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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능력이 없
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경제위기 이후
에는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인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등
장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취업의 질적 향상
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본 연구는 6개년도「한국노동패널」
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과 괜찮은 일
자리(Decent Job)를 정의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Hazard rate)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괜
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변량 생존분석
(mutivariate hazard mod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분
석대상인 652명 중 50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으며, 누적 이행률이
채 10%가 되지 않아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빈곤정책의 목표가 ‘고용중점 목표
(Work Goal)’에서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
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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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OECD 기준 빈곤율은 1997년의 9.7%에서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 약 17.6%와 17.8%로 경제위기 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도 1997년 4.2%에
서 1998년과 1999년 평균 9%로 증가하였다(유경준, 2000). 또한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달리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이 새롭게 등장했다(구인
회, 2002; 송호근, 2002; 금재호, 2003).
새로운 빈곤집단인 근로빈곤층1)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로, 노동시간 부
족과 임금률 감소로 인한 낮은 임금, 그리고 실업과 취업의 반복 경험 등 노동
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vitan
ㆍGalloㆍShpiro, 1993; Blank, 1996; Rima, 1996; Schiller, 1998; 구인회, 2002;
이태진, 2003).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 유
연화로 인해 상용직과 같은 안정 취업층의 감소와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
정 취업층의 증가와 같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미국
과 같이 노동시장이 유연한 곳에서 근로빈곤층이 이미 존재해 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1) ‘Working Poor’의 정의는 연구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
등 다양한 의미로 지칭되어 왔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
자에 따라 빈곤노동계층(송호근, 2002), 근로빈민(Bradley R. Schiller, 1998), 근로빈곤계
층(이태진, 2003; 홍경준, 2003), 빈곤근로자(이주희, 1998)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빈민과 빈곤근로자라는 용어는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가 크고, 빈곤노동
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계층의 의미는 다른 계층과의 서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한 사회에서 빈곤이라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Working Poor’를 ‘근로빈곤층’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여러 논의는 제
Ⅱ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정의할 근로빈곤층의 정의는 제Ⅲ
장 연구방법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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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이들의 빈곤원인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2)과 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빈곤이행과 탈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변화라는 점이다(Bane
＆ Ellwood, 1986; Blank, 1996; 금재호ㆍ김승택, 2001; 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홍경준, 2004). 특히, 근로소득의 변화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변화에 영
향을 받으며,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변화는 고용형태, 즉 일자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빈곤층의 빈곤탈출에 있어 단순히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의 이행과 탈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
과에 의해 지지된다. 취업 여부가 아닌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과 같은 가구주
고용상태의 변화가 빈곤 진입과 탈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이병희(2002)의 연구,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근
로빈곤층이며, 취업자가 있는 근로빈곤층의 14% 정도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는 것을 밝힘으로써 취업 그 자체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
임을 주장한 금재호(2003)의 연구, 빈곤 탈출에 있어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
과 실직보다는 이들의 직종 및 업종의 변화, 종사상 지위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와 같은 가구의 취업특성이 더 중요함을 제시한 홍경준(2004)의 연구, 그
리고 취업 여부뿐 아니라 정규/비정규직으로의 변화와 근로시간 변화가 빈곤탈
출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한 임세희(2004)
의 연구는 취업 자체뿐 아니라 취업의 질이 중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셋째, 취업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나라
빈곤정책을 통해서는 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고
2) ‘Decent job’은 최근 빈곤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
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자리의 개념을 ILO에서 제시, 정의한 것이다. 이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괜찮은 일자리’ 정도가 될 것인데, 이후에는 ‘괜찮은 일자리’로 명명할 것
이며, 이의 개념과 지표는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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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심의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고용전략은 두 가지
의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립’을 강조하는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의 실행으로 이는 가구소득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중시하
는 것이며, 둘째는 ‘재활’을 강조하는 ‘근로중점 목표’(Work Goal)의 실행인데
이는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Blank, 1996; 홍경
준, 2002).
2002년부터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자활사업은 우리나
라 빈곤탈출의 목적이 고용전략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
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의 목표는 “노동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 자립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탈빈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제시되어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 중 빈곤
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평균 최저
생계비 충족률은 6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빈곤탈출 성과
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병구, 2002). 즉 자활사업
의 공식적인 추진방향은 ‘소득중점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활사업은 ‘근
로중점 목표’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빈곤층의 고용전
략에 있어 ‘소득중점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와 빈곤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
라도 취업 그 자체가 아닌, 취업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한국 빈곤층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새로운 빈곤정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
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고용형태 변화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은 복지정책
의 주요 목표인 빈곤탈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므로, 그러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정책으로 연결시
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빈곤진입과 탈출을
연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근로빈곤층의 등장을 언급한 연구들(구인회, 2001; 금
재호, 2002; 이병희ㆍ정재호, 2002; 임세희, 2004; 홍경준, 2004)이 대부분이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근로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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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주희, 1999; 송호근, 2002, 이태진, 2003; 홍경준,
2003)가 존재하나, 이들은 주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성
격을 갖는 연구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근로빈곤층의 고용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노동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특성 및 고용형태 변화를 분
석한 연구(김철희, 2003)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용형태를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취업의 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6개년도「한국노동패널」
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개념을 정의하고, 근로빈
곤층의 개인적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을 밝히며, 또한 ‘취업의 질’에 초점
을 맞추어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근로빈곤층의 정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연구자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
석ㆍ적용3)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진재문, 2001; 이
태진, 2003; 홍경준, 2003) 혹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연소득이 너무 낮아
4인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모든 근로자’(Gorham and
3) ‘근로’와 ‘빈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송호근(2002)
의 연구에서는 ‘빈곤노동계층’으로, 홍경준(2003), 이태진(2003)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계
층’으로, 금재호(2002)에서는 ‘일하는 빈곤가구’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주희(1998)에서는 빈
곤근로자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빈곤의 개념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나 근로빈곤층의 빈곤 개념은 절대적인 의미
에서의 빈곤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상대
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송호근, 2002; 금재호, 2003; 이태진, 2003;
홍경준, 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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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 1990; Schiller, 1998),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
자’(LevitanㆍGalloㆍShpiro, 1993; 금재호, 2003) 등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이
런 방법으로 정의할 때에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
제가 발생한다.
첫째,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했을 경우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노
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근로빈곤층을 과대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연소득이 너무 낮아
4인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모든 노동자’라고 정의했을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빈곤층을 포괄
하지 못해 근로빈곤층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빈곤한 노동자’로 정의했을 때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우 항상
일정한 고용상태에 종사하기보다는 정규직 임금근로에서 비정규직 임금근로,
혹은 고용상태에서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반복하고 있다4)는 점에서 이들의 특
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종단적 자료를 가지고 근로빈곤층을 연구
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기간 동안 근로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근로빈곤층으로 정의될 것인지, 만약 그 기
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용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노동부의 정의이다. 여기서는 근
로빈곤층을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1년 중 27주) 동안 노동시
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고용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모
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적절한 것이라
4) 빈민의 확실한 특성은 노동상태의 높은 유동성이라 할 수 있다. 빈민들은 끊임없이 노동
시장을 드나들고, 취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반복한다. 즉 일을 그만둔 사람이 그 다음 주
에는 일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기도 한다(Schill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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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노동부의 정의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규정
하도록 한다.

2.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개념과 지표
괜찮은 일자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이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좋은 일자리(Good Job)5)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논의
를 중심으로 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성취를 가늠해 주는 개념으로, 그동
안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임금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접근법, 직업 위세에 중점
을 두는 사회학적 접근법, 주관적 만족도에 집중하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나누
어 이루어졌다(방하남ㆍ이상호, 2004). 그러나 좋은 일자리(Good Job)는 취약
한 인적자본을 가진 근로빈곤층이 접근하기에 매우 제한된 기회를 가지기 때문
에 이들이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일자리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좋은 일자리(Good Job)와 비슷한 개념이면서, 최근 ILO에서 빈곤과 관련
하여 논의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
고자 한다.
최근 ILO에서 출간한 보고서(Anker 외, 2002)6)에 의하면 ‘괜찮은 일자리’는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
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를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변환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② 적합하지 않은 노동(unacceptable work) 제외, ③ 적절한 임금
과 생산적 노동(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④ 적절한 시간(decent
hours), ⑤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⑥ 노동과 가
5)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방하남ㆍ이상호(2004)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미리
밝혀둔다.
6) 이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로 ‘Decent Work’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Work에는 일자
리라는 개념보다는 ‘노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Decent Job’의 개념을 활용한다. 이후 괜찮은 일자리 정의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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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생활의 결합(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⑦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한 처
우(fair treatment in employment), ⑧ 안전한 노동 환경(safe work environment),
⑨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⑩ 사회적 타협과 작업장 관계(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⑪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개념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job)이다.
여기서 ①과 ②는 노동조건에 있어서 기본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
머지 항목들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염두에 둔 고용의 질이며, 이들의 빈곤탈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의 질은 임금 증가, 근로시간 증가와 관련된
항목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으로 ③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⑤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을 포함시키고, 사회보호가 노동
자들이 불가피하게 노동을 못할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으로 떨
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⑨ 사회보호를 포함시킬
것이다7). 또한 노조가 있는 일자리의 경우 노조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
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에 근거하여(배무기, 1990; 정
인수, 1991; 김장호, 1991; 어수봉ㆍ이태헌, 1992; 방하남, 1996; 김우영ㆍ최영
섭, 1996; 조우현ㆍ유경준, 1997; 강창희, 2003) ⑩ 사회적 타협과 작업장 관계
에 대한 항목을 괜찮은 일자리 개념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물론 괜찮은 일자리
의 개념을 ③, ⑤, ⑨, ⑩ 항목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는 일자리라면 그 외 다른 항목도 포
함할 것이라는 판단과, 연구의 초점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비임
금일자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비임금일자리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취업
자 21,362천 명 중 비임금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8,023천 명)에 이르
고 있으며, 이 중 고용주가 19.6%, 자영자가 57.3%, 가족종사자가 23%를 차지
7) 여기서의 사회보호란 사회보장, 사회적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보호의 목적은
임금노동자와 가족의 경제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나병균, 2002)을 주목
하여 사회보호가 잘 되어 있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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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
는데, 이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낮은 미국의 8.1%에 비해 3.5배나 높은 비율이
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에 비임금일자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비임금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
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둘째, 비임금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세자영업의
경우 분명 취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은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
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비임금일자리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8). 실제로 우리
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망하고 재창
업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2004년 8월 3일자 한겨레신문). 이는
2004년 1분기 가구주 근로자 외 가구에서 가구주 사업소득은 132만원인 데 비
해 근로자 가구에서 가구주 근로소득은 217만원이라는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비임금일자리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괜찮은 일자
리의 요소인 적절한 임금과 노동의 지속성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에 임금일자리만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3.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이동이 아닌 고용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중
심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고용형태 변화와 그에 따른 결정요인을 밝힌 연구로는 장지연ㆍ호정화
(2001), 류기철(2001), McCall(1997) 등이 있다. 장지연ㆍ호정화(2001)의 연구
에서는 여성 미취업자의 실업탈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8)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 종업원의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67.4%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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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가구주 여부, 근로소득 유무, 가구소득 등으로 상정
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업탈출 과정을 정규임금, 비정규임금, 비임
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가구주, 연령, 학력,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근로소득 유
무, 가구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류기철(2001)의 연구에서는 정규직 재취
업, 비정규직 재취업, 자영업 재취업으로 나누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는데 연령, 학력, 혼인상태, 경력, 직전 직장의 성격, 노동시장 관련 변수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McCall(1997)의 연구가 존재하는
데, 이 연구에서는 정규직 재취업과 비정규직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직기간, 가구주, 연령, 학력,
직장의 노조 여부, 실업보험 수급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경제력의 편차로 인해 지역간 노동수요 구조
가 다르고 이것이 차별화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가설에 입각
한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 차별론이 제기되고 있다(전병유, 2003a). 만약 이러한
주장대로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이 차별화되어 있다면,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일
자리 창출 능력과 노동정책과 경제 및 산업정책이 다르다면, 근로빈곤층이 거
주하고 있는 지역도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과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
인, 직전 일자리에서의 지위와 경력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경력 요인, 복지의존
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공부조 수급 여부, 그리고 지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도
록 한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공공부조 수급 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1998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는 이전소
득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이상은, 2004; 정진경, 2004)에서도 우리나라 빈곤층
의 경우 복지의존성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의존성 요인은 변
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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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연구대상

가. 빈곤선 설정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의 개념 설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빈곤의 개념 중 어떠한 것을 채택할 것인지에 따라 근로빈곤층
의 측정 개념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빈곤의 개념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지는데, 절대적
빈곤은 빈곤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이러한 욕구를 해
결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결정하는 것이며, 상
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여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
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기준 이하를 빈곤선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두호ㆍ최일섭ㆍ김태성ㆍ나성린, 199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잦고, 빈곤을 벗
어나더라도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다는 점(구인회, 2001)과, 연구대상
인 근로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낮
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절대적
빈곤의 개념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한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이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금재호ㆍ김승택, 2001; 김철희, 2002;
금재호, 2003)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활용했다는 것에 주목하여 빈곤선의 기
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상대적 빈곤을 분석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
인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평균소득을 빈곤선
의 기준으로 상정할 경우 소득불평등을 강조할 수 있으나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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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존재하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분포상의 낮은 부분에 위
치한 사람들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이두호ㆍ최일섭ㆍ김태성
ㆍ나성린, 1992).
본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의 빈곤은 소득불평등의 개념보다는 소득분포상의
낮은 부분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빈곤선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며, 현재 유럽에서 중위소득의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중위소득 60% 이하를 빈곤선으로 상정하도록 한다.

나. 근로빈곤층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에서 2003년까지의 종
단적 연구를 시행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노동부의 정의를 받
아들여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1년 중 27주) 동안 노동시장에
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근로
빈곤층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연구에서 이용할 한국노동패널에
대입하여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비임금근로자, 실업자라고 응답
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며, 근로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실업자 중 실업의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실망실업자도 근로빈곤층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9).
이렇게 정의할 때에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모두 근로빈곤층이었
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998년, 즉 연구시작 시점에서의 근로
빈곤층만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주제
는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이므로 연구기간 6년 모두 근로빈곤
층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한
국노동패널 자료를 연결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례의 누락이 발생하며, 누락된
사례의 대부분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빈곤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9) 앞에서 살펴본 미국 노동부의 정의 중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에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의를 따랐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실망실업자는 일자리
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기간 6년 동안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근로빈곤층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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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근로빈곤층의 조작적 정의
근로빈곤층
임금근로
취업자
비임금근로

정 의
지난 1 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 중 고용되어 있었던 사람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가게, 식당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자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 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일이 있
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지난 1 주 동안은 구직활동
실업자
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 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
난 1 주 동안 적당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
미취업
우
자
취업의사가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
있는 비경제 아 실업자로는 볼 수 없으나, 구직을 포기한 이유가 ‘ 일자리를 찾
을 수 없어 포기한 경우’ 이거나 ‘ 현재 근로의사가 있다’ 고 응답한
활동 인구
( 실망실업자) 경우
주 : 1) 1998년의 중위소득 60% 이하를 빈곤선으로 상정.
2) 15∼59세 사이의 근로능력자.

가 존재하기 때문에(홍경준,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작 시점(1998년)에서
의 근로빈곤층을 연구대상으로 상정하도록 한다. 한편, 65세 이상은 근로능력
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2003년에 65세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다. 따
라서 연구대상은 1998년에 15세에서 59세 사이의 근로능력자이며, 세부적인
근로빈곤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 자료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1998년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에 걸쳐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살펴보는 것
이므로, 1차 패널자료에서 연구대상을 추출한 다음 이를 취합(Merge)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노동패널 1차 자료 중 가구자료에서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개인 자료에서 연령, 근로능력 여부, 취업상태, 구직의사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을 추출하여 이를 가구자료와 개
인 고유번호(pid)로 취합하였다. 또한 2차, 3차, 4차, 5차, 6차 자료는 필요한 변
수를 가구, 개인, 신규 자료에서 추출한 후,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는 개인 고유
번호(pid)로 취합(Merge)하고,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다시 가구번호로 가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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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취합하였으며, 이를 다시 1998년의 근로빈곤층을 추출한 자료와 취합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이었으나 1999년에 누락되었다가
2000년에 다시 응답한 사례의 경우는 분석에 이용하지 않았다. 즉 1998년,
1999년, 2000년에는 응답하였으나 2001년에 누락되고, 다시 2002년에 응답한
자료의 경우 2000년까지의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괜찮은 일자리의 이행률(Hazard rate)이다. 이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가와, 그것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ILO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Anker 외, 2002)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
는데, 우선 적절한 임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임금률과 노동시간
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금률과 노동시간으로 나누어서 측정하는데, 임금수준은
중위임금의 50%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또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6일,
1년에 50주 이상의 노동을 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이는 전일제 노동자를 기
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항목을 전일제 일자리로 간주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인데, 임시직, 일용직일 경우 노동의 보장과 지
속성에 있어 불안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
리의 측정 지표로 상용직 일자리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보호에 관한 부
분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협과
작업장 관계에 있어서는 노조가 존재하는 일자리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전일제 일자리이면서 상용직 일자리,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노조가 있는 일자리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 노조관련 변수를 부득이하게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이용할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노조변수는 결측값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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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괜찮은 일자리 개념 중 중위임금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임금 중간값
9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중위 50%
450,000
500,000
500,000
500,000
600,000

물가상승률
0.978
1.000
1.041
1.069
1.107

물가상승률 적용 후
460,122
500,000
480,307
467,726
542,005

평균

490,032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6차 조사

많아 분석에 투입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의 이행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노조 변수를 포함시킨 근거는 노조가 있을 경우
임금효과가 있고, 이것이 적절한 임금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의 요건에 부합하
기 때문이었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노조변수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한
계는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 요건에 중위임금의 50% 이상이라는 임금 관련 변
수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를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살
펴보아야 할 것은 중위임금의 50%와 사회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노동패널
에서 1998년의 중위임금은 60만원, 1999년의 중위임금은 90만원,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위임금은 100만원, 2003년의 중위임금은 120만원이었다. 1998
년은 IMF 직후이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아 제외하였으며, 2000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9년의 물가상승률은 0.978, 2001년의 물가상
승률은 1.041, 2002년의 물가상승률은 1.069, 2003년의 물가상승률은 1.107이
었다. 따라서 각 연도의 중위임금의 50%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평균은
490,032원이었으며, 이를 괜찮은 일자리 정의에 이용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지는데, 1999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변수 중 산
재보험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산재보험의 경우 2000년부터 전 사업장에 당
연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4가지 측정 요
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1,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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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종속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중위임금의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월 평균 임금 490,032 원 이상
괜찮은 일자리 경우
전일제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
전일제 일자리
(Decent Job)
상용직 일자리
이행률(H a za rd 상용직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rate)
사회보험이 적용된다고 응답한 경우
에 가입

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이를 생존분석을 통해 이행률을 구한 후, 실제 분석에
서는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나. 독립변수의 측정
독립변수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규모를, 인적자
본 요인으로 학력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개인적 요인으로 거주지역을
활용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경력 요인으로 작년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10)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측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3. 분석방법11) 및 분석모형

가.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종속변수)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상정할 것이며, 출발점(origin)과 종착점(destination)
사이에 단 한 번의 전환 과정만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즉, 복수주기를 인
10)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은 6년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사되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노동시장 경력 요인으로 직전 일자리가 아닌 전년도 일자리 관련 변수를 사용하
였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람의 일자
리 관련 변수는 2001년도의 일자리 변수로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 이행이
‘이직’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기존 일자리에서 임금률의 상승과 같은 변화로 일해 일어나
는 것일 수도 있음을 밝힌다.
11) 분석도구로는 SAS v.8.1과 STATA v.8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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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항목
인구
사회
학적
요인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변수유형

변수정리

( 기준변수: 여성)
성별 1
연령
( 기준변수: 미혼)
혼인상태 1
혼인상태 2
가구규모

인적
자본 학력
요인
( 기준변수: 미취업자)
작년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1
종사상 지위 2
종사상 지위 3
종사상 지위 4
종사상 지위 5
종사상 지위 6
( 기준변수:미취업자)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노동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시장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경력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요인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 기준변수: 미취업자)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 기준변수: 중소도시)
거주지역 1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더미변수 남성을 의미
비율변수 만나이로 측정
더미변수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미변수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비율변수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수로 측정
비율변수 교육년수로 측정

더미변수 가족종사자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1
2
3
4
5
6
7
1
2
3
4
5
6

자영업자
고용주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더미변수 행정ㆍ기타서비스업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
전기ㆍ수도ㆍ건설업
제조업
1 차 산업

더미변수 단순노무직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더미변수

기능직
농어업
판매ㆍ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더미변수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명목변수 이행할 경우 1, 이행하지 않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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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다.
한편, 생존분석을 위한 자료에는 자료의 중도절단 문제가 존재한다12)
(Allison, 1984). 이는 생존분석이 종단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시작 시점과 종
료 시점이 모두 알려져 있거나(completed spell data), 시작 시점은 알려져 있지
만 종료 시점은 알려지지 않은(right cencored incompleted spell data)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우측중도절단 자료와 절단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의 방법 중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였다.

나.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hazard

rate)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생존분석(discrete-time

multivariate hazard model)을 통해 분석한다. 비연속시간 모형(discrete-time)을
이용하는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에서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연 단위로 관찰되
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변수에 대한 것이다. 노동시
장 변수인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등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산업 변수를 투입한
모형 1과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직종 변수를 투입한 모형 2, 그리고 근로
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종사상 지위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을 통해 다변량 생
존분석(Discrete-time Mutivariate Hazard Model)을 수행하였다13).

12) 자료의 중도절단이란 관심을 가지는 기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작 시점이나 사건발생
시점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우측절단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관심을 가지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이며 좌측절단은 시작 시점이 알
려지지 않아 관심을 가지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이다.
13) 산업과 직종 모두를 변수로 투입한 다른 연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산업과 직종
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거나(송호근, 2003; 류기철, 2001),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모형을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모형을 따로 나누어서 분석한 연구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김교성ㆍ반정호(2004)의 연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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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과 기술통계치

가.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1998년 패널 전체 가구에서 빈곤가구만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월 평균소득이 0 또는 무응답인 가구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서로 다른 가구규모를 가진 가구원들 사이의 생활
수준을 동질화시키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14)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를 균등화시
켰다. 이런 작업을 통해 구한 1998년의 중위소득은 707,213원1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60%를 구하면 424,328원이다.
이후에는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들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을 분
석하였는데,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은 1차년도에 841명, 2차년도에는 714
명, 3차년도에는 632명, 4차년도에는 561명, 5차년도에는 513명, 6차년도에는
472명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1998년 근로빈곤층
의 표본유지율은 56% 정도로, 한국노동패널의 6차년도 표본유지율인 77%에
비해 적은 수치인데 이는 한국노동패널에서 누락된 사례의 대부분은 빈곤층에
서 발생한다는 선행연구(홍경준, 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

나.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를 통해 1998년 근로빈곤층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14) OECD(1994)에서 제시한 가구균등화지수 값은 1인 가구 1.00, 2인 가구 1.414, 3인 가
구 1.732, 4인 가구 2.000, 5인 가구 2.236, 6인 가구 2.449, 7인 가구 이상은 2.646이
다.
15)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시켰다. 같은
자료인 한국노동패널로 1998년의 중위소득을 구한 금재호ㆍ김승택(2001)의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이 약 66만 5천원으로, 안종범ㆍ김철희ㆍ전승훈(2002)의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이
약 6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본
연구의 중위소득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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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부터 살펴보자. 성별은 남성이 51% 정도로 여성에
비해 3% 정도 많았다. 이는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사․육아로 인
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을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은 평균 39세로
근로 가능한 연령대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미혼이 26%, 기혼이면서 배우
자가 있는 사례가 가장 많은 63%,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사례가 10%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가구규모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가구규모는 평균 3.91로 대
부분의 근로빈곤층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에 속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이 53%이고, 대
도시 이외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은 46%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의 경우
교육연수가 평균 9.86으로 중졸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8년 근로빈곤층의 종
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가 약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상용
직이 25%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이 8%, 일용직이 약 11%를 차지했다. 일반적
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
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16). 또한 자영업자
가 25%, 미취업이 17%, 가족종사자가 10%, 고용주는 3%로 나타났는데, 자영
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중은 35%로 비임금일자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었으며 그 다음이 제조업과 1차산업으로, 일반적
으로 고소득이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인 금융, 보험, 부동산업이나 공공, 행정업
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직종은 대부분이 판매ㆍ서비스직
이었으며, 그 다음이 기능직, 농어업, 단순노무직 등이었다. 산업과 직종별로 분
석하였을 때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 중 1차산업이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16) 최근 연구(김유선, 2004)에 의하면, 임시ㆍ일용직과 상용직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
는데, 이는 임시ㆍ일용직의 임금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상용직의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 상용직의 일자리가
실제로 점점 불안정적한 일자리로 변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용직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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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결여되었던 1차산업 분야의 일자리 질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본절에서는 생존분석, 특히 Kaplan-Meier Method를 실시하고,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이행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도별로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살펴본 후,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노동
시장에서의 특성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연도별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결과,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
는데, 이는 복수빈곤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전체 표본 중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근로빈곤층은 50명이며, 각 연도별로
누적이행률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3.68%, 2001년도에는 6.22%, 2002년도
에는 7.71%, 2003년도에는 8.88%로 채 10%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근
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 연도별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2000
2001
2002
2003

유효
표본수
652
552
470
425

괜찮은
우측절단
일자리 이행
24
76
14
68
7
38
5
420

누적이행률
(Nelson-Aalen Cum. Haz)
0.0368
0.0622
0.0771
0.0888

표준오차
(S.D)
0.0075
0.0101
0.0116
0.0127

나.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1) 성별
분석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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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누적 이행률

2000.5
2001.5
2002.5
2003
통계적 유의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여성
남성
0.0316
0.0428
0.0483
0.0783
0.0596
0.0979
0.0720
0.1089
2.20

주 : 1) Kaplan-Meier Method에서는 2000∼2001년 사이의 이행률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중위기간으로 시간이 표시됨.
2) 2003년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03년의 중위기간은 나타나지 않음.
3)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2) 연령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의 차이와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속변수를 범주형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연령의 평균값은 39.2세였
기 때문에, 40을 기준으로 40세 이하와 40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
라서 범주형으로 나눈 연령별 괜찮은 일자리 누적 이행률은 다음과 같다.
<표 7> 연령에 따른 누적 이행률

2000.5
2001.5
2002.5
2003
통계적 유의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40 세 이하
40 세 이상
0.0643
0.0161
0.1086
0.0305
0.1509
0.0335
0.1944
0.0335
28.52**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세 이하가 40세 이상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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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40세 이하가 40세 이상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혼인상태
혼인상태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살펴본 결과, 2000년의 미혼 이행
률이 10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에 미혼인 근로빈곤층이 모두 괜찮은 일
자리로 이행했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괜찮은 일자리에 있던 사람
을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미혼의 경우 2001년도의 이행률은 0%으로 나
타난다.
또한 혼인상태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도
별로 경향을 보이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위험하나,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봤
을 때 미혼일 경우가 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혼이면서 무배우자일 경우가
그 다음,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순으로 이행률의 크기가 나타났다. 미혼일
경우 이행률이 높은 것은 연령과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러한 생각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
상태가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해 밝히
기로 한다.
<표 8> 혼인상태에 따른 누적 이행률

2000.5
2001.5
2002.5
2003
통계적 유의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기혼이면서
기혼이면서
미혼
유배우자
무배우자
1.0000
0.0139
0.0818
0.0000
0.0320
0.1242
0.0656
0.0410
0.1242
0.1091
0.0509
0.1242
33.09*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4) 가구규모
다음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구
규모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8로 연속변수이므로 이 변수 또한 Kaplan-Me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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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구규모에 따른 누적 이행률

2000.5
2001.5
2002.5
2003
통계적 유의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4 인 가구 이하
4 인 가구 이상
0.0269
0.0420
0.0601
0.0625
0.0660
0.0824
0.0772
0.0945
0.50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Method를 하기 위해서 범주형으로 나누어야 한다. 가구규모의 평균값은 3.91
이므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표 9>에서와 같이, 가구규모가 클수록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구규모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 학력
학력변수 또한 가구규모, 연령변수와 같이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범주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력변수의 평균값은 9.86이므로, 중졸을 기준으로 중
졸 이하인 경우와 중졸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0>에서와 같이, 중졸 이상이 중졸 이하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행률 검증 결과, 학력에 따른 이행률은 1% 유의수준에
<표 10> 학력에 따른 누적 이행률

2000.5
2001.5
2002.5
2003
통계적 유의도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중졸 이하
중졸 이상
0.0177
0.0575
0.0339
0.0945
0.0376
0.1244
0.0416
0.1470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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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결론적으로, 중졸 이상이 중졸 이하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6) 거주지역
분석 결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
층에 비해 이행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한국노동패널은 도 단위까
지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을 분류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검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 거주지역에 따른 누적 이행률

2000.5
2001.5
2002.5
2003
통계적 유의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중소도시
대도시
0.0361
0.0375
0.0551
0.0686
0.0594
0.0936
0.0731
0.1033
1.01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다.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1)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산업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살펴본 결과,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차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는 없었다. 한편, 이행
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ㆍ창고ㆍ통신업이었으며,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도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도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산
업이 ‘좋은 일자리’ 혹은 ‘괜찮은 일자리’에 부합하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임
을 알 수 있으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좋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직을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인 산업은 행정ㆍ기타서비스업이며, 그 다음
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이러한 서비스업이 대부분 ‘저급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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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sy Job)17)'인 것을 생각할 때 서비스업이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될 확률도
낮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 없음으로 분류된 미취업자들도 이행률이 4∼6%대로 꽤 높았는데,
이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노동상태가 매우 유동적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노동시
장을 드나들고, 취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반복한다는 Schiller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Schiller, 1998), 직전 연도에 미취업자인 사람들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
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산업의 종류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이
행률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산업에 따른 누적 이행률
행정
미취
기타서비스
업자
업18)
2000.5 0.0357
0.0400
2001.5 0.0441
0.1006
2002.5 0.0441
0.1223
2003 0.0620
0.2013
통계적 유의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금융ㆍ
운수ㆍ창고 도소매ㆍ 전기ㆍ수
보험
통신업
숙박음식업 도건설업
부동산
0.0541
0.1364
0.0168
0.0392
0.1874
0.1919
0.0240
0.0392
0.2274
0.3030
0.0420
0.0392
0.2274
0.3030
0.0420
0.0392
42.50**

