소유자(multiple job holders) : 이전에는 연간 설문이었으나 월간 설
문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취업자는 한 개 이상의 일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하게 되었다.
통상적 근로시간 : 이전에는 표본 중 25%에게만 질문하던 통상적인 근로시간(usual

hours of work)의 질문대상을 전 표본으로 확장하였다.
실망실업자 : Levitan Commission은 이전의 조사에서 실망실업자에 대한 정의가
일에 대한 주관적 희망사항(subjective desire)과 개인들이 일이 있는 경우 실제로 이
를 맡을 수 있는가, 즉 가용성에 대해 자의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94년에의 개정 시에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실망실업자로 구분되기 위한 두 가
지 조건이 추가되었다. 두 가지 조건은 과거 1년간 또는 최종 직장을 떠난 이후 직장
탐색을 하였으며, 실제로 일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조건이다(이전에
는 다른 질문으로부터 이러한 가용성이 유추되었으나 이제는 직접 질문하게 됨). 또한
과거에는 분기에만 발표되던 실망실업자 통계가 월간으로 전환되었다.
신규 진입자(new entrant)와 재진입자(re-entrant) : 이전에 신규 진입자는 과거
에 2주 이상 풀타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으며, 재진입자는 과거에 2
주 이상 풀타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최근의 직장탐색 이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있
었던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정의가 2주 이상의 풀타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
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즉 새로운 정의에서 신규 진입자는 과거에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지금의 직장탐색자로 정의되었으며, 재진입자는 과거에 일한 적이 있으나 지금의
직장탐색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던 직장탐색자로 재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설문서가 보다 복잡하고 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CAPI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컴퓨터를 통해 보다 복잡해진 조건부 질문에
대한 설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직업 및 산업, 은퇴 및 장애 여부, 실업기간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줄이는 대신 컴퓨터에 수록된 기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을 확
인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CPS에서 사용하는 설문서
는 기본적으로 1994년의 개편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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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시인구조사(CPS)의 포괄 범위와 개념

상시인구조사(CPS)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은 1940년대에 개발되었고 1994년의 보
완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념과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집단가구에 거주하는 않는 일반인구(noninstitutional civilian population) :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집단거주지(형무소, 정신병원, 노령자집단 거주지 등)에 거주하지 않
는 사람을 의미하며,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취업자(employed person) : 기준 주간에 ① 최소한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자,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나 전문직종 또는 농장에서 일한 사람, 가족이 운영하
는 사업체에서 15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 ② 직장은 있지만 휴가, 병, 일기 불
순, 육아문제, 母性 또는 父性 휴가, 노사분규, 직업훈련, 또는 기타 가족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기준 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항목에 속하는 사
람들의 경우에는 기준 주간에 보수를 받거나 또는 직장을 찾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
계없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한 명으로 계산되며, 직업과 산업분
류를 위해 다수 직업 보유자는 기준 주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 직업을 기준으
로 분류된다. 외국기업에 종사하면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사람은 포함되며, 자기
집의 페인트칠, 수선 또는 가사와 관련된 일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종교나 자선
단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도 제외된다.
실업자(unemployed person) : 직장이 있었으면 일을 할 수 있었고(가용성 기준)
지난 4주간 직장을 찾기 위해 특정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준 주간에 전혀 일을 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단, 일시적인 병의 경우에는 가용성 기준에서 제외된다).
직장에서의 복귀명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찾지 않고 있었던 사람도 실업자
로 간주한다.
실업기간(duration of unemployment) : 실업자들이 직장을 찾았던 기간을 의미
하며, 일시적 해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시적 해고의 모든 주간(full week)
을 의미한다.
실업 이유(reasons for unemployment) : 실업 이유에 따라 실업자는 다음의 5가
지 부류로 세분류된다. ① 직장상실자 : 일시적 직장상실자와 항구적 직장상실자로 세
분된다. 일시적인 직장상실자는 복귀 날짜가 확정된 일시적 해고자 또는 6개월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상실자를 의미하고, 항구적 직장상실자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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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새롭게 찾기 시작한 직장상실자를 의미한다.
② 직장이탈자(job leaver) :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정리한
후 곧바로 직장을 찾고 있는 자 ③ 일시적인 일을 종료한 자 : 과업을 수행한 후 다
른 과업을 찾기 시작한 자 ④ 재진입자 : 과거에는 경제활동인구였으나 비경제활동인
구가 된 후 다시 직장탐색을 시작하는 자 ⑤ 신규 진입자 : 이전에는 일한 적이 없는
자(현재에는 직장상실자와 일시적 일을 종료한 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계열에 대한
계절조정 과정이 완성되지 않아 두 개를 결합하여 하나의 범주로 발표되고 있음).
구직자 : 지난 4주간 직장을 찾기 위해 특정한 활동을 한 실업자를 의미한다. 실업
자 중에서 일시적 해고 상태에 있으면서 이따금 직장을 찾는 사람은 구직자에서 제외
된다. 구직자는 구직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자신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 잠재적으로
직장 오퍼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활동만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
면 고용주를 직접 찾아가거나 공공 또는 사설 고용관련 기관을 찾아가거나, 친구나 친
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거나 이에 응답하거나, 또는 기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기타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
거나 전문직종의 명부에 자신을 등록하거나, 커뮤니티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인
력시장 등에 나가 뽑혀 가기를 기다리는 것 등을 의미한다. 구직광고를 읽거나 직업훈
련 교육을 받는 행위 등 소극적인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 집단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 중에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직장을 찾을 욕망이 있는
지 직장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지, 전년도의 구직활동 여부, 기준 주간의 이전 4주
동안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문한다. 여기에는 실망실업자가 포함된다. 실망실
업자는 일을 갖기를 원하면서 일이 있었으면 일을 할 수 있었고, 지난 12개월 동안
때때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자신이 응모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직장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
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4번째나 8번째 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분기를 기준으로 직장경
력과 구직의향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질문한다.
직업, 산업과 근로자계층(class of workers) : 취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다수직업
소유자는 가장 많이 일한 직종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실업자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근로자계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민간 및 정부의 임금 및
봉급근로자는 민간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임금이나 봉급, 수수료, 팁이나 이와 유사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자기 자신의 사업이나 전문직종, 유통 과
정 또는 농장 등에서 이익이나 수수료를 목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한다. 비법인기업에
서 일하는 경우에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법인화된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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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금 및 봉급 근로자로 취급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출생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가
족의 농장이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자를 말한다.
복수직업소유자(multiple job holders) : 2개 이상의 임금 및 봉급을 받는 직업소
유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임금 및 봉급생활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이면서 임금 및 봉
급생활자인 경우를 말한다. 가구청소원, 정원관리사, 유아보모 등 주로 개인 가구에서
일하면서 기준 주간에 여러 명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수직업소유자
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직업들을 여러 명의 고용주가 있는 것이 이 직
업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여러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여
러 개의 일을 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근로기간(hours of work) : 기준 주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상근로기간은 주당 40시간이고 기준 주간에 하루의 법정공휴일이 있어서 실제로는

32시간만 일한 경우에 임금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받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이다.
복수직업소유자의 경우에는 모든 직업에서 일한 모든 시간을 주된 직업에서 일한 것으
로 간주하여 공표한다. 복수직업소유자가 개별적인 직업에서 일한 각각의 통상적인 근
로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으나 실제 데이터는 이용 가능하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work at part time for economic reason)

: 이들은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준 기간 동안 경제적인 이
유로 1∼35시간 일한 사람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이유는 허드렛일(slack work), 비우
호적인 직장환경, 전일제 직장을 찾기 어려움, 계절적인 수요 감소 등을 의미한다. 통
상적인 파트타임 근로자 중에서 풀타임 일을 원하고 실제 풀타임 일이 있으면 그 일
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로 분류된다.
비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 : 비경제적인 이유로 기준 기간 동안 1∼34
시간 일한 사람을 의미한다. 비경제적인 이유에는 질병 또는 기타 의학적 제한

(medical limitations), 육아문제 또는 기타 개인․가족의무 준수, 학업 또는 훈련, 은
퇴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은 지급액 등이 있다. 또한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의 정상
적인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한다. 한
편, 이 부류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1∼34시간 일하지만 풀타임 일을 찾지 않거나 그러
한 일에 가용하지도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자 : 취업자 데이터는 직장이 있지만 일하지 않은 자

(with a job, not at work)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2). 이러한 사람들은 기준 주간 동
안 일기 불순, 휴가, 질병 또는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2) 실제 조사에서 이들은 근로시간이 0으로 나타난다.

134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다. 조사대상자들의 통상적인 상태와 조사 기간 중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 통상적인
풀타임 또는 통상적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개념을 사용한다. 통상적인 풀타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직업을 합쳐서 35시간 이상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부류에는 일반
적으로는 35시간 일하지만 조사 주간에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유로 인해 실제 35시
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과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조사 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는
통상적인 파트타임 근로자로 분류된다. 풀타임 경제활동인구는 통상적인 풀타임 근로
자와 풀타임 직장을 찾거나 풀타임 직장으로부터 일시해고된 실업자 등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파트타임 경제활동인구는 통상적인 파트타임 취업자와, 파트타임 일을 찾
고 있거나 파트타임 직장에서 일시해고된 실업자를 포함한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실업률은 파트타임 및 풀타임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통상적인 주간 수입(usual weekly earnings) : 세금과 기타 공제항목 공제 이전
의 수입을 의미하며 초과근로 수입, 수수료, 통상적으로 받는 팁(복수직업소유자는 주
된 직업으로부터 얻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응답자가 월간이나 연간으로 응답하더라도
모두 주간 단위로 변환된다3). 임금 및 봉급근로자의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직업
또는 주된 직업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 및 가족 : 가구원은 혈연 또는 비혈연이던 간에 주거를 공유하면서 다른 통상
적인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가구주는 주거용 공간을 소유한 자 또는
임대한 자로 정의한다. 가족은 출생, 입양, 결혼 등으로 연계되어 동일한 주거지에 사
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가족의 근로소득(earnings of families)에 관한 데이터는 가족
중에 임금 또는 봉급생활자가 전혀 없는 경우와, 가족을 유지하는 남편, 아내 또는 기
타 구성원이 자영업자이거나 군인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Ⅲ. 표 본

1. 표본 추출
CPS의 표본은 센서스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변경되었으며 통계치의 신뢰도를 제
3) ‘통상적인’에 대한 정의는 응답자의 인식에 의한다. 조사원들은 만약 응답자가 ‘통상적인’의 정의
를 질문하면 지난 4∼5개월 동안 일한 주의 반 이상이라고 설명하도록 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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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모든 표본추
출의 단위가 주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199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표본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1994년 4월부터 1995년 7월까지 교체되었다(표 1 CPS표본의
변화 참조).
<표 1> CPS표본의 변화
기간

1947 년
1954 년
1956 년
1960 년
1963 년
1967 년
1971 년
1972 년
1978 년
1980 년
1981 년
1985 년
1988 년
1989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8 월∼1954 년 1 월
2 월∼1956 년 4 월
5 월∼1959 년 12 월
1 월∼1963 년 2 월
3 월∼1966 년 12 월
1 월∼1971 년 7 월
8 월∼1972 년 7 월
8 월∼1977 년 12 월
1 월∼1979 년 12 월
1 월∼1981 년 4 월
5 월∼1984 년 12 월
1 월∼1988 년 3 월
4 월∼1989 년 3 월
4 월∼1994 년3) 9 월
10 월∼1995 년 8 월
9 월∼1995 년 12 월
1 월∼현재

표본지역 수

68
230
330 1)
2)
333
357
449
449
461
614
629
629
729
729
729
792
792
754

응답가능 가구
응답가구

비응답가구

21,000
21,000
33,500
33,500
33,500
48,000
45,000
45,000
53,500
62,200
57,800
57,000
53,200
57,400
54,500
52,900
46,800

500 ∼1,000
500 ∼1,000
1,500
1,500
1,500
2,000
2,000
2,000
2,500
2,800
2,500
2,500
2,600
2,600
3,500
3,400
3,200

비응답가능가구

3,000 ∼3,500
3,000 ∼3,500
6,000
6,000
6,000
8,500
8,000
8,000
10,000
12,000
11,000
11,000
11,500
11,800
10,000
9,700
9,000

주 : 1) 1956년부터 각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하도록 추출
2) 1960년부터 하와이와 알래스카 추가
3) 1989년 4월부터 11월까지 점진적으로 표본을 추가하였음.
4) 이 기간 중 조지아주와 버지니아주에서 2,000명의 주거 단위를 점진적으로 추가
자료 : www.bls.census.gov

1990년 센서스에 기초한 최초의 표본 추출에서는 792개의 PSU에서 66,000개의 주
거 단위를 추출하였다. 최초의 표본은 미국 전역과 50개 주, 워싱턴 D.C. 그리고 뉴
욕, LA 대도시 지역의 각각에 대해 설정된 신뢰도를 충족하도록 추출되었다. 이 표본
은 1996년에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실업률 추정치의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재편되었
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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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는 1996년의 표본은 754개의 PSU에서 추출된 59,000개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데 전국적인 월간 실업률 추정치의 변이계수를 1.9%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
였다. 이러한 수준은 90% 신뢰수준에서 실업률 추정치에 0.2%포인트의 변화가 있음
을 의미한다. 50개의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6%의 실업률을 가정하였을 때 연평균
실업률 추정치의 변이계수가 최대한 8%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전국적인 단위
에서 신뢰성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부 대형 주의 실업률 추정치는 주 단위의 기준에
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의 경
우 연평균 실업률의 변이계수가 4% 이하이다.
표본추출의 1단계에서는 먼저 792개의 1차 표본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가 선정되었다. 2단계에서는 각 PSU에서 약 4개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집락이 최종
표본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로 추출되었다. 주를 단위로 표본설계가 이루
어졌기 때문에 표본추출 비율은 주마다 달라지며 전국 및 주 단위의 신뢰성 기준뿐만
아니라 주의 인구수에 의존하게 된다. 주별 표본추출 비율은 대략 1대 100에서 1대

3,000가구 정도의 사이에 있다. 표본추출 비율은 주어진 전체적인 인구증가율하에서
표본규모를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하기 위해 조정된다.
매달 약 59,000개의 주거 단위가 자료수집을 위해 추출되며, 이 중에서 50,000개
정도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주거 단위들은 파괴되었거나
빈집이거나 비주거용 지대로 변환되었거나, 통상적인 주소지가 다른 지역인 사람들로
구성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부적절한 경우들이다. 50,000개의 주거 단위 중에서
휴가 등의 일시적 부재, 여러 번의 접촉시도 무산, 응답자의 응답능력 부재, 기타 이유
로 인한 접촉불가, 응답거부(약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됨)로 인하여 약 6∼8%의 무
응답자가 발생한다. 무응답률은 다음의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대체로 접촉 불가율보
다 거절률이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응답률 수준이 기간에 따라 크게 변
화하지는 않는다. 매달 16세 이상의 가구원 94,0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된다. 표본
추출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표본추출 과정 : 1단계에서는 1990년 센서스를 기준(이 자료는 매년 업데
이트된다)으로 미국 전역의 3,141개의 카운티와 독립적인 시를 2,007개의 PSB로 분할
하였다. 대부분의 PSB는 대도시 지역, 큰 카운티, 여러 개의 작은 카운티가 결합하여
형성되며, 여러 주에 걸쳐 생성되지는 않는다.

2,007개의 PSB는 주 내에서 서로 결합하여 층(strata)으로 그룹화하였다. 개별 층은

4) 변이계수는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표본오차에 대한 일치추정을 위해 6%의 실업률 가정하에 변이계수를 조정하였다.

상시인구조사(CPS)의 이해(강석훈)

137

센서스나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활동인구들의 특성이 유
사하도록 형성하였다. 이는 PSU 사이의 분산(between PSU variance)을 줄이는 효과
를 갖는다. 전국적으로 428개의 층에서 모두 428개의 PSU를 추출한다. 각각의 층에
서 하나씩의 PSU가 추출된다. 이 때 개별 PSU의 추출확률은 PSU의 인구에 비례한
다. 이렇게 추출된 PSU들은 개별 층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대표적

(self-representing)이며, 통상 각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PSU들이다. 나머지 326개
의 층들은 실업자수, 3명 이상의 주거지 비율, 산업별 종사자수, 산업별 월평균임금 등
의 특성들이 비슷한 PSU를 결합하여 구성한다. 이러한 층에서 하나씩 PSU를 임의추
출한다. 이러한 PSU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층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대
표적이지 않다(non-self-representing). 비자기대표적인 층에서 특정한 PSU를 추출할
확률은 1990년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개별 PSU에서 주거 단위를 추출하는데 최종 추출단위(USU)는
약 4개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집락이다. 2단계에서 추출된 대부분의 집락들은 미리 작
성한 주소 리스트에서 계통추출하였다. 이 주소 리스트는 1990년 센서스에서 작성되었
는데 개별 블록에서 유사한 인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주거
단위들이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이다. 주소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표본 추출기법

(area sampling technique)이 사용되었다. 최종 USU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동일한
USU에서 3단계의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그림 1] CPS에서의 무응답률, 접촉불가율, 그리고 거절률

자료 : www.bl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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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회전 : CPS의 표본은 매달 일부분이 바뀐다. 매달 표본은 8개의 대표 하위표본
또는 회전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그룹은 총 8번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4개월간
연속으로 인터뷰를 하고 8개월을 쉰 다음 다시 4개월을 인터뷰한다. 매달 첫 번째 인
터뷰하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 인터뷰하는 그룹이 있는 등 총 8개의 그룹이 있게 된
다. 따라서 연속적인 달(月)에는 75%가 공통 표본이며 전년도와 지금 연도의 해당 월
에는 50%가 공통 표본이 된다. 이는 응답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표본추정치의 정
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2. 가중치
CPS의 월간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최종가중치는 여러 단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이 가중치는 한 개인이 이 서베이에 추출될 확률을 통해
계산된다. 기본가중치는 개인의 추출확률과 무응답 조정을 통해 산출된다. 2단계 조정
은 알려진 모집단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율조정된다. 결론적으로 최종가중치는 기본가
중치, 특별가중치를 위한 조정, 무응답 조정, 1단계 비율조정 요인 그리고 2단계 비율
조정요인의 곱으로 산출된다. CPS를 이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할 때는 반드시 이 최종
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한다6).