제조업

1차
산업

0.0946
0.1523
0.2023
0.2023

0.0000
0.0000
0.0000
0.0000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2)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직종은 사무직이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종 자체가 괜찮은 일자리에 부합하거나, 혹은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자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은
17) 이에 대한 내용은 Esping-Andersen의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cs
을 참조.
18)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서
비스업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서비스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직종 분류
와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직종 분류에서 서비스업은 대인 및 보호서비스(여행접대 요원,
가사 및 음식서비스, 개인서비스), 판매원, 선전원으로 세부 분류되어 있다. 이를 산업에 적
용한다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흔히 일컫는 서비스업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근로빈곤층의ꡐ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ꡑ이동에 관한 연구(최옥금) ꌙ

27

이행률을 보인 것은 전문관리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직이 높았다. 특
이할 만한 것은 단순노무직과 미취업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이행률이 각각
14%, 6%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의 노
동시장에서의 높은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농어업근로
자와 판매ㆍ서비스직의 경우 낮은 이행률을 보였는데, 이 또한 산업과 마찬가
지로 1차산업과 서비스의 낮은 일자리 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직종에 따른 누적 이행률
미취
업자
2000.5
0.0357
2001.5
0.0441
2002.5
0.0441
2003
0.0620
통계적 유의도

단순
노무직
0.0598
0.1198
0.1198
0.1461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판매ㆍ
기능직
농어업
서비스직
0.0541
0.0098
0.0000
0.1102
0.0098
0.0000
0.1497
0.0098
0.0097
0.1497
0.0098
0.0097
52.49**

사무직
0.1333
0.2912
0.2912
0.3821

전문
관리직
0.0638
0.1165
0.2074
0.2574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3) 작년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서 특이한 점은 가족 종사자와
고용주의 이행률이 모두 0%라는 것과 자영업자의 이행률이 0.6%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할 때 임금일자리
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
<표 14> 종사상 지위에 따른 누적 이행률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미취업자
2000.5
2001.5
2002.5
2003

0.0357
0.0440
0.0440
0.0618
통계적 유의도

가족
종사자
0.0000
0.0000
0.0000
0.0000

자영업자

고용주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0.0000
0.0060
0.0060
0.0060

0.0000
0.0000
0.0000
0.0000

0.0506
0.0506
0.0506
0.0685
79.51**

0.0000
0.0816
0.1150
0.1150

0.1260
0.2201
0.3034
0.3188

주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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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었으며, 미취업자는 산업, 직종에서 미취업으로 분
류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6% 정도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3.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Kaplan-Meier Method 분석 결과,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전 연도 일자리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이 같은 결과를
산출한 것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
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서로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다변량 생존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본 연구 모형에서
근로빈곤층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19)하기 때
문에,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산업 변수를
투입한 모형 1과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직종 변수를 투입한 모형 2, 그리
고 일반적 특성과 종사상 지위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을 통해 다변량 생존분석
(Discrete-time Mutivariate Hazard Model)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계수값과 Odds Ratio를 중심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근로빈곤층의 모형 1∼모형 3 모두에서
근로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의 b값은 모형 1에서 -.0649, 모형 2에서 -.0665, 모
형 3에서 -.0409로 연령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Odds Ratio는 모형 1에서 .9371, 모형 2에서 .9356, 모형 3에서
.9598로 연령이 1단위 높아질수록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은 약 5∼6%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사상 지위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19) 예를 들어, 산업 변수에서 농어업 분야, 직종 변수에서 농어업 근로자, 산업 변수에서 서
비스업, 직종 변수에서 서비스 근로자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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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다변량 생존분석 결과
독립변수
성별 (여성)
남성
일

연령

반

학력

적
특
성

가구규모
혼인상태(미혼)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기혼이면서 무배우자
거주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산업 (미취업자)
행정ㆍ기타서비스업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
전기ㆍ수도ㆍ건설업

노
동
시
장
특
성

제조업
직종 (미취업자)
단순노무직

B
(S.E)

모형 1

.4567
(.3167)
-.0649**
(.0201)
-.0467
(.0516)
.0218
(.1086)
-.8672
(.5693)
.0944
(.4932)

Odds
Ratio

1.5789
.9371
.9543
1.0220

B
(S.E)

모형 2

.3962
(.3320)
-.0665**
(.0202)
-.0260
(.0527)
-.0382
(.1086)

B
(S.E)

1.4861

.7866*
(.3058)
-.0409*
(.0189)
-.0111
(.0486)
-.0072
(.1045)

2.1959

.7540
1.3703
1.0036

.9356
.9742
.9624

1.0990

-.4403
(.5573)
.3008
(.4886)

1.3509

-.2822
(.5463)
.3150
(.4849)

-.0979
(.3100)

.9066

-.0087
(.3092)

.9912

.0036
(.3072)

1.2809*
(.5025)
2.0779**
(.5883)
2.1227**
(.6524)
.1537
(.5780)
.4413
(.8451)
1.9642**
(.5246)

3.6000

1.8207**
(.5700)
1.4269**
(.5133)
-.5713
(1.1264)
-1.5470
(1.0824)
1.7687**
(.5629)
1.5044**
(.5395)

6.1763

.4201

.6438

Odds
Ratio

.9598
.9888
.9927

7.9884
8.3541
1.1661
1.5547
7.1292

기능직
농어업 근로자
판매ㆍ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종사상 지위 (미취업자)
자영업자

4.1659
.5647
.2128
5.8635
4.5016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상수
사례수
Log likelihood
Model Chi2

모형 3

Odds
Ratio

-1.4503
(1.1784)
1750
-193.41
67.26**

-1.6154
(.1.1697)
2099
-192.78
86.95**

-1.8050
.1644
(1.0899)
.5694
1.7673
(.6141)
.9761
2.6543
(.5732)
1.8640** 6.4498
(.4333)
-2.9416**
(1.1287)
1800
-186.93
83.08**

주 : 1) 더미변수인 종사상 지위 변수 중 가족종사자와 고용주, 산업 변수 중 1차산업은 분석
에 투입하였으나, 이행률이 0이므로 STATA에서 결과를 산출하지 않았음.
2)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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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성
별 1의 b값은 .7866, Odds Ratio는 2.1959로 여성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한 결과와 앞에서의 분석 결과와의 차이는 연령과 성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상관관계
와 Kaplan-Meier Method를 통한 생존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와 연령, 학력, 혼
인상태 변수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차이
가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다변량 생존분석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력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변수
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연령과 성별 변수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이행률을 비교하기 힘들었던 혼인상태
변수를 살펴보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으나, 모형 1∼3
모두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b값이 음의 값이고, Odds Ratio도 1
보다 작았으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b값이 양의 값이고, Odds Ratio
가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변수인 미혼상태에 비해 기혼이면
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행률이 낮고,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
혼상태에 비해 이행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산
업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1에서는 행정ㆍ기타서비스업을 의미하는 산업더미
1과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을 의미하는 산업더미 2, 운수ㆍ창고ㆍ통신업을 의미
하는 산업더미 3, 제조업을 의미하는 산업더미 6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산업더미 1의 b값은 1.2809, Odds Ratio는 3.6000, 산업더미 2의 b값은
2.0779, Odds Ratio는 7.9884로, 산업더미 3의 b값은 2.1227, Odds Ratio는
8.3541로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더미 6의 b값은 1.9642, Odds Ratio는 7.1292로 이 또한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Kaplan-Meier Method 분석에서 행정ㆍ기타서비스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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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ㆍ부동산업과 운수ㆍ창고ㆍ통신업, 제조업의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을 상
기할 때 앞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직종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에서는 단순노무직을 의미하는 직종더
미 1과 기능직을 의미하는 직종더미 2, 사무직을 의미하는 직종 더미 5, 전문관
리직을 의미하는 직종더미 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모형 2
에서 직종더미 1의 b값은 1.8207, Odds Ratio는 6.1763으로, 직종 더미 2의 b값
은 1.4269, Odds Ratio는 4.1659로 모두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
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더미 5의 b값은 1.7687,
Odds Ratio는 5.8635이며 직종더미 6의 b값은 1.5044, Odds Ratio는 4.5016으
로 모두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산업변수와 마찬가지로 앞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진 않았지만, 농어업을 나타내는 직
종더미 3과 판매ㆍ서비스직을 나타내는 직종더미 4의 b값은 모두 음의 값이고,
Odds Ratio도 1에 못 미치는 값으로,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상용직을 의
미하는 종사상 지위 더미 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종사상 지
위의 더미는 미취업자인데, 최종모형에서 더미 6의 b값은 1.8640이며, Odds
Ratio는 6.4498로, 미취업자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Kaplan-Meier Method를 통한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직전 연도의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들은 미취업자에 비해 괜찮은 일
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연령, 성별,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가 괜찮은 일자
리 이행률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된 변수가 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
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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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취업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을 설정하고,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들이 노동시
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률과 노동시간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취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
문이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근로빈곤층을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
빈곤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재정의하였으며,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을 밝히고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의 이행률(Hazard Rate)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40대 정도로 근로가능한 연령층이며, 중졸 정도
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대부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차산업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은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
동패널 자료를 가지고 빈곤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금재호ㆍ김승택(200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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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전체 빈곤가구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학력도 초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같은 빈곤층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일반 빈곤층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
체 분석대상인 652명 중 5년 동안 50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으며, 누
적이행률이 2000년도에는 3.68%, 2001년도에는 6.22%, 2002년도에는 7.71%,
2003년도에는 8.88%로 채 10%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수 주기를 인
정하지 않은 것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
를 임금일자리로 한정시켜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은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근로빈곤
층의 인적자본으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
다 장기적인 패널자료를 통해, 복수 주기를 모두 고려하면서 자영업까지 포함
시킨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하여 분석하고,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
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로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과 Kaplan-Meier
Method 분석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연령, 학력 변수들
중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다변량 분석에서 연령과 성별 변수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들인 학력, 성별, 혼인상태, 거주지역 등은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들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등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영향을 미
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은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에 중
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Kaplan-Meier Method에서도 직전 연도 일자리의
산업과 직종, 종사상 지위는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변수임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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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이 직전 연도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는 근로빈곤층이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올해 기존 일자리에서 임금인상, 상용직으로의 전환, 전일제
일자리로의 전환,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상
식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산업, 직종 등에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정을 수긍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이
다. 이 또한 전자와 같은 산업, 직종에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에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빈곤층은 다른 근로빈곤층에 비해 ‘괜
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기회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Kaplan-Meier Method 분석과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근로빈
곤층이라는 같은 집단 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빈곤
층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빈곤정책을 실시할 필
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먼저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자들
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던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새롭게 재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들
(구인회, 2001; 금재호ㆍ김승택, 2001; 이병희ㆍ정재호, 2001; 홍경준, 2004)은
대부분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연구하면서 근로빈곤층의 등장을 언급한 연구들
이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주희, 1998; 이태진, 2003; 금재호,
2003; 홍경준, 2003) 또한 연구들마다 근로빈곤층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어
일관성있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개념
정의한 근로빈곤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정의하지 않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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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계
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취업의 질’에 초점을 맞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개
념을 정립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빈곤정책의 핵심인 고용전략은 빈곤층을 단순
히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중점 목표(Work Goal)’를 중심으로 시
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만으로 빈곤탈피와 자립성과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피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소
득 증가를 목표로 하는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된 문제제기였다. 기존 연구(김철희, 2003)에서 빈곤층의 취업
여부나 고용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과 비교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ILO
에서 정의한 ‘괜찮은 일자리’를 재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업의 질을 측정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이행률과 이행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이행
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과
직전 연도에 종사하였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특성
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가 현 빈곤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는
가?
우선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은 두 가
지 정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고용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과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업훈
련이 있는데20), 이러한 고용지원정책들이 단순히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목적으
로 하는 것(근로중점 목표: Work Goal)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시켜
20) 자활사업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사람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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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소득중점 목표: Income Goal)
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의
내용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들의 괜찮은 일
자리 이행률이 낮은 것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21). 일자리의 질을 유지ㆍ향상시
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보장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
률이 낮다는 결과를 앞에서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노동시장정책뿐 아니
라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서 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면, 이들의 빈곤을 감소
시키기 위한 2차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이 근로능력이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라
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때 이들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지원정책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근로
소득보전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
국의 경우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빈곤 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Dickert-Hauser & Scholz, 1995; Liebman, 1998; GreensteinShapiro, 1998; Johnson, 2001; 전병목ㆍ원종학, 2003에서 재인용)22).
다음으로 다변량 생존분석 결과,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과 성별

2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황덕순(2000)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상용직은 1996년 이후 계
속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과 비교
했을 때에도 한국의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매우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창출된 일자리를 분석한 전병유(2003b)에 의하면, 중위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의 정규직 일자리의 소멸과 하위임금근로 일자리에서의 비정규직화의 진전, 즉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근로빈곤층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2) Liebman(1998)의 추계에 의하면 소득 5분위의 최저소득층이 얻은 소득 비율이 1976년
에서 1996년 사이에 전체의 4.21%에서 3.64%로 저하되었는데, 근로소득보전세제에 의
한 재분배로 3.77%까지 비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ickert-Hauser &
Scholz(1995)의 실증적 연구는 1993년 근로소득보전세제 확충에 의해 약 50만 세대가
생활보호 수급상태에서 취로상태로 이행하였다고 추계하였으며, Greenstein-Shapiro
(1998)은 1996년 근로소득보전세제 실시에 따른 소득증가에 의해 460만명이 빈곤상태에
서 탈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Johnson(2001)도 근로소득보전세제에 의해
1999년에는 470만명이 빈곤상태에서 탈피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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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행률에 미치는 중요 변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젊은 층에게는 노동
시장을 통한 빈곤탈출이, 연령이 높은 층에게는 2차적인 방법을 통한 빈곤탈출
이 더 효과적일 것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다는 것
을 생각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지원훈련이나 소득보장정책이 확
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전 연도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종사
상 지위가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는
데, 흔히 ‘질 낮은 일자리’로 표현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활발한 산업ㆍ직종 분야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의 관심 밖에 존재하고 있었던 산업분야
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변량 생존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빈곤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즉,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 집단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2차적인 소득지원정책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한다.
연구의 함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여
러 번 언급한 것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정의 과정에서 임금일자리만을 포함시
킨 점이다.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일자리가 외국에 비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
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이러한 점은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연 비임금일자리를 괜찮은 일자
리로 볼 수 있는지, 비임금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
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분석 과정상에서 이행의 복수 주기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본
연구는 한 번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그 이후의 해는 분석 과정에서 제
외하였다. 이러한 점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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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한 이행률을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는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상의 한계로, 분석기간이 6년으로 비교적 짧
다는 점이다. 보다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정교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패널자료는 도시지역의 가구들만
표본에 포함시켰는데, 농어촌지역의 사람들까지 분석에 포함시켰다면 다른 연
구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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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Focused on Paid Jobs
Choi, Ok Geum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character of Korean poverty
has been changed. Notably, many people are working but poor. This
study has addressed about that issue and placed the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Because the quality of job is a main
factor that the working poor is able to escape from poverty and
achieve self-support. With regard to the quality of job, a decent job is
a means that working poor is able to escape from poverty and achieve
self-support.
Based on these proportion,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fine the
working poor, establish the notion of a decent job, and analyze the
working poor's personal characters,

labor market's character, and

working poor's hazard rate, which shows transition rates to decent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azard rate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has been very low during 5 years. Only 50
of 652 analysing subjects have moved to decent jobs.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that policy of poverty has to changes from 'Work
Goal' to 'Income Goal', and An effort is needed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jobs.
Keywords: working poor, decent job, work goal, income goal,
survival analysis, discrete-time mutivariate haz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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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능성: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전통의 복원

이 글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혹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필요충분조건
이 ① 공공성의 확보와 ② 연대성의 제고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통해 사회운동적 조합주의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문제의식을 되살
리고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넘어설 실마리를 찾아보고
자 한다.
또 이 글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연결망 분석이다. 민주
노총 중심의 전국적 노동운동을 대상으로 1991년과 2001년에 한정하여 연
결망 비교분석을 수행하며 또 연결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
부터 현재까지 노동운동 문헌조사를 통한 담론분석을 부분적으로 시도한다.
분석 결과 공공성과 통합성의 모든 면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조건은
상당히 와해되어 왔지만 여전히 전국적 차원에서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어 있는 한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관계 맺기가 정규직 중심의
파당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으로부터 개혁적 리더십으로의
이행, 강력한 산별 전환, 그리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변화가 필
요하다.
핵심용어 :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공공성, 통합성, 연대주의, 연결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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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사회운동적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임금불평등의 심화, 실업 확산, 비정규직의 확대 및 새로운 빈곤에 대한 무능력
을 드러낸 전 세계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또
한국과 아시아 등지의 노동운동은 남아공 COSATU나 브라질의 CUT와도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다. 왜냐하면 전노
협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높은 성차별주의와 기업별 노조 때문에
남아공이나 브라질과 달리, 작업장이 아닌 거리와 지역에서 노동자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Moody, 1997). 최
근에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보다 완화된 표현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정립한다는 것은 곧
복지운동, 정치운동, 지역운동으로서 노조운동이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위치
짓는 것”이며 “하청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작업”에 눈을 돌리
는 것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인 예이다(김동춘, 2002).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
후 노동운동의 ‘뒤늦은 성장, 때이른 침체(임현진·김병국, 1991: 113)’가 거론되
고 특히 ‘사회적 고립(김동춘, 1995)’과 ‘정규직 이기주의(박태주, 2001: 40)’ 등
의 제 문제가 강도 높게 검토되면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혹은 노조주의)은 일
회적 문제제기에 멈춰버렸다.
이 글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필요충분조건이 ① 공공성의 확보와 ② 연대
성의 제고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 이를 통해 사회운동적 조합주
의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문제의식을 되살리고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넘어설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사실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두 가지
이다. 하나는 노동자(worker)와 공동체(community) 간의 연계이다(Naidoo,
2001).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화의 대상을 전통적인 노동계급을 넘어서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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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자, 실업자, 여성 및 일부 중간계층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진다. 또한 “제도화된 단체협상의 관행을 사회운동과 연관된 집합행동 양식
과 결합하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Woody, 2002: 30). 사회운동적 조합주
의가 조직 내 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위 순수하고 단순한 노조주의
(servicing unionism)와 구별되는 광범위한 조직화에 주목하는 노조주의
(organizing unionism)로 지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합의 목
표 및 의제를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정의
(social jutice)와 관련된 문제들로 확대하여 시민사회적 의제로 재구성하는 것
이다. 그런 점에서 ‘연대성’과 ‘공공성’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화의 대상과 범위를 중간계층의 일부로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신’사회운동의 전통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
는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CUT와 COSATU의 지도부와 활동가들 및 거주
지역에 기반한 조직체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를 계급에 근거한 운동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한다. 또 노동계급의 주요한 동맹세력 중의 하나인 “새로운 거주지
역이나 여성들의 조직들은 그들 나라에서 비계급적인 ‘신’사회운동으로서 출현
한 것이 결코 아니다(Moody, 1997)”. “사실상 포스트모던론자의 이론과는 대조
적으로 공장과 지역,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운동들은 모두 지난 2, 30년 동안
제3세계에서 집중된 산업화, 도시화 및 계급형성의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Moody, 1997: 343~344)”. 따라서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급진
적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노동계급의 새로운 부분들 혹은 시민사회의 새
로운 계급들로 그 연대의 폭을 확장하여 사회적 양극화에 저항하는 동맹을 구
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때문에 관료화된 기존의 노동자정당들에 대해 비판
적이며 동시에 기존의 노조주의적 전통에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급진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연대의 폭을 확장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상충적이다. 유럽의 경우 “사회당들은 자신의 사회주의 목
표를 포기하고 난(탈급진화 된-필자) 이후에야 노동자계급 이외의 집단들의 지
지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지층을 확대하
려 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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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획득하려는 ―
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다른 계급의 구성원
들과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으로 약속해야 한다
(Przeworski, 1985)”. 따라서 공공성과 연대성을 유지한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노동계급의 급진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노동계급의 ‘급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이 글은 노동계급이 비정규직 및 여성, 실업자 등 노동 내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적 의제
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여타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변화된 조건에서 새롭게 구
현되어야 할 급진성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또 조직 내부의 이해에 주목하는 ‘노
동조합’운동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노동의 보다 많은 부분들을 조직하
며 시민사회적 의제를 형성해가는 ‘노동운동’으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노
동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라는 것에 주목한다(김동춘, 2002:
160~164).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 노동운동이 그 형성 초기에 이미 사회운동적 성격
을 담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노동계급이 전 인구의 30%를 넘어섰
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결성조차 가로막힌 ‘시장배제적’인 국가 억압(송
호근, 1991)의 조건은 노동운동에게 작업장을 넘어서는 활동을 요구하였다. 예
를 들어,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성장하는 통일성은 작업장에 근
거를 둔 것일 수 없었다(Moody, 1997: 350)”.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당
시 “거리에서부터 계급적 통일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남성이 지배적인 중공업 노조연맹과 여성들이 대다수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
조연맹의 통합으로 나아갔다(Moody, 1997: 352)”.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가 기업별 노조체계를 뛰어넘는 지역별 연합의 성격을 띤 것도 이와 같
은 전통의 일부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으로의 제도화의 과정에서 사회운동적 전통은 점차 사라지
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공장의 남성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경제위기를 전후
하여 임금인상 및 기업복지 등 조합원들의 이해의 독점적로 대변에 주력하였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의 가능성(은수미) ꌙ

47

다.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의 규모와 밀도를 약
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한편,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전
통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특성을 복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현재적 의미
를 가늠해보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Ⅱ. 연구가설과 접근방법
이 글에서는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이 약화 혹은 강화되어 온 정도 및
추세를 ‘공공성’과 ‘통합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첫째, ‘공공성’ 가정: 조직노
동자들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점적 이해를 넘어서는 노동 전체의 집단적
이해의 형성이나 여타 시민사회적 혹은 민주주의적 의제의 형성 및 이를 위한
행위가 강화될수록 노동운동은 보다 사회운동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가정한다
1).

특히 사회적 배제에 대한 반대나 대안적 의제의 형성을 가장 공공성의 정도

가 높은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 ‘통합성’의 가정: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들 간의
상호관계, 또 이들 노동조직들과 시민운동조직들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에
서 파당이나 분화가 적을수록 노동운동은 보다 사회운동적 성격을 띤다. 특히
참여연대와 같은 상대적으로 친노동적 시민조직과의 결속이 강할수록 또한 이
결속이 시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심적일수록 노동 외부의 통합성은 강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공공성과 통합성이 높을수록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특징, 특히 연대주의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연대(주의)는 “공동행동과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인 이상과 신념 및 제도
화의 총체”이기 때문이다(은수미, 2005).
다음으로 이 글의 주요 접근방법은 연결망 분석이며 여기에 담론분석을 결합
하여 연결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한다2). 우선 연결망 분석부터 살펴보면 이 글
1) 공공성에 대한 성격 규정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WTO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공공성을 좁게 해석하는 견해(오건호, 2004)에서부터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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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채택하는 연결망 접근은 쌍대성(duality, Breiger, 1974; Burt, 1992; 김우
식, 2001)의 원리에 기초한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이다(송호근․김우
식․이재열 편저, 2004).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 접근이란 ① 하나의 행
위와 다른 하나의 행위의 직접적이고 단일한 결합에 기초한 ‘일차원적 연결망’
이나 일차원적 연결망의 중첩을 다루는 ‘다차원적 연결망’ 접근과 달리, 행위
연결망과 상징 연결망을 결합시키는 복합적 연결망을 의미한다. 때문에 상징
즉 노동의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의 형성과 연대주의적 행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질적인 자료, 예를 들어 역사적 경험이나 인터뷰 자료
혹은 문헌 자료들을 양화하는 것이다. ③ 사회적 의제로서 상징과, (행위)관계
의 구조를 결합하여 상징의 행위자적 맥락 혹은 행위자의 상징적 맥락을 보임
으로써 사회적 맥락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접근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특정 시기의 연합사건3)을 중심으로 동일 사건에 참여한 행
위자(조직)와 행위자(조직)의 상호관계, 상징과 상징의 상호관계, 행위자와 상
징의 상호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연결망 분석
[그림 1]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

상징1

상징2

사
건
E
V
E
N
T

행위자1
실 선: 동일 사건 참여
화살표: 상호관계
행위자2

2) 연결망 분석은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해석과 인과적 분석에서 취약함이 있다. 때문에
이것을 담론분석을 결합시켜 보완시키려는 것이다.
3) 여기서 연합사건은 2개 이상의 조직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건을 의미하며, 크게 3종류로
구성된다. 첫째, 노동조직들만이 참여하는 연합사건, 둘째, 노동조직과 시민조직들이 참여
한 연합사건, 셋째, 시민조직들만이 참여하는 연합사건 등이 그것이다. 또 연합사건의 유
형은 연합조직의 결성에서부터 공동성명서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강도
는 크게 강한 연계, 중위 연계, 약한 연계의 등의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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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① 파당(clique, n-clique) 분석, ②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분석, ③ 블록 모델 분석 등이다. 파당 분석은 하위 분파의 형성 유무 및 이들
하위 분파 간의 연계 강도를 측정하여 연결망의 통합과 분화 정도를 확인하는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통합성 여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 구조적 등위성은 동일한 지위에 대한 측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상징군과 특
정 행위군이 연결망에서 어떤 위치(지위)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정규직의 ‘독점적 이해’에 주목하는 상징과 노동자 전체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상징 간의 위치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블록 모델 분석은
특정 집단의 형성, 이들의 상호관계 또 이 집단 전체의 연결망 위치를 드러낼
수 있다. 더불어 연합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망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연합사
건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들을 당연히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들 조
직들은 대개의 경우 영향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헌 자료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보완가능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 담론(언술) 분석은 언술 혹은 담론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접근방법을 두 가지로 차별화할 수 있다. 담론을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본다면
담론 분석은 진리를 구성하는 언어규칙에 주목하는 일종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나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만으로 충분할 것이다(이진우․박일
우․김종환, 1996: 257∼258). 그러나 20세기 사회철학에서의 ‘언어적 전환’이
갖는 함의를 받아들여, 담론을 사회 제 세력간의 힘 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구체
적인 ‘언어권력’이자 현실 ‘재현’으로 보면서 푸코(Foucault)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권력관계에 주목하거나 빼쇠(Pêcheux)처럼 계급론적 담론 개념을 사용한
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단어들의 보편적 의미나 보편적 체
계를 부정하게 된다. 낱말․표현․명제 등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견
지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론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론 분석은 담론을 구성하는 일련의 규칙을
분석함으로써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바뀐다
(Macdonel. 1992: 35∼58). 그 결과 분석방법 역시 발신자와 발화체 그리고 발
화 행위의 관계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종엽, 1988). 이 글에서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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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표현으로서의 텍스트 분석과 사회역사적 맥락을 결합시키는 담론 분석 방
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주요 선언문에서 사용된 핵심적인 단어, 단어의 빈도
수,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선언문이 발간된 사회·역사
적 맥락에 주목하거나, 주요 논쟁의 내용 및 논쟁구조, 논쟁의 맥락 등을 규명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채택하는 텍스트는 시기별 대표 조직의 주요 문건
이나 주요 사건 자료(예를 들어 민주노총 결성선언문,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
의록, 민주노총 사업보고,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주요 급진적 조직사건
에서의 공판기록 등) 혹은 2차 문헌에서 그와 같은 중요성이 인정된 것, 또는
노동일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

Ⅲ. 연구대상 및 자료

이 글은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민주노총 중심 노동운동을 그 연구대
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결망 분석은 1991년과 2001년의 두 해에 대한 비교로
한정한다. 또 자료는 문헌 자료, 연결망 자료를 사용하며 연결망 자료의 경우는
지역과 현장을 뺀 전국(중앙) 차원의 자료로만 주로 구성한다.
첫째, 문헌 자료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뉘며, 1차 자료의 경우 ①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조직’들의 활동 자료와 ② 기타자료로 다시 나뉜다. 대상
이 된 조직 활동 자료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던 조직들 중 연합사건
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300여 개 조직의 자료이다. 특히 시기별 대표적인 노
동조직 및 시민조직의 결성선언문, 주요 구성원, 목표(혹은 강령), 조직체계 및
규약, 연혁, 내부 회의록, 다양한 조직활동(대중집회, 시위, 투쟁조직결성, 공청
회, 심포지엄, 정규․비정규 간행물,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및 정책관련 보고서
등) 자료, 발간․미발간 백서, 재판 자료 등을 활용한다. 또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급진적 조직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전민련, 전국연합, 민주
노총이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의 자료들은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는 10년간의
내부 운영회의 자료와 모든 성명서가, 전노협의 경우 전노협 백서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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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1년 상징연결망 자료
상징대

1. 민주주의

상징중
1. 민중민주
2. 일반민주
3. 정치적 합리화

2. 경제개혁
3. 사회개혁
4. 통일/평화
5. 소수자/성

4.
5.
6.
7.

경제적 합리화
사회적 합리화
통일/평화
여성

8. 여성노동
9. 노동정치

6. 노동
10. 노동조건

상징소
1. 민중민주
2. 민주쟁취
3. 학문사상자유
4. 인권/탄압
5. 공명선거
6. 부패척결
7. 경제/자립
8. 환경
9. 통일
10. 성폭력 등
11. 여성고용
12. 여성복지
13. 노동법
14. 노동탄압
15. 노동방향
16. 임금
17. 고용
18. 산재

4
5
3
3
3
1
3
1
2
3
1
3
6
11
2
4
1
3

개수(%)
4
11

19(32.2)

4
3
1
2
3

3(5.1)
1(1.7)
2(3.4)
7(11.8)

4
19

27(45.8)
8
59(100)

총 합

<표 2> 1991년 연합사건 자료
번호 일시

사 건 명

참여조직 연계

1

1991 고강경대열사폭력살인규탄과공안통치종식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결성

3

2

1991 ILO 조약비준및노동법개정을위한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결성

3

3

199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 결성

3

4

1991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창립

3

5

1991 산업보건종합센터추진대회 개최

6

1991 살인폭력규탄과공안통치종식을위한천주교대책위원회 결성

7

1991 원진레이온직업병사망사건대책위원회 결성

3

8

1991 6.18 장기수석방과후원을위한공동모임 결성

3

...

...

...

59 1991 전노협지원성명

생략

3
3

...
1

주 : * 연계는 공동투쟁 혹은 연합조직 결성등의 강한 연계(3), 심포지엄․토론회 등의 중위
연계(2), 공동성명서 등의 약한 연계(1)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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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91년 연합사건 참여조직
조직이름

약칭

참여사건

시기 성격 분야

1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사목

12, 19

3

3

5

2 가톨릭농민회

가농

15,16

3

3

1

3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치

1,43

4

5

6

4 건강사회실현을위한 약사회

건약

1,5,9,20,43,53

4

5

6

5 경기남부노련

경기남부노련 15,17,18,27,39,40,42,55

4

2

1

... ...