1992년부터 임금 및 봉급근로자의 통상적인 시간당, 주간 임금데이터가 발표되고 있
다(법인기업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임금 및 봉급근로자에 포함되지만 이 임금데이터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데이터들은 2개의 인터뷰가 끝나는 회전그룹, 즉 조사시점

4개월째와 12개월째 조사에서 얻어진 데이터이다. 정규적인 소득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유는 가족의 소득 시리즈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최종 인터뷰를 하는 회전
그룹에 대해서는 소득관련 데이터에 응답할 이유가 있던 없던 간에 모두 소득가중치

(earnings weight)를 부여받는다. 소득관련 가중치는 연령별, 인종별, 성별 그리고 고용
형태(class of worker) 등으로 구분된 간단한 비율조정에 근거한다. 기본적인 CPS데이
터를 이용하여 소득에 관한 추정치를 구하려면 소득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CPS의 가중치를 구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응답 조정 : 실제로 조사 현장에서는 응답자가 없거나 지리적 난점, 응답거부 또
6) 이러한 가중치는 하나의 표본이 대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가를 의미한다. 1985년부터
는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모든 표본가구원은 동일한 표본추출확률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주 내
에서도 표본디자인과 현장에서의 실사 과정에서 표본추출확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표본으로 선택된 지역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매우 많은 주거 단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현장
하위표본추출(field subsampling)로 인하여 표본추출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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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타 이유로 인해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을 조정하는 무응답 조
정 과정은 통상적으로 동일한 주 내에서 유사한 표본집락에 따라 별도로 산출된다. 유
사성은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MSA)의 상태와 크기에 기준한다. 개별 층 내에
서는 주거형태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모든 MSA층들은 시 중심과 균형적인 MSA로
구분되며, MSA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와 시골 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무응답 비
율은 날씨, 휴가 등에 따라 대체로 6∼8% 수준을 보인다.
비율추정치 : 표본들에서 추출한 성별, 인종별, 연령별 분포는 알려진 모집단에서의
분포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기타 노동시장과 관련된
변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를 이용하여 비율조정을 실시하
는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비율조정의 목적은 CPS의 표본을 전국의 모든 PSU에서 추출하지 않
고 선택된 PSU표본에서 추출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분산의 효과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비율조정은 흑인과 비흑인(no-black)이라는 두 개의 인종으로 구분하여 실시된
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비자기대표적인 표본과 흑인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정은 표본 PSU에서의 인종 비율과 전국의 모든 PSU에
서의 인종 비율(자기대표적인 PSU는 제외됨)을 보정하여 달성된다. 두 번째 비율조정
은 CPS의 비포함 문제(noncoverage)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CPS 표본가중치는
표본에 근거한 추정치가 독립적인 모집단의 알려진 통제변수와 같게 하기 위함이다.
통제변수는 51개 주에서 16세 이상의 비집단 일반인구수, 전국의 비집단 일반가구에서

14개 히스패닉 인종 및 5개 비히스패닉 인종의 성별, 연령별 수, 그리고 비집단 일반
가구의 66개 백인계, 42개 흑인계 그리고 10개의 기타 범주에 속하는 인구의 수를 기
준으로 한다. 독립적인 모집단의 통제변수는 1990년의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projection)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추정에는 다양한 자료로부터 출생기록, 사망기
록 그리고 순이민 통계 등이 이용된다. 추정치에서 군대관련 인원과 집단가구에 거주
하는 사람들을 차감하여 비집단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결정한다. Post Enumeration

Survey를 통해 결정된 센서스의 과소 추정치를 합하여 추정치를 결정한다7).
복합추정 과정 : 대부분의 CPS에 근거한 추정치는 최종적으로는 복합추정방법에 따
라 산출된다. 복합추정 과정은 2단계 비율추정치와 전 월의 복합추정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2단계 비율추정치는 현재 월에서의 모든 표본으로 산출되
는 2단계 비율 추정치를 의미한다. 전 월의 복합추정치는 연속되는 두 달에 모두 존재
7) 1994년 이전에는 센서스의 과소추정에 대한 조정 과정이 없었다. 인구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Revisions in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Employment and Earnings, 1994를 참조
할 수 있다.

140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하는 6개의 회전그룹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추정치로서 월간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분
산을 줄이고 월 내 표본간 추정치(month in sample estimates)와 관련된 편향을 부분
적으로 상쇄하기 위하여 편향추정 조정치를 위의 가중평균에 더한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달에는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월간 표본편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복합추정 과정으로 인해 2단계 비율추정으로부터 얻어지는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성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월 내의 추정치, 연간 변화율 그리고 기간
간 변화 등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지만 월간 변화량 추정치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Ⅳ. 실사방법 및 공표방법

1. 실사
조사원은 최초로 가구를 조사하기 전에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의 생년월일, 성, 인
종, 인종적 근원, 결혼상태, 교육 정도, 제대군인 여부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응답자 기록부를 작성한다. 이러한 정보는 조사원에 의해 휴대용컴퓨터에 기
록된다. 이러한 기록부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가구원의 변동, 결혼상태 등의 변화를
기록하여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다. 가구원에 대한 개인 정보들은 조사 전 확인사항
으로 매번 사용가능하며, 표본가구원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첫 번째 달과 다섯 번째 달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 이외
의 달에는 응답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화로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응답자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달부터는 전화로 접촉한다. 1997년 통계로는 약 60%
의 응답자가 전화로 응답을 하며, 12% 정도가 컴퓨터에 저장된 설문서를 기반으로 하
는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이용한다.
매달 방문할 때 각각의 16세 이상 가구원은 지난 주의 경제활동에 관한 표준적인
질문 시리즈에 답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취업자, 실업자 그
리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후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실시한다. 취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주간의 근로시간, 현재
일에 대한 설명, 다수직업보유자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나와 있는
사람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일하지 않은 이유, 부재중에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의 여
부, 통상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지 여부 등을 질문한다. 실업자의 경우 지난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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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찾은 방법, 직장을 찾기 시작한 이유, 직장을 찾고 있는 기간, 풀타임 또는 파
트타임 일을 찾고 있는지의 여부, 최종적인 직장의 내용 등을 질문한다. 비경제활동인
구에 대해서는 일을 찾고 있는지의 여부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작년의
구직활동, 조사 이전 4주 동안 직장을 찾지 않은 이유 등을 질문한다. 이와 함께 표본
로테이션에서 빠지는 모든 취업자 그룹에게는 노동조합에서의 상태, 시간당 및 주간
수입을 질문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직장경력과 구직의사를 질문한다.
매일 인터뷰가 끝나면 수집된 데이터는 워싱턴에 있는 센서스국의 중앙컴퓨터로 보
내지며 이러한 정보가 보내진 후에는 휴대용컴퓨터에 있는 정보는 삭제된다. 조사원의
역할이 데이터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 조사원들에게는 교실 내 강의, 토론, 연습, 참관, 집에서
수행할 과제 부여 그리고 현장에서의 훈련 등이 행해진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모든 조사원들이 하루 종일 소요되는 교육훈련과 점검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또한 1년
에 한 번 이상 실사 감독자 동반하에 하루 종일 조사 과정을 점검받게 된다. 표본가구
중에 일부를 재조사하여 처음 응답 내용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2. 발표와 사용방법
매월 실업 및 취업관련 데이터는 고용상태 뉴스(Employment Situation News)를 통
해 데이터가 수집된 후 약 2주 후에 먼저 발표된다. 이 발표에는 실업 및 취업과 관
련된 기본적인 분석과 통계표가 포함된다. 이 발표는 BLS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
며 팩스로도 전송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간행물인 Employment and

Earnings에 수록된다. 이 자료에는 실업자 및 취업자를 성별, 연령별, 인종별, 결혼상
태별, 직업별, 산업별로 세분해서 발표한다. 매년 1월호에는 취업에 대한 연평균, 직업
별, 노동조합별 등의 세부적인 연평균 소득 데이터가 포함된다. 약 32,000개의 노동관
련 월간 데이터 및 분기별 연평균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4개의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조사는 동일한 시기에 연간
으로 반복된다. 이 네 개는 개인 및 가족의 근로소득 및 연간소득(센서스국에서 발표),
연간 직장경력, 학생연령, 고등학교 졸업생, 중퇴생 및 최근의 대학 졸업생의 고용상태
등이 그 예이다. 주기적으로 한시적 근로자, 직장이동, 평생직장 여부, 해직자, 장애자
인 제대군인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CPS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특별
조사에도 응답한다. 특별조사의 결과는 먼저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되며 결과는 Month-

ly Labor Review나 BLS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특별조사 내용들은 횡단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베이 응답자들을 연결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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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단면 자료형식으로 만들어 단기 노동시장 동학을 연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 변화도를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상태를 변경시키는지
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제약점이 있기도 하지만 향후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Ⅴ. 관련데이터

미국에서는 CPS와 관련되어 노동력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사들이 많다. 대표적
인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들이 있다.

-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program (CES)
-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s Statistics
-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NLS)
-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 Panel Survey of Income Dynamics (PSID)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OES) survey
- Covered Employment and Wages (ES-202)
CES는 노동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매달 390,000 사업체를 표본으로 하여 고용
인원, 근로시간, 그리고 시간당 주당 수입 등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사 결과는
먼저 고용상태(employment situation)라는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Employment and Earnings에 수록된다. 추정치는 비농업전산업이 대상이며 500여개의
세부적인 산업별 데이터가 수록된다. 기준 기간은 12일이 포함된 급여지급 기간이다.