...

...

...

...

...

35,38,49

4

2

1

ILO 기본조약비준및노동법개정
200 을위한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 ILO 공대위
회

주 : * 참여사건번호는 연합사건번호와 동일. 또 결성 시기는 1-한국전쟁 이전, 2-1950~70년,
3-1971~86년, 4-1987~92년, 7-모름으로 기호화. 성격은 1-전위선진노동조직, 2-노동조
합, 3-노동단체, 4-농민·빈민등, 5-시민1(참여연대로 대표), 6-시민2(경실련으로 대표),
7-시민3(가장 보수적 조직), 8-통일전선조직으로 기호화. 분야는 1-생존권(계급), 2-정
치정당, 3-종합(준정당), 4-제도개혁, 5-인권종교통일, 6-사회복지의료, 7-여성소비, 8환경교통주택, 9-교육학술학생, 10-문화언론정보, 11-기타.
** 시민1, 2, 3의 구분의 시민운동의 목표와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시민1은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조직으로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성격을 갖음. 시민2는 경실련으로 대표
되는 자유주의적 시민조직으로 노동과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둠. 시민3은 새마을운동본
부 등 보수적인 시민조직을 의미함.

은 사업보고서 및 성명서, 기관지 <노동과 세계>, 각종 정책자료 및 조사자료
등이 대상이 되었다. 기타 자료는 행정부 및 사법부와 경찰․안기부 등 소위
공안기관의 발간자료, 신문 및 인터넷 등의 미디어 자료, 주요 논쟁자료, 개인
들의 수기 및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들이다.
둘째, 연결망 자료는 1차 자료 중 참여조직과 이슈(상징)가 분명하게 드러나
는 중앙수준의 질적 자료들을 선택하여 연결망 분석이 가능하도록 양화한 것이
다. ①참여조직과 이슈가 분명히 나타나는 1991년과 2001년의 ‘연합사건 목록’
과, 연합사건에 참여한 조직들의 ‘조직-사건’ 자료, ② 또 이슈만을 별도로 재구
성한 상징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연결망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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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1년 상징연결망 자료
상징대분류

상징중분류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
2. 정치적 합리화

2. 사회개혁

3. 사회적 합리화

3. 경제개혁

4. 경제적 합리화

5. 소수자/복지
4. 소수자/여성/복지
6. 여 성

5. 통 일

7. 평화통일

6. 노 동

8. 노 동

총

상징소분류
1.민중민주주의
2.자유민주주의
3.정치개혁
4.인권
5.교육개혁
6.환경/개발
7.의료개혁
8.서민생활
9.실업
10.조세
11.재벌개혁
12.신자유주의
13.사회권
14.복지
15.최저임금
16.비정규
17.여성노동
18.성폭력
19.육아보육
20.여성인권
21.성매매
22.통일
23.평화
24.노동탄압
25.노동권
26.노동법
27.노동조건

합

개 수(%)
2
1
6
4
4
4
6
2
1
1
1
2
2
2
3
4
2
2
1
1
1
2
5
4
2
2
2

3( 4.4)
10(14.5)

16(23.2)

5( 7.3)

11( 5.9)

7(10.1)

7(10.1)

10(14.5)
69

<표 5> 2001년 연합사건
참여
연계
조직
2001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결성
3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3
6.15 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통일연대 준비위집행위원회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결성
생략 3
부당한 보험료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위한 노농시민단체공동대책위원회
3
...
...
성명서-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시민사회노동단체참여자입장
1
사 건 이 름

1
2
3
4
5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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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1년 연합사건 참여조직
1
2
3
4
5
...
277

조직이름
21 세기생협연대
6 월광장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YWCA 지역2

약칭
21 생협
6 월광장
노동사목
건보단
건약
...
Y 지역2

참여사건
5,38
15,16
2,12,16
107
73,74,75,107,156
...
59

시기 성격 분야
6
5
8
6
5
9
3
5
2
8
3
5
4
3
5
...
...
...
0
4
10

주 : * 참여사건번호는 연합사건번호와 동일. 또 결성시기는 1-한국전쟁 이전, 2-1950~70년,
3-1971~86년, 4-1987~92년, 5-1993~97년, 6-1998~현재, 7-모름으로 기호화. 성격은
1-전위선진노동조직, 2-노동조합, 3-노동단체, 4-농민․빈민 등, 5-시민1(참여연대로 대
표), 6-시민2(경실련으로 대표), 7-시민3(가장 보수적조직), 8-통일전선조직으로 기호화.
분야는 1-생존권(계급), 2-인권종교, 3-통일 4-의료사회복지, 5-종합시민, 6-교육학생학
술, 7-문화언론정보, 8-환경교통주택, 9-정치법경제개혁, 10-여성소비, 11-기타.

Ⅳ. 공공성과 통합성을 중심으로 본 한국노동운동의 변화

1. 대의명분으로 전락한 ‘공공성’: 중앙-지역·현장 간의 심각한 괴리
1991년과 2001년에 형성된 사회적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 앞의 상징연결망
자료(표 1, 표 4)를 비교해 보면 의제의 성격, 내용, 의제 상호간의 관계에서 상
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표 7> 1991년-2001년, 상징분포 비교
상징유형
민주주의
정치적 합리화
사회적 합리화
경제적 합리화
소수자/여성/복지
평화/통일
노동
전체

1991
15(25.4)
4( 6.8)
1( 1.7)
3( 5.1)
7(11.8)
2( 3.4)
27(45.8)
59( 100)

2001
3 ( 4.3)
10(14.5)
16(23.2)
5( 7.2)
18(26.2)
7(10.1)
10(14.5)
6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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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개혁적 의제의 측면에서 1991년에는 민주주의 상징이 25% 이상의
비중을 갖는 반면, 2001년에는 4% 정도에 그친다. 정치적 합리화까지를 포함
시켜도 1991년에는 민주주의 상징의 비중이 32%인 반면 2001년에는 18% 정
도이다. 이것은 1991년을 정점으로 민주쟁취 - 민중민주를 전면에 내건 투쟁이
약화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즉 1991년에는 민중민주 - 민주쟁취의 주해
석틀(master frame)이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주해석틀이 소멸한
다. 이것은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의제가 다양하고 고르게 분
포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2001년에는 소수자/여성/복지 상징이 26%를
차지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을 반영한다 하겠다. 결국
1991년의 경우 민주쟁취-민중민주 주해석틀을 중심으로 노동이 사회적 의제의
형성에 참여하였다면 2001년에는 노동이 보다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주해석틀의 유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중앙
수준에서 노동은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관련 의제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문제가 조금 달라진다. 1991년 노동관련 의제
는 45.8%로 가장 많은 데 비해, 2001년에는 노동관련 의제가 14.5%이다. 즉
1991년에는 시민사회운동 전체의 중요한 의제로 노동이슈가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노동이슈가 주로 국가의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때는 조직노동자들만의 이해를 넘어선 노동
계급의 집단적 이해, 혹은 그보다도 범위가 넓은 시민사회적 이슈의 한 부분을
노동이슈가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1년에 접어들면 노동이슈
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적 이슈로서의 노동이슈의 성격
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1991년 상징의 구조적 등위성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를 보면 1991년 시민사회운동 조직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상징은
(민중)민주와 노동이다.
또 상징블록모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보다 뚜렷하다.〔그림 3〕
에서
보이듯이 당시 ‘민중민주 상징’은 수신과 발신수가 가장 많으며 노동, 정치적합
리화, 일반민주주의, 사회적 합리화 그리고 통일/평화 상징과 긴밀하게 연계되
어 있어 주해석틀로서의 민중민주 상징을 중심으로 여타 상징들이 수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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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91년 상징의 구조적 등위성
4사분면

1사분면

민주주의
경제개혁
사회개혁
평화/통일
소수자/성
노동

3사분면

2사분면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당시의 민중민주 상징은 노동자계급의 중
심성을 전제로 한 사회변혁적이고 급진적 의제였다. 이 역시 노동관련 상징이
공적이고 사회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민중민주-노동탄압 등의 이슈가 연계되어 공공적인 형태로 제기되는 것
은 전국(중앙) 차원에 국한된다. 지역․현장 차원에서는 노동이슈가 저항적 형
태로 표출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아직 뚜렷한 사회적 의제(즉 사회개혁적이고
민주주의적 의제)로까지 공공연하게 표명되고 있지는 않다. 1990년대 초반의
대표적 현장투쟁이었던 1990년 5월 1일자 골리앗결사대의 투쟁결의문은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적 천대와 비애4)에 울분을 느끼고 급기야 투신하려는 동지들
을 감싸안으며 눈물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노조가 유린되고 천대받는 현실

4) 이후 밑줄은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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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91년 상징블록모델

상징블록 간 연계정도
민중민주: 수신5, 발신5
민주쟁취: 수신4, 발신3
통일평화: 수신3, 발신3
정치합리: 수신3, 발신2
노동정치: 수신3, 발신2
노동조건: 수신2, 발신2
경제합리: 수신1, 발신6
사회합리: 수신1, 발신1
여성일반: 수신1, 발신1
여성노동: 수신1, 발신1

에서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우리를 이렇
게 천대한다면 우린 이곳에서 모두 함께 죽을 것입니다”라는 등 한 쪽의 짧은
유인물에서 ‘천대’라는 표현만 세 번 반복한다. 5월 3일자 「골리앗에서 노동형
제들에게!!」라는 메시지에서도 “진짜 노동자”, “멋진 노동자”, “아름다운 투
사”,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대원”, “노동의 신성한 피로, 노동자의 붉은 피로 이
더러운 세상 씻어 버리고” 등의 한 서리고 정서적으로 격앙된 표현이 반복된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상 경험을 표현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문화적
개념은 한(恨)이”라고 한다. 또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많은 노동투쟁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한은 외견상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인한 노동갈등을 격렬한 저항으로 확대하는 불씨가 되곤 했다”(구해근, 2002:
201∼204). 그런 점에서 ‘한’으로 나타나는 여러 저항적 표현들은 단지 조직노
동자들의 이해 표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으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들은 그것이 명확한 계급언어나 계급문화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뚜렷한 공공적이고 나아가 연대주의적 의사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아
직 형성기의 징후이다.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남성 노동
자가 여성 노동자를, 또 노동자가 사회의 다른 소수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
급적 정체성의 확립과 연대주의적 의식의 확장이 적어도 지역 현장 차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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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투쟁에서는 하나의 문화로까지 구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물론 이 메시지가 “6월 항쟁의 함성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함성의 그 날, 노동해방의 그 날에 살아 숨”쉬기 위해 “민중이 주체적으로 떨쳐
일어서야 할 때”이며 “민중의 의지를 받들어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전력을 경
주”할 것이라고 끝맺는다는 점에서 발전의 가능성은 보인다. 그래서 중앙차원
에서의 의제 형성의 내용 및 방식과 현장 수준에서의 그것이 다르긴 하지만 당
시까지는 양자간의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2001년에는 중앙-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
의 형성이 대의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중앙의 상
징연결망을 살펴보자.
2001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던 시기이
다. 즉 노동운동의 공공성 약화가 매우 강하게 거론되었던 해이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총 중앙의 상징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그림 4〕
의 특징은 첫째, 노
동상징이 정치 상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노동 관련 보
건의료 상징이 하나의 하위그룹을 형성(B)하고 있는 것은 노동-정치 연계의 전
형적 양상이다. 둘째, 불평등 관련 상징(C)이 단일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 및 노동조건 관련 상징(A)과 노동정치 상징(B)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평등 관련 상징이 매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는 노동-정치-불평등이
연계되는 공공적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현장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정규직 이해가 강조되면서 중앙-현
장 간의 괴리가 매우 커진다. 이것은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괴리
와 맞물리면서 노동운동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민주노총 사
업보고에서 대표적인 비정규직 투쟁지원으로 거론되는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투쟁은 사실상 가장 전형적인 정규-비정규 갈등 사례이다. 정규직 노조의 가입
거부로 1999년 10월 13일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던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2000년 회사측이 계약직 1만여 명 중 6천5백명에 대한 해고결정을 내리면서
독자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다. 정규직 노조 역시 2000년 12월 정부의 민영화 발
표로 파업에 돌입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제의는 완강하게 거절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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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1년 민주노총 상징 연결망

A: 노동내부상징

노동조직
노동조건
노동정치
불평등/복지
정치개혁
의료보건
경제/기타

C: 불평등관련상징

B: (노동)정치/보건의료

결과 비정규직 노조의 외로운 싸움이 지속되었다. 물론 이랜드 등 몇 개의 중소
기업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그 비중이 매우 적
고 예외적이다.
두 번째로, 2001년과 2002년 모두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 등이 사실상 ‘공공성’ 확보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
용안정 보장에 그쳤다. 당시 한국중공업 노조의 성명서 「팔아라 팔아! 공기업
은 다 팔아라」
를 보자. 이 성명서에서는 민영화 문제를 “한국 중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체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발전설비 전문 제작업체로서 (중
략) IMF의 한파가 몰아친 작년에도 450여억원이나 흑자를 낸 그야말로 알짜
공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은 매국노
(중략) 헐값에 넘겨주는 것 (중략) 한중 민영화 방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무시한
처사이고 대량실업만 부채질 (중략) 주권 포기”라고 한다. 결국 이 성명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래된 경제발전 담론과 낮은 수준의 민족주의이다. 민영화를
통해 발생할 공기업의 공공적 성격의 약화와 이것이 노동자계급 및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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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발생할 부정적 효과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경우 “반대와 저항으로 시종일관하는 듯
비치고 노동운동이 공공부문의 전망을 제기하는 주체로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현재의 고용․임금․복지의
유지에만 집중하는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매몰되고 공공이나 여타 사회단체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
다(김태현, 2001). 더군다나 이들이 “기업별노조주의와 교섭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장 이기주의를 드러내었다. 이면계약이 성행하였으며, 이는 대중적
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조직적으로는 ‘조직의 폐쇄성’과 아울러 ‘소아병
적 비밀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지적은 민주노총의 대의명분과 지역․업
종․기업별 현장에서의 현실이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김태현, 2001).
최근 불거지는 노동조합 비리 문제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주도한 비정규직 철폐운동 역시 그 성과가 미흡
하다. 예를 들어 단협체결의 경우 2001년 민주노총 가입노조는 총 966개이며
이중 비정규직 관련 조항을 단협으로 체결한 노조는 61개로 전체의 6.3%이다.
또 2000년 미조직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시작한 5억원 모금운동은 2년간
목표액의 24%를 거두는 데에 그쳤다(2001년 사업보고). 이보다 훨씬 쉬운
2002년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명운동에 참여한 노조원도 전체의 19.9%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04년에 접어들어 보건의료노조 및 금속노조
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현장 간의 괴리가 극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산
별노조에 주요 대기업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서울대병원노조가 연대주의적인 규약 10장 2
조5)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조건부 탈퇴선언을 한 후 결국 2005년 3월 임시대의
원대회에서 탈퇴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중앙 수준에서 형성된 공공적 의
제가 지역․업종․현장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1991년과 2001년 연결망 분석 및 지난 10여 년간 노동운동의 담
론 분석을 통해 형성된 의제의 성격 및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 차원에서는
5) 산별협약은 최소 기준을 정하는 협약이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 지부 협약보다 우선 효력을
갖는다는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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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의제가 계속 형성․유지되나 현장 수준에서는 조직노동
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제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성의 가정에 비추어보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조건이 약화되어
온 것이다. 또 공공성이 일종의 대의명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그
러나 전국적(중앙) 차원에서 여전히 공공적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
실 그 자체는 여전히 주목되어야 한다.

2. 통합성의 현저한 약화: 노동운동의 파당 형성
다음으로 노동 내부와 노동 외부의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관계에서 통합
성의 강화 혹은 약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1년과 2001년의 연결망을 비교
하였다. 1991년 노동조합 및 여타 노동조직들 간의 상호관계는〔그림 5〕와 같
다. n-clique(n=5)분석을 한 결과 노동조직들은 두 개의 그룹(G1, G2)로 나뉘어
지긴 하나 조직의 90% 이상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조직들간의 관계맺기가 매우
통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1991년 노동 내부 연결망

중첩

주 : * 이 그림은 참여조직 상호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조직 대다수를 포괄하는 방식
의 파당분석(n-clique)에 해당함.

정치선진
노동조합
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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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강한 연계만을 추출하여 clique 분석을
한 것이〔그림 6〕
이다.
강한 연계만을 추출할 경우 연결망 내부가 20개의 하위그룹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그룹간 중첩 정도는 상당히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 개의 파당으로 나뉜다. ‘정치선진조직+노동조합’ 중심(A) 파당과 ‘정치선진
조직+노동단체’ 중심(B) 파당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파당은 강한 연계에서만
나타나고 정치선진조직에 의해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이 매개된다는 점에서
1991년 노동 내부는 대체적으로 통합적인 경향이 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 중심 파당에 정치선진조직들이 결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노협에
소속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노조협의회와, 전노협과 별도로 결성된 업종노련
이 긴밀한 관계맺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노동 내부의 통합성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1991년의 노동 외부 관계를 살펴본 것이〔그림 7〕
이다. n-clique
(n=9)에 의거하여 분석한 위의 그림을 보면 1991년 노동 외부(노동조직과 시민
운동조직)의 관계구조가 매우 통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1991년 노동 내부 파당(강한 연계만을 추출)

노조파당

A

B

정치선진
노동조합
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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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91년 노동의 사회적 연결망

A:
시민2,3
파당

B: 중심파당

정치선진
노동조합
노동단체
농민 등
시민1
시민2
시민3
연합조직

더불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보수적인 시민조직 2, 3은 고립적이
다(A). 이들은 내부적으로도 강한 결속을 형성하지 못하며 또한 사회적 연결망
전체에서 보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결망 전체의 통합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더군다나 보수적인 시민조직과 연계가 약하다는 것이 노동운
동의 연대주의적 특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의 사회적 연결망이
가지는 통합성은 강한 결속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그룹(B)의 존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이 그룹은 정치선진, 노동조합, 노동단체, 농민 등 기타계급 그리고
시민1과 연합조직(통일전선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첩의 정도가 매우 높
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여성 조직들과 지역환경 조직들 역시 이들 조직과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의 연대주의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조직들이 연결망의 주변을 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환경조직들이 전체 연결망의 주변을 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앙조직이기보
다는 지역조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조직들은 전국조직조차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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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이다6). 결론적으로 1991년은 노동 내부와 노동 외부 모두 매우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것을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의 형성과 연관시켜 본다면 1991
년의 연결망 분석 결과는 노동의 공공성과 통합성이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연대주의적 특징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1년에도 관계에서의 이
와 같은 통합성이 유지되는가?
〔그림 8〕
은 2001년 민주노총 내부 연결망이다.7) 이 연결망은 1991년과 비교
하여 뚜렷한 파당을 형성한다.
[그림 8] 2001년 민주노총 내부 연결망
정규노조
비정규노조
노동단체

비정규노조

정규노조

6) 이 문제는 이 글의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
7)〔그림 8〕
은 민주노총의 자기중심적 연결망 자료 중 노동 내부 조직에만 한정하여 연결중
심성이 1인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이분화한 후 clique 분석한 것이다.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의 가능성(은수미) ꌙ

65

첫째, 비정규직노조들의 경우, 정규직 노조그룹에서 철저히 배제될 뿐만 아
니라 상호간에도 강한 결속을 형성하지 않는다. 매우 고립분산적인 것이다.8)
비정규노조 중 정규직노조 혹은 노동단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전국대학강사
노조(전강노)나 전국여성노조연맹(여성노련) 그리고 학습지노조 등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처음부터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정규직 노조와 노동단체들은 39개의 clique을 형성하면서 강하게
중첩되어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격렬하게 폭발된 비정규-정규 간의 갈등이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그림 8〕의 오른쪽, 즉 정규직노조와 노동
단체들의 파당 중에서도 현장의 정규직노조들은 노동단체 그룹들과의 중첩이
약하다. 노동단체와 중첩을 형성하는 그룹은 정규직 중 주로 지역․업종노조이
다. 따라서 중앙->지역․업종->현장으로 갈수록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노동단체
와의 연계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접어들면 정규직노조 중심
의 고립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셋째, 현장의 정규직노조와 중첩을 형성하는
노동단체들의 대부분이 산재추방공대위와 건강세상 등 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연관되어 협력한 산재의료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들 노동단체들과의 연계는 오
히려 정규직의 폐쇄적 결속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특징은 민주노총의 노동 내부와 외부를 통합시킨 연결망(그림 9)에
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40여 개의 clique이 형성되는 이 분석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의 배
제(D)와 정규직 중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하위그룹(A)의 형성이다. 첫째,
통합연결망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노조,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으로부
터도 배제된다.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배제는 단지 노동운동의
문제만이 아니며 중심적 시민운동조직 역시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달리 2000년대 비정규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을 규
명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다
루지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관계 및 상징의 양상을 분석하는

8) 1980년대까지 노동운동조직들이 고립분산적이었던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은 생성적
단계의 양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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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1년 민주노총 통합연결망

D: 비정규직(배제)

C: 시민1+시민2

B

.

:

시민1+노동조직

중첩

정규직노조
비정규노조
노동단체
시민1
시민2

A: 정규직노조파당

것은 비정규직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지역 혹은 업종노조와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1조직이 연합한 하
위그룹 B와 시민1조직과 시민2조직 중심 하위그룹(C) 간의 중첩성이 매우 높
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결속이 비록 약화
되긴 했지만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중첩을 형성하는 ‘시민1+노동조직’ 간의 파
당이 그것이다. 이것은 노동 내부 정규직 중심의 고립적 파당의 효과가 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공공적 사회적 의제 형성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1991년에
비해 2001년은 두 가지 차원의 괴리가 뚜렷하게 보인다. 하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적 사회적 의제에서 나타나는 중앙과 현장 간의 괴리이다.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의 가능성(은수미) ꌙ

67

또 다른 하나는 통합성에 있어서 정규직노조 중심의 고립적 파당이 두드러진다
는 사실이다. 즉 중앙 차원에서는 상징 수준에서의 공공성이 드러나지만 관계
맺기에서는 중앙 차원의 자료에서조차 정규직의 고립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
국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가 중앙 수준에서는 형성되지만 현장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에서는 통합성이 상대적으
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2001년 노동연결망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
런 점에서 행위와 상징도 괴리되고 있다 할 것이다.
관계맺기에서의 통합성 약화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노
동의 대응을 통해 더욱 고착되었다고 보인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한 민주노
총의 대응은 ‘고용안정’이었다. 1997년 9월 27일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쟁취
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고용안정특별법｣,
｢임금채권보장에관한법률｣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임금삭감 없이 노동단축을 통한 고용안
정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 국민항쟁’을 선포”했다(<노동과 세계>, 호외 1호).
물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15대 공약 요구에는 고용안정
외에도 경제민주화, 사회보험제도 개선, 교육개혁․행정개혁 관련 내용들이 총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고용안정 요구가 곧바로 정규직 중심의 이해로만 제한되
는 것은 아니었다. 또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는 확산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우
려가 확인된다. 하지만 1998년에 접어들면서는 모든 활동이 정규직 ‘고용안정’
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1998년 2월 6일 잠정 합의된 노사정위원회의 협약안이 민주노총 대의원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면사퇴하고 비
상대책위 체계로 바뀐 것도 상당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다. 대의원대회에서의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된 정리해고 잠정합의에 대한 분노
는 전교조 합법화, 실업 및 고용대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노동조합의 직업훈
련 참가, 노동시간 단축 위원회의 구성 합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
절하했다. 이 자리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 판례가 폭넓
게 해석되어 1997년 10월 이미 40만 노동자가 정리해고제 도입 이전에 해고된
상황에 관해서는 눈을 감았다. 정리해고에 대한 무조건 반대보다는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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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또한 이를 넘어
서는 대안적인 의견도 검토되기 어려웠다.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은 첫째, 현장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무하고 둘째, 노동자의 계급적 시각을 관철 내
지 고수하는 것”이라는 주장(<노동과 세계>, 제23호)이 정규직 이해에 대한 무
조건적 충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1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를 비판하고 등장한 2기 집행부는 선거에
서 “민주노총의 위기는 상층부의 위기일 뿐입니다. 계급적 자주성과 절차적 민
주성의 훼손, 관료화된 상층부와 조합원과의 괴리가 위기의 본질이고 그것을
관료적으로 봉합하고 무마하려는 상층부의 무리한 시도들이 위기를 확대시키
는 중대한 요인”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돌려받을 조합원 대중들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주력한다는 사실은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노조는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함께 했던 식당 여성조합원
들의 해고를 양보교섭 대상으로 내놓았다. 1999년 3월 결성된 한라중공업 사내
하청노조 위원장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안정의 희생물이 되는 일
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한다(<노동과 세계>, 제60호). 경제위기가 지
속되는 동안 거의 90% 가까운 나머지 미조직 혹은 비정규 노동자를 지원하는
행위는커녕 그와 유사한 의견조차 제기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용안정을 내건
정규직의 1998년 총파업은 노동자들 전체의 지지조차 받기 어려웠다. 물론 파
업이 철회된 후 “5말6초 투쟁을 고용안정에만 맞춰 고용불안이 피부로 와 닿지
않거나 휩쓸고 지나간 곳은 투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사회개혁 프
로그램을 갖고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민
주노총 간부의 발언은 주목되어야 한다(<노동과 세계>, 제30호). 왜냐하면 사
실상 이 때를 전후하여 민주노총 중앙은 사회보장 및 사회개혁을 전면에 제기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을
위한 고용안정에 매달렸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정규직, 남성, 대기업 노동조합
의 전국적 조직으로 고착시킬 매우 위험한 경험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의
잘못은 정규직 현장 대중과 너무 떨어져 있으며 민주적 의사소통이 부재하였던
것에 있다기보다는 정규직 노조들이 정규직 중심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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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적 내용과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와 같은 반복적 투쟁 경험은 노동 내부의 구조적 분절로 곧바로 외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합성의 측면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축소되어
왔다. 특히 정규직 중심의 고립적 파당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 내부뿐만 아니라 노동 외부 연결망에서도 비정규직의 배제가 확인된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긴밀한 관계가 비록 약화되긴 했더라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은 통합성 해체를 완화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Ⅴ. 결 론

공공성과 통합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발
전 가능성 혹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의 재형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에 흔적
을 남기고 있다. 하나는 전국적(중앙) 수준에서의 공공적 사회적 의제가 여전히
형성·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대의명분으로 전락한다 하더라도 현장
수준에서의 조직 노동자 중심의 강력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적 차원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다른 하
나는 노동 내부와는 달리 노동 내부에서는 여전히 통합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다. 한국 노동운동은 여전히 시민운동조직과의 상대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자원동원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특징은 현저히 약화되어 있지만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는 몇 가지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보다 강력한 개혁적 리더십의 구성
여부이다. 현재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상당 부분 ‘거래적 리더
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며 중앙 수준에서는 조절적 리더십과 개혁적 리
더십이 결합되어 있고, 현장 수준에서는 독점적 리더십이 보다 강하다(Burns,
1979)9). 거래적 리더십은 노동운동이 제도화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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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라는 급격하게 변
화하는 조건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내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만 축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혁신적 리더십 특히 개혁적 리더십으로의 재구
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힘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지도력을 일정 정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
노동당의 의회 진출, 또 민주노총 상층간부들의 1980년대 경험, 그리고 국가의
배제적 노동정책의 부분적 전환 등 리더십의 재구성에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둘째, 비
정규직 등 노동인구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산별로의 전환과 조직화의 강화
여부이다. 2000년대 접어들어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던 산별 전환은 두 가지 장
애에 부딪혀 있다고 보인다. 하나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불참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측의 부정적 태도이다. 게다가 조직률 하락 역시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이 결과 산별 전환이 중소기업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부가 공공성과 통합성의 확보를
통한 연대주의적 전통의 복원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과 시민
운동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다. 약화되긴 했지만 한국 노동운동은 초
기부터 여타 사회운동의 자원을 동원하여 왔다. 이 전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상대적으로 친노동적 조직들과의 협력은 정
규직 이기주의의 부정적 효과가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물론 시민운동과의 결속은 노동계급 이해와 상충되
는 면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조직들로 그 범위를 좁힐 경우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
주노동당의 정치적 진입은 민주노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노
9) 거래적 리더십은 서구 선진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공동 목적의 성취보다는 수
단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개인 및 집단과의 합리적 거래를 통해 집
단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 하위 범주로서 조절적 리더십과 독점적 리더십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정규직 이기주의와 같은 유형을 의미한다. 이와 구분되는 것이 혁신
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다. 혁신적 리더십의 하위 범주에는 혁명적 리더
십과 개혁적 리더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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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동의 리더십 재편과 산별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노총 및 시민운동과의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직노동의 이해에
보다 충실할 수 없는 민주노총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다 유리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 특히 사회운동적 노
동운동으로의 발전 가능성 및 그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혹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의미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노동
운동이 1980년대 이미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사회운동적 특성의 합리적 핵심들을 되살려 내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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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sibility of Social Movement Unionism in Korean
Labor Movement
Eun, Soo-Mi
This paper defines preconditions of social movement unionism as
following: ensuring the public and raising the solidarity. And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rogress to social movement unionism in
Korea labor movement. Because this will provide the cue to overcome
the crisis of Korean Labor Movement.
Next, core methodological tool of this paper is network analysis.
Especially it comparison between 1991 and 2001, and fill up the limit
of network analysis with discourse analysis. The analysis use various
literatures materials from 1990 to now.
Outcomes

of

m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ovement unionism is disappear, there are the
public social agendas left partially in macro level. Second, the
networking between labor movement and civic movement ease the
ego-centricsm of regular workers. This mean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social movement unionism. But For realization of social movement
unionism, it needs three conditions: first, the transition transactional
leadership to transformational one. second, powerful switchover an
enterprise union to an industrial union. third, the change of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labor movement and the civic movement.
Keywords: social movement unionism, the public, solidarity,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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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고숙련․고학력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숙련편향적인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때문이며,1) 이에 따라 고학력자의 고용
과 임금이 (저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
어 대학졸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청년실업과 하향취업 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정책적으로도 대학입학 정원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들어 심각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한 것도 아니다. 청
년실업이 대졸자 공급증가에 기인하므로 대졸자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하향취업의 문제도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
하다. 하향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대
졸자들이 하향취업을 한다면 그들의 상대적인 임금 역시 하락해야 한다. 그러
나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상대임금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기술의 숙련편향적
진보에 기인한 것으로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는 외생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 고학력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력공급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을 우려하기
에 앞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초․
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비슷한 GDP 수준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
학교육에 지출되는 교육예산 비중이 매우 낮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
나라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이고, 고등교육 재정의 설립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필요한 고급 인적자원의 양성․공급이
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과,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를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간에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3) 특히, 경제의 지식집약화가 가속화됨에
1) 기술의 숙련편향적인 진보에 대한 기존 연구는 Johnson(1997), Katz and Autor(1999),
Acemoglu(2002) 등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강식(2004)에 정리되어 있
다.
2) 내생적 기술진보이론에 대해서는 Acemoglu(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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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적정한 교육재정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고
등교육에 대한 적정 재정투자 비중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정 교육재정 비중은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치의 비교와 교육재정의 국제비교를 통해 추정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OECD 국가 등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III장에서는 학교급별 교육투
자수익률 추정 및 교육재정의 국제비교를 통해 학교급별 적정 재정비중을 추정
하고, 제IV장에서 분석결과의 요약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교육비 지출 분석

1. 교육비 지출의 국제비교

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표 1>에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교육비(공공부담+민간부담) 비중이
비교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4.8%(2001년)
로서, OECD 국가의 전체 평균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3) 고등교육에서의 사학의 역할이나 적정비율, 사학에 대한 적정 재정지원 등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3/4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논할 수 없고, 사립대학의 대부분이 등록금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질적 제고보다는 양적 팽창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사학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적정 재정투자는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4) 경제발전 초기에는 초․중등교육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
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초등교육에 투자하다가 경제수준이 높아지
면서 중등교육 투자를 늘린 것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인력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미 국가나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초․중
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에 정부가 투자함으로써 인력정책이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
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World Bank, 1993).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고 경제의 지식집약
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인력수요구조도 고도화되며, 따라서 교육재정의 초점도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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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3.4%로서,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1.4%에 비해 매
우 높다. 특히,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을 합한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총액이 GDP
<표 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국가별 단순평균
OECD 평균

공공
부담
4.5
5.6
6.0
4.9
4.2
6.8
5.7
5.6
4.3
3.8
4.6
6.1
4.1
4.9
3.5
4.8
3.6
5.1
4.5
5.5
6.1
5.6
5.8
4.0
4.3
6.3
5.4
3.5
4.7
5.1
5.0
4.8

2001년
민간
부담
1.4
0.2
0.4
1.3
0.4
0.3
0.1
0.4
1.0
0.2
0.6
0.6
0.3
0.4
1.2
3.4
n
0.8
0.4
m
0.2
m
0.1
0.1
0.6
0.2
m
n
0.8
2.3
0.7
1.4

전체
6.0
5.8
6.4
6.1
4.6
7.1
5.8
6.0
5.3
4.1
5.2
6.7
4.5
5.3
4.6
8.2
3.6
5.9
4.9
m
6.4
m
5.9
4.1
4.9
6.5
m
3.5
5.5
7.3
5.6
6.2

공공
부담
4.5
5.9
m
6.2
4.7
6.1
6.2
5.9
4.5
3.1
4.9
m
4.7
4.7
3.5
m
m
4.6
4.5
4.8
6.8
5.7
5.3
4.6
4.5
6.1
5.4
2.3
4.8
5.0
-

1995년
민간
부담
1.2
0.3
m
0.8
0.7
0.2
x
0.4
1.0
n
0.6
m
0.5
m
1.1
m
m
1.0
0.4
m
0.4
m
n
0.1
0.9
0.1
m
n
0.7
2.2
-

전체
5.7
6.2
m
7.0
5.4
6.3
6.3
6.3
5.5
3.2
5.5
m
5.3
m
4.6
m
m
5.6
4.9
m
7.1
m
5.3
4.7
5.4
6.2
m
2.3
5.5
7.2
-

공공
부담
4.2
m
m
m
m
m
m
5.1
m
m
m
m
m
m
m
m
m
m
m
m
8.1
m
m
4.8
4.4
5.1
m
2.8
4.2
4.9
-

1990년
민간
부담
0.8
m
m
m
m
m
m
0.5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0.3
0.7
n
m
m
0.1
2.2
-

주 : m은 자료 없음, n은 숫자가 작음(0에 가까움), x는 다른 항목에 포함되었음을 의미.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전체
5.0
m
m
m
m
m
m
5.7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5.1
5.1
5.1
m
2.8
4.3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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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나. 학교급별 공교육비 지출 비중
<표 2>에는 각국의 공부담 공교육비 수준과 학교급별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초등교육에 지출한 교육비 비중이 41.42%로서 여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비
<표 2> 각국의 공부담 공교육비 수준과 학교급별 비중
연도
콜롬비아
이란
튀니지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칠레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헝가리
체코공화국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호주
홍콩(중국)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2002
2002
2001
2002
2002
2000
2002
2002
2001
2002
2001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공부담 공교육비
총액(백만달러)
3,138.3
5,850.0
1,339.4
15,352.8
6,131.3
6,661.9
238.1
478.0
5,472.3
753.0
2,596.6
1,127.9
11,051.5
31,206.8
12,359.8
3,827.2
3,536.5
20,841.7
4,409.2
7,936.2
32,362.1
19,194.5
6,579.0
101,677.3
20,335.9
150,348.0
584,846.0

공부담 공교육비에서의 비중(%)
초등교육
44.57
25.95
33.31
30.24
37.76
45.93
31.03
31.37
27.17
42.76
43.02
14.89
36.56
39.57
35.56
18.95
16.77
41.42
27.75
35.43
26.09
34.36
23.65
15.12
27.33
35.21
32.70

중등교육
33.10
36.33
45.03
37.65
30.09
31.33
31.54
33.84
34.51
30.69
34.27
51.26
37.99
34.41
35.57
38.84
50.46
37.28
40.14
30.03
41.82
40.05
32.73
48.97
37.73
39.78
34.46

고등교육
19.87
18.46
21.65
21.62
32.16
14.55
29.23
19.16
32.06
19.16
14.53
20.53
16.00
14.50
18.44
21.63
19.34
13.54
24.67
18.30
22.80
22.88
33.18
24.46
28.03
15.06
26.30

주 : 공부담 공교육비 중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외의 재정인 유치원과 학교급별로 분류
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제외.
자료 : UNESCO, Statistical Year Book(http://stats.uis.unes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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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37.28%로서 여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고등교육에 지출한 비
중은 13.54%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다. 학교급별 공교육비 지출 비중은 국가별 GDP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III장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다. 학교급별 공교육비의 GDP 비중 및 재원구조
<표 3>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초․중등교
육 및 고등교육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
<표 3> 교육기관별 공교육비의 GDP 비중 및 재원구조(2001년)
(단위: %)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영국
미국
국가별 단순평균
OECD 평균

초․중등교육기관
공공재원 민간재원
3.6
0.7
(84)
(16)
3.1
0.3
(93)
(8)
3.7
n
(99)
( 1)
4.0
0.2
(95)
( 5)
2.9
0.7
(81)
(19)
5.0
0.2
(95)
( 5)
2.7
0.2
(92)
( 8)
3.5
1.0
(77)
(23)
3.4
0.5
(87)
(13)
3.8
0.3
(93)
( 7)
3.5
0.3
(93)
( 7)
3.5
0.3
(91)
( 9)

전체
4.3
(100)
3.4
(100)
3.7
(100)
4.2
(100)
3.6
(100)
5.2
(100)
2.9
(100)
4.6
(100)
3.9
(100)
4.1
(100)
3.8
(100)
3.8
(100)

주 : 1) ( ) 안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구성비(%).
2) n은 숫자가 작음(0에 가까움).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공공재원
0.8
(52)
1.5
(61)
1.7
(97)
1.0
(88)
1.0
(91)
0.9
(95)
0.5
(43)
0.4
(16)
0.8
(73)
0.9
(34)
1.0
(75)
0.9
(49)

고등교육기관
민간재원
0.7
(48)
1.0
(40)
n
( 3)
0.1
(12)
0.1
(9)
n
( 5)
0.6
(57)
2.3
(84)
0.3
(27)
1.8
(66)
0.3
(25)
0.9
(51)

전체
1.5
(100)
2.5
(100)
1.7
(100)
1.1
(100)
1.0
(100)
0.9
(100)
1.1
(100)
2.7
(100)
1.1
(100)
2.7
(100)
1.4
(100)
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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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 비중은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4.6%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
재원에 의한 공교육비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중이 3.5%로 OECD
평균수준인 데 비하여,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중
이 0.4%로 OECD 평균의 40%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비의 공공부담률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
에서 특히 낮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재원의 77%가 공공재원이고 민간재원이
23%로서 OECD 평균(공공재원 91%, 민간재원 9%)보다 공공재원 지출이 훨씬
적다.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공공재원의 비중이 16%에 불과하고 84%가 민간
재원이어서, OECD 평균(공공재원 49%, 민원 51%)에 비해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비용의 민간의존도가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의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높다
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이, 4년제대학의 사립학
교 학생수 비중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사립대학 재정에서의 정부지원 비
율이 10%가 넘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미국에서도 사립대학 재정에서 정부지원
<표 4> 사립대학 학생비율 및 사립대학 재정의 정부지원 비율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사립대학의
학생수 비율1)

74.9
(2002)

35.1
(1999-2000)

73.3
(2001)

사립대학 재정의 정부지원
비율2)

4.0
(2001)

16.4
(1995-1996)

11.4
(1995)

국공립대학 재정의 정부지원
비율

54.2
(2002)

51.0
(1995-1996)

57.5
(2001)

주 : 1) 4년제대학 학생수 중 사립대학 학생수 비율.
2) 사립대학 재정 중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3) ( ) 안은 해당 연도.
자료 : 최청일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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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 대학의 잠재적인 사회적 기여도 면에서나 사회형평성 차원
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충 차원에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사학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라.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표 5>에는 2001년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이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는 초등교육에 1인당 $3,714, 중등교육에 1인당 $5,159를 지출한 데 비해,
OECD 국가들은 평균 $4,819 및 $6,688를 각각 지출하여, 우리나라의 공교육
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지출액은 $6,618로서, OECD 평균인 $12,319와는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학생 1인당 지출액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국의 교육여건

가. 교육예산 규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1980년의 2.9%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1998년에는 4.1%로 높아졌다(표 6 참조). 그러나 이후 다시 소폭 감소
하여, 2002년에는 3.7%를 기록하였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은 비교적 안정
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에는 23%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에 들어와서는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 교원 1인당 학생비율 및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이후에는 큰 개선이 없으며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구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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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인한 취학연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1990
<표 5>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2001년)
(단위: US달러, PPP로 환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국가별 단순평균
OECD total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R&D 포함)

대학(R&D 제외)

5,052
6,571
5,321
m
1,871
7,572
4,708
4,777
4,237
3,299
2,592
6,373
3,743
6,783
5,771
3,714
7,873
1,357
4,862
m
7,404
2,322
4,181
1,252
4,168
6,295
6,889
m
4,415
7,560
4,850
4,819

7,239
8,562
7,912
m
3,448
8,113
6,537
8,107
6,620
3,768
2,633
7,265
5,245
8,258
6,534
5,159
11,091
1,915
6,403
m
9,040
m
5,976
1,874
5,442
6,482
10,916
m
5,933
8,779
6,510
6,688

12,688
11,274
11,589
m
5,555
14,280
10,981
8,837
10,504
4,280
7,122
7,674
10,003
8,347
11,164
6,618
m
4,341
12,974
m
13,189
3,579
5,199
5,285
7,455
15,188
20,230
m
10,753
22,234
10,052
12,319

9,200
7,388
8,084
m
m
10,771
7,061
6,965
6,370
3,534
5,822
m
8,086
5,064
m
m
m
3,538
8,075
m
m
2,864
m
4,788
5,951
8,356
m
3,950
8,101
20,098
7,203
10,724

주 : <표 1>과 동일.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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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의 GDP, 정부예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단위: 백억원, %)
1)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국내총생산
(A)
3,779
4,738
5,443
6,386
7,300
8,131
9,486
11,120
13,211
14,820
17,880
21,651
24,570
27,750
32,341
37,735
41,848
45,328
44,437
48,274
52,196
55,156
59,638

정부예산
(B)
580
785
931
1,042
1,117
1,253
1,380
1,556
1,746
1,923
2,269
2,897
3,622
4,194
4,759
5,485
6,493
7,664
7,774
8,830
9,394
10,253
11,390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C)
110
146
192
217
228
249
277
312
361
406
506
660
821
983
1,088
1,250
1,557
1,829
1,813
1,746
1,917
2,003
2,228

C/A(%)

C/B(%)

2.9
3.1
3.5
3.4
3.1
3.1
2.9
2.8
2.7
2.7
2.8
3.0
3.3
3.5
3.4
3.3
3.7
4.0
4.1
3.6
3.7
3.6
3.7

19
19
21
21
20
20
20
20
21
21
22
23
23
23
23
23
24
24
23
20
20
20
20

주 : 1) 명목, 원화 표시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분석자료집』
, 2003.

년까지는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이후에는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표 7 참조).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본 교육여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아직까지
크게 뒤지고 있다.5)
<표 8>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들었으
나, 이후에는 큰 진전이 없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1990년대 후반에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5) OECD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4.1명, 고등학교 13.1명이
다. OECD(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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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비율
(단위: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유치원
13.4
14.9
19.9
33.9
22.4
20.7
19.5
18.8
18.5
18.0
17.9

초등학교
56.9
51.8
47.5
38.3
35.6
28.2
28.7
28.7
28.1
27.1
26.2

중학교
42.3
43.2
45.1
40.0
25.4
24.8
20.1
19.6
19.3
18.6
19.0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32.0
27.5
31.7
31.0
33.9
32.6
31.6
30.0
25.4
23.4
22.1
21.4
20.9
18.2
19.5
16.4
16.4
14.4
16.0
13.8
15.8
13.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표 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유치원
34.1
36.5
38.4
34.5
28.6
28.5
26.3
25.8
25.5
25.0
24.6

초등학교
62.1
56.7
51.5
44.7
41.4
36.4
35.8
35.6
34.9
33.9
32.9

중학교
62.1
64.5
62.1
61.7
50.2
48.2
38.0
37.3
36.7
34.8
35.1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60.1
56.1
59.8
57.0
59.9
59.6
58.0
55.5
53.6
51.5
48.0
47.9
44.1
40.3
41.6
36.4
34.7
32.2
34.1
31.0
33.8
30.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3. 소득 1만불 시점에서의 교육여건 비교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소득수준 등 각 나라마다
의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
득 2만달러 이상이 되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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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점에서의 학교급별 공교육비 지출 비중
국가

1만달러
달성시점

조사
년도

룩셈부르크

1979

1980

노르웨이

1978

1980

미국

1978

1980

스위스

1978

1980

3만달러
덴마크
국가

1978

1980

일본

1981

1985

아일랜드

1989

1990

스웨덴

1977

1980

영국

1987

1989

네덜란드

1978

1980

1980

1980

독일

1978

1980

싱가포르

1989

1990

캐나다

1980

1980

분류

4만달러
국가

2만달러
핀란드
국가

학교급별 교육비 배분비율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총액(000,000)
(%)
(%)
(%)
9,305,300
49.3
29.1
1.5
Franc
(61.7)
(36.4)
(1.9)
16,448mil
47.9
24.3
13.6
krone
(55.8)
(28.3)
(15.9)
182,849mil
36.5
24.9
38.6
dollar
7,936,800
73.7
18.6
franc
(79.8)
(20.2)
22,188mil
53.5
17.6
krone
(75.2)
(24.8)
15,280,808
27.8
32.3
21.4
Yen
(34.1)
(39.6)
(26.3)
1,303
29.0
40.1
2.7
pound
(40.4)
(55.8)
(3.8)
40.886
44.6
13.6
9.3
krona
(66.1)
(20.1)
(13.8)
22,829
25.6
44.5
19.4
pound sterling
(28.6)
(49.7)
(21.7)
23,079
19.2
33.8
27.5
guilder
(23.9)
(42.0)
(34.2)
9,565
31.8
40.7
18.9
mark
(34.8)
(44.5)
(20.7)
60,558
16.0
53.6
15.1
deutsch mark
(18.9)
(63.3)
(17.8)
1,795
29.6
36.5
13.4
dollar
(37.2)
(45.9)
(16.9)
20,451
65.3
27.4
dollar
(70.4)
(29.6)

주 : 총액은 10만 단위. 유치원과 학급별로 분류되지 않은 재정 배분 제외.
( ) 안은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만을 고려했을 경우의 배분 비율.
자료 : UNESCO, Statistical Year Book, 1985-1995.

를 달성한 시점에서의 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교급별 교육비 배분 비율을 비교
해 본다. 분석대상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서의 국
민총생산(GN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소득의 5~7%를 공교육비로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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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앞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에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서의 학교급별 공교육비 지출
비중이 나타나 있다. 공교육비에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뿐 아니라 초등교육 이
전의 교육에 대한 지출 및 기타 형태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
으므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합한 총액을 100으로 할 때의 학교급별 지
출 비중이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별 비교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와 스웨
덴을 제외한(이들 국가는 초등교육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들임) 대부분의 국
가들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보다 높았던 것으
로 나타난다.

III. 학교급별 적정 재정지출의 추정

교육 재정지출의 적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적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
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면, 교육투자의 적정규모는 교육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점에서의
투자지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익을 고려한 교육의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정
교육수준을 결정하게 된다(Becker 1964, Ben-Porath 1967). 교육투자의 수익은
교육을 받은 후 노동시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지불받는
평생임금의 현재가치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6) 교육의 투자비용은 등록금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비용(direct cost)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취업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즉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한다. 일
반적으로 교육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이 직접비용을 훨씬 상회하므로, 통상적으
로 교육투자수익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Mincer(1974)류의 임금방정식에서
는 교육투자의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국한시켜 추정한다.

6)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금 대신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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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는 Mincer류의 임금방정식 자체가 가지는 문제이다. 즉 교육투자로 인한 수익
은 노동시장에서의 금전적인 대가(pecuniary benefits) 이외에, 교육을 통한 개
인의 효용 증대, 결혼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프리미엄, 노동시장이 아닌
가사활동에서의 생산성 증가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수익(non-pecuniary
benefits)을 포함하나, 이러한 부분들은 임금함수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 기회비용만을 고려하고 직접적인 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교육투자의 사
회적 수익률(social rate of return)이나, Mincer류의 임금방정식에서 추정되는
수익률은 교육투자의 사적 수익률(private rate of return)이다. 개인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교육투자의 사적 수익률과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사
회적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수익 측면에서 사회가 받게 되는 혜택은 근로자
의 교육을 통해 향상된 생산성(즉, 증가한 임금)이나, 개인이 받게 되는 혜택은
임금증가분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액수가 된다.7) 또한, 교육은 해당 교육을
받은 개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미치는 외
부효과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외부효과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
용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교육비
용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개인은 통상 자신이 지불한 직접비용
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하나, 국가가 지불한 비용 역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엄
연히 지불된 비용이다.8)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과는 별도로 교육은 중요한 소득재분

7)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비례적이면 사회 전체의 수익률과 개인의 사적 수익률은 같아
진다.
8) Mincer류의 임금방정식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할 경우, 고졸자들의 인지
능력이나 수능성적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년과 1995년을 기점으로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러한 요인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와 그
로 인한 대졸자의 증대는 과거에 비해 학업능력이 낮은 고졸자들이 대학에 대거 진학함을
의미하며, 그 영향은 오히려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대학교육 투자수익률 추정치에 편의
(bias)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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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투자수익률의 측정만으로는 모든 국민들
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모든 국민의 후생함수를 정
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교육투자 수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적정의 개념을 정의하기 힘든 경우, 흔히 사
용하는 방법이 선진국의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도 이 정도의 경제발전과 소득분
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보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최선의 경험모형(best practice model) 혹은 국제적인 규범모형
(international norm model)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교육제도의 차이(예를 들면 공사립의 비중)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병행하여 교육재정의 적정 지출규
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교육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교육투자
수익률을 학교급별로 추정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방법이며, 두 번째
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교육재정 지출규모를 학교급별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1.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가. 사용자료 및 분석모형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에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3
~2000년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 연령은 15~64세, 분석대상 산업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비농 민간사업체로 제한하였다. 임금은 임금총액을 총근
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임금을 사용하였다. 학력간 임금격차는 다음과 같은
Mincer(1974)류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ln W i =

0

+

1

ED Ui +

2

EXP i +

3

E X P i2 + γZ i + U i … (1)

여기서 EDU는 교육연수, EXP는 경력연수(연령 - 교육연수 - 6)이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기업규모(10~29인 사업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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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지역(비서울지역 기준), 성별(여성 기준) 등은 더미변수(Zi)의 형태로 임금
함수를 추정하는 데 통제되어 있다. 개별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반영하는 근로
시간 역시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내생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함수의 종속변수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소득의
대수치’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설정된 임금함수에 대한 추정결과에서 교육연수
의 회귀계수 β 1 는 적절한 가정하에서 추가적인 1년의 교육투자에 따른 수익률
(이하 교육투자수익률)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정결과는〔그림 1〕에 나타나 있다.9) 교육투자수익률은
1983년 이후 199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4년에는 약 9% 정도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세가 멈추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 변화 추이(1983∼2000년)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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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그림 2〕
에 나타나 있는 성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세도〔그림 1〕의 남녀 전
체에 대한 추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교육투자수익률의 최저점이 남자
는 1994년, 여자는 1992년으로 약간의 시차를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9)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1999년 이전 10인) 이상 비농 민간사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1998년 이후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및 한
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조사하고 있으나,
시계열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학력간 임금격차를 추정해 보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비해 학력간 임금격차 규모가 조
금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주제인 학력간 임금격차의 추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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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별 교육투자수익률 변화 추이(1983∼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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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림 1〕과 동일.

〔그림 3〕
은 대학교육과 고등학교교육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투자수익률은 대학교육을 1년간 추가로 받은 경우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에서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고등학교교육의 투자수익률은 중학교만 졸업한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를 1년간
다닐 경우의 시간당임금 차이를 의미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 대학교육 1년의
투자수익률이 고등학교교육 1년의 투자수익률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라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대학교육에 대해
적정한 투자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재정지출의 적정규모를 추정해 본다.
〔그림 3〕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변화 추이(1983∼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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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비교를 통한 학교급별 재정지출 규모 추정

가. 사용자료 및 분석모형
이하에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학교급별로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정 교육재정 지출규모를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1인당 GDP 등)를 감안하여 적정
한 교육예산 규모를 부문별로 추정하였다.10) 적정 교육재정 규모는 GDP 수준
뿐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나 사립학교의 비율, 고등교육 진학률 등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국가별 통
계를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본 연구에서는 GDP 변수만을 설명변
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35개 국가의 학교급별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국내총생산(GDP)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국가의 자세
한 통계는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국가를 GDP 수준으로 분류해 보면,
3만달러 이상 국가가 5.9%, 2만달러 이상 3만달러 미만이 11.8%, 1만달러 이상
2만달러 미만이 14.7%, 5천달러 이상 1만달러 미만이 20.6%이며, 나머지는 5
<표 10> 분석대상 국가의 소득계층별 분포
3만달러
2만달러
1만달러
5천달러
5천달러

1인당 GDP
이상
이상, 3만달러 미만
이상, 2만달러 미만
이상, 1만달러 미만
미만
전체

국가수
2
4
5
7
16
35

비중(%)
5.9
11.8
14.7
20.6
45.1
100

10)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교육비 지출과의 인과관계는 양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교육투자
가 많으면 (투자효율성을 전제로 할 때)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양성․공급이 원
활하게 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으면 교육투자를 위
한 경제적 여력이 커지므로 (일정수준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한) 교육에 더 많이 투
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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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달러 미만의 국민소득 국가들이다(표 10 참조).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과 학교급별 학생수 자료는 UNESCO의 Statistical Yearbook에서 구하였
다.
학교급별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 1인
당 공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은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의 대수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가별 ‘1인당 GDP'의 대수치와 그 제곱항을 독
립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즉,

log Yi = α + β1log Gi + β2(log Gi)2 + Ui. ․…………………………… (2)
여기서 i는 해당 국가를 뜻하고, Yi는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Gi는 1인당
GDP, Ui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공부
담 공교육비를 추정한 후, 학교급별(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로 1인당 공
부담 공교육비를 추정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변수 값은 <부표 3>에 나타나 있다.

나. 추정결과 분석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위 식을 추정한 결과가 <표 11>에 나타나
있다.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조정 R2의 계수가 전체의 경우와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의 적합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
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R2의 계수가 56%에 달하며, 계수 값이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다.
<표 11>의 추정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과거 GDP 자료를 이용하여 1인
당 공부담 공교육비의 적정치를 추정한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 11>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상수
Log(1 인당 GDP)
Log(1 인당 GDP)의 제곱
Adj. R 2

전체
2.806
-0.164
0.073
0.94

초등교육
-0.25
0.44
0.042
0.94

중등교육
3.42
-0.308
0.081
0.91

고등교육
31.01
-5.99
0.377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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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의 추정치
(단위 : 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265
288
303
330
356
363
413
519
700
863
992
1,167
1,240
1,364
1,607
2,000
2,125
1,889
1,154
1,524
1,771
1,608
1,823

초등교육
193
213
226
248
271
276
320
411
568
710
823
976
1,040
1,148
1,360
1,699
1,808
1,603
965
1,287
1,501
1,360
1,546

중등교육
264
286
301
327
353
358
408
510
686
844
969
1,140
1,211
1,333
1,571
1,956
2,079
1,847
1,128
1,489
1,731
1,571
1,782

고등교육
1,462
1,410
1,383
1,348
1,323
1,319
1,295
1,296
1,372
1,477
1,573
1,718
1,781
1,894
2,125
2,527
2,661
2,409
1,707
2,044
2,288
2,125
2,342

수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당시 GDP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에서 구한 1인당 학교급별 공부담 공교육비를 학교급별 학생수를 곱
하여 연도별로 총액을 추정한 후, 이것을 다시 백분비(%)로 표시한 것이 <표
13>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초등교육에는 교육
예산의 36.3%, 중등교육에는 36.7%, 그리고 고등교육에는 27.0%가 투입되었
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제II장의 <표 2>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의 2002년 실제
지출비중은 초등교육 41.4%, 중등교육 37.3%, 고등교육 13.5%이다. 즉, 고등교
육에 지출된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한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므로, 저량(stock)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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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부담 공교육비의 적정비율 추정
(단위: %)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초등교육
38.6
36.4
34.4
33.0
31.7
30.3
31.1
33.6
36.4
38.3
39.3
39.8
38.8
37.7
36.2
34.9
34.0
33.6
32.4
34.0
35.1
35.6
36.3

중등교육
38.9
38.6
38.0
38.7
39.6
39.9
41.6
42.8
43.9
43.7
43.3
43.4
44.2
45.2
46.6
47.8
47.6
46.2
42.8
41.4
39.6
37.6
36.7

고등교육
22.5
25.1
27.6
28.4
28.7
29.8
27.3
23.6
19.7
17.9
17.4
16.8
17.0
17.1
17.2
17.3
18.4
20.3
24.8
24.6
25.2
26.8
27.0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과소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향후 부문별 교육비 배분비율에 있어서도 여전히 낮
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008년
까지의 부문별 교육비 적정 배분비율 예상치를 구한 것이 <표 14>의 결과인데,
이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 지출비율은 2004년의 27.1%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27.4%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표 15>의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2004
~2008년 중 교육분야 전체의 예산 및 기금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계
획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8.5%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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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부문별 교육비 적정 배분비율 예상치(2004~2008년)
(단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초등교육
35.9
36.0
36.0
35.9
35.8

중등교육
37.0
37.0
36.9
36.9
36.8

고등교육
27.1
27.1
27.1
27.2
27.4

주 : KDI의 GDP 추정치(2004년 5.4%, 2005년~2008년 명목 8%, 실질 5% 가정) 사용, 학생수
는 2004년 기준.

<표 15> 교육분야 재정투자계획(2004∼2008년)
(단위: 억원, %)

총액(A+B)
(증가율)
◦ 예산사업(A)
◦ 기금사업(B)
▪ 고등교육부문
▪ 초중등교육부문
▪ 평생․직업교육부문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46,303
－
245,001
1,302
16,641
227,252
2,410

259,594
(5.4)
258,320
1,274
18,103
239,093
2,398

281,990
(8.6)
280,865
1,125
19,414
260,114
2,462

306,642
(8.7)
305,516
1,126
21,114
282,922
2,606

333,168
(8.7)
331,941
1,227
23,090
307,458
2,620

연평균
증가율
7.8
7.9
△1.5
8.5
7.8
2.1

자료 : 기획예산처,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되어 있다. 다른 부문보다 고등교육부문의 예산 증액이 더 이루어지는 것은 바
람직하나,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 그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정부의 재정투자를 초등교육과 중
등교육에 집중하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설립자 및 수익자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
율은 OECD 국가의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교육비 지출을 초
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학교급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초등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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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비 지출 비중은 높은 편인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은 우리나라
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초․중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수
준이나 고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의 40%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벌
어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학력간 임금격차)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학력간 임금격차는 청년층 대졸자의 공급이 급증
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인 대졸자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학력간 임금격차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육투자수익률은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상회한다. 특히, 1993~2000년 기간 중 대
졸자의 상대적 공급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상대임금이 다시 높
아진 것은 대졸자에 대한 수요 증가의 영향이 대졸자의 공급 증가의 영향을 능
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큰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고등교
육 비용을 실수요자들이 부담해 왔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사적 투자수익률이
초․중등교육의 사적 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 정부의 보조에 의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등교육의 사적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고등교
육의 사회적 투자수익률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고등교육의 사회
적 투자수익률은 교육의 사회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및 연구개발에 의한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적 투자수익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보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
정투자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11)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보완으로, 본 연구

11) 교육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은 분명하나, 교육투자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사회적 수익률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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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 재정지출 비중을 추정하였다.
35개국을 대상으로 GDP 수준과 학교급별 공교육비 수준을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교육에는 교육예산의 36.3%,
중등교육에는 36.7%, 그리고 고등교육에는 27.0%가 투입되었어야 했다. 그러
나 2002년의 실제 교육비 지출 비중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각각 41.4%와
37.3%이고, 고등교육에는 13.5%만 배분되어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현
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분야의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이
러한 과소투자는 향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투자수익률 측면에서든 국제비교 측면에서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
정투자 비중은 적정규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교육분야
에 대한 사회적 투자 배분에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는 투자효율성 확보를 전제로 하
는 것이며,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위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를 의미한다.12) 즉,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대학
의 경쟁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고급 인적자원
의 양성․공급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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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점에서의 공교육비 지출
분류
4만달러 국가

3만달러 국가

2만달러 국가

국가

1만달러
달성시점

조사년도

GN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정부예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

룩셈부르크

1979

1980

6.1

14.9

노르웨이

1978

1980

7.2

13.7

미국

1978

1975

7.4

21.3

1985

6.7

21.0

스위스

1978

1980

5.0

18.8

덴마크

1978

1980

6.9

9.5

일본

1981

1984

5.2

18.1

아일랜드

1989

1990

6.0

10.2

스웨덴

1977

1980

5.0

18.8

영국

1987

1987

5.0

n/a

네덜란드

1978

1980

7.9

n/a

핀란드

1980

1980

5.5

n/a

독일

1978

1980

4.7

10.1

싱가포르

1989

1990

3.1

18.2

캐나다

1980

1980

7.3

17.3

자료 : UNESCO, Statistical Year Book, 198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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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회귀분석 대상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연도
스위스
나미비아
콜롬비아
이란
튀니지
브라질
엘셀바도르
보츠와나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칠레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트리니나드 토바코
아르헨티나
헝가리
체코공화국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아루바
호주
홍콩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2002
2000
2002
2002
2001
2002
2001
2001
2002
2000
2002
2002
2001
2002
2002
2001
2002
2002
2002
2001
2001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GDP
(십억달러)
1.4
3.1
71.0
117.3
19.6
381.0
13.8
4.1
167.9
117.4
9.6
7.5
88.0
16.0
4.9
66.2
27.4
203.5
606.7
9.0
268.8
74.3
79.9
576.9
67.3
108.2
730.1
1.9
415.7
160.0
2,213.2
266.0
4,155.8
10,487.0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해당 연도.