CES에 근거한 추정치는 포괄범위의 차이로 인해 CPS에 근거한 추정치보다 낮게 나
타난다. CPS는 모든 16세 이상의 비집단 일반가구의 인구 중 조사기간 중 일한 사람
을 대상으로 하지만 CES는 비농업사업체에 기록된 급여대상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여러 번 중복되어 계산된다.

CES에서 나타나는 고용관련 데이터는 사업체의 급여지급대장에 올라 있는 임금 및 봉
급근로자에 근거한다. 이에 반해 CPS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자영업자, 민간가구원

(private household)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CPS와 CES는 모두 군대관련 인원
을 제외한다.
실업보험요청 통계(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s Statistics)는 노동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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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의 주관하에 각 주의 고용안
전국(State Employment Security Agencies)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다. 이 프로그램
은 최초로 실업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와 실업보험을 청구한 적용대상자의 총수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 통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실업보험 지급기간이 만료된 사람,
실업보험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수급권자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약 90%
의 미국근로자가 실업보험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선출직 공무원, 일부의 철도
노동자, 가사노동자, 학교에 다니는 근로자,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에 고용된 자, 종
교기관에 있는 자와 군인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다. 실업보험에서는 대상자가 아
닌 실업자도 CPS는 실업자로 분류하게 된다.
전국횡단면서베이(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NLS)는 BLS의 후원하에 미국의

5개 남녀 그룹의 노동시장관련 경험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항목들을 다양한 시점에서
수집하는 조사이다. 각각의 서베이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가중치를 이용하여 이들의 조사 결과를 동일 시점에 태어난 사람들의 행태
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 조사의 표본은 비백인, 청년, 여성과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
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딜레마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학교와
직장의 전이 과정, 은퇴추세, 일생기간의 직장 경력, 고용주 훈련, 직업선택 등이다.

SIPP는 센서스국에서 담당하는데 매달 8,000개의 거주 단위를 조사하는 가구조사이
다. 이 조사는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소득원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과 같은 프로그램에의 참여,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와 개인
의 노동시장 행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한다. CPS는 주어진 시점에서의 조사이지만

SIPP은 이전 4달간 직장경력을 주간 단위로 조사한다. 또한 두 조사에서 사용하는 정
의가 약간씩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SIPP에서는 CPS보다 적은 취업자, 많은 고용자
를 식별하는 경향이 있다.

PSID는 미시간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면 조사이다. 1968년에 전국을 대표하는 약 4800가구의 개인과 가족
을 표본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원래의 가구로부터 파생된 가구도 조사하기 때문에

1990년에는 표본수가 7,300여 가구가 되었으며, 1990년에는 2,043가구의 라틴계 가구
가 추가되었다. PSID는 소득수준, 결혼상태, 가구 구성의 변화 등의 연간 변화와 관련
된 다양한 경제적․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지난 기간 동안 개인들의 직장활
동과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PSID를 횡단면적으로 사
용하면 많은 부분이 CPS와 유사하다.

OES는 산업별․직종별 고용상태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SESA가 연간 단위로 수
집하며 BLS가 총괄하여 발표한다. OES는 약 725,000개의 비농업사업체를 40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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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분류하여 임금 및 봉급근로자를 포함한다. 이 조사는 3년 주기의 조사인데
첫 해에는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도에는 비제조업체를 조사한다.
산업별․직종별 고용현황은 전국 단위, 주 단위 그리고 지역 단위로 이용가능하다.

OES와 CPS는 조사방법과 분류방법이 다르다. OES는 주어진 직종의 일자리의 개수를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이지만 CPS는 직종별로 고용된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가구조사
이다. OES에서는 2개 이상의 일을 가진 사람은 2번 이상 계산되지만 CPS에서는 주
된 직업 하나에서만 계산된다. 두 조사에서 사용하는 산업 및 직종 분류도 다르다.
통상 ES-202로 알려진 Covered Employment and Wages 프로그램은 BLS와

SES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 실업보험법에서 적용대
상이 되는 사람들의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센서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체수, 월간 고용인원
수, 4단위 산업분류 수준에서의 분기별 임금 등이 포함된다. ES-202는 사업체 조사로
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반면, CPS는 가구 조사로서 약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고 있다.

Ⅵ. 한계점

지역 : CPS 표본이 주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되었지만 전국적인 월간 추정치로도 신
뢰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표본 자체로는 주의 월간 데이터로는 신뢰성 있는 자료
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주와 대도시 지역 그리고 일부의 시에 대하여는 인
구학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세부사항이 연간 데이터로 발표된다8).
서베이에서의 오차 : 서베이를 통한 추정치에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포함되
어 있다.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면 표본추출확률이 주어지는 경우 표준편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신뢰구간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응답자의 변동

(variability), 응답편향 그리고 기타 형태의 편향 등의 비표본 오차는 표본조사뿐만 아
니라 전수조사에서도 발생한다. 때로는 표본조사에서 정교한 실사 과정을 통해 비표본
오차를 줄일 수도 있다. 재인터뷰 방법이 응답자 변동이나 응답편향을 줄이기 위해 사
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타 형태의 비표본 오차는 매우 측정하기가 곤란한 것으
8) 이렇게 하위 지역에 대한 고용관련 데이터를 작성하는 세부적인 과정은 Ch. 4, Measurement of
Unemployment in States and Local Areas, BLS Handbook of Methods, 1997, BLS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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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비표본 오차 : 전체적인 비표본 오차의 수준은 알 수 없으나 CPS에서의 비표본 오
차의 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비표본 오차는 특히 월간 변화량 등에서
매우 작아야 한다. 수준변수인 경우 비표본 오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인터뷰상에서
의 비표본 오차의 크기는 재인터뷰 방법을 통해 검증된다. 주기적으로 조사원들이 실
시한 조사를 재조사한다. 이러한 재조사 결과를 보면 CPS에는 약간의(moderate) 체계
적 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비표본 오차의 일정 부분은 추정치의 수준이 회전
그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본의 회전 계획을 통해 점검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달에 최초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CPS에서는 표본가구에서 제외되는 과소포함 문제가 나타난다. CPS는 (과소계산을
보정한)센서스인구의 약 92%를 포함한다. CPS 과소포함 문제는 연령별, 성별, 인종별,
그리고 히스패닉 근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CPS의 과소포함
문제는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백인보다는 기타 인종에서 크다. 비율조정이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동일한 연령-성-인종-인종 근원의 사람들도 응답
자와 비응답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독립적인 정보
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신뢰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오차발생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표본 오차 : CPS에서 사용하는 추정치가 불편추정량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편향은 신뢰구간이 거의 참값에 가까울 정도로 작다. Employment and

Earnings에는 일반화된 분산함수(generalized variance function)를 이용하여 표준 오
차를 계산하고 있다.

9) 재조사방법에 대한 자료는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Reinterview Program, January
1961 through December 1966”, BLS Technical Paper No. 19, 1968, Romeo, C. (1992), “A
Longitudinal Evaluation of the Truth Content of the CPS Reinterview Data”, Rutgers
University를 참조할 수 있다.

146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참고문헌

BLS(1997), BLS Handbook of Methods.
BLS, Census Bureau (2000), “Current Population Survey : Design and Methodology”, Technical paper 63.
Various sources in www.bls.gov, www.bls.census.gov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제(장홍근)

노 동 정 책 연 구
가을호 2001. 11. pp.147～159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정 책 자 료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제

Ⅰ.
Ⅱ.
Ⅲ.
Ⅳ.
Ⅴ.

문제의
비정규
비정규
쟁점과
결론

147

장 홍 근*

제기
근로자의 개념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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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1)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비정규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
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비정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 근
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인적자본 변수를 통제하
더라도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셋째, 대다수 비정규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일부 비정규 직종의 여성화 및 여성근로자의 비정규 근로
자화가 급속하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권혜자․박선영, 1999; 김둘순 외, 1998; 김
유선, 1999, 2001; 김태홍, 1999; 송호근, 2000; 안주엽 외, 2001; 이주희․장지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changhg@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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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장지연, 2000; 조순경, 2000; Eurostat, 1999).
하지만 이러한 현상 진단에 대해서는 대다수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증
가의 원인과 비정규 노동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노동
계 및 학계 일각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는,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및 국
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분할지배전
략의 산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비정규 근로자의 저임금 및 차별적 대우는 결코 정당
화될 수 없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 “사실상 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을 해법으로 제기하고 있다(김선수,

2000; 박영삼, 2001; 박태주, 2001; 윤진호 외, 2001).
이에 반해 또 다른 논자들은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를 경제의 세계화와 경쟁의 격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Feldstadt and Jewson eds.,

1999). 아울러 우리 나라의 경우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정규 근로자에 대한 상
당한 임금인상과 과잉보호가 진행됨으로써, 기업들이 정규 근로자의 채용에 과거보다
훨씬 신중을 기하게 된 것이 비정규 근로자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한
다. 따라서 일부 정규 근로자의 과도하게 높은 임금인상 자제 및 과잉보호 장치들을
완화함으로써 그 여력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박기성, 2001).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비정규 노동문제에 대한 동태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
다는 한계를 지닌다. 비정규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의 고착화’ 현상이다. 이는 비정규직 취업이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
지 못한 채 일종의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남재량․김태기, 2000; 금재호,