인구
(백만명)
1.1
1.9
43.5
68.1
9.6
176.3
6.3
1.7
70.3
44.0
3.4
2.6
23.5
4.1
1.2
15.4
5.4
38.6
102.0
1.3
37.5
9.9
10.2
47.4
3.8
6.2
41.0
0.1
19.5
7.0
82.4
8.9
127.5
291.0

1인당 GDP
(달러)
1,330
1,623
1,631
1,722
2,034
2,162
2,188
2,343
2,388
2,668
2,829
2,866
3,745
3,903
4,025
4,293
5,073
5,268
5,950
6,968
7,163
7,493
7,799
12,162
17,492
17,526
17,817
19,577
21,272
22,915
26,854
29,997
32,600
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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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회귀분석 자료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콜롬비아
이란
튀니지
브라질
엘살바도르
보츠와나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칠레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트리니나드토바코
아르헨티나
헝가리
체코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아루바
호주

2002
2000
2002
2002
2001
2002
2001
2001
2002
2000
2002
2002
2001
2002
2002
2001
2002
2002
2002
2001
2001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2002

Log
(1인당
GDP$)
7.19
7.39
7.40
7.45
7.62
7.68
7.69
7.76
7.78
7.89
7.95
7.96
8.23
8.27
8.30
8.36
8.53
8.57
8.69
8.85
8.88
8.92
8.96
9.41
9.77
9.77
9.79
9.88
9.97

홍콩

2002

10.04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2002
2002
2002
2002

10.20
10.31
10.39
10.49

연도

Log(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전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5.55
6.08
5.78
5.49
6.20
5.68
5.24
5.12
5.99
6.21
5.64
6.51
6.78
6.63
6.27
6.45
6.79
7.02
6.94
7.02
6.94
7.41
7.39
7.47
8.32
8.29
8.28
8.44
8.17
8.57
8.77
9.11
8.84
9.05

4.94
5.88
5.61
5.25
5.82
5.46
5.27
4.94
5.64
6.02
5.33
6.12
6.20
6.37
5.90
6.46
6.38
7.17
6.72
6.99
6.80
7.32
6.89
7.65
8.14
8.22
8.13
8.15
8.14
8.05
8.42
8.86
8.89
8.95

5.99
6.22
5.73
5.37
6.25
5.39
5.12
4.87
5.82
6.20
5.47
6.56
6.73
6.69
6.34
6.39
6.77
6.97
7.01
7.06
7.01
7.29
7.49
7.63
8.26
8.28
8.38
8.58
8.03
8.41
8.68
9.01
8.87

8.13
7.68
6.46
6.54
7.16
8.76
5.37
7.56
7.07
7.29
6.55
7.62
8.05
7.51
7.59
6.58
7.33
6.83
7.65
7.18
7.08
7.76
7.78
6.80
8.72
8.49
8.30
9.10
8.53
9.70
9.35
9.61
8.65

9.07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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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e of Optimum Public Expenditures for Higher
Education
Choi, Kang-Shik and Jung, Jin Hwa
The Korean economy's demand for the highly-educated has been
constantly rising, as IT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develop and
the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knowledge

intensified.

In

consequence, the rate of return on higher education has exceeded the
return on secondary education, albeit the constant increase of college
graduates. However, public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which
inevitably leads to its improvement, has not been adequately made.
Korea's public educational expenses as a percentage of GDP are on a
par with the OECD average, but its proportion of higher education is
far below other countries, even when accounting for the country income
level. Korea's low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relative to its income
level is also confirm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of 35 countries on
GDP and public educational expenses by school level. Considering the
spillover effect of college education, the continuing expansion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s thus called for in allocating the social
investment in education.
Keywords: optimum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s, rate of return to
education, higher education, spillov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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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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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보상으로서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분석방법은 재해 위험도에 대한 자기선택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 생산직 노동자
의 재해 위험도에 대한 선택 방정식을 먼저 추정하고 추정식의 잔차
(residual)를 임금프로파일의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가(自家)를 포함한 소유 부동산의 가
치가 높을수록 낮은 재해 위험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산효
과(wealth effect)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상적 임금격차는 일반적
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기업 노동
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재해에 대하여 사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들에게는 고임금에 대하여 낮은 사망 사고의 업무를
선호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산업재해, 보상임금격차, 자산효과

Ⅰ. 글을 시작하며
산업재해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사전적인 보상으로서 높은 임금프리
투고일: 2005년 2월 3일, 심사의뢰일: 2월 14일, 심사완료일 : 2월 28일
* 좋은 논평을 하여준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재해율 입력 등 연구에 도움을 준
정재호 씨(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게도 감사드린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veesy@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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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엄이 지급된다는 것, 곧 보상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1)가
존재한다는 것은 송기호(1994) 등을 비롯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일치
하고 있는 결론이다.2) 그런데 이들은 보상임금격차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 자료로서 주로「직종별임금실태조사」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상최소
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에 따른 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곧 임금프로파일의 추정에 재해 위험도3)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이 변수의 계수 추정치로부터 재해 위험에 대한 보상임금격차의 존재를 확인하
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노동자가 직면하
는 재해 위험도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냉철한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장에서보다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더욱 높은 생
산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처럼 어떤 관찰되지 않는 속성이 노동자
의 임금 수준과 재해 위험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단순히 임금-위험
(wage-risk) 프로파일을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정하게 되면, OLS 추정량
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4) 그러므로 이와 같은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는 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할 때 노동자 개인의 재해 위험도 선택이 임금 수준의
결정에 주는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노동자 개
인의 재해 위험도 선택을 고려하는 모형의 설정을 통하여 보상임금격차의 존재
를 새롭게 추정하여 보고자 한다.
이처럼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선택적 모형(self-selective model)을 고려
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이용하였던「직종별 임금실태조사」원자료와는 달리 한국노동
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원자료는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위험
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선택적 모형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노동
패널조사 제4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 노동자가 소유하는 자산 금액이 높을수록
1)
2)
3)
4)

보상임금격차에 대해서는 Smith(1979)와 Rosen(1986)을 참고할 것.
국내 연구에 대해서는 송기호(1994)가 잘 정리하고 있다.
재해 위험도로서는 주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Garen(198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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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위험도를 선택한다는 Viscusi(1978)의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한국에서
도 확인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내부노동시
장이 전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보상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기능이 일률
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서구의 연구에서는 보상임금격차 가
설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5)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상대
적으로 강력한 유럽의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의 영향을 절연시킬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aniel and Sofer(1998)는 프랑스의 횡단면 자료
를 이용하여, 전체 표본에서는 임금과 양호한 노동조건 사이에 부(-)의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만, 노동조합이 강력한 부문에서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논리를 유럽과는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
어 있는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
대기업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이
후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기능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일정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보
상임금격차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본고의 구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 노동자가 직면하게 될 재해 위험도와 임금 수준을 자신이 선택하는 모
형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
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게 될 통계 자료와 변수에 대하
여 설명한 다음, 제Ⅲ장에서 재해 위험도의 선택에 대한 이른바 위험 방정식
(risk equation)을 추정하기로 한다. 이때 Viscusi(1978)의 자산효과도 검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임금-위험 프로파일의 추정을 통하여 한국에
서 보상임금격차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가 보완적으로 필요한
5) 대표적인 연구로 Sandy and Eliott(1996)와 Daniel and Sofer(199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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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생각하여 볼 것이다.

Ⅱ. 분석 모형과 자료 설명

1. 분석 모형
흔히 보상적 임금격차의 존재는 산업재해라는 위험에 대한 지표(재해율과 사
망만인율)6)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함으로써 확인하게 된
다. 이때 주로 쓰이는 임금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lnW i = β'X i + γq i + ε

(1)

i

여기에서 lnW i 는 임금(자연로그치), X i 는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벡터,
q

i

는 재해 위험도를 뜻하며 ε i 는 오차항이다.

이때 노동자가 직면하게 될 재해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임금 수준의 결
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q i 와 ε i 사이에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식 (1)을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정하는 경우, 추정치에 편의
(bias)가 존재하게 된다. 이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이다.

lnW i = β'X i + γq i + e i + φq

i

(2)

여기에서 e i 는 앞의 ε i 와는 달리 재해 위험도 q i 와 독립적인 오차항이며,
φ는

재해 위험도 q i 에 영향을 받는 오차항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식 (1)

에서 오차항의 기대치가 0이 아님으로써, 곧 E( ε i )≠0 임으로써 불편추정량
6) 일반적으로 재해 위험도에 대한 지표로서는 업종별 또는 직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이
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같은 업종(또는 직업)에 속하더라도 개인이 직면하는 재해
위험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이
용하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mith(197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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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재해 위험도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달리 말하면 어느 정도의 재해 위험도가 자신에게 적정
한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정식을 재해율 방정식 (risk equation)이라
할 때, 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i = δ'X i + ξ'Z i + μ

i

(3)

여기에서 Z i 는 노동자의 위험기피(risk aversion)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 곧
비노동소득(non-labor income) 등 위험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나타
내며, μ i 는 오차항으로서 E( μ i ) = 0 을 가정한다.
식 (2)와 식 (3)에 따르면, q i 가 φ 와 상관관계에 있게 되므로 식 (2)의 올바
른 추정을 위해서는 식 (2)와 식 (3)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추정하여야 한다. 하
지만 이때 식 (2)의 오차항 기대치가 0이 되지 못함으로써 통상의 연립방정식
추정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Garen(1988)은 식 (2)를 다음과 같이
수정된 형태로 변형함으로써 추정량의 일치성(consistency)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ln W = β'X + γq + α μ̂ + δq μ̂ + θ

(4)

이때 식 (4)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첨자 i 를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μ̂
은 식 (3)의 추정으로부터 얻게 될 잔차(residual)이며, θ 는 오차항이다.7) 물론
이 경우에는 E( θ) = 0 이 보장된다.
본고는 노동자가 임금 수준과 함께 자신이 직면하게 될 재해 위험도를 동시
에 선택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식 (1)이 아니라 식 (4)의 추정을 통하
여 한국에서 과연 재해 위험에 대하여 사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식 (1)의 추정을 통하여 보상임금격
차를 확인하였다고 한다면, 본고는 식 (4)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7) 식 (3)으로부터 식 (4)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Garen(198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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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의 접근방법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 자료와 변수 설명

가. 분석 대상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으로서 남성 생산직 노동자만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분
석 대상을 생산직 노동자에 한정한 것은 사무․전문직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의
경우에 재해 위험도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본고가 사용하는 재해 위험도
자료가 업종별 통계이므로 노동자가 실제로 직면하는 재해 위험도와 분석에 쓰
이는 재해 위험도 사이에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건
설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종사자가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동일한 재해 위험에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700∼744),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00∼834) 그리고 단순노
무직 근로자(900∼933)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
성 노동자로 한정한 이유는 재해 위험도의 선택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각각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5시간 이상
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분석에 이용된 노동자수는
673명이다. 이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임금노동자에 대하여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형태에 대
해서도 조사하고 있다.8) 본고의 분석 대상인 남성 생산직 노동자 673명 가운데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549명이다. 본고는 주당 노동시
간이 평균 35시간 이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용 형태나 근
무 형태에 따른 차이가 상이한 분석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비
교를 위하여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노동자 549명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보기
로 한다. 참고로 이들에 대한 기초적 통계는 <부표 1>에서 소개하고 있다.

8) 여기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를 뜻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로서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와 일용 근
로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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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 위험도
일반적으로 재해 위험도에 대한 지표로서는 업종별(또는 직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쓰이고 있다. 먼저 재해율이란 근로자수(정확히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중, 곧 [재해자수 / 근로자수](× 100)을 나타낸
것이며, 그리고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 곧 [사망자수 /
근로자수](× 10,000)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매년
노동부가 공식 발표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분석』에서 관련된 통계를 얻을 수
있다.9) 다만, 문제는 이들 통계가 업종별로 발표되므로 노동자 개인이 직면하
는 재해 위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동
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지라도 업무 내용과 사업장에 따라 실제의 위험도에
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위험도를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하지만, 본
고가 이용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는 얻을 수 없
다. 따라서 이 한계점을 인식하는 가운데『산업재해분석』
의 2000년도 업종별
사망만인율을 재해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하기로 한다.10) 여기에서
재해 위험도로서 사망만인율을 고려한 것은 재해율의 경우, 산재사고 은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실제와는 괴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는 달리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이나 질병 등에 비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1) 참고로 2000년도의
업종 전체 평균 사망만인율은 2.67이었으며, <부표 1>에서 볼 때, 본고의 분석
대상의 경우에는 남성 생산직 노동자가 2.58, 남성 정규․상용 생산직 노동자
가 2.64이다. 다만, 본고의 분석 대상은 사업장 통계가 아니라 관찰치의 평균이
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종별 사망만인율 통계를 분석에 이용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한 가
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의 업종 분류와『산업재해
9) 한국의 경우, 재해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를 뜻하며, 여기에는 부상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업무상 질병자도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사망자에는 업무상 사
고 이외에도 업무상 질병 사망자도 포함된다.
10) 2000년도 통계를 이용한 것은 제4차 패널조사가 2001년 5월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
려하였기 때문이다.
11) 실제로 재해율을 피설명변수로 하여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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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업종 분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구분류)
를 따르고 있다면, 후자는 매년 고시되는 산재보험료율 체계에 따르고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양 분류 체계를 참조하면서 최대한 분류가 일치되도록 조정하였
다.

다. 기타 변수
1) 임금프로파일의 추정에 이용되는 변수
먼저 임금프로파일의 추정에는 피설명변수로서 시간당 임금률을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는 임금노동자에 대하여 월평균 임금 액수와 주당 정
규 근무시간 그리고 주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을 조사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서 주당 정규 근무시간과 평균 초과 근무시간을 합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노
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월평균 임금 액수에 주당 근무시간의 4.3배를 나
눔으로써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시간당 임금률의 자연
로그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설명변수로서는 연령, 교육연수, 근속연수, 기업규모, 노조 유무(‘노조
유무 × 대기업’의 교차항 포함), 업종 그리고 직종을 이용하였다. 교육연수로서
국졸의 경우에는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졸은 16년
그리고 대학원(석사)졸은 18년으로 하였다.12) 업종과 직종의 경우에는 각각 한
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라 범주형(categorical) 변수
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는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그리고 1,000인 이상으로 분
류하였다.
2) 재해율 방정식의 추정에 이용되는 변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해율 방정식의 추정에서 피설명변수로서는 사망
만인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설명변수로서는 대체로 임금 수준의 결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 노동자의 위험 기피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동자가 보유한 순
12) 이때 중퇴자 또는 수료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교육연수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최종 학력의
교육연수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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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비노동소득 그리고 기타 결정 요인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Viscusi(1978)의 모형에 Garen(1988)의 모형을 절충하는 형태로서 연령, 교육
연수, 근속연수, 부동산 금액, 금융 순자산(= 금융자산 - 금융부채), 비노동소득,
배우자의 취업 여부(임금 근로자 또는 자영업 종사자인 경우 = 1), 기업의 노조
유무(노조가 있는 경우 = 1), 기업규모, 업종 그리고 직종을 설명변수에 포함하
였다. 여기에서 자가 가치와 금융 순자산, 비노동소득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 여
부는 노동자의 위험 기피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는 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거나 기타의 결정요인으로서 이해하
여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간략히 부동산 금액과 금융 순자산 그리고 비노동소득에 대하여 설
명하기로 한다. 먼저 부동산 금액은 자가(自家)와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합한
금액이다. 이때의 문제점은 상당수의 가구가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범주 형태
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가는 1,000만 원 미만, 1,000∼2,500만
원 미만, 2,500∼5,000만 원 미만, 5,000∼7,500만 원, 7,500만 원∼1억 원 미만,
1∼2억 원 미만, 2∼3억 원 미만, 3∼4억 원 미만, 4∼5억 원 미만, 5∼10억 원
미만 그리고 10억 원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가를 실수로
적은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의 시가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범주형으로 응답한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범주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미
만의 가구는 500만 원으로, 1,000∼2,5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1,750만 원으로
대체하였다. 10억 원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10억 원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아
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이
다. 그리고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
금․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그리고 기타 부채이
다. 이들 변수는 모두 실수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본고
에서는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개념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노동소득으로서는 대체로 금융소득(이자 수입과 주식․채권
매매차익 등), 부동산 소득(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 사회보험 금액, 이전
소득(정부보조금 등)과 기타 소득(계, 장학금 등)이 해당한다. 이들 금액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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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노동소득으로 하였다.

Ⅲ. 산업안전과 자산효과

본고는 노동자가 임금 수준과 재해 위험도를 동시에 선택한다는 가정으로부
터 먼저 재해 위험도를 결정하는 방정식, 곧 앞 장의 식 (3)을 추정하여 보기로
한다. Garen(1988)은 재해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노동자의 임금에 영
향을 주는 요인, 비노동소득, 위험 기피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으로서 대체로 노동자의 교육 수준, 노동 경험, 근속연수, 직업, 노조
원 여부, 비노동소득, 결혼 여부, 배우자 취업 여부, 배우자 교육연수, 부양자녀
수, 장애 정도 그리고 인종 등을 들고 있다.
한편 Viscusi(1978)에 따르면, 노동자가 소유한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의 위험도는 낮아진다. 이를 이른바 자산효과라 하는데 실제로
노동자가 속한 업종의 재해율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가 소유한 순자산(net asset)
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미약하지만 추정치가 부(-)의 부호를 나
타냄으로써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받아들
여 Garen(1988)은 순자산 대신에 노동자가 보유한 자가의 가치를 재해율 방정
식(risk equation)에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Viscusi(1978)와는 달리 Garen
(1988)의 분석에서는 노동자가 보유한 자가의 가치가 재해 위험도의 결정에 아
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학력 소유자와 장기
근속자, 노조원, 비노동소득이 높은 노동자의 경우에 낮은 재해 위험도를 선택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은 산업안전(safety)을 정상재(normal good)로 인
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도 Viscusi(1978)와 Garen(1988)과 같이 재해율 방정식 추정에 자산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경우에도 재해 위험
도 선택에 노동자가 보유한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자료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서는 노동
자가 속한 가구의 자가 금액과 소유 부동산 시가 총액,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이승렬) ꌙ

115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고는 자가 등의 부동산 시가 총액과 금융 순자산(= 금
융자산 - 부채)을 분석에 이용하기로 한다. 이밖에도 노동자의 연령과 교육연
수, 배우자의 취업 여부, 비노동소득, 노조 유무(‘노조 유무 × 대기업’ 교차항
포함), 기업규모, 업종 그리고 직종을 설명변수로서 포함하기로 한다. 물론 재
해 위험도를 나타내는 피설명변수로서는 사망만인율이다.13)
재해율 방정식의 추정 결과는 <표 1>에 나타내고 있다. 먼저 사망만인율에
대하여 자산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가 속한 가구의 자가 등 소유 부동산 시가 총액과 금융 순자산이 모두
부(-)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소유 부동산 시가 총액의 경우에는 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와 정규․상용직 모두 유의 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금융 순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14) 다만, 소유 부동산 금액의 계수 추
정치가 보이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전체의 경우에
는 계수 추정치가 -0.000017이며, 정규․상용직의 경우에는 -0.000021로 정
규․상용직의 경우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절대치에서 보
면,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수치를 해석하여 본다면, 소유 부동
산 금액이 100만 원 증가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사망만인율은 0.2%
정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계적 유의수준은 낮지만, 자
가 등 소유 부동산 시가 총액의 면에서 볼 때, 한국 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에도 산업재해에 대하여 자산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이들은 산
업안전을 정상재로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자가 금액이 재해율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Garen(1988)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15) 본고의 분석 결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13) Garen(1988)은 업종별 사망률과 재해율을 역누적함수(inverse cumulative function)의 형태
로 변형하여 피설명변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피설명변수가 음(-)의 무한대로부터 양(+)
의 무한대까지 분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이로부터 얻은 분석 결과는 업종별 사
망률과 재해율 자체를 피설명변수로 하여 얻은 결과와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
로 Garen(1988)의 분석 방법에 따라 캐나다의 보상임금격차를 연구한 Gunderson and
Hyatt(2001)는 업종별 사망률과 재해율 자체를 피설명변수로서 이용하고 있다.
14) 이는 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였을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15) Garen(1988)의 경우, 분석 대상은 정규 생산직 노동자이다.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본고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와 Garen(1988)의 차이점은 Garen(1988)의 경우에는 자가 금액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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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재해율(사망만인율) 방정식 추정 결과
상수
연령
교육연수
근속연수
소유 부동산 시가 총액(×100)
금융 순자산(×1,000)
비노동소득
배우자 취업 여부
노조 유무
노조 유무×대기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수정된 결정계수

전 체(673명)
2.066 (0.558)***
0.012 (0.007)
-0.012 (0.030)
0.007 (0.012)
*
-0.0017(0.0009)
-0.0006(0.02)
0.0001(0.0002)
-0.197 (0.163)
0.246 (0.248)
-0.091 (0.502)
***
0.614 (0.219)
2.066 (0.558)***
0.2510

정규․상용직(549명)
2.166 (0.678) ***
0.008 (0.009)
-0.012 (0.036)
0.016 (0.015)
*
-0.0021(0.0005)
-0.0049(0.02)
0.0002(0.0002)
-0.185 (0.195)
0.222 (0.284)
0.409 (0.335)
***
0.454 (0.274)
0.700 (0.678) ***
0.2403

주 : 1) 분석에 포함된 기타 변수로서는 기업 규모별 더미 변수와 업종별 더미 변수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와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으로서 자가 등 소유 부동산이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참고로 <부표 1>의 기초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순자산의 표준편차보다
소유 부동산 금액의 표준편차가 크며, 분석 자료로부터 계산하여 본 결과, 생산
직 노동자 전체 673명 가운데 소유 부동산이 없는 노동자가 245명으로서 전체
의 3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소유 부동산이 자산
으로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본고와 Garen(1988)이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 한다
면, 비노동소득의 영향력이다. Garen(1988)의 경우, 미미한 정도이긴 하지만 재
해율 선택에 비노동소득이 부(-)의 효과를 보인 반면,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비노동소득이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리고 연령, 교육연수와 근속연수 등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만, 연령의 경우,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1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을 노동 경험에 대
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간주한다면, 노동 경험이 재해율과 정(+)의 상관
명변수로 포함하였다면, 본고는 자가 이외의 소유 부동산도 합계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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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이는 Garen(1988)의 결과와 일치한다.
재해에 대한 노동자의 위험 기피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배
우자의 취업 여부이다. 배우자가 임금노동자인 경우 또는 자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치의 부호로 볼 때 노동자들이 낮은 사망만인율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재해에 대
하여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16) Viscusi(1979)의 경우에는 노동
조합과 산재 위험 사이에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Garen(1988)의 경우
에는 부(-)의 상관관계임이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Sandy and Elliott(1996)에서
는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정(+)의 상관성을 보이는 반
면, 산재 사고 이외의 원인을 포함한 사망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부(-)의 상관
성을 보였다. 본고의 결과 또한 정(+)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Ⅳ.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의 추정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재
해에 대하여 사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되
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노동자 개인이 재해 위
험도를 선택하는 내생적(endogenous) 모형을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분석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하였다. 본고는
제Ⅲ장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재해 위험도(정확히는 사망
만인율)를 노동자가 선택하는 재해율 방정식을 추정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기초
로 하여 통상최소자승법에 따른 추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제거할 수 있다. 이

16)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는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이외에 응답자가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노동조합 유무 대신에 노조원 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는 무시하여도 좋은 수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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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추정량의 일치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과연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상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이 장에서 확인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노동조합,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에 보상임금격차의
면에서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임금프로파일 추정에서 사망만인율에 ‘노조 유무 × 대기업’ 교차항을 다
시 곱하는 교차항을 설정함으로써 검증하여 볼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대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1,000인 이상의 기업을 말한다.

1.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결과
먼저 재해 위험도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사망만인율을 포함하여 통상최소자
승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는 <표 2>와 <표 3>에서 ‘모형 Ⅰ’로 표시한 열(column)의 내용에 표시되고 있
다. 대체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특이한 추정치를 보이고 있지 않으
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사망만인율의 계수 추정치가 보이는
결과를 해석하여 보기로 한다.
송기호(1994)에서는 사망률17)이 제조업 남성 생산직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을 보여주는 추정치가 최저 0.030(1980년도)에서 최대 0.312(1989년도)로 나타
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특히 고임금 부문(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표본 남
성 임금의 중위수 이상인 경우)과 저임금 부문(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표본 남성
임금 중위수의 ⅔ 미만인 경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고임금 부문의 노
동자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연도별로 추정치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저임금 부문의 노동자에게서는 정(+)의 부호를 일관되게 보이며, 대체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결과에서는 사망만인율에 대한 추정치가 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의
경우에 -0.002(정규․상용직의 경우에는 -0.003)으로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향은 정(+)의 관계를

17) 송기호(1994)는 근로자 1,000명당 사망자수를 뜻하는 사망천인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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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망 재해에 대한 보상임금격차의 추정 결과 (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 : 673명)
모형 Ⅰ
상수

모형 Ⅱ

-2.920 (0.200 )

***

모형 Ⅲ

-2.767 (0.292 )

***

-2.766 (0.322 )***

연령

0.071 (0.009 )*** 0.072 (0.009 )*** 0.072 (0.013 )***

2

-0.001 (0.0001)*** -0.001 (0.0001)*** -0.001 (0.0002)***

연령

교육연수

0.041 (0.006 )*** 0.040 (0.007 )*** 0.040 (0.008 )***

근속연수

0.026 (0.007 )*** 0.027 (0.007 )*** 0.027 (0.007 )***

근속연수2

-0.0003(0.0003)

-0.0004(0.0003)

-0.0004(0.0002)

노동조합 유무

-0049 (0.055 )

-0.034 (0.059 )

-0.032 (0.058 )

대기업 노동조합(=노조유무×대기업) 0.123 (0.133 )

0.126 (0.199 )

-0.030 (0.144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0.225 (0.047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76 (0.049
사망만인율
-0.002 (0.009
사망만인율×대기업 노동조합
0.051 (0.032
사망만인율 추정식 잔차(R)
R×사망만인율
R×(사망만인율×대기업 노동조합)
결정계수
0.4189

)***
***
)
)
)

0.263
0.222
-0.078
0.048

(0.068
(0.079
(0.099
(0.073
0.4176

)***
***
)
)
)

0.257 (0.070
0.225 (0.080
-0.074 (0.102
0.129 (0.049
0.081 (0.103
-0.001 (0.001
-0.016 (0.005
0.4237

)***
***
)
)
)***
)
)
)***

주 : 1) 분석에 포함된 기타 변수로서는 업종별 더미변수와 기업 규모별 더미변수임.
* **
***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와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3) 사망만인율 추정식 잔차(R)란 <표 1>의 추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얻은 잔차(residual)
를 뜻함.

나타내고 있지만 이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참고적으
로 대기업 노동조합에 관한 교차항을 제외하고 사망만인율만을 설명변수로 포
함한 분석 결과는 사망만인율의 추정치가 0.0003으로 비록 부호는 양(+)인 것
으로 나타나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가 송기호
(1994)의 분석 결과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추측하기가 곤란하다.18)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고의 분석 결과로부터 남성 생
산직 노동자의 경우에 사망 재해에 대하여 높은 임금프리미엄이라는 사전적 보
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참고로 송기호(1994)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국한한 분석에서는 사망만인율의 추정계수치
가 0.013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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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망 재해에 대한 보상임금격차의 추정 결과 (남성 정규․상용 생산직 노동자 : 549명)
모형 Ⅰ
상수

모형 Ⅱ
***

-2.967(0.238 )

모형 Ⅲ
***

-2.670(0.374 )***

-2.685(0.318 )

연령

0.071(0.011 )***

0.072(0.011 )***

0.072(0.018 )***

2

***

***

-0.001(0.0002)***

연령

-0.001(0.0001)

-0.001(0.0009)

교육연수

0.048(0.007 )***

0.046(0.008 )***

0.046(0.009 )***

근속연수

***

0.035(0.008 )

***

0.036(0.008 )

0.037(0.008 )***

근속연수2

-0.001(0.0003)*

-0.001(0.0006)*

-0.001(0.0003)**

노동조합 유무

-0.058(0.059 )

-0.032(0.062 )

-0.032(0.061 )

0.066(0.150 )

0.091(0.213 )

-0.055(0.163 )

대기업 노동조합(=노조유무×대기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대기업 노동조합
사망만인율 추정식 잔차(R)
R×사망만인율
R×(사망만인율×대기업 노동조합)
결정계수

0.231(0.058
0.175(0.059
-0.003(0.009
0.055(0.033
0.4239

)***
***
)
)
)

0.294(0.073
0.266(0.090
-0.138(0.096
0.068(0.072
0.4240

)***
***
)
)
)

0.288(0.075
0.271(0.090
-0.131(0.010
0.144(0.052
0.138(0.101
-0.001(0.001
-0.018(0.005
0.4321

)***
***
)
)
)***
)
)
)***

주 : <표 2>와 동일

2. 2단계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결과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임금프로파일의 추정은 재해
위험도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 위험도
와 임금 수준을 동시에 결정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량의 불편성
(unbiasedness)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는 Garen(1988)의 분
석 방법에 따라 식 (3)의 추정(곧 제Ⅲ장의 추정 결과)으로부터 얻게 되는 재해
위험도의 추정치 ˆq 을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서 식 (4)의 추정에 이
용하여 보기로 한다. 이 분석방법은 일종의 2단계 최소자승(2SLS) 추정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에 따라 추정된 결과는 <표 2>와 <표 3>에서 ‘모형 Ⅱ’라
고 하는 열에 나타내고 있다. 이 추정 결과는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결과에
비하여 추정치의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을 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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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남성 정규․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 증가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해 위험도의 선택과 임금 수준의 결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2단계 최소
자승법은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량의 편의를 제거하는데 유효한 분석방
법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19)

3. 오차항의 불균등 분산을 제거한 추정 결과
2단계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방법은 식 (4)에서 볼 때, 재해율 방정식의 추
정으로부터 얻은 잔차(residual) μ̂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다. Garen(1988)에
따르면, 식 (2)의 오차항은 기대치가 0이 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통상적인 연립
방정식 추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구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
하는 방식으로 식 (2)를 추정할 것이 아니라 재해율 방정식으로부터 얻은 잔차
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식 (4)에 기초하여 임금프로파일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Garen(1988)의 추정방법에 따라 사망만인율 추정식
으로부터 얻은 잔차를 식 (4)의 추정에 설명변수로 포함하기로 한다. 이는 식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 Ⅱ’에 설명변수가 두 가지 추가되는 방식이다. 곧
사망만인율 추정식의 잔차식(식 (4)의 μ̂ ) 그리고 이 잔차와 사망만인율의 교차
항(식 (4)의 q μ̂ )이 추정에 포함된다. 이 새로운 모형을 ‘모형 Ⅲ’이라 하자.20)
<표 2>와 <표 3>에서 ‘모형 Ⅲ’이라는 열에 나타내고 있는 분석 결과는 이전
의 ‘모형 Ⅰ’과 ‘모형 Ⅱ’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사망만인율의
19) 뒤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하우스만 검정 방식에 따라 재해율 방정식과 임금프로파일 사이
에 연립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에서도 연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모형 Ⅱ’가 ‘모형 Ⅰ’에 비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0)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식 (4)의 오차항 θ 가 재해 위험도 q 에 좌우되므로 분산이 동
일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곧 불균등 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오차항이 불균등 분산을 가지게 될 때,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치의 표준 오
차에 편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Garen(1988)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중최소자승
법(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임금프로파일의 오
차항은 재해 위험도에 좌우되므로 이 관계를 재해 위험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실제
로 식 (4)를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뒤에 이 추정식으로부터 얻은 잔차의 자승항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사망만인율과 사망만인율의 자승항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다
음, 이 결과를 가중치로 이용하고 있다. 본고는 가중 최소자승법 대신에 White의 절차
(White procedure)에 따라 추정량의 표준오차를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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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계수치가 절대값에서 ‘모형 Ⅱ’에 비하여 더욱 커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하지만 ‘모형 Ⅰ’과 ‘모형 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던 ‘사망만인율 × 대기업 노동조합’이라는 교차항의 추정치가 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의 경우에는 0.129, 남성 정규․상용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에는 0.144로 절대값이 커질 뿐만 아니라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이 결과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사망만인율과 임금 수준 사이에는 정
(+)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면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재해에 대하여 고용주가 사전적 보상을 하고 있
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정규․상용 생산직의 경우에 노동조합 효과가 더욱 크
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다만, 이와 같은 효과가 노동조합의 역할
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결과로부터 알기 어렵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사망만인율 × 대기업 노동조합’이라는
교차항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은 임금프로파일의 오차항이
재해 위험도(사망만인율)와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절대치가 증가
한다는 사실은 이 상관성이 부(-)의 관계에 있음을 뜻하므로21) 관찰되지 않는
소득 능력을 가진 노동자, 곧 오차항(식 (2)의 e i )이 상대적으로 큰 노동자는
사망 재해가 낮은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노동자가 산업
안전을 정상재로서 선호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선호가 노동조
합이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제Ⅲ장에서 추정한 사망만인율 추정식으로부터 얻은 잔차가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Garen(1988)에
따르면, 이 잔차는 노동자가 실제로 선택한 재해 위험도( q )가 평균적인 위험도
( ˆq )보다 크다는 것이므로 잔차가 클수록 노동자는 재해 위험이 높은 업무를
선택하게 됨을 뜻한다. 그리고 이 잔차의 계수 α 는 식 (2)의 오차항 e i 와 식 (3)
의 오차항 μ i 사이의 관계, 곧

cov( e, μ)
var( μ)

를 의미하므로 만일 이 잔차에 대

한 추정치의 부호가 양(+)이라면, 기대치 이상의 높은 소득은 기대치 이상의 재

21) 이는 식 (2)에서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량을 γ
때, 다음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곧 plimγ

OLS

OLS

라 하고 일치 추정량을 γ 라 할

=γ +

q, e)
( cov(
var( 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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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험에 대응하는 반면에 부호가 음(-)인 경우에는 기대치 이상의 높은 소득
과 기대치 이하의 재해 위험이 대응하게 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는 이 계수
추정치가 0.081(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의 경우) 그리고 0.138(남성 정규․상
용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 따라서 기대치 이상으로 높은 소득을 받는 노동자가 어떠한 재해 위험
도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망만인율 추정식의 잔차( μ̂ )와 사망만인율의 교차항은 식 (2)의 φ
와 식 (3)의 μ i 사이의 관계, 곧

cov( φ, μ)
var( μ) 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이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가 양(+)의 부호를 보이게 되면, 기대 이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처해 있는 노동자가 기대 이상으로 높은 φ 에 대응하게 된다. 이는 재해
위험에 대하여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계수 추정치가 음(-)의 부호를 나타내면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는 이 계수 추정치가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와는 달
리 이 교차항에 다시 대기업 노동조합의 더미변수를 곱한 교차항에서는 계수
추정치가 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와 남성 정규․상용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
각각 -0.015와 -0.018일 뿐만 아니라 둘 다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소득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 고임금에 대하여 낮은 사망 위험
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추론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정규․상용직
노동자인 경우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재해 위험도 선택
과 임금 결정을 동시에 고려한 추정방법에서 분석 대상인 남성 생산직 노동자
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망 위험에 대하여 높은 임금프리미엄이라는 사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대기업 노동
조합은 보상 임금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을 정상재로서 선호하고 있으므로 곧 산업재해를 열등재
(inferior good)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
음을 배경으로 하여 사망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이른바 소득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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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추가되어야 할 한 가지 사항은 식 (2)와 식 (3) 사이에 연
립성(simulaneity)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두 방정식에 연립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식 (4)를 통하여 얻은 ‘모형 Ⅲ’의 추정 결과가 통상최소
자승법에 의한 ‘모형 Ⅰ’의 추정 결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효하다는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립성 존재의 검정 방법으로서 본고는 하우
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이용하였다. ‘모형 Ⅰ’에 따른 추정량과 ‘모형 Ⅲ’에
따른 추정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한 분석에서
2
χ (자유도 = 29)가 306.87(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과 63.81(남성 정규․상

용직 노동자의 경우)로 임계치인 52.34(허용 확률이 0.005%인 경우)를 넘어섬
으로써 귀무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모형 Ⅲ’에 따른 추정
결과가 ‘모형 Ⅰ’에 따른 추정 결과에 대하여 일치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Ⅴ. 맺음말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상임금격차 가설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흔히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임금프로파
일의 추정에 재해 위험도를 설명변수로 포함함으로써 계수 추정치의 부호와 절
대치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용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보상임금격차에 대한 연구
는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이와 같은 방법에 의거한 분석에서 산업재해에 대하
여 보상임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직업선택에서 재해 위험을 고려하는 경우, 특히 재해 위험
도와 임금 수준의 결정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량이 불편성(unbiasedness)을 상실
하게 된다. 이는 설명변수로 포함된 재해 위험도와 임금프로파일의 오차항 사
이에 상관성이 존재하여 오차항의 기대치가 0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Garen(1988)은 재해 위험도를 결정하는 이른바 재해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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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risk equation)과 임금프로파일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추정하되 임금프로파
일의 오차항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수정된 형태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임금 수준에 대한 재해 위험도의 계수 추정치가 일치성과 유효성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본고는 Garen(1988)의 모형에 따라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 연도의 자료를
이용, 남성 생산직 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
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때 재해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산업재해분석』(노동부)의 2000년도 업종별 사망만인율(곧 근로
자 10,000명당 사망자수의 비중)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또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Viscusi(1988)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금액이 높은 노동자가 낮은 재해 위험을 선택한다는 사실
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만인율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재해율 방정식의
추정에서 자가(自家) 등을 포함한 소유 부동산 시가 총액의 계수 추정치가 부(-)
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에 대하여 자산효과가 존재한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결과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둘째, 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는 보상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이 차이점의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기
존의 연구가 사용한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에도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에서 보상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하는 작업이다.22) 이 작업에서 어떠한 변화 경향이 탐지되는지를 선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보완적인 방법일 뿐 본고가 지적
하고 있듯이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량의 문제를 고려할 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남성 생산직 노동자 전체의 경우와는 달리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에

22) 심사자 1명은 외환위기 이전․후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논평하고 있는데 이는「임금구조기
본통계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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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상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본다면, ‘고(高)임금 - 저
(低)재해’라는 상관성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서구의 연구 결과에서도 노동조합이 보상임금격차에 대하여 미
치는 영향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교섭
력이 가지는 효과가 한국의 경우에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어렵
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 사이에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보상임금격차를 획득하는 속성
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대기업 노동조합이 보상임금격차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석방법으로서 Sandy and Elliott(1996)의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듯이 표본선택 편의를 제거하는 추정 모형을 동시에 고려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에 산업재해에 대하여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이들은 고임
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등재(inferior good)에 속하는 산업재해를 선호하지 않
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이들 노동자에게 국한하여 보상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배경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볼 때, 3D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노동자의 공급이 부
족하고 이에 대하여 이주노동자가 대체되고 있는 현실의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전적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이로부터 노동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을 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도적 요인과 같은 다른 영향 요인들이 노동시장
의 기능을 일정 부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23) 이
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보상임금격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든다면, 노
동자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노동조건으로서 산업재해 이외에도 여러 요
23) 다른 심사자 1명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사전적 보상의 부재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
라 노동시장의 임금유연성 부족과 산업구조조정 지연 등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논평하였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며, 심사자가 제시한 소방관과 경찰관에 이주노동자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는 본고가 말한 제도적 요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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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보상임금격차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자의 업종별 이동을 통하여 보
상임금격차의 존재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가 높은 업종으
로부터 낮은 업종으로 이동한 노동자가 과연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학력 등 노동자의 고정적인(fixed)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산재보험 등 사후적 보상이 보상적 임
금이라는 사전적 보상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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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분석 대상의 기초 통계
남성 생산직 노동자(673명)
변수명
평균

표준
최소치 최대치
편차
1.953
0.66
20.62
0.479
-2.828 0.528
11.212
17
75
2.512
6
18
6.188
0
36

남성 정규․상용 생산직 노동자
(549명)
표준
평균
최소치 최대치
편차
2.635
2.069
0.66 20.62
-0.782
0.480 -2.828 0.528
39.763 10.706
17
75
11.324
2.422
6
18
5.479
6.175
0
35

사망만인율
2.575
임금(자연로그치)
-0.811
연령
40.221
교육연수
11.159
근속연수
5.141
자가 등 소유 부동산 시가
5,852.675 7,354.438
0 50,000 5,979.781 7,471.093
0 50,000
총액
금융 순자산
158.966 3,712.49 -23,000 40,000 279.332 3,910.899 -23,000 40,000
비노동소득
115.767 442.006
0 5,000 120.594 471.086
0 5,000
배우자 취업 여부
0.221
0.415
0
1 0.215
0.411
0
1
노동조합 유무
0.282
0.450
0
1 0.328
0.470
0
1
대기업 노동조합
0.104
0.306
0
1 0.124
0.330
0
1
5인 미만
0.113
0.317
0
1 0.104
0.305
0
1
5∼9인
0.144
0.351
0
1 0.126
0.332
0
1
10∼29인
0.224
0.417
0
1 0.215
0.411
0
1
30∼49인
0.086
0.281
0
1 0.086
0.280
0
1
50∼99인
0.101
0.302
0
1 0.102
0.303
0
1
100∼299인
0.129
0.336
0
1 0.146
0.353
0
1
300∼499인
0.042
0.200
0
1 0.046
0.209
0
1
500∼999인
0.027
0.161
0
1 0.029
0.168
0
1
1,000인 이상
0.134
0.341
0
1 0.148
0.355
0
1
제조업
0.473
0.500
0
1 0.519
0.500
0
1
전기․가스․수도사업
0.009
0.094
0
1 0.009
0.095
0
1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0.132
0.339
0
1 0.075
0.263
0
1
숙박․음식점업
0.077
0.267
0
1 0.084
0.277
0
1
운수․창고․통신업
0.013
0.115
0
1 0.015
0.120
0
1
금융․보험업
0.138
0.345
0
1 0.153
0.360
0
1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0.009
0.094
0
1 0.005
0.074
0
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0.097
0.296
0
1 0.098
0.298
0
1
행정
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
0.012
0.108
0
1 0.007
0.085
0
1
사업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
0.012
0.108
0
1 0.009
0.095
0
1
스업
가사 서비스업
0.021
0.143
0
1 0.016
0.127
0
1
기타 산업
0.003
0.054
0
1 0.004
0.060
0
1
기능원
0.397
0.490
0
1 0.384
0.487
0
1
장치․기계조작원․조립원
0.379
0.485
0
1 0.426
0.495
0
1
단순노무직
0.224
0.417
0
1 0.189
0.39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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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Accident and Compensating Wages
Yee, Seung-Yeol
Some

researches

report

that

workers

earn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for industrial accident risk in Korea. But their estimation
may be biased because they did not consider workers' self-selection of
injury risk. In our analysis the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for male
blue collar workers are estimated with correction for the endogeneity of
job risk using the 4th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value of estate tends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job risk, and that workers don't earn wage premia for
fatal injury risk but the ones who works in large-sized and unionized
firm.

Keywords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wealth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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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변동을 대표하는 현상의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출산은 탁아시설의 부족, 육아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
게 낳는 것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
지의 저출산논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을 뿐, 결혼연기와 출산연
기 등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관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6차조사자료를 이용, 실제로 미혼상
태를 지속하거나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결혼상태의 변화를 겪은 표본을 추출
하여 미혼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 미혼에서 기혼으로 이동하게 한 요인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취업여부와 같은 변수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여성에게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
다. 가치변인 중 생활만족도변인은 남성의 결혼선택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용어 : 저출산. 결혼연기. 생활만족. 직무만족

Ⅰ. 서 론
최근 저출산이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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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제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좋은 논
평과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두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박사과정(pourtant2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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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합계특수출산율이 1.17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
들 만큼 빠른 속도의 변화로 인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이 저출산 (합
계특수출산율 2000년 1.47→2003년 1.19 :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과 더불어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를 논의할 때, 지금까지는 기혼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
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 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검토하거나 혹은 출산 후의 양육지원책으로서 아동수당 지급, 보육시설
의 확충, 육아휴가제도의 확산 보급 등 육아지원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
어 왔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에
는 기혼 유배우 여성의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변준한, 2003), 우리나라 기혼여
성의 첫 출산 간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경애, 2003), 보육서비스가 기혼여
성의 출산 의도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용복, 2004) 등 자녀 출산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 등이 포함되며. 두 번째 범주에는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요인(서지원, 1997), 출산 후 취업지속의 결정요인(김지경, 2004)
등 주로 출산과 여성 취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두 가
지 범주 모두 기혼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을 중심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미혼율과 비혼율은 큰 폭으
로 높아졌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미혼자의 출산율1)이 극히 낮은
사회에서는 미혼화․만혼화가 출산율의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미혼화․만혼화 현상이 말할 필요도 없이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는 지금, 그렇다면 미혼 남녀가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결혼을 늦추는가
하는 원인규명에 관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전국 규모의 조사2)을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1) 미혼자의 출산율에 관한 공개된 공식 통계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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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미혼자 1,387명(남 714명, 여 673명) 중 52.3% 정도만이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 55.5%와 여성 49.0%가, 연령
별로는 20대의 경우 52% 정도가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자의 50% 정도는 결혼계획이 없거나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
을 확인하였다. 결혼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남성은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35.7%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내가 하는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가 26.2%, ‘꼭 결혼해
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가 24.4%를 나타냈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토태로, 은기수(2004)는 우리나라의 현재 결혼 지연과 저
출산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에
기인하고 있어 결국 출산력의 회복은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취업 및 직업안정성
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등과 맞물려 결혼선택과 노동
환경과의 관계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조사 등을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을 위한 계량적인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시도로
미혼 남녀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랑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
를 통해 저출산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결혼 연기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의 젠더간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토
대로 저출산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있어서의 결혼선택
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젠더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취업률과 임금 등과 같은 노동환경 조건과 결
혼선택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취업자만을 선별하여 노동환경 조건과 결혼

2) 전국가족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4,311,807가구 중 3,500가구의 10세이상 가구 구성
원 9,10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 가족형성(혼인 및 출산), 가족관계
(부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청소년자녀와의 관계), 일상과 가족에서의 돌봄노동(어린이 돌
봄, 노인 및 장애가족원 돌봄,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가 및 건강실태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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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의 젠더간 격차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혼 유배우 여성을 둘러싼 문제로써만 저출산의
해결점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혼자 특히 미혼 남성도 논의의 대상에 포
함시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해결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환경 조건과 결혼선택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결혼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담아두기보다는 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와 국내 선행연구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국외 선
행연구는 1990년대 이후 행해진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
내 선행연구로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조사의 결과
를 제시함으로써, 결혼선택에의 영향요인을 예측하고자 한다.

1. 국외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 이후의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선택의 규정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행해져 왔다. 결혼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본인의 연령, 학령,
취업형태, 경제적 능력 등의 변수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본인관련 변수와 부모관련 요인)과 가치요인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사회인구학적 요인
1) 연령
滋野(1997)에서는 연령과 연령2차항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놓고 여성의 결혼
선택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은 결혼선택에 정(+)의 효과, 연령2차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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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짐
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2차항의 효과는 일정 연령을 경계로 해서 결혼 선택
에의 연령의 효과는 역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28세 이후의 여
성의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전국의 20∼44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여성의 생활의식에 관
한 의식조사」로부터, 결혼 의욕의 규정요인을 검토한 釜野(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정(+)의 효과가 나타나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 의욕이 높다는 사
실을 밝혀냈다.
2) 학력
樋口(1994), 金子(1995)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학력의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혼인가 기혼인가의 현재의 상태에 주목한 樋口
(1999)의 연구에서는 중․고졸보다는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ong(2003)에서는 홍콩 거주의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시기(marital
timing)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학력과 경력의 획득은 결혼율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滋野(1994)의 연구에서는 학력은 여성의 결혼 선택에 있어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입
24∼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소득과 노동소득2차항을 설명변수로 놓고
결혼선택에의 영향을 조사한 滋野(1997)의 연구에서는 노동소득은 여성의 결혼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정(+)의 효과, 노동소득2차항은 여성의 결혼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여성
은 결혼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소득2차항이 부(-)
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액을 넘으면 여성의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간 노동소득이 250만엔 이하
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서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지만, 연간 250만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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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 때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樋口(1999)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많은 사람이 유배우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 일본 3국에 있어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결혼 시기와의
관계를 조사한 Ono(2003)에 의하면 일본은 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하는 것에 고무적이지 않지만,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취업형태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취업형태를 설명변수로 분석한 樋口(1999)의 연구 결
과, 일반기업의 정사원보다는 무직자, 자영/가족종사자, 시간제노동자의 유배우
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滋野(1997)의 분석에서는 취업형태는 결혼선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관련 변수(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와의 동거)
樋口(1999)는 미혼인가 기혼인가의 결혼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
모의 경제력, 부모의 생존 여부와 부모와의 동거를 설명변수로서 분석하고 있
는데, 부모와의 동거는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추고,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여
성의 유배우율이 높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모의 생존 여부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생존은 여성의 유배우율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의 생존은 여성의 유배우율을 높인다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가족과 출산력 조사(Family and Fertility Survey)」를 이
용하여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하는 패턴을 비교한 Rusconi(2003)의 연
구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결혼을 기점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비율
이 높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독일여
성의 10%, 독일 남성의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결혼이나 동거, 첫 자녀의 출산과 같은 가족 이벤트를 기
점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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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 가치변인
1) 결혼에 관한 의식관련 변수
결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결혼 의욕이 높다는 연구(釜野
(2004),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록 초혼 연령이 빨라지게 된다고 하는(최새은 외, 2003) 연구 등이 있다.
2) 생활의식관련 변수
일에 관한 의식, 자립지향, 자기우선지향, 젠더역할관(釜野(2004), 생활설계
지향, 개인주의지향(岩間, 2004) 등의 의식에 관련한 항목을 설명변수로 설정하
고 있으나, 유의한 결과는 얻어지지 않았다.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최근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 등의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왜 만혼화․비혼화가 초래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결혼선택과 결혼에 관한 의식과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식조사를 기초로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첫째 결혼의 당위성 의식 특히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대한 의식,
둘째 결혼의 이점․독신의 이점, 셋째 결혼 상대의 조건을 선정하였다. 예로 든
세 가지 항목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결혼 선택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 결혼에 관한 의식
<표 1>은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의 혼인에 대한 가치관-결혼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가 6∼7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의견이 30% 정도로 나타났다.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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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결혼에 관한 의식
(% )
100
90

남 자 2002
여 자 2002

80
70

6 7 .9
6 1 .3

60
50
40

3 4 .1
2 8 .9

30
20
10

1 .6

2 .8

0
반드시야해한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해서는 안된다.

자료 :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3), 통계청

식은 남녀 모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
(2004)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성의 55.5%, 여성의 49%만이 가까운 장래에 결
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남자와 여자의 결
혼에 대한 의식차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인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결혼에 대해
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의식을 보다 구체
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F-GENS한국
패널(2004)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F-GENS한국패널에서는 ‘남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의 두 문항에 대
한 의견을 묻고 있는데, <표 2>에서 보여지듯이 남성은 남성이나 여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데 동의한 비율이 60%를 넘
고 있으나,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이나 여성이 평생 독신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 사회통계조사는 전국 약 30,000의 표본가구 내의 가구원 약 70,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매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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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삶의방식

여성삶의방식

<표 2> 남녀의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관한 의식

여성（ｎ＝113） 5.3

31.0

26.1

남성（ｎ＝249）

여성（ｎ＝113）

36.3

36.1

8.8

37.2

0%

21.7

36.9
2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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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간동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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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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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GENS한국패널조사(200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 프론티어

여기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대해서 저항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로부터 남성은 결혼에 대한 당위성 의식이 높고, 평생 독신생활 추
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로 미루어 보아 결혼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나. 결혼의 이점․독신의 이점
<표 3>은 F-GENS한국패널조사(2003) 결과로부터, 결혼생활의 이점과 독신
생활의 이점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혼 남성의 경우
에 독신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혼 여성은 독신의 이점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2004)에서는
결혼계획과 더불어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남성은 조사대상자의
35.7%가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26.2%가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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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결과로부터 미혼 남성은 경제적인 기반이 다져지면 즉 고용상태
가 안정이 되거나, 충분한 수입이 보장될 때에는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여성은 독신의 이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자신
의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고용
상태의 안정과 충분한 수입 보장은 여성의 결혼선택확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
상된다.
<표 3> 결혼의 이점․독신의 이점
결혼생활

이점 있다

이점 없다

독신생활

이점 있다

이점없다.

미혼 남성
(n ＝249 ）

85.9%

14.1%

미혼 남성
( ｎ＝249 ）

71.5%

28.5%

미혼 여성
( ｎ＝113 ）

78.8%

21.2%

미혼 여성
( ｎ＝113 ）

85.0%

15.0%

자료 : F-GENS한국패널조사(2003),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 프론티어4)

다. 결혼상대의 조건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2004)에서는 여성은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경제력
과 직업(41.0%)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성격(25.9%)을
들고 있다. 남성은 성격과 사랑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들고 있다. <표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F-GENS한국패널(2003)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남녀 모두 인격이었다. 여성은 그
다음으로 경제력과 직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남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상대의 용모를 중시한다고 하
는 대답도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원 외(2002)의 연구에서도 결혼상대의 조
건으로서 성격을 1순위로 뽑은 여성은 35.5%, 남성은 33.5%였고, 남녀간의 의
견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으로서는 외모와 장래 가능성으로, 외모의 경우는 남
자가 6.7%인 데 반해 여자는 1.9%에 머물러 있고, 장래 가능성의 경우는 남자

4) F-GENS 한국패널조사는 한국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4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취업,
가족, 가계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현재 2003년, 2004년
도의 조사가 실시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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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결혼상대의 조건
（％）70

65.9
남성（ｎ＝249）

60

여성（ｎ＝11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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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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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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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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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역할

공통취미

외모

자료 : F-GENS한국패널조사(2003, 200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 프론티어

가 2.4%인데 반해 여자는 8.2%로 나타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교환조건이
성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하고 있지 않거나 경제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남성은
자의든 타의든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력 자체는
결혼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국외의 연구 결과로부터는 연령, 학력, 수입, 취업형태 등을 결혼선
택의 규정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국내의 조사 결과로부터 결혼에 대한 당
위성 의식, 평생 독신생활 추구 의식과 같은 결혼에 관한 의식, 경제력 등은 남
성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사용데이터의
제약으로부터, 첫째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여성에 한정되어 있
다는 점, 둘째 조사의 어려움상 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특히 지역별 취업
률, 결혼 시기에 대한 가치와 같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 등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결혼선택
의 규정요인에 관한 변수의 제약, 즉 질문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결혼
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와 같은
가치변인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142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1호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조사대상자가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서, 결혼선택에 있어서의 남녀별 차이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변수의 효과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젠더간 의식격차와 결혼선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며, 또한 원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변인으로서
생활만족도관련 변인과 직무만족 변인을 들 수 있는데, 만족도변수를 생활만족
도와 직업만족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측정하고 있으므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족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과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 변수를 설명한다.

1. 연구문제 및 변수선정

가.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1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1-2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의 남녀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 가치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1 생활만족(여가생활만족,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을 포함)은 결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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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직무만족(보수,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직무환경을 포함)은 결혼선택(미
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가치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남녀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취업자에 있어서 결혼 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남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나. 변수 측정
1) 종속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종속변수는 결혼상태 변화이다. 미혼지속자 0값, 미
혼에서 기혼으로 결혼상태가 변화한 자 1값으로 하는 변수를 취하였다.
2) 독립변수의 선정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하게 될 자료분석
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정된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령은 만연령, 연령의 2차항, 출생코호트 등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분석에 이용된다. 학력은 범주화하여 더미변수의 형태를 취하였다.
수입은 수입, 수입의 2차항의 두가지 형태로 분석에 이용된다. 취업에 관한 변
수는 취업 여부, 전일제와 시간제, 종사상의 지위 등을 각각 범주화하여 더미변
수의 형태를 취하였다. 선행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단독으로 채용한 변수는 거주지역과 만족도 관련 가치변인이다. 거주지역은 서
울, 경기, 광역도시, 지방도시로 나누어 더미변수의 형태를 취하였다. 생활만족
도는 3영역의 생활만족변인의 값을 더해서 연속변수 형태를 취하고, 직무만족
도는 4영역의 직무만족변인의 값을 더해서 연속변수 형태를 취하였다. 가치변
인 중에서 결혼에 관한 의식에 대한 변수는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
를 가지고 있어서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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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측정
항 목
종속
변인

결혼상태 변화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료구성과 구체적 지표
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

미혼지속(n 년도 미혼, n+1 년 미혼) ＝0
결혼상태 변화(n 년도 미혼, n+1 년 기혼) ＝1

본인의 학력*

( 중·고졸＝0)
중졸 미만＝1, 대학 이상＝1

거주지역*

( 광역도시＝0)
서울＝1, 경기＝1, 지방도시＝1

출생코호트*

(71 년∼79 년 출생=0)
∼70 년 출생=1, 80 년∼ 출생=1

취업 유무*

( 미취업자＝0), 취업자＝1

종사상의 지위*

( 일용직＝0), 상용직＝1, 임시직＝1

근무시간 형태*

( 시간제＝0), 전일제＝1

본인 n년도 수입
본인 n 년도
수입제곱
본인연령
본인연령제곱
독립
변인

가치변인

주 : *은 더미변수임.