2000; 이병희, 2001)1).
비정규직 취업이 정규직으로 이행해 가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비정규 노동문
제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정규 근로자의 활발한 노동이동 곧
정규직으로의 전환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
1) 금재호(2000)는 1998년에서 2000년 3개년에 걸쳐 실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으로의 진입과 비정규직에서의 이행과정을 ‘비정규직 유지율’ 개념으로 분석하
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비정규직 취업 후 2년 경과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 곧
2년 비정규직 유지율은 77.1%, 5년 비정규직 유지율은 68.0%로 나타난다. 비정규 근로자의 대부
분이 5년 이후에도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98년 1월∼1999년 12월
에 걸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동일한 개인을 추적하여 구성한 연결패널 자료를 가지고,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정규직 경험이 이후의 일자리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한 이병희(2001) 역시, 실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과거에 비정규 일자리에 취업한 경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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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상의 지위는 개인의 인적자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
라서 비정규 노동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비정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곧 직업능력개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의 실태와 쟁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비정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이들의 능력개발에 대
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
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문헌 및
자료조사,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려는 주요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비정
규 근로자의 개념 정의와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
된 법․제도는 어떠하며, 능력개발에 대해 근로자 당사자와 사용자들은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셋째,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의 문제점과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넷째,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목적은 어디
에 두어져야 하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문제제기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과 추이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제Ⅲ장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태
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관련제도를 살펴보고, 근로자 및 사용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의 현황과 수요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의 필요성과 장애요소에 관해 논의하
였다. 마지막 제Ⅴ장은 결론으로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Ⅱ.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과 추이

1.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다(National Alliance for

Fair Employment, 2000; 권혜자․박선영, 1999; 김태홍, 1999; 조순경, 2000; OECD,
1999; 정진호, 2000). 유럽 각국에서는 임시 근로(temporary work)와 단시간 근로
(part-time work)가 비정규 근로의 주종을 이룬다. 유럽노동통계국은 임시 근로를 “고
용계약 기간이나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시적으로 대체된 직무에 기존 근
로자가 복귀하는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결되는 고용형태”로 정의한다. 임시 근로 범주

150

노동정책연구2001년 가을호

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에도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일시근로자 등이 포
함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 및 노사관계 등의 차이를 반영
하듯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시간 근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나라(아일랜드, 포르투갈)가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처럼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풀타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하는 나라(독일이나 네덜란드)도
있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근로시간의 4/5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진 자”로 규
정하기도 한다(프랑스). OECD에서는 최근 주당 통상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임금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여, 매년 국제비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정규 고용은 통상 한시적 고용(contingent work), 파트타임근로, 파견
근로자(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독립도급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s),
대기근로자(on-call workers) 등을 지칭하지만, 한시적 근로와 파트타임이 가장 중요한
범주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한시적 근로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장기적인
고용계약을 갖지 않은 고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계방식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1999
년 2월 현재, 미국 근로자의 1.9∼4.3% 정도가 한시적 근로자로 추정되고 있다(정진
호, 2000 참조).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통상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비정형 근로자로 보
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 의하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정규 근로
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촉탁, 유기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된 기간제 고용근로자(임시고,
일고), 현 근무지와 다른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파견근로자, 업무위탁계
약, 재적 출향자),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형 근로자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
지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조차, ‘비정규 근로자’와 ‘비정형 근로
자’로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2). 통계청과 노동부 등 부처에 따라 고용형태별 분류가 다
르며, 같은 명칭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계적 정의가 달라 제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3).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와 분류방식은 크게 전통적 접근과 새로운 시도로 나누어진
2) ‘비정형’ 근로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는 최경수(2001)는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이라
는 용어가 이런 고용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로 회귀하여야 할 것이라
는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데 반해, ‘비정형 근로자’라는 용어는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완전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3)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에 대한 통계청과 노동부의 정의 및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진호(200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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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적 접근은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용을 제외한 임시근
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정규 근로자로 보는 것이다. 비정규직 추이에 대한 각종 분석
은 이같은 접근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통상적인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정규 근
로의 개념을 보다 엄밀히 정의하고 그에 기반하여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와 추이를 보
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류기철, 2001; 박기성,

2001; 배진한, 2001; 최경수, 2001). 이들에 따르면 근로자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 고
용의 지속성에 따라 한시적(contingent) 근로자와 비한시적(non-contingent) 근로자, ②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비전형(atypical) 근로자와 전형적(typical) 근로자, ③ 근로시간
제에 따라 시간제(part-time) 근로자와 전일제(full-time) 근로자로 나뉘며, 이러한 유형
구분에서 비정규 근로자란 한시적 근로자나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어느 한
범주에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로 정의된다(박기성, 2001; 최경수, 2001).
이처럼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범주의 근로자로 정의할 경
우, 여기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일용직, 단시간(또는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인턴사원, 촉탁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가 포함된다(National Alliance for Fair

Employment, 2000; 권혜자․박선영, 1999; 김태홍, 1999; 정진호, 2000; 조순경,
2000).
본 연구에서는 비록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시․일용직을 비정규
직으로 분류해 온 전통적인 접근을 따르기로 한다4). 이는 현재 국내의 연구 실정이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과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점, 그리고 본 연구가
비정규 근로의 개념과 규모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
다.

2.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비정규 근로의 규모와 실태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의 경
제활동인구 조사자료는 비록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정규 근로의 장기적 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5).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종사상 지위
4) 이러한 필자의 입장은,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파악해 온 전통적인 접근을 대체할 만한 통
일된 정설이나 이론이 아직 없고, 전통적인 접근이 본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에 아무런 장애가 되
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의 종사상 지위로 비정규 근로자를 추정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일각에서
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가 비정규직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추정할 수 있다”(최경수, 2001;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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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용직인 근로자는 정규직,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1990년 이래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규(상용)
직의 절대적, 상대적 비중 감소와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분명히 드러
난다6). 특히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기간 중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림 1] 비정규 근로자의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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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구성비는 전체 임금근로자수 대비 백분율임.

임시․일용직으로 대변되는 비정규 근로자의 추이를 보면 1990년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임시직의 경우 1990년 317만 명에서 2000년 451만 명으로 10년 만
에 134만 명이나 증가하여 1990년 기준으로 42%나 증가하였다. 임시직 근로자의 상
대적 구성비를 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20% 후반을 오르내렸으나, 1997년 이
후 꾸준한 증가세로 돌아서 2000년 현재 34.3%에 이르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1990년 184만 명에서 2000년 약 238만 명으로 53만 8천 명이

엽 외, 2001 등)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오히려 실제의 비정규직보다 과소추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김유선, 2001; 박태주, 2001). 과대추정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서｣
상의 상용직 근로자 구분이 매우 엄격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상용직이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해
상용직의 잔여 범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과소추정론자들은 그동안 정규직으로
분류되었던 상용근로자 중에 파트타임, 호출근로, 독립도급,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이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6)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의 변화는 경기변동, 실업률의 추이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1997
년 말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일련의 기업구조조정과 대량실업사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
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주엽 외,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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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1990년 기준으로 29.2%나 증가하였다. 일용직 근로자의 구성비는 1990년

16.8%에서 1996년 13.8%에 이를 때까지는 꾸준히 하락하였지만 1997년부터 증가세
로 돌아서 1999년과 2000년에는 18%를 상회한다.

Ⅲ.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

1.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현행 능력개발지원제도 중 비정규 근로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재직자 훈련지원과 실업자 훈련,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
다7).
먼저 재직자 훈련지원을 보면, 현행 제도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면 정
규․비정규 근로자를 가릴 것 없이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훈
련의 경우 임금의 1/2∼1/3이 사업주에게 지원되고, 위탁훈련, 자체훈련 등에 대해서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한편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 또는 정보화 기초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강장려금이 지원된다8). 또한 파견근로
자 등 타사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율을 종전 120∼180

%에서 220∼280%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시행중이다.
다음으로 실업자훈련 부분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취업능력 제고 또는 전직을 위해 다른 실직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
업자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경우 훈련 수혜인원의 54.3%
가 여성이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훈련인원의 30.6%나 된다는
점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취업능력 제고 및 전직 지원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 근로자에게는 취업훈련(고졸자), 고용촉진훈련(취약계
층, 여성), 취업유망분야훈련(고학력자), 자활훈련(취약계층) 등 각종 실업대책훈련이 제
공된다.
7) 실업자 훈련의 경우 일단 실업상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정규 근로자 훈련지원
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8) 수강장려금 활용실적은 2000년 252건에 불과했지만, 정보화 기초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지원대상
에 추가되면서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6월 현재 수강장려금 수혜건수는 6,913건에
이른다(노동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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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건설일용근로자 훈련에 대한 지원이 있다.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
원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공공훈련기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특별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9).
하지만 우리 나라의 비정규 근로자 보호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
치는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협약이나 지침, 선진 각국의 법제에 비추어볼 때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ILO는 1994년 6월 제81차 총회에서 ‘단시간 근로 권고’(제182호 권
고)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가 훈련, 경력개발 및 직종전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할 때 직
면하는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오문완,

1997).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1999년 노사간 협의를 거쳐 ｢유기근로 기본협약｣을 체결
하여 유기계약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 및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
하였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 개입하고 있는 대표적
인 나라이다. 독일의 노조는 기업 차원에서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의
사회협약적 참가기제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
한다(이호창․이상호, 1997; 홍선이, 1999).
한편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에 대
한 기업의 유인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제한되는 딜레마를 타개하
기 위해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영미형의 개인훈련구좌제(Individual Training Accounts), 일본의 교육훈련지원금
제도, 유럽형의 학습휴가제(Educational Leave)로 대별된다10). 이러한 근로자 주도적인
능력개발지원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개발의 기회를 향유하게 되었다.

2.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실태와 수요
가. 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우리 나라 비정규 근로자 중 제조업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의 활용실태와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11). 조사대상은 생산
9)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 기간 동안 조적 등 9개 직종 8만 3천여 명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10) 주요 선진국에서의 근로자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순희 외(2000),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의 활성화방안 , 28-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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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력개발 및 인사노무 관리 담당자와 생
산직 비정규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요원
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2000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DB를 이
용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DB에서 상시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보다 많은 제조업
체를 ‘비정규 근로자 사용 제조업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이를 지역 및 사업체 규모
별 분포를 감안하여 할당 표집하였다. 지역별 표집할당률은 모집단의 분포를 따랐지만,
규모별 표집할당률은 모집단의 구성비와 달리하였다(표 1 참조). 이는 모집단의 구성비
대로 할 경우 영세사업장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대기업이 지나치게 적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전국을 서울, 중부, 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다시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규모와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
는 지역을 임의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체의 지역 구분은 고용보험 DB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1> 제조업 비정규 근로자 활용사업장의 분포와 표집할당률
(단위 : %)

구

분

구성비

표집할당률

1 ∼ 29 인

70

45

30 ∼ 99 인

22

30

100 ∼299 인

6

15

300 인 이상

2

10

조사대상 사업장 내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 중 조사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사업체 조
사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인사노무 담당자의 협조를 통한 임의 추출(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체 규모별로 조사대상 근로자수를 차등화하여 상시 근로
자 30인 미만 업체는 2인, 30∼99인 업체는 3인, 100∼299인 업체는 4인, 300인 이
11) 실태조사에서 ‘제조업 생산직의 비정규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첫째, 산업․직종별로 편
차가 큰 비정규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연구 여건하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한정이 불가피하며, 둘째,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 영역
이자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이 활발한 산업 부문이어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셋째, 제조업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가 정규 생산직 근로자와 거의 다름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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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업체는 6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의 가감을 허용하였다. 조사설
계상의 목표 표본수는 사업체 300개, 근로자 800명이었으며, 회수된 조사표 중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업체 216개, 근로자 676명이다.
본 조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2001년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 기업 및 근로자의 특성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
(단위 : 개, %)

구
업체 규모별

지역

업종

분

사례수

비 율

30 인 미만

87

40.3

30 ∼100 인 미만

71

32.9

100 ∼300 인 미만

37

17.1

300 인 이상

21

9.7

서울․인천․경기

86

39.8

부산․경남

53

24.5

대구․경북

28

13.0

대전․충청

26

12.0

광주․전남북

23

10.6

생활관련형

67

31.0

기초소재형

41

19.0

가공조립형

103

47.7

정보산업형

3

1.4

기타

2

0.9

216

100.0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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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 근로자의 특성
(단위 : 명, %)

구
성 별

연 령

분

사례수

비 율

남성

359

53.1

여성

317

46.9

20 대

264

39.1

30 대

211

31.2

40 대 이상

196

29.0

5

0.7

중졸 이하

138

20.4

고졸

405

59.9

전문대졸 이상

130

19.2

3

0.4

315

46.6

71

10.5

146

21.6

파트타임 일용

58

8.6

풀타임 파견

63

9.3

파트타임 파견

23

3.4

1 개월 미만

65

9.8

1 ∼ 2 개월 미만

75

11.3

2 ∼ 6 개월 미만

151

22.8

6 ∼12 개월 미만

134

20.3

12 ∼36 개월 미만

184

27.8

52

7.9

676

100.0

무응답
교육수준

무응답
취업형태

풀타임 임시
파트타임 임시
풀타임 일용

근속기간

36 개월 이상
전 체

나.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실태
조사 결과 우리 나라 제조업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들은 교육훈련 기회로부터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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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216개의 사업체 중 정규사원에 대한 직
업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95개(44.0%), 풀타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49개(22.7%),
파트타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1개(5.1%), 파견사원에 대해서는 10개(4.6%)만이 실
시하였다.
<표 4> 사업체의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 시간/년, N=216)

구
실시기업
연평균
훈련시간

분

정규사원

풀타임비정규직 파트타임비정규직

파견사원

수( 개소)

95

49

11

10

비율(%)

44.0

22.7

5.1

4.6

기초

32.2

21.0

16.6

11.2

전문기술

51.8

24.3

20.0

17.0

훈련시간을 보면 기초훈련의 경우 정규사원에 대해서는 연평균 32.2시간, 풀타임이
나 파트타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연평균 15∼20시간 정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정규 근로자 대상 전문기술 훈련시간이 연간 20시간 정도인 데 반해, 정규사원
의 경우에는 연간 51.8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근로자 대상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 중에서 현 직장
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는 22.8%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훈련 유경
험자의 교육훈련 내용을 물어본 결과 안전교육 66.7%, 직무능력향상교육 16.7%, 정보
화교육 6.3%, 대인관계 및 서비스교육이 8.3%, 기타 2.1%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무
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능력개
발 교육훈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제외한다면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
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경험률은 7∼8%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역시 선행연
구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12).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직업교육훈련 방식은 고용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사원은 ‘사내 현장훈련’이 30.5%,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
12) 이병희․김미란(2000)의 연구에서는 전체 임시․일용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률이 2.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일차적으로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들이 다른 직종의 비정
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경험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사업체를 통한 조사방식을 이용한 반면, 이병희․김미란(2000)은 가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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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29.5%,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이 16.8%의 순인 반면, 풀타임
비정규직은 ‘사내 현장훈련’이 67.3%,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사내 현장훈련’이 81.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외 위탁훈련’
의 비중이 높은 반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내 현장훈련’ 방식으로 훈
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사업체의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방식
(단위 : %)

정규사원
(N=95)

풀타임 비정규직
(N=49)

파트타임 비정규직
(N=11)

30.5

67.3

81.8

사업체 부설 훈련기관 훈련

4.2

2.0

-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

29.5

10.2

9.1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

16.8

6.1

9.1

구 분
사내 현장훈련

5.3

-

-

12.8

-

-

1.1

14.3

-

100.0

100.0

100.0

우편통신 교육훈련
기 타
모름․무응답
전 체

<표 6> 비정규 근로자가 경험한 교육훈련 방식
(단위 : %, N=148)

구

분

응답률

75.0

사내 현장훈련
사업체 부설 훈련기관 훈련

6.1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

13.5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

4.7

인터넷을 통한 교육훈련

0.7

전 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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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 대상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내 현장훈련(OJT)’(75.0%)
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13.5%)으로 나
타났다. 그 외 ‘사업체 부설 훈련기관 훈련’(6.1%)이나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4,7%), ‘인터넷 훈련’(0.7%) 등은 미미하다. 취업형태나 연령, 학력수준별로
는 교육훈련 방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사업체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규직 대상 교육
훈련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 대상 훈련 성과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다. 훈련
성과의 제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직무수행능력 향상’, ‘직무관련 지식․기술 함양’에 대
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격증 취득’면에서의 성과 만족도가 가장 낮다.
<표 7>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인식(사업체)
구 분

정규사원
(N=95)

풀타임비정규직 파트타임비정규직
(N=49)
(N=11)

파견사원
(N=10)

직무수행능력 향상

41.8

21.3

18.2

0.0

직무관련 지식․기술 함양

40.3

19.6

-14.3

6.3

자격증 취득

-1.8

-20.5

-21.4

-33.3

주 :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 100점, ‘대체로 만족한다’ 50점,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0점, ‘대체
로 불만이다’ -50점, ‘매우 불만이다’ -100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값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9.4%로 ‘불만족’이라는 응답 7.8%를 압도하고 있다. 응답 결과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00점(매우 불만)에서 +100점(매우 만족)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취업형태나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의 교육훈련 만족도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두드러
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교육훈련이 제공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훈련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
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한 교육훈련 지원시스템이 마련
되고 훈련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수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취업형태나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연령별 차이만이 유의하였
다. 젊은 층일수록 ‘교육훈련이 제공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은 점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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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만족도(근로자)
만족 비율(%)

만족도

20 대

41.7

10.16

30 대

53.6

30.90

40 대 이상

54.3

31.42

49.4

22.82

구

연령대

분

전 체

유의도

f=4.199
p=0.017

주 : 만족도 점수 산출방식은 앞의 표와 동일함. 유의도는 만족도에 대한 것임.