생활만족도

3 점에서 15 점까지의 값을 가짐

여가만족

매우 만족(5 점), 만족(4 점), 보통(3 점),
불만족(2 점),매우 불만족(1 점)

주거환경 만족

매우 만족(5 점), 만족(4 점), 보통(3 점),
불만족(2 점), 매우 불만족(1 점)

가족관계 만족

매우 만족(5 점), 만족(4 점), 보통(3 점),
불만족(2 점), 매우 불만족(1 점)

직무만족

4 점에서 20 점까지의 값을 가짐

직무만족
( 보수)

매우 만족(5 점), 만족(4 점), 보통(3 점),
불만족(2 점), 매우 불만족(1 점)

직무만족
( 취업안정성)

매우 만족(5 점), 만족(4 점), 보통(3 점),
불만족(2 점), 매우 불만족(1 점)

직무만족
( 직무내용)

매우 만족(5 점), 만족(4 점), 보통(3 점),
불만족(2 점), 매우 불만족(1 점)

직무만족
( 근무환경)

매우 만족(5 점), 만족(4 점), 보통(3 점),
불만족(2 점), 매우 불만족(1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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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6차에 걸친 노동패널 조
사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소득과 소비의 상태와 변화 과
정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 과정, 결혼상태, 생활
만족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8년에 제주도
를 제외한 전국의 총 5,000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2003년까지 6차에 걸친 조사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혼
상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단계 : n년도의 결혼상태가 미혼이었던 표본 추출
2단계 : n+1년도의 결혼상태가 미혼이거나 기혼인 자를 추출
3단계 : 1단계+2단계의 표본을 개인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통합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을 5차례 반복하여, 1차부터 6차까지의 데이터
를 풀링하였다.
각 과정에서 추출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792명이 추출되었으나 학교이수 여부가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상태의
표본을 제외, 18세 이상 남녀 표본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6,111명이 분
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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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본추출 과정
1 ∼2 차
2 ∼3 차
3 ∼4 차
4 ∼5 차
5 ∼6 차
1286
1227
1076
1234
1288
남자
683(53.1 ) 660(53.8 ) 551(51.2 ) 651(52.8 ) 693(53.8 )
여자
603(46.9 ) 567(46.2 ) 525(48.8 ) 583(47.2 ) 595(46.2 )
연령
25.80( 5.41) 26.22( 5.86) 26.56( 6.12) 26.53( 6.00) 26.97( 5.82)
학력
중졸 미만
28( 2.2 )
28( 2.3 )
28( 2.6 )
26( 2.1 )
24( 1.9 )
중․고졸
763(59.3 ) 729(59.4 ) 593(55.1 ) 656(53.2 ) 622(48.3 )
대졸 이상
495(38.5 ) 470(38.3 ) 455(42.3 ) 552(44.7 ) 642(49.8 )
거주
서울
392(30.5 ) 359(29.3 ) 288(26.8 ) 367(29.7 ) 374(29.0 )
지역
광역시
406(31.6 ) 408(33.3 ) 361(33.6 ) 406(32.9 ) 435(33.8 )
경기
202(15.7 ) 190(15.5 ) 176(16.4 ) 184(14.9 ) 191(14.8 )
지방도시
286(22.2 ) 270(22.0 ) 251(23.3 ) 277(22.4 ) 288(22.4 )
취업
임금
729(56.7 ) 745(60.7 ) 662(61.5 ) 770(62.4 ) 842(65.4 )
유무
비임금
92( 7.2 )
65( 5.3 )
56( 5.2 )
64( 5.2 )
67( 5.2 )
가족종사자
0( 0.0 )
27( 2.2 )
18( 1.7 )
18( 1.5 )
18( 1.4 )
미취업
465(36.2 ) 390(31.8 ) 340(31.6 ) 382(31.0 ) 361(28.0 )
종사상 상용직
636(87.2 ) 605(82.2 ) 566(77.4 ) 655(77.6 ) 723(78.5 )
지위
임시직
59( 8.2 )
98(13.3 )
65( 8.9 )
75( 8.9 )
87( 9.4 )
일용직
33( 4.5 )
33( 4.5 )
27( 3.7 )
36( 4.3 )
33( 3.6 )
고용주
58( 7.9 )
64( 7.6 )
61( 6.6 )
무급
15( 2.1 )
14( 1.7 )
17( 1.8 )
가족종사
66( 9.1 )
36( 4.3 )
32( 4.9 )
46( 6.0 )
39( 4.7 )
근무시간 시간제
형태
전일제
662(90.9 ) 793(95.7 ) 626(95.1 ) 715(94.0 ) 798(95.3 )
생활만족도
2.85( 0.84) 2.92( 0.76) 3.01( 0.63) 3.04( 0.62) 3.52( 0.65)
여가만족도
2.79( 0.89) 2.76( 0.84) 2.80( 0.76) 2.84( 0.74) 2.91( 0.74)
주거환경만족도
2.98( 0.86) 3.03( 0.76) 3.03( 0.70) 3.06( 0.73) 3.12( 0.76)
가족관계만족도
3.58( 0.81) 3.50( 0.69) 3.48( 0.66) 3.47( 0.63) 3.52( 0.65)
직무만족- 보수
2.52( 0.99) 2.68( 0.82) 2.66( 0.80) 2.67( 0.76) 2.77( 0.72)
직무만족- 취업안정
3.02( 1.06) 3.04( 0.85) 3.09( 0.77) 3.08( 0.75) 3.21( 0.69)
직무만족- 직무내용
3.30( 0.93) 3.31( 0.74) 3.30( 0.68) 3.28( 0.67) 3.36( 0.68)
직무만족- 근무환경
3.11( 0.98) 3.18( 0.77) 3.17( 0.75) 3.13( 0.69) 3.24( 0.66)

표본수
성별

자료 :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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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결혼상태 변화
<표 7>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 변화
결혼변화

전체

미혼지속

기혼

남자

3033(93.7%)

205(6.3%)

3238(100%)

여자

2694(93.8%)

179(6.2%)

2873(100%)

전체

5727(93.7%)

384(6.3%)

6111(1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2. 추정결과

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별 차이가 있는가
이하에서는 어떤 요인이 미혼상태를 지속하게 하는가,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
혼상태를 변화하게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미혼지속자를 0값, 미혼에서 기혼
으로 결혼상태가 변화한 자를 1값으로 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
분석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젠
더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8>은 남성의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을, <표 9>는 여성의 결혼선택의 영
향요인에 대한 프로빗 분석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형 2는 가치변인 중 생활만족도변인을 추가한 모델이다.
첫 번째, 학력은 남성에서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에 있어서는 모형 1, 모형 2 모두에서 p<.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 있어서의 학력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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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진다
고 하는 선행연구(樋口 1994; 1995 金子)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두 번째, 거주지역은 남녀 모두에게서 결혼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시보다는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남녀 모두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과 광역도시는 차
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취업 여부는 남성에서만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 미
취업자의 경우 남성 취업자보다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에 있어서는 취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표 8> 남성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수항
본인의
학력

거주지역

고졸미만
전문대졸
대졸이상

모형 2
( 생활만족도추가)

-4.2736(0.82)***

-3.8805(0.84)***

0.0024(0.10)

0.0158(0.10)

-

-

0.3738(0.11)***

0.3392(0.11)***

서울

-0.0137(0.09)

0.0219(0.09)

경기

0.0886(0.11)

0.0915(0.11)

-

광역도시
지방도시

취업 여부

모형 1

0.3310(0.09)***

연령
연령제곱

-

-0.3748(0.10)***

-0.3452(0.11)***

0.1615(0.05)***

0.1668(0.05)***

-0.0023(0.00)***

-0.0023(0.00)***

생활만족도
( 여가만족+ 주거환경만족
+ 가족관계만족)
Log Likelihood

0.3184(0.09)***

-

취업자
미취업자

-

-0.0606(0.02)***
-689.34467

-684.8694

주 : 표본수는 2,830개(남성 표본 총 3,238개 중 취업 여부 정보가 누락된 표본은 제외됨)
***p<0.01, **p<0.05, *p<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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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다5).
넷째,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큰 영향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
령의 증가는 모형 1, 모형 2 모두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
혼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2차항도 모형 1, 모형
2 모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일정 연령
이 되면 연령이 증가해도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6).
<표 9> 여성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상수항
고졸 미만
본인의
전문대졸
학력
대졸 이상
서울
경기
거주지역
광역도시
지방도시
취업자
취업 여부
미취업자
연령
연령제곱
생활만족도
( 여가만족+ 주거환경만족
+ 가족관계만족)
Log Likelihood

-8.5130(1.10)***
0.0150(0.10)
-0.0139(0.11)
-0.1645(0.10)
-0.0973(0.13)
0.2509(0.10)**
-0.0484(0.10)
0.4703(0.08)***
-0.0074(0.00)***

모형 2
( 생활만족도추가)
-8.5395(1.12)***
0.0127(0.10)
-0.0129(0.11)
-0.1619(0.11)
-0.0978(0.13)
0.2517(0.11)**
-0.0465(0.10)
0.4711(0.08)***
-0.0074(0.00)***
0.0021(0.02)

-557.4751

-556.9434

주 : 표본수는 2,509개(여성 표본 총 2,873개 중 취업 여부 정보가 누락된 표본은 제외됨)
***p<0.01, **p<0.05, *p<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 ∼6 차 조사.
5) <표 8>의 모형에, 임금과 임금제곱 각각 독립변수로서 추가해서 분석한 결과, 공선성의 문
제로 인해, 취업 여부는 분석의 모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임금과
임금제곱은 각각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금과 임금제곱을 동시에 하나의 모
델에 추가할 경우,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6) 위의 제시된 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령효과와 더불어 시대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출생코호트를 ~70년 출생, 71~79년 출생, 80년~출생 3개의 코호트로 나누어 결혼선택
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p<.05수준에서, 여성은 p<.01 수준에서 8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일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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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생활만족도가 결혼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여가만족도
와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을 하나로 합쳐 만든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
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성에서만 생활만족도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성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 등의 가
치변인은 결혼선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

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선택에의 영향요인
다음으로는 이미 젠더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취업률과 임금 등과 같
은 노동환경 조건과 결혼선택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취업 유무에 따라 표
본을 나누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변인과 가치변인 중 직무만
족변인을, 모형 2에는 모형 1에서의 직무만족 대신에 생활만족도 추가, 모형 3
에서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을 설명변수로서 동시에 추가한 모형으로 분석하
였다.
첫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학력의 효과는 모형 1, 모
형 2, 모형 3 모두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
다. 즉 전문대졸의 학력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
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취업자에서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지역은 남성 취업자에 있어서는 광역도시와 지방도시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즉 광역도시 거주보다는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여성 취업자에 있어서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 취업자는 광역도시에
거주하기보다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여성일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

7) 위의 제시된 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거의 입주 형태에서 자가인지 아닌지에 따
른 결혼선택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주거의 입주 형태는 결혼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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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남성 취업자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수항
본인의
학력
거주
지역
연령
연령제곱
임금
임금제곱

고졸 미만
전문대졸
대졸 이상
서울
경기
광역도시
지방도시

모형 1
( 직무만족)
-3.2206(0.92)***
-0.0083(0.11)
0.3602(0.12)***
-0.0401(0.10)
0.1013(0.12)
0.3094(0.10)***
0.1064(0.05)*
-0.0014(0.00)*
0.0014
4.52e-08
(4.18e-06)

직무만족도
( 보수만족+ 취업
-0.0267(0.02)
안정성+ 직무내용+ 근
무환경)
생활만족도
( 여가만족+ 주거환경+
가족관계)
Log Likelihood
-578.2214

모형 2
( 생활만족도)
-3.1386(0.92)***
-0.0160(0.11)
0.3412(0.12)***
-0.0189(0.10)
0.0950(0.12)
0.3005(0.11)***
0.1124(0.05)*
-0.0015(0.00)*
0.0015(0,00)
-2.79e-07
(4.14e-06)

모형 3
( 직무만족+ 생활만족)
-3.-532(0.93)***
-0.0122(0.11)
0.3428(0.12)***
-0.0174(0.10)
0.1069(0.12)
0.2991(0.11)***
0.1132(0.05)*
-0.0015(0.00)*
0.0012(0.00)
2.68e-07
(4.20e-06)
-0.0097(0.02)

-0.0607(0.25)**

-0.0560(0.02)**

-576.7175

주 : 표본수는 2,105 개
***p<0.01, **p<0.05, *p<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 ∼6 차 조사.

는 반면,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연령의 증가는 남성 취업자 및 여성 취업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효과로서,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樋口 1994; 金子 1995; 滋野 1997)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넷째, 보수만족, 취업안정성만족, 직무내용만족, 근무환경만족을 합쳐서 만든
직무만족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남성 취업자와 여성 취업자 모두에
게서 직무만족은 결혼선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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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8). 생활만족을 추가한 모형 2에서, 생활만족도는 남성취업자의
결혼 선택에는 부(-)의 영향을, 여성 취업자의 결혼 선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취업자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여성 취업자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수항
본인의
학력

거주지역

고졸 미만
전문대졸
대졸 이상
서울
경기
광역도시
지방도시

연령
연령제곱
임금
임금제곱
직무만족도
( 보수만족+ 취업
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생활만족도
( 여가만족+ 주거환경
+ 가족관계)
Log Likelihood

모형 1
( 직무만족)
-9.1634(1.33)***
-0.0618(0.11)
-0.1246(0.12)
-0.1828(0.12)
-0.2746(0.15)*
0.2621(0.12)**
0.4721(0.09)***
-0.0072(0.00)***
0.0070(0.00) 9)
-0.0000(0.00)

모형 2
( 생활만족도)
-8.8526(0.11)
-0.0656(0.12)
-0.1256(0.12)
-0.1681(0.12)
-0.2628(0.15)*
0.2582(0.12)**
0.4655(0.08)***
-0.0071(0.00)***
0.0061(0.00)
-0.0000(0.00)

0.0237(0.02)

0.0235(0.02)

0.0108(0.02)
-429.5444

모형 3
( 직무만족+ 생활만족)
-9.1785(1.33)***
-0.0627(0.11)
-0.1226(0.12)
-0.1779(0.12)
-0.2747(0.15)*
0,2621(0.12)**
0.4732(0.09)***
-0.0072(0.01)***
0.0070(0.00)
-0.0000(0.00)

-429.9868

0.0001(0.03)
-429.2002

주 : 표본수는 1,908 개
***p<0.01, **p<0.05, *p<0.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 ∼6 차 조사.
8) 위의 제시된 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 안정성과 결혼선택과의 관계를 좀더 명
확히 규명하기 위해 취업안정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종사상의 지위를 상용직과 그외
(임시직, 일용직, 고영주, 가족종사자)로 나누어 모형에 포함시켜 본 결과, 취업안정성은 취
업자 남녀 모두에 있어서 결혼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표 9>와 <표 10> 모형에서의 독립변수 중에서 임금제곱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임금은 p<0.1 수준에서 남성 취업자의 결혼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여성의 경우 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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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임금과 임금2차항 등의 취업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결혼선
택에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젠더격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실업률 증가 등
과 같은 사회경제 현상과의 관계를 염두해 두면서 취업 여부의 효과, 취업자의
소득, 직무만족 등의 취업안정성과 관련된 변수의 효과도 검증하였다. 간략하
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났던 바와 같이,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의 연령의 영향은 다
른 어떤 변인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거주지역은 여성 표본에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
었다. 취업자의 경우 지방도시 거주의 여성들이 광역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결
혼선택확률이 높다는 것은, 거주지역에 따른 취업접근 용이성과의 상호관련성
이나 결혼 시기나 결혼에 대한 지역문화와 가치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취업자에 있어서 예상과는 달리 임금과 임금2차항, 직무만족이 결혼선
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 살펴본 미혼 남성이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로서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응답과 반드
시 상응되는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넷째, 생활만족도가 남성의 결혼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면 남성이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다. 결혼 성립으로 인해 남성이 우위를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이
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남성에 있어서의 결혼이 가지는 의미
를 재고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저출산 논의의 중점이 출산 기피와 출생아수의 감소 등에서 이제는 미혼화․
만혼화․비혼화 등으로 인한 혼인율 감소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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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혼인율 감소의 원인이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취
업여부가 남성의 결혼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결혼선택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 논의의 한가운데에 놓인
혼인율 저하라는 과제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담아 두기 보다는 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배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결혼선택에의 영향요인의 젠더격차
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의 경제적 생산자의 역할에 대한
남녀의 인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미취업 남성의 결혼선택확률이 낮다는
점은 미취업 남성은 경제적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결혼선택의 의사
결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남녀 모두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에게 경제적 생산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의 가치관
을 캠페인을 통해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출산에 대한 보다 거시적
이고 폭넓은 해결책으로서 건전한 가족가치,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평등한 가
치를 추구해 내기 위한 문화 보급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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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Marriage Selection
-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Lee, Su Jin
Korean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by it's rapid changes in many
aspects. One of the phenomenon of change is fertility decline. Low
fertility in Korea has a close relation to social aspects(lack of child
care service, burden of child care, increases for educational expenses)
and

private

aspects(postponement

of

marriage,

postponement

of

childbirth, and changes of values). Up to now, discussion of low
fertilit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ocial aspects. The previous
studies lacked personal factors which underlie the low fertility rate,
like changes of values and postponement of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variables which make their
influences on the marriage selection and examine how these variables
are differed by gender. In this study, not onl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etc, but also individual value variables
such as life stisfaction, job satisfaction,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hence this study useful to explain the postponement of
marriage.
The Data Used from the KLIPS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Keywords: low fertility, postponement of marriage,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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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

문무기

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간접고용은 사용자의 입장에
서는 불투명한 경기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은 물론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및 노사관계상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 열악한 근로조건,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 및 노
동3권 실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기본원칙인 직접고용을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용자책임의 외연을 확장하는 법리적 작
업이 요청된다. 아울러 현행 노동관계법상 예정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함께, 근로자보호와 자율적인 노사자치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제도의 운영이 요청된다. 특히 노동법상의 법적 권리․의
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간접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ILO 및 독일․일본의 최근 법제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
듯이, 간접고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
더라도 이것이 정규직을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 부당한
차별의 시정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확대 및 오․남용 규제와 함께 정규
직 전환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의 교차영역을 설정하여 이를 법제도화 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다층적 지원작업 역시 요청된다.
핵심용어 :간접고용, 다면적 근로관계, 직접고용의 원칙, 사용자책임 확장, 노동
법과 경제법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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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전형근로(atypical work)의 한 유형으로서의
간접고용(근로자공급․파견․하도급․용역 등)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
의 유연화 및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제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즉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사용사업주는 물론 고용사업주도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
의 활동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용이하게 고용조정을 행할 수 있다. 특히 사용사
업주는 직접고용에 따르는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및 노사관계 등의 부담을 상
당 부분 경감할 수 있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 열악한 근로조건, 정규직과의 차별 및 노동3권 실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퇴직근로자 분신사태를 계기로 노동단체
들은 강경투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업체 노조 및 상급단체 등도 불법파
견 및 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고발하고 있다.1)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조선, 자동차, 중공업, 전자, 화학 등 관련 업종에 대해 집
중적인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
치 명령을 내리는2)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3)
1) 현대미포조선 사례(2003. 12. 1.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현대자동차 집단진정 사례(2004. 5.
27.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이 대표적이다. 또 2004년 10월 14일에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조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자동차와 직접 교섭을 요청하고, 10월 15일에 ｢불법파
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본부｣를 발족하였다.
2) 파견법 제정 이후 파견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
정을 내고 노동부가 이것을 인정한 사례로는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서울지방노동청
2000. 10. 20. 관리 68460-5402),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광주지방노동청 2001. 5. 21.
관리 68400-2394), 대송텍노동조합(성남지방노동사무소 2001. 7. 19. 관리 68460-3034),
하나로테크놀로지노동조합(서울강남노동사무소 2002. 8. 10. 관리 68460-5985), 도시철도
공사 청소용역노동조합(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2002. 7. 12. 관리 68460-2664, 관리
68460-2735)등이 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2004. 9. 22.
2004. 12. 9.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하이닉스반도체 분사화 불법파견 인정(2004. 10. 15.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금호타이어 하도급 불법파견 인정(2004. 5. 24. 광주노동청)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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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직업안정법 및 근로기준법 등은 ‘직접고용’ 원칙에 입각하여 고용관계
를 규율하여 왔으나, 파견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간접고용’이 허용되면서 현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제도권 내로 수용함
으로써 양자를 법․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동정책적 의지가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편법적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계층 내부의 분열 및 사회통합의 훼손 등 당초에 우려
하였던 부작용이 점차 확대․증폭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적극 시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법논리적 타당성이라는 요청에 부합하면서, 사회․경제
적 요인으로 발생한 법규범적 질서와 현실 노동시장 간의 괴리를 적절히 조정
함으로써 현실정합성(現實整合性)을 제고할 수 있는 간접고용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간접고용의 개념과 그 유형
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율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또 최근 간
접고용에 대한 법적 규율태도가 변화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독일․일
본의 노동법제를 개관해 본다. 이어 간접고용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그 폐단
을 시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간접고용을 합리적으
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4)

Ⅱ. 간접고용의 개념 및 유형
1. 간접고용의 개념
전통적인 노동법에서 상정되고 있는 근로계약관계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대표적이다.
3) 최근 노동부 근로기준국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10개 지방관서에 비정규직감독과를 신설하고 적정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
우고 있다. 이를 통해 파견․사용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및 비
정규직 다수사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입법 및 파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지면관
계상 개괄적인 의견제기 수준으로 한정하며, 자세한 대안의 제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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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 일방
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하는 관계’를 말
한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는 현실적인 노무수령자와 동일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노동법상의 책임
역시 양자가 동일하게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
무를 제공받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
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근로
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의 분리’를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한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해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용자만이
대응하는 이른바 ‘직접고용’ 내지 ‘이면적(二面的) 근로관계’와 구분한다는 측
면에서, 산업현장 및 학계에서는 이를 “간접고용” 내지 “다면적(多面的) 근로관
계”5)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의 개념은 “노무제공자인 근로자와 노무수령자인 사용자 사
이에 근로계약의(형식적) 당사자인 제3자를 개입시키는 고용형태”로 일단 정리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간에 끼어 든 제3자(고용사업주)가 형식적으로만 근로
계약의 당사자일 뿐 당해 근로관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노무수
령자(사용사업주)이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인 노무수령자는 중층적(重
層的) 근로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상 당사자’의 사용자책임과 ‘실질적 지휘․명령
을 통한 노무수령자’의 사용자책임이 분리․병존하게 되며, 이러한 복수 사용
자간의 노동법상 책임의 귀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간접고용의 유형
간접고용이란 용어 자체는 사회적․실무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표현이며 엄
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용어는 아니다. 간접고용은 그 실제 사용되는 용어에 따
5) 강성태,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 노동법연구(제7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998. 5. 20. 190-191쪽;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서울대 법학박
사학위논문, 2003. 2., 7-9쪽; 조경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주법학 제21
호 2002 각 참조. 이하에서도 위 논문들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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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공급, 파
견, 용역, 도급, 위임, 사내하청, 소사장, 격지근무, 전출(轉出), 점원파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근로자공급 및 도급․위임
간접고용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근로자공급은 “근로자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사업주가 자신이 고용․지배하는 근로자를 제공하여 타인, 즉 사용사업주
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직업안정법6)상 근로자공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공급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사이의 관계가 법적인 근로계약
관계인지, 사실상의 지배관계 내지 사용관계인지를 불문한다. 판례7)도 “사용사
업체가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
로자공급은 “근로계약 없이 사용종속관계는 없다”는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의
원칙에 따라 직업안정법상 노동조합만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
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8) 한편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공급과의 개념 구분이 가장 문제되는 유형은 ‘도급’ 및 ‘위
임’인데 실무에서는 도급, 하청, 업무위탁, 용역 등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민법상 정의(민법 제664조, 제680조)에 따르면 도급 및 위임에서는 수급
(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반면, 근로자공급에서는 공급사
업자가 아닌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 즉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행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쉽게 구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근로자공급이면서도 외

6)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서한기업 사건);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주)어빌리티코리아 사건);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등.
8)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접고용관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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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도급 또는 위임의 형식을 이용하는 위장업무처리도급(위임) 또는 위장노
무도급(위임)이 성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건물의 경비․청소․냉난방․
방재 등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형태이다. 또 1980년대부터 자동차․조
선․전자․화학 등의 제조업에 도입된 이른바 ‘사내하청’ ‘외주용역’ 근로자도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파견법 제정 이전에는 주로 직업안정법이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었고, 파견법 제정 이후에는 파견법이 금지
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이거나 위법적인 상시파견에 해
당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고용 유형들은 계약 형식적으로는 파견․용역업체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업체의 노동조직에 편입되어 사용업체로
부터 실제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9)
한편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소사장제’는 노동의 유연성 제고방식
가운데 하나로서, 일정한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특정 간부사원에게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하고 당해 기업에서 분리(out-sourcing)된 특정 업무
영역이나 생산라인․제조공정의 경영을 그 사업체가 전담하도록 하는 외부화
(分社化) 방식이다. 실제로 경영상 독립성이 약하고 ‘사내하청’의 초기 단계에
불과할 경우 위장도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사장제 그 자체가 간접
고용의 한 형태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간접고용이 가능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분리(일정한 정도의 독립성 부여)를 의미하는 용어일 뿐 아니라, 그 사업체로부
터 노동력을 공급받지 않고 일정한 완성품만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간접고용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근로자파견
파견법은 근로자공급 중 일부를 근로자파견으로 설정하면서(파견법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이를 합법화하였다. 현행 파견법의 기본 구조를 보면
9) 노무도급의 형식을 취한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이 실질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는 사
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노동부에서 관련업체들에게 표준안에 따라 도급계약서 수정
을 지시한 바 있다(노동부 1992. 10. 23. 고관 32430-692 및 노동부 1992. 10. 25. 고관
32430-698).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청소용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회신도
있다(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관리 68460-2664 및 관리 6846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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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이 필요한 업무나 일시적 인력확보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되, 그 기간을 제한(최장 6월 내지 2년)
하고 있다.10) 파견법이 직업안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제한된 요건하에 허용한 것이라면, 파견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
는 무허가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 허용업무 이외의 파견, 허용기간 초과의 파견
인 경우에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임과 동시에 직업안정법이 금지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파견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근로자공급으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려는 취지
라고 하겠다.11) 따라서 이른바 ‘모집형 파견’ 혹은 ‘등록형 파견’은 파견법이
요구하는 ‘고용관계의 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등록
형․모집형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특정 사용사
업주와의 파견 계약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많은 파견사
업주들이 근로계약서에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계약종료 사유를 묻지 않고
있다. 결국 적어도 ‘알선’의 성격을 넘어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채용․근
로장소(사용사업주) 선정,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해 실질
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하고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12) 따라서 ‘등록형’ 내지 ‘모집형’의 경우 파견법
이 허용한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직업안정법이 제한하는 근로자공급에 해당하
여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아울러 근로자파견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되며(파견법 제16조 제1항), 경영상해고
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파견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1) 이철수,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1998, 44-45쪽 참
조.
12) 조경배,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공급근로자간의 근로계약 성립여
부｣,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 김유성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법문사, 2000, 72-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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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출․점원파견 및 격지근무
전출(轉出)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규율하는 전직(轉職) 가운데 근로
계약의 상대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로제공의 상대방만이 변경되는 기업간
전직을 말한다.13) 따라서 일반사업에서 일시적 인사이동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
자공급 내지 파견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전출근무
한 후에는 다시 원래 사용자에로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측면에
서 원칙적으로 간접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14) 그러나 전출
이 근로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의 분리라는 간접고용의 기본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회
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15)
이와 관련하여 ‘판촉사원 파견’이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실태를 보면
납품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되어 당해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가 채용․징계에 관해 권한을 행사할 뿐 아니라 출․퇴근관리, 근로시
간 및 시간외근로의 결정, 교육 및 근무수칙 등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하고 있다
고 한다.16) 따라서 파견판촉사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노무관리가 파견지사업
자 및 그 사용자에게 위임되거나 파견사업자의 사업과 관계없는 업무지원이 요
청되는 등 전형적인 점원파견제와 달리 운용되는 경우처럼, 직접 업무상의 지
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간접고용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17)
13)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조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종류, 장소 및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 근로관계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근
로계약상의 당사자는 동일하면서 근로의 종류,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기업내 전
직’,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경우는 ‘기업간 전직’으로 구분된다. ‘기업간 전직’은
다시 근로계약상의 상대방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근로제공의 상대방만 변경되는 ‘전출’
(轉出)과 근로계약상의 상대방 자체가 변경되는 ‘전적’(轉籍)으로 구분된다(자세한 것은
문무기, ｢전직의 법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42-43쪽 참조).
14) 예를 들어 강성태, 전게논문, 192-193쪽.
15) 윤애림, 전게논문, 21-23쪽 참조.
16) 보다 자세한 것은 심재진, ｢백화점 파견판촉사원의 근로관계형태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문제｣, 노동법연구 제9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00, 81-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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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격지근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근무장소가 아
닌 다른 장소(일반적으로 다소간의 공간적 거리가 발생)에서 근로하게 하는 형
태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전직(배치전환)의 한 형태라
고 하겠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의 직접
적․구체적인 지휘․명령이 미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를
운영하는 제3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서 간접고용의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회
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
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Ⅲ. ILO 및 독일․일본 법제의 변화

간접고용 즉 근로자공급, 파견 및 노무도급 등은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기
능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노동기
구(ILO)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간접고용사업을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의 일부로
파악하여, 종래와 달리 긍정적․적극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하에서는 ILO가 관련 협약․권고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해 보여준
일련의 입장 변화 및 간접고용에 대해 기본적 틀에서 우리와 유사한 접근방식
을 취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규율방식, 특히 최근 근로자파견법과 관련
하여 진행된 변화를 살펴본다.18)

1. ILO의 입장변화
종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은 근로자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사업을 유
료직업소개사업의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9) 그러나
17) 이철수, ｢아웃소싱의 법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1998,
258쪽 참조.
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무기․이승렬․강성태,『간접고용(파견․도급․용역근로)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 연구 , 노동부 정책연구보고서, 81-134쪽; 유성재, ｢독일 근로자파견법
의 개정과 시사점｣,『노동법학(제1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12., 1-28쪽 참조.