<표 9>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

교육훈련
제공안됨

교육훈련
필요성
못느낌

교육훈련
시간만큼
임금삭감

전체

59.3

34.8

1.0

4.5

0.4

100.0(509)

20 대
연
령
30 대
대 40 대이상

67.8

25.6

0.5

5.5

0.5

100.0(199)

55.0

39.1

2.0

4.0

-

100.0(151)

52.2

42.7

0.6

3.8

0.6

100.0(157)

구

분

개인시간
교육훈련비
뺏기기
전 체(N)
부담
싫어서

유의도

χ2=16.430
p=0.037

다.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근로자의 하위유형별로 교육훈련의 필요성
을 물어본 결과 풀타임 임시직에 대해서는 33.3%, 파트타임에 대해서는 9.7%, 파견근
로자에 대해서는 10.2%만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같은 응답
결과는 대다수의 기업이 비정규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매우 소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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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비정규 근로자 교육훈련의 필요성 인식(사업체)
(단위 : %, N=216)

풀타임비정규

파트타임비정규

파견사원

필요하다

33.3

9.7

10.2

필요없다

66.7

90.3

89.8

사업체 조사 결과와는 달리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훈련분야에 대한 교육훈
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 특히 훈련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
는 부분은 인간관계훈련(82.9%), 기초 직무능력배양훈련(79.6%)이다. 전문적 기능습득
훈련(75.0%)과 일반상식 및 교양관련 교육(70.5%)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
학력별로는 전체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가장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력별로 차이
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전문기능분야와 정보화 능력분야에서의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은 전문기능 향상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의 필요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산직 비정규 근로
자 안의 상대적 고학력 집단이 미래지향적인 자기계발 의지가 강렬하다는 사실과 아울
러 이러한 열망을 충족시켜 줄 교육훈련 지원 대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1> 근로자의 교육훈련 분야별 필요성 인식
(단위 : %)

구 분

학
력

기초적인 일반상식 및
전문기능
직무능력
교양

창의력

정보화
능력

인간관계

중졸 이하
(N=137)

80.3

66.4

63.5

53.3

49.7

75.2

고졸
(N=404)

79.2

70.6

75.2

68.9

69.3

85.4

전문대졸 이상
(N=128)

79.7

75.0

86.7

75.0

75.7

83.6

전 체
(N=669)

79.6

70.5

75.0

66.9

66.5

82.9

주 : 수치는 ‘매우 필요하다’와 ‘다소 필요한 편이다’의 응답을 합한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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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에 대한 희망 정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받고 싶지 않다’는 응
답이 53.4%로 절반을 넘으며, ‘받고 싶다’는 응답은 35.2%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
로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표 12 참조).
취업형태별, 연령대별, 학력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취업유형별로는, 파견
사원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파트타임과 풀타임 임시직 근로자의 욕구가 가장
약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욕구가 가장 강하고 40대 이상 중고령층의 욕구
가 가장 약하다. 학력별로는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
다.
<표 1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희망 정도
(단위 : %, 점)

구

희망비율(%)

희망도( 점)

전체

35.2

45.13

45.13

풀타임임시직

32.4

42.92

풀타임일용직

39.2

47.16

파트타임

29.7

41.59

파견사원

46.5

54.06

20 대

44.8

52.50

30 대

35.5

46.04

40 대이상

21.4

34.50

중졸이하

18.1

32.02

고졸

37.7

47.46

전문대졸이상

44.2

51.06

분

전 체

취업형태

연령대

학력

유의도

45.13

f=3.143
p=0.025

45.06

f=16.816
p=0.000

45.03

f=13.600
p=0.000

주 : 희망도 점수는 ‘매우 받고 싶다’ 100점, ‘받고 싶은 편이다’ 75점, ‘별로 받고 싶지 않다’
25점, ‘전혀 받고 싶지 않다’ 0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한 평균값임.

교육훈련 희망 근로자를 대상으로 받고 싶은 교육훈련 종류를 물어본 결과, ‘현재
직무능력 향상훈련’이 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종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이

27.9%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나 연령별․학력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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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희망하는 교육훈련 종류(근로자)
(단위 : %)

구

분

응답률

현직무능력 향상훈련

54.9

직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훈련

17.2

직종 전환을 위한 훈련

27.9

전 체

100.0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4 가량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 열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형태나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
로 무의미하며, 연령별 차이만이 유의미하다. 젊은 층일수록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 욕구가 강렬하다.
<표 14>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희망 여부
(단위 : %)

연령대

그렇다

아니다

전 체(N)

전 체

74.4

25.6

100.0(234)

20 대

78.4

21.6

100.0(116)

30 대

77.3

22.7

100.0( 75)

40 대 이상

58.5

41.5

100.0( 41)

유의도

χ2=6.780
p=0.034

교육훈련 희망자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훈련 내용은 ‘정보화 교육(4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교육(22.1%)’, ‘자격증 취득 교육

(10.8%)’, ‘전문기술 습득 교육(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과 40대 이상 중고령층이 뚜렷이 대비되는 가운데 30대가
중간적인 응답 양상을 보인다. 연령별 응답의 차이가 두드러진 곳은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과 ‘정보화 교육’이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희망은 20대와 30대에서 두드러지게
높고, 40대 이상은 크게 낮다. ‘자격증 취득대비 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20대에서 가장
높고(13.6%), 그 다음이 30대이며(9.6%), 40대 이상에서는 5.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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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희망하는 교육훈련 내용(근로자)
(단위 : %)

20 대

30 대

자격증 취득 대비교육

13.6

9.6

5.7

10.9

정보화 교육

49.5

46.6

25.7

44.5

직무수행 능력향상 교육

16.5

24.7

31.4

21.8

전문기술 습득교육

11.7

6.8

11.4

10.0

안전교육

1.9

6.8

17.1

6.2

일반 교양교육

5.8

4.1

2.9

4.7

기타

1.0

1.4

5.7

1.9

100.0
(103)

100.0
(73)

100.0
(35)

100.0
(211)

구 분

전 체(N)

40 대 이상

전체

유의도 :χ2=22.981, p=0.028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
망하는 ‘교육훈련 방식’을 물어본 결과, ‘사내 현장훈련’이 63.2%로 가장 높고, ‘민간훈
련기관 사외 위탁훈련’이 14.7%,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이 11.6%, ‘사
업체 부설 훈련기관 훈련’이 8.4%, ‘인터넷 교육훈련’이 2.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용자들은 사외 교육훈련보다는 사내 혹은 사업체 부설 훈련기관에 의한 훈련을 선호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희망하는 교육훈련 방식
(단위 : %)

구

분

사업체 응답

근로자 응답

사내 현장훈련

63.2

20.4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

14.7

12.6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외 위탁훈련

11.6

32.3

사업체 부설 훈련기관 훈련

8.4

23.5

인터넷 교육훈련

2.1

7.0

우편통신 교육훈련

-

3.9

기 타

-

0.4

100.0(95)

100.0(230)

전 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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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희망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육훈련 방식을 물어본 결과, ‘공공 위탁훈
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으며(31.9%), ‘사업체 부설 훈련기관 훈련(23.3%)’, ‘사내 현
장훈련(20.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훈련과 우편훈련 방식에 대한 선호도
가 10%를 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업체측에서 희망하는 ‘교육훈련비용 부담 방식’은 ‘정부지원(고용보험 등)’이 33.7%
로 가장 높고, ‘회사＋정부지원’이 31.6%, ‘회사’가 22.1%, ‘회사＋근로자＋정부지원’이

8.4%, ‘회사＋근로자 부담’과 ‘정부지원＋근로자’가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희망하는 교육훈련비용 부담 방식(사업체)
(단위 : %, N=95)

구

분

응답률

회사

22.1

정부지원( 고용보험 등)

33.7

회사＋정부지원

31.6

회사＋근로자 부담

2.1

정부지원＋근로자

2.1

회사＋근로자＋정부지원

8.4

전 체

100.0

사업주측에서 희망하는 교육훈련 시간대는 ‘업무시간 내’와 ‘업무시간 외’가 대체로
양분되는 가운데, ‘업무시간 외’에 대한 선호가 약간 높다. 훈련받을 당사자나 훈련 성
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과, 가급적 업무에 지장을 받
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등함을 알 수 있다.
사업체 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근로자들은 훈련시간과 관련하여 ‘업무시간 내’ 훈
련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가 ‘업무시간 내’를 선호
하였고 ‘업무시간 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9.1%로 나타났다. 노사 양측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비정규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바라보는 양자간의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젊은 층일수록 ‘업무시간 내 교육훈련’에 대한 선
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가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따른
임금 상실분의 보전 여부가 훈련의 성사를 좌우한다. 교육훈련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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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희망하는 교육훈련 시간대
(단위 : %, 개소, 명)

구

분

사업체 응답

근로자 응답

업무시간 내

48.4

70.3

업무시간 외

50.5

29.1

모름/무응답

1.1

0.6

전 체(N)

100.0(95)

100.0(676)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실을 고려하여 비정규 근로자와 사용사업체 양측에 훈련시간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임금 보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양측 모두 “정부
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측은 두
번째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 반면, 사업체측은 ‘훈련수당이나 임금 보조가 없
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9> 희망하는 훈련수당/임금 보조 방식
(단위 : %, 개소, 명)

구 분

사업체 응답

근로자 응답

없는 것이 바람직

12.5

5.2

정부 부담 바람직

78.2

69.0

사업주 부담 바람직

8.8

24.3

모름․무응답

0.5

1.6

100.0(216)

100.0(676)

전 체(N)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할 유인을 살펴본 결과 ‘나에게 적합한 교
육훈련 실시’가 49.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무상․사업주 요청’은 19.6%,

‘가사부담 해결’은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수요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의 제공
이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를 교육훈련으로 끌어들이는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훈련이 제공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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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교육훈련 참여유인
(단위 : %)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전체

직무상․사업주 요청

24.6

16.1

25.4

19.6

나에게 적합한 교육훈련 실시

35.5

51.2

58.5

49.4

가사부담 해결

11.6

7.7

6.9

8.3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8.7

7.7

1.5

6.7

비용부담 없다면

6.5

8.2

0.8

6.4

근무시간 내 교육

5.1

3.2

3.1

3.6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당 지급

8.0

5.9

3.8

6.0

100.0
(138)

100.0
(404)

100.0
(130)

100.0
(672)

전 체(N)
2

유의도 :χ =34.640, p=0.001

Ⅳ. 쟁점과 토론

1.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의 필요성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노․사․정 이해
당사자 모두가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0; 김유선, 1999; 임
종률 외, 1996;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이승길, 2000; 류기철, 2001; 노동부, 2000).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대체로 비정규 근로자의
인적자본 제고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 경로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류기철, 2001; 장홍근, 2001).
하지만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산업 현장에 있는 상당수 사용자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노
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실효성을 거두
기 어려우며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직무 자체가 단순반복적인 업
무가 대부분이어서 굳이 별도의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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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업능력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대다수 비정규 근로자들도 기초학습능력이 낮
고 자기계발(SD)의 의지가 약해,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문제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정보기술(IT)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를 능력개발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
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는 우리 경제를 종래의 저숙련 균형(low-skill

equilibrium) 체제에서 고숙련 균형(high-skill equilibrium)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
한 함의를 갖는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과거처럼 저임금의 미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 근로자를 방치한 채 고숙련 균형체제로 전환하는 것
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의 능력개발을 활성화하여 다기능화하고 숙련수준을
높일 때, 중․고급 기술에 기반한 고숙련 균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는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교육훈련의 기회가 현저하게 적으며
자신의 인적자본을 높이기가 훨씬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 활성화 및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은 비정규직의 고착화 내지는 ‘비정규직실업-비경제활동’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능력개발사업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중
요한 관건이 된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경력개발의 잠재적 능력과 의지가
강한 청년층 비정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당사자
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비정규직의 고착화라고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부
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요컨대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는 비정규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경력
개발, 비정규직 고착화 문제의 완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 국
가 차원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도 적지 않다. 먼
저 상당수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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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을 가지고 있다. 또 이들의 학습능력이나 자질이 정규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떨
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의 상당수는 당사자의 능력 때문이라기보
다는 노동시장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인 비정규 취업자로 볼 수 있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 못지 않은 자질과 잠재력, 자기계발의 열망을 갖
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이 이미 상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법적으로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근로자를 포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13). 비록 상당수 비정규 근로자들이 여전히 미가입 상태에 있고
가입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부와 사업주측의 무관심으로 능력개발사업으로부터 소외
되어 있지만, 법․제도적인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고용보험은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의 장애요소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이다.
사용자의 무관심과 비협조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도 낮으며, 또 근로자 자신의 적
극적인 의지도 현재로서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사용자들이 비정규 근로자를 활용
하는 주된 이유가 인건비 절감과 노동력의 탄력적인 사용에 있는 만큼, 이들의 능력개
발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나름대로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들
은 언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들의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14). 대다수의 비정규 근로자들 역시 저임금과 고용불안
이라고 하는 당면과제에 매몰되어,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심
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제도적인 지원책의 미흡이다. 물론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 비
정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정책은 대단히 미흡하며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
13) 2003년 1월부터는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 규제개혁위원
회는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해 2003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와 60세 이상
65세 미만 자 중 새로 고용되는 사람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4) 이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호주의 경우에도 파견이나 용역근
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들은 이들에 대한 훈련비용 부담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용역업
체나 파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Hall, R., Bretherton, T. and J.
Buchanan,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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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제도의 주된 대상에서 비껴나 있는 동시에, 실업자
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자 대상의 각종 능력개발사업으로부터 배제되는, 소위 능력개
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15). 현재
와 같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체제하에서는 설사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직
무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능력개발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16). 이처럼 숙련
향상과 보상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비정규 근로
자들의 동기유발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여건이 극히 열악하다는 점
이다. 대다수 비정규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고용보험에도 미
가입 상태인 근로자가 다수이며17) 임금 형태 역시 시간급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은 자력으로 교육훈련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으며, 시간급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대부
분 교육훈련에 따른 임금 삭감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또 교대제로 일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이처럼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훈련비용 부담의 문제, 훈련시간 확보의 문제, 교육훈련
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임금 상실분의 보전 문제 등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어야
한다.

Ⅴ. 결론 :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활성화 방안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비정규 근로자가 크게 증
가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저조해, 대다수 비정규 근로자들이 능력개발의
15) 이는 비단 비정규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능력개발에도 해당하는 문
제이다. 능력개발과 보상체계의 연계 강화는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한 주
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16) 포항 소재 P사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17)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에 대해 적극적
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 영세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은 보험
료 부담만 컸지 실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일부 비정규 근로자들
은 기본 생계유지도 어려운 저임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보험보다는 당장
의 임금인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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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교육훈련 실시율이나 훈련시간 모두 정규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훈련 방식도 정규 근로자의 경우 사외 위탁비중이 높은 반면,
비정규 근로자는 대부분 현장훈련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
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취약하며 그나마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둘째,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 필요성에 대해 노․사 양측은 상당한 시각차를 드
러내고 있다. 사용자측은 비정규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체로 무관심하지만, 근로자들
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능력개발을 위한 교
육훈련을 희망하는 비정규 근로자는 세 명 중 한 명을 약간 상회하며, 청년층 및 전문
대졸 이상의 상대적 고학력층에서 희망 비율이 높다. 교육훈련 목적은 ‘현 직무능력 향
상’과 ‘정규직 전환이나 직종 전환’으로 크게 양분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바람직한 교육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사용자측은 사
내 현장훈련을 선호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공공 및 민간 훈련기관 사외위탁이나 사업
체 부설 훈련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을 더욱 선호한다. 교육훈련 시간대에 대한 인식도
노사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난다. 근로자들은 70% 이상이 ‘업무시간 내 교육훈련’
을 선호하지만, 사용자측은 ‘업무시간 내 교육훈련’과 ‘업무시간 외 교육훈련’에 대한
선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넷째, 시간급 비정규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실분에
대한 보전은 노․사 모두 ‘정부 부담’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훈련 참
여 유인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훈련의 제공’을
들고 있어, 이들의 수요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 활성화는 당사자의 능력과 경력개발, 비정규직 고
착화 문제의 완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및 국가 차원
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섯째,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인식부족, 법․제도적인 지원책의 미흡, 효과적인 유인체계의 미비와 아울러 비정규 근
로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과 같은 불리한 여건 등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능력개발 관련 법제는 재직근로자(사실상 정규 근로자)와 실업자를 주된 대상으
로 하고 있어 다수의 비정규 근로자가 능력개발사업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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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교육훈련 기회 면에서 비정규 근로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의 보완이 요청된다18). 아울러 현행 재직근로자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에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하거나19), 아니면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잔존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 이내인 유기계약 근로자가 수강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또 직장 밖에서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하에 교육훈련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학자금 대부
및 훈련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현행 임금체계상 교육훈
련을 받을 경우 임금 상실이 우려되는 시간급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실분 보
전을 위한 훈련수당제의 도입,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컨
설턴트제의 도입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
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 결과 정규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아직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20). 고용보험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심축이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고용보험의 틀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재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도 필요하지만, 가입대상이면서도 미가
입 상태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역시 절실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를 대
상으로 하는 홍보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입대상이면서 미가입 상태인 근로자가 노동관
서에 이를 고지하면 노동관서 차원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
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는 교육훈련과 보상체계의 연계강화 및 비정규직 인력관리의 체
계화가 필요하다.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훈련이수 평정 점수를 부여하
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직능자격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인사관리 및
임금 산정시에 반영하는 등 교육훈련과 보상체계의 연계가 강화된다면 비정규 근로자
의 능력개발은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의 인력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라고 하더라
18)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차별금지조항)를 보완하여 기존의 차별금지 사유에 더하여 ‘고
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9)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근거한 재직근로자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은 ‘수강 개시일
현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수강 개시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그리고 정보화기
초훈련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다.
20) 본 연구에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4.1%로
추산되었다. 한편 박기성(2001)의 200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비정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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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채용시에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고 비정규
근로자 관련 인사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때, 능
력개발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파트너십의 형성이 필
요하다(Mitchell, 1998 참조). 이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의 목표 설정, 비전과
전략의 수립,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노․사․정 이해당사자
들의 사회적 합의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타깃 집단
별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능력개발 교육훈련은 대부분 정규 근로자나 실업자 중심으
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 근로자가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의 근
로형태 등에 적합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공공직업훈련기
관을 이용한 야간 과정이나 주말 과정뿐만 아니라 웹기반 훈련(Web-based training)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훈련은 비정규 근로자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정규 근로자의 내적 복합성을 감안하여 타깃 집단
별로 목표와 방법을 달리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잠재능력이나 자기계발 의
지가 높은 상대적 고학력의 청년층 비정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
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및 직장 전
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발 방식의 훈련이 바람직할 것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비
정규직 잔존을 전제로 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주도의 현장훈
련을 통한 능력개발 방식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보다 쉽게 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열악한 근로조건은 이들의 능력개발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과도한 임금 및 근로조
건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
우 긴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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