166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1호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고용관련서비스업이 생성･발전하였다. 특히 공적 직업소
개가 불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유료직업소개소 폐지 주장은 시장의 수요
에 응하지 못했고 민간사업으로의 규제내용도 시대에 맞게 개혁할 필요가 있었
다. 따라서 1994년 ILO 총회에서는 “노동시장의 기능에 있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의 역할(The role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in the functioning of
labour markets)”이라는 일반토론을 거쳐, 1997년 민간고용서비스사업협약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제181호)과 같은 이름의 권고(제188
호)가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① 직업소개소, ②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3자의 이용에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사업, ③ 기타 구직관련서비스(특정한 구인․구직의 결합을 목적
으로 하지 않는 정보제공 등)로서 유권기관이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등 3종을 민간고용서비스사업으로 정의하고(제1조), 그 영업을 원칙적으
로 승인하였다(제2조). 그 법적 지위는 국내법･관행에 맡기되 반드시 허가(인
가)제로 할 필요는 없다(제3조)고 하여, 국가와 민간고용서비스사업 사이의 협
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민간고용기관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
이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증해야 하며, 그 중요한 목표는 2급
(second class) 임금․급여(benefit)를 받는 2급 노동력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고용에의 접근에 있어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 임시직 근로
자에게도 제공되도록 하였다(제5조). 이 반차별규정은 연령, 장애, 정치적 견해
와 사회적 출신에 무관하게 임시직 근로자를 보호하며, 근로자들에게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일련의 적절한 보호20)가 주어지도록 하였다.
19) 이러한 입장은 1966년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 1966년 스웨덴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사업
을 당시 국내법에서 금지하던 영리･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기 위해 그것이 국제노동기구의 유료직업소개
사업협약(1949년, 제96호)에서 금지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가를 국제노동기구
에 문의하였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은 이를 긍정하였다. 즉 제96호 협약은 영리･유료
직업소개사업을 “근로자에게는 고용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소개하는 중개자”로 정의
하고 있었는데, ‘고용’과 ‘사용자’라는 용어는 반드시 계약관계의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
는다는 점, 제96호 협약의 전신인 제34호 협약 심의보고서에서 ‘간접적 고용사업’이 정
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20) a) 단결권 b) 단체교섭 c) 최저임금 d) 근로시간과 기타 근로조건 e) 법령에 의한 사회
보장 급여 f) 직업훈련 g) 산업안전보건 h)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i) 사용자 도산의 경
우 보상과 근로채권의 보호 j) 모성보호와 급여, 육아보호와 급여 등. 나아가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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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ILO의 입장을 정리하면, 불안정 노동력의 보호를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탄력적 노동방식｣ 자체를 비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즉 “탄력적 노동관행
이 기계산업부문(mechanical sector)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망을 촉진할
것”임을 인정했다. 또 사회적 보호와 기업번영 사이의 균형을 옹호하며, 단체교
섭과 기술혁신이 이 균형의 도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2. 일본․독일에서의 파견법제 변화

가. 변화의 추이
간접고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다.21)
먼저 일본에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금지가 1950년대 이
후 계속하여 완화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1980년 4월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의 사
적 자문기관인「노동력수급시스템연구회」
의 제언을 받아 업무처리도급의 확대
현상을 추인하고 파견업을 공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업안정법개정작업을 진
행하였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법은 직업안정법의 특례법으로
서 1985년 7월에 제정되었고,22) 이 법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은 원칙적으
로 합법화되었다. 결국 독일의 근로자파견법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
던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 반해, 일본은 기존에 금
지되어 있던 근로자공급사업의 하나인 근로자파견사업을 합법화한 것이었다.
보호와 프라이버시의 존중(제6조), 근로자에게의 무료원칙(제7조), 국제모집･소개･고용의
폐해방지(제8조), 고충조사기관의 설치(제10조), 파견근로에 관한 보호조치(제11･12조)
등의 규제와 민관직업소개소의 협력이 정해져 있다(제13조)
21) 프랑스의 입법례는 종전 일본․독일법제와 유사하다. 반면 미국은 별도의 입법적 규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즉 어떠한 형태의 고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간접고용 역시 다
른 고용과 같은 법제도가 적용된다. 미국법에서는 간접고용에 관련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단체교섭으로 보고 있으며(일반 근로자 동일), 최근에 들어와
간접고용 근로자의 확대와 그 보호필요성을 감안하여 종래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겪었던
단체교섭상의 어려움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22) 일본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과정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馬渡淳一郞, ｢勞働者派遣法と三者
間勞務供給契約 ― その勞働法理論のフロンティア ― ｣, 季刊勞働法(157) , 1990,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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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3년에 근로자파견법(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의확보및파견근로자
의취업조건의정비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2003. 6. 6.)이 개정되어,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1999년 근로자파견법 개정과 마찬
가지로 적용대상 업무의 제한 철폐라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에서 간접고용과 유사한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간접적 근로관
계’, ‘임차근로관계’, ‘근로자파견’, ‘콘체른’(친자회사)에서의 근로관계 등이다.
특히 근로자파견 중 영업적 근로자파견은 1972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23) 이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독일에서도 간접고용의
중심적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1990년대 일련의 근로자파견법 개정과 마찬가
지로 2001년 이후 독일에서 진행된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는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일환이
었다. 포괄적인 개혁프로그램은 슈뢰더 총리가 2003년 3월 14일 발표한「어젠
다 2010」
에 포함되어 있지만, 파견법 등 노동법개정 핵심내용의 기초가 된 것
은 2002년 8월 16일 하르츠위원회(Hartz-Kommission)가 제안한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노무급부를 위한 개혁안’이었다. 하르츠위원회의 제안은 부분적 수정을
거쳐 2002년과 2003년 4차에 걸친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노무급부를 위한 법
률(Gesetze fűr die Modernen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에 의해 법제
화되었다.

나. 공통점과 시사점
일본과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와 간접고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크게 수정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간접고용의 사
용에 대한 제한을 대폭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자유롭게 허용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경우 2003년 개정에서의 파견금지업무의 축소24), 파견기간
23) 1967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합법화 결정 이후 근로자파견사업은 크게 증가하였고, 파견근
로자의 저임금(착취)과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연방의회는 이
에 대처하기 위해 1972년 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AÜG)을 제정
하게 되는데, 결국 독일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상당히 위험한 제도’로 파악하는 점
에서 출발했다고 하겠다.
24) 1999년 파견법에 의해 ‘네가티브 리스트화’가 채택됨으로써 파견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었으나 2003년 개정법에서는 파견금지업무의 범위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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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의 연장25)이 대표적이며, 독일의 파견기간 최고한도 폐지26) 등도 이
러한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1990년대 이
래 고민해 오고 있는 실업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OECD
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보이는 모습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양국 모두 간접
고용 근로자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 보호방안은 차
이가 있다. 즉 일본법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강화27)한 반면, 독일법
에서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차별금지를 강화하였다. 특히 독일법에서는 간접고
용 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의 촉진을 위해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높이고 이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연결시켜 놓았다.28) 결국 양국은 간접고용의 사용은

25)

26)

27)

28)

하였다. 특히 물건의 제조 업무 등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률 시행 후 3년간은 파견기간 상한을 1년으로 하였다. 또 파견을 통한 취업종료 후
직업소개를 예정하는 ‘직업소개예정파견’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일반적 파견업무(政令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26개 업무 이외의 일반적 업무)에 관하여 파
견기간의 상한을 종래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년을 초과하는 파견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그 사업장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등에게
당해 기간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다. 또 종래 파견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행정지도상 3년이라는 제한을 두었던 전문적인 26개 업무에 관하여 ‘파견가능기간’의 제
한을 폐지하였다(파견계약상의 파견기간의 정함은 省令에서 3년. 갱신가능). 아울러 일반
적 파견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기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및 기간제한이 폐지된 전문적 26개 업무에서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새로이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신청토록 하였다.
개정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법하에 있던 기간과 관련된 주요한 제한
규정들을 삭제하였다. 우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교부 또는 연장의 거부 사유를 정한 근
로자파견법 제3조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6호(기간제 계약체결의 금지(Befristungsverbot:
기간금지; 제3호), 3개월 이내의 재채용의 금지(Wiedereinstellungsverbot: 재채용금지;
제4호), 파견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일치의 금지(Synchronisationsverbot: 일치금지; 제5호),
파견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파견의 금지(제6호))가 삭제되었다. 또 12개월을 초과하는
파견에 대해 직업소개(Arbeitsvermittlung)로 추정하였던 구법 제1조 제2항 후단도 삭제
되었다.
개정 파견법 제40조의 3(파견기간을 초과한 후 근로자 고용시 채용노력의무), 제40조의
4(파견기간 초과 사용시 고용계약의 신청), 제40조의 5(기간제한 폐지 26개 업종에 대한
3년 초과 사용시 고용계약 신청) 및 제49조의 2(법규위반에 대한 지도․권고) 등이다.
즉 파견허가교부 또는 갱신의 거절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자파견법 제3조 제1항 제3호(임
금 및 본질적(wesentlich) 근로조건의 비보장)가 신설됨과 동시에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
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사유의 하나로 근로자파견법 제9조 제2호(유사근로자
의 임금 및 본질적(wesentlich)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의 예정)가 신설되었다. 아
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에 대한 본질적 근로조건의 보장 요구(제10조
제4항), 사용사업주에 대한 본질적 근로조건의 정보제공 요구(제13조) 및 그 명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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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면서도 근로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노동시
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과 정책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
다. 첫째,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이것이 정규직의 대체(상용대체)로 이어지
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의 파견법 개
정시 국회의 부대결의를 통해 이 점을 명문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간접고용 근
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일본의 보호방
안을 병행한다면 근로자보호의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의무 및 파견사업의
허가제와 차별금지의 연계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의 직업소개예정파견29)과 같이 통상
근로자로서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파견은 노동시장정책적 측면이나
근로자보호라는 측면 모두에서 유용성이 많은 제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적
할 수 있는 시사점은 양국 모두가 위장도급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그에 대한
대처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들
어 전국적으로 위장도급에 대한 단속, 지도, 교육 및 홍보를 벌이고 있다.30)
결국 ILO 및 독일․일본의 법제 변화는 우리에게 ‘간접고용 확산을 막을 수
는 없지만, 합리적 규제방안 및 근로자보호책은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어떻게 하면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간접고
한 사용사업주의 의무(제12조 제1항 3문) 등을 규정하였다.
29) ‘직업소개예정파견’은 허가기준의 개정에 의해 2000년 12월 1일부터 허용되었다. 2003
년 개정법에서는 그 정의를 확대하는 한편 규율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즉, 개정법에서는
직업소개예정파견을 ‘근로자파견 중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개시 전 또는 개시 후에
파견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직업소개를 행하거나 행
할 것을 예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직업소개에 의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고
용된다는 취지가 근로자파견의 종료 전에 파견근로자 및 사용사업주 사이에 약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6호). 구체적인 법적 규율로는 파견계약체결시 사전
규정(제26조 제1항 제9호), 근로자특정의 예외 인정(제26조 제7항), 파견사업주의 직업소
계예정 취지명시(제32조 제1, 2항) 등을 두고 있다.
30) 이와 관련하여 2004년 후생노동성·도도부현 노동국은 ‘근로자파견·도급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중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분기준의 구체화 · 명확화에 관한 지침’을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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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정규직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차별금지
등 근로자보호에도 충실하고 고용증진 및 기업의 수요에도 적응할 수 있을 것
인가라는 숙제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 개발 및 우리 현실에
맞고 효과적인 규율제도의 모색이 요청된다.

Ⅳ. 간접고용 규율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고용형태의 기본원칙 - 직접고용
노동시장에서는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에 적
응해야 하는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확산되고 있
는 추세에 있다.31)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것(노동시
장의 수요에 적응하면서도 법적 권리와 책임의 합리적인 조율) 역시 반드시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고용형태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의 ‘직접고용원칙’32)의 재확인이다. 즉
직접고용원칙은 간접고용을 가급적 억제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불확실․불명확한 고용형태에 있어
서 이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타
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파견법 등 실정법의 틀 내에서 제공받든지
31) 더 나아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리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은 향유하되 그 책임
은 회피하려는 탈법적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32) 직접고용의 원칙이란 기업의 ‘통상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당해 기업이 직접 고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직접고용의 원칙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원리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점이다. 종래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의 기본원리 속에 포섭되기 어려운 간접고용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의 노동이 상
시적으로 필요하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고, 이러한
관계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사용
종속관계’라는 개념을 통하여 여타 계약관계와 구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사용종속관
계’가 바로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인 동시에 사용자책임의 규범적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근로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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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적법한 도급(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수급인(또는 수임인)
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는 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33) 그러한 의미에서 고용형태의 기본원칙은 ‘직접고용’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직접고용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32조가 그 보장을 확인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34)

2. 사용자책임의 외연 확장
간접고용은 그 법적 구조의 특질상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사실상의 사용
종속관계는 존재하지만 근로계약이 외형적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
동법상 권리․의무에 대한 합리적 규율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적절히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접고용원칙에 기초하여 간접고
용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구체적인 부여방식을 설정하는 것, 즉 구체적 근로관
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을 전환, 분배, 확대하는 경우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가. 사용자책임의 전환
간접고용에 대한 합리적 규율, 즉 사용자책임의 적절한 부과와 관련하여 먼
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책임의 전환(사용자 책임의 완전한 부담, 즉 근
로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사업주를 배제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33) 노동관계법은 타인과의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고용안정 및 정당한 근
로조건 확보)와 동시에 합리적인 노동시장의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보장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기본권 특히, 근로권
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고용안정 및 정당한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관계가 형성될 것을 요청하게 된다.
34) 헌법 제32조가 자연권적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人民)에게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는 ‘근
로의 권리’는 근로계약상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인 노동시장에 2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노동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회의
확대(適職選擇權), 정당한 근로조건의 확보 및 노동법적 권리․의무의 명확화를 위한 ‘직
접고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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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부과)이다. 관련 판례35)를 통해 볼 때 간접고용에서 사용종속관계의 실
태에 따라,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배제하고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간접고용관계에서 근
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사용자에게 사용
자로서의 책임을 전환시켜야 할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6)

나. 사용자책임의 분배
두 번째로 그 실태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일정하게 분배해야 할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사용사업체가 간접고용 근로자
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만큼 그 대가인 고용불안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
(예를 들어, 고용유지의무)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37) 예를 들어 파견법에서
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
35)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주)SK 사건);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선도건기(주) 사건);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동명화물
자동차 사건);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정석중기(주) 사건);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동아건설산업(주) 사건);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동원탄좌개발(주) 사건) 등 각 참조.
36) 한편 (주)씨큐어넷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서울지법 2001. 3. 30. 선고, 2000나
14523 판결)과 달리 ‘파견계약에 있어서 업무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
근로자를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용역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외형상 파견근로자의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용역회사가 그 사고위험의 원인제공 및 위험방지조치를 다하
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65 판결),
사용자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37) 이와 관련하여, 해고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근로권 규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
고에 대한 규제의 규범적 기초가 되는 것은 근로권의 구체적 내용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의 권리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고용유지의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고용유지
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와는 별도로 직접 근로권에서
유래하는 법적 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고용유지의무는 근로권의 규범적 요청으로서 근로
기준법 제30조를 통해 사인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고제한의 법리는 계약법리가 아니라
고용보장법리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흥재,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
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8, 5쪽 이하; 조경배, ｢고용보장의 노동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
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92-93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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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파견
법 제34조 제1항 본문). 또 파견법 제34조와 제35조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 사이의 사용자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은 직
업안정법상 금지되는 근로자공급사업 중 일부를 제한된 요건하에 합법화시킨
것인 만큼,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분배시키
고 있는 것이다. 고용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분배에 관해서는 간
접고용의 목적․취지, 근로자의 동의 내용, 양 기업에서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상의 간접고용에 관한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38) 이 경우 근로기
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규의 적용이 문제가 될 때에는 각각의 법규
의 취지로부터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할 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39)

다. 노사관계상 사용자책임의 확대
마지막으로 사용자책임이 확대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해당 근로자․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확대하는 경우이다.40) 즉 노조법상 근
로자․사용자성 및 노동3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종래 판례41)와 같이 ‘명시
38) 예를 들어 특정한 사용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파견․용역업체의 대부분은 사용
사업체의 소유주와 친인척 관계 또는 과거 직장상사 등의 친분관계로 묶여 있다. 그리고
간접고용의 특성상 사용사업체가 파견․용역업체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양자의 관계는 사용사업체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하에서의 공생관계
라고 할 수 있다.
39)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고용유지의무 내지 부당해고시 미지급임금 연대지
급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0)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누릴 권리가 있
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조법 제2조 제1호)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모든 근로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유성관광개발 사건)) 및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
8568 판결(서울여성노조 사건) 등 참조;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사용자책임 확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윤애림,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간접고용을
중심으로｣, 『노동법학(제1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12., 29-69쪽 참조.
4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항만운송협회 사건);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서울상공회의소노조 사건);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
결(동원어업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28. 2000부노95 판정 등 참조. 한편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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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를 요청하는 기준에 의할 경우 현실적으로 간접고
용 근로자의 노동3권은 형해화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사실상의 사용종속관
계’, ‘실질적 지배력’ 내지 ‘대향(對向)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사용자, 즉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보아 노조법상 사용자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81
조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책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회복하
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접고용에 있어
서 사용사업주․공급사업주 모두를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해석론이 중요
하다. 아울러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형성절차(사용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가 요청
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규제와 관련하여 파견법 제5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
는 노사간 ‘협의’의 수준 및 벌칙규정의 필요성, 단체협약과 같은 노사자치 규
범에 의한 절차상 규율의 실효성 강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요청되지만, 구체적인 협의의 ‘성실성’을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협의’의 강제보다는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
체협약으로 이를 규율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예를 들어, 노조법
제92조 제1호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의 교차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발
전과 그 구성원의 실질적인 자유․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정립․발전되어 온 노
동관계법과 경제법은 모두 고전적인 ‘사회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제이다. 그러
자 2000카합1487 결정; 수원지법 2002. 1. 29.자 2001카합3550 결정(대성산소 사건);
서울고법 2002. 6. 28.자 2001라394 결정(반송사비정규직노조 사건: 확정); 서울지법
2002. 8. 27.자 2002카합2168 결정(한진관광노조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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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법제가 추구하는 이념 및 규율의 대상․수단의 상이로 인하여 부정합(否
整合)이 야기되고 있다.42) 즉 근로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된 간접고
용 근로자 특히,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계약당사자들은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인 ‘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종속적 요소와 함께, 경제
법의 규율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내지 ‘자영인’으로서의 독립적
요소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또는 경제법 어느 하나로서 실
효성 있는 보호 내지 시장에서의 교섭력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법제간의 상호보완이 절실하지만 각 법제의 체계, 규율
내용 및 집행기관의 상이 내지 부조화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는 근로자상(像)에
부합하는 보호 및 갈등조정시스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43)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이 교차하는 영역의 설정,
즉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보호 및 집단적 자치의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계약규제 등 경제법의 규율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종
합적인 법제(예를 들어, ‘간접고용등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특별법’ 등)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집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의결기구의 구성․운
영, 각 경제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경제단체 및
소비자․시민단체 등)가 참여하는 공동감시기구의 발족․운영, 공공부문(특히
정부조달부문)의 모범사례 개발․지원 및 교육․홍보 등 다층적 지원방안을 적
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 노동관계법제는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임금근로자의 보호 및 자율적 노사자치의 존중’을
이념으로 하여, 노동보호법을 통한 근로조건의 직접적인 규율과 취업규칙․단체협약 및
노동분쟁조정 등 간접적 규율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반면 경제법은 ‘경제정의의 실
현’을 이념으로 하여 자본주의 체제하의 모든 경제주체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율적․효율
적인 경제활동을 보장․촉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및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 확립을 위
한 약관규제 내지 하도급거래 규제 등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43)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관행화되다시피 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감
액에 대한 규제에 그치고 있어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계약규제 장치는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위 법률의 구체적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성재 외,『원하청업체간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노동부
정책연구보고서, 2004. 12., 130-1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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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방안

1. 간접고용 규율의 기본방향
간접고용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접고용 근로자와 정규
직 근로자 간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응하면서도
법적 권리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기
초가 되는 요인의 제거와 함께, 간접고용의 특징인 이중적인 근로관계에서 실
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확대하는 법이론의
구성과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공급 및 도급․위임(사내하청․외
주용역), 근로자파견, 전출․점원파견, 격지근무 등 다양한 간접고용의 유형에
도 불구하고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가운데 누가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부
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행정해석(노동부 지침 또는 예규44))상의 문제점(사용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을 보완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법적인 간접고용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지표를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등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항목은
그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기준을 설정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외형보다 구체적․실질적인 사용
44)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2000. 12. 27. 노동부예규 제456호) 및 근로자파
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1998. 7. 20. 노동부고시 제98-32호); 한
편 2004년 7월의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지침(개정)」에서는 종전 예규․고시를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점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관련하
여 ① 채용․해고, 징계 등 인사결정권, ②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③ 업무지시․감독권,
④ 업무수행방법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⑤ 원도급 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및 업무
상 차이, ⑥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⑦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 ⑧
기타 근기법․노조법상 사용자여부 실태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 있어서는 ① 소요자금 조달․지급방법, ②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③ 기
계․설비․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④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경험, ⑤ 기타 원․수
급자간 인적관계 및 계약추이 등을 구체적인 준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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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장도급 내지 법규위반의 근로자파견과 같은 불법파견에 대한 구체
적 규제방안으로는 직접고용원칙의 재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사
용자책임의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의무의 부과,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대
한 사용자책임의 분배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확대를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파견의 사용 목적, 파견계약 기간, 부당해고
의 규제, 절차적 규제 및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5)

2. 합법적 간접고용의 판단기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간접고용의 유형에 있어서 실질적인 노동법상
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외양보다는 구체적․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자공급의 ‘독립성’을 추정할 수 있는 외형적․형식적 요소를 일차적인 구별기
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합법적인 사업허가, 소요자금의 자
체적 지급․조달, 노동관계법․사회보장법상의 법률책임 등 사업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가 제시될 수 있다. 한편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준거로서 기능하는 ‘지휘․감독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징표로는 ① 구체적인
45) 특히 구체적인 차별의 준거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시정의 방안 확보, 파견 사용사유에
의한 규제방안 도입, 보다 유연한 휴지기간의 설정 및 허용업무의 성격에 따른 구체적
기간예시(하위규범), 허용기간 초과 파견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명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
약의 법적 규율강화, 노동3권 보장 및 단체교섭․협약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규율가능
성 확대, 노동행정을 통한 근로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파견법
제의 문제점 검토와 함께 비정규직입법안 및 파견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박수근, ｢파견근로제도의 개선과제와 파견법의 개폐방향｣,『노동법학(제
1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12., 255-295쪽;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입법정책』
, 2005년도 노동법학회 공동춘계학술발표회 자료,
2005. 3., 47-71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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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의 결정․변경권한, ② 작업방식의 결정․변경권한, ③ 작업시간(시간
외․야간․휴일근로 포함)․휴게시간․휴일․휴가의 길이와 그 배치에 대한 결
정․변경권한, ④ 작업장소의 결정 및 변경권한, ⑤ 임금 등 근로에 대한 직접
적인 대가의 결정․변경권한, ⑥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의 결정권한, ⑦ 채용․
해고 등의 인사권 및 인사이동(배치)․징계 등 작업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
의 결정․변경권한, ⑧ 기계․설비 등 작업도구와 재료공급의 실질적 책임자
등이 구체적인 판단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⑨ 이러한 구체적 결정․변
경사항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지시․관리자(현장감독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규율․통제하는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합
법적인 도급사업이 되기 위한 사업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징
표로는 ① 수급사업기간 또는 비수급기간 동안 소속된 근로자 수(인원)의 변동
정도, ② 최종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재여부, ③ 사업상의 지식․
경험․기술 등 노하우의 축적 및 그 발휘 정도, ④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성을 갖는 시설․설비․기자재의 소유․조달 여부, ⑤ 도급계약의 체결, 단
가결정 등에 있어서 수급업자에게 독자적인 시장접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이 있다.
다만 이러한 판단징표들이 혼재하는 실제 사안에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
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당해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판단
징표들의 비중 내지 중요도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간접고용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 요청되는 법해석론적 측면에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예정되고 있는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유연한 해석, 즉 사용종속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징표를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지 근로관계
의 상황에 맞게 인식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종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이념인 근로자보호와 공정한 법치(法治)를 통한 집단적 자치
의 실현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행정조치 등 공권력의 행사도 필요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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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빠지기 쉬운 탈법․권리남용의
‘함정’에서 탈출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노사간 힘의 균형․조화를 통한 경제정
의 및 산업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입법정책적 견지에서는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적응하는 적
극적 노력이 요청된다. 즉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와
고용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노동시장
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상정한다 하더
라도, 간접고용이 정규직을 상시적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간
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 입법례에
서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보호방안을
병행한다면 근로자보호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
용의무,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의무 및 파견사업의 허가와
차별금지의 연계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
별금지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직업소개형 파견과 같이 통상 근로자로
서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파견은 노동시장정책적 측면이나 파견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 모두에서 유용성이 많은 제도로 보이며, 이 제도의 도
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
에관한법률｣의 손질은 물론,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이 교차하는 영역을 포섭할
수 있는 특별법제의 제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기구의 설립․운영 및
각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합의․감시 등 종합적인 접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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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Principles 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Indirect
Employment
Moon, Moo-Gi
The indirect employment, synonymous with multilateral employment
has rapidly spread out in Korean industry from late 1990s. But there
have been various form of indirect employment(dispatched work,
subcontract work, temporary work) and illegal multilateral employment
disguised as contract work. In this respect, many discussions have
arisen how to regulate indirect employment rationally and resolve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unfair inequality and the obstacle of
fundamental labor right for the workers of multilateral employment.
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indirect employment, the reaffirmation
of direct employment principle and the extension of employer's liability
should be required first of all. As well as the flexible analysis of
worker and employer conceptions and also the fair administration of
legal justice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and exercise of fundamental
labor right are requested importantly.
In viewpoint of the reform of legislation in Korea, the regulate
provision for the eradication of illegal multilateral employment and
protection for the workers should be made up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ermitted limit of indirect employment.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ILO, Germany and Japan has supported this opinion.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ion of intersection sphere between labor law
and economic law is required together with composite support from
government and NGO.
Keywords: indirect employment, multilateral employment, direct
employment principle, extension of employer's liability,
intersection between labor law and econo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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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임금차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객관적이고 성중립적 기준에 의거한 직무평가의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에 있어서의 동일가치성의 판단은 남성노동의 가치를 일방적
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던 가치를 끌어
내리고 여성노동 가운데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노동
의 가치가 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
는, 이에 관한 초기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성
별 직종분리, 성별 분리호봉제, 성별 직무분리, 기타 성차별적 고용구조가
뿌리 깊은 상황에서는 자칫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을 위한 직무
평가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차별을 고착
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가치의 일원화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에 대한 반발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바, 따라서 일방적인 여성노동의 보호보다는 다양한 형평성
과 가치의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노동가치의 평가에
의하여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만 할 것이고, 아울러서 영국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직무평가모델의 개발과 평등기회위원회(EOC)
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지침서의 마련과 같은
시도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핵심용어 : 임금차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임금직무평
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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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palala@chol.com)

*

박 은 정

186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1호

Ⅰ. 서 론

1. 용어의 선택
흔히 남녀가 같은 일을 하는 때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동일노동(equal work)’
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다양하다. 똑같은 노동(same work), 실질적
으로 동일한 노동(substantially identical work), 유사한 노동(similiar work), 동
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work of equal value) 등이다1). 이러한 의미는 전자에
서 후자로 갈수록 확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일노동’의 개념을 ‘똑같은
노동’에만 국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유사한 노동’ 내지는 ‘동일한 가
치를 가지는 노동(즉, 동일가치노동)’의 의미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일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야 할 필요는, 설사 동일한 노동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는 동일임금
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남녀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동일노동 혹은 동일가치의 노동은 모든 형태 및 종류의
임금에 대하여 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2)는 의미에서의 ‘동일가치노
동 동일임금’의 개념이 형성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동일가치노동’
은 임금에서의 남녀평등원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1) 한국여성개발원(2001),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에 관한 연구 , p.15 참조.
2)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men and women outlined in Article 141 of the
Treaty...means, for the same work or for work to which equal value is attributed, the
elimination of all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with regard to all aspects and
conditions of remuneration」. 여기에서 Article 141 of the Treaty란 EC조약 제141조(암스
테르담협약)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조항은 EC의 Equal Pay Directive로 발해진 것이다. 간
혹 EC조약상의 동일임금원칙을 제119조(로마협약)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정
전 조약상 조문이고, 현재는 제141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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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지급의 원칙(제8조 제1항)을 선언한다.

2. 논의의 범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논의의 쟁점은
① 동일가치노동에 있어서 ‘동일가치성’의 판단기준, ② 이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한 공정한 직무평가의 실시방법, ③ 임금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④ 남녀차별
을 벗어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
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파견근로자 및 기간
제근로자 등의 보호입법 제정을 둘러싸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에
대하여 노․사․정 간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다. ① 내지 ③ 에 대해서는 노
동부의 연구용역사업에 의하여 한국여성개발원이 행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을 위한 비교기준에 관한 연구(2001년)｣ 및「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모
델 개발(2002년)」
에서 상세한 논의가 행해진바 있다. 이외에도 개별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3), 여기에서는 주로 ①과 ②의 논점에
주목하여 우선 우리나라 등에서의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이 성립된 과정을 살펴
본 후, 지난 15년여간 법원을 통하여 제시된 남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
칙에서의 ‘동일가치노동’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
면서,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직무
평가모델의 개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소개해 보고자 한다4).

3)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자면, 김엘림(200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노
동법학 제17호, 한국노동법학회, pp.1-24 ; 조상균(200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여성임금
차별의 위법성 : (주)한길사건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민주법학
제2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p.409-425 ; 심재진(2002),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차별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2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p.115-148 ; 한만주(2002),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원법학 제
15집,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pp.1-24 등이 있다.
4) 특히 영국의 경우를 예로 사용한 것은, 앞에서 말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수행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작업에서 영국 평등기회위원회(EOC;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의 지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국이 동
일임금법과 평등기회위원회의 동일임금시행지침 등을 통하여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 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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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일가치노동 개념의 성립

1. ILO 제100호 협약의 동일가치노동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노동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남녀의 성별을 이
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원칙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ILO의 1951년 제100호 협약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
약’5)에 의하여 선언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임금상
평등대우원칙으로서, 전 세계 161개국에 의하여 비준되어 있고(2004년 10월 현
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8일에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의 대가로서 직․간접적으로 지불
하는 금전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임금에 대해서도 남녀간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
는 노동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제1조), 이 협약을 비
준한 국가들에게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을 위하여 남녀간의 노
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제3조).

2. EC 협약상 동일가치노동
ILO에서 1951년 100호 협약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선언
한 이후, 유럽공동체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1957년 유럽공동체가
결정되면서 채택한 로마협약(the treaty of Rome) 제119조에서는 유럽공동체국
가들에게 남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다만, 로마협약과 같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의 원칙이 선언된 것이었다. EC에서 노동
의 동일가치성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보완된 것은 1975년 유럽공동체에
5)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이 협약은 전 세계 161개국에 의하여 비준되어 있고(2004년 10월 현재), 우리
나라는 1997년 12월 8일에 비준하였다(http://www.ilo.org/ilolex/english/convdisp1.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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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지침(Equal Pay Directive)이 마련된 이후라고 할 수 있고(다만, 그 이
전에도 동일노동의 개념은 동일한 노동 혹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 노동에 대하
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었다), 이후 1997년
채택된 암스테르담협약(the treaty of Amsterdam) 제141조의 규정에서는 남녀
의 동일노동뿐 아니라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도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하
고, 그리고 이 원칙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자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의무임
을 밝히고 있다.

3. 우리나라 법에서의 동일가치노동
우리나라에서 임금상 평등대우원칙이 입법화된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상 남
녀평등원칙에 관한 제32조 제4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기회 및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의 법이념을 계승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년 12월 4일)을 통해서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제8
조 제3항에서는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함으로써 제1항에서의 ‘동일한 사업’의 의미를 구
체화하고 있다). 이때 무엇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노동인가에 대하여, 동조
제2항에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동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시된 유권해석례에서는 “남녀
고용평등법은 성별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로
서… 동일노동가치 판단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
업조건 등이므로, 이 규정의 위반 여부의 판단은 위와 같은 동일가치노동의 기
준, 즉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같음에도 불
구하고 성의 차이로 임금지급의 차별을 하느냐의 여부이며, 비교기준은 동일직
급에 같이 임용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6), “노동수행에서
6) 1990. 6. 1. 부소01254-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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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
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
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이고,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위 4가지 기준 이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지만, 다만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간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
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
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7).
물론 이러한 유권해석은 모두 동어반복적 의미에 불과하고, 정작 문제가 되
는 것은 무엇이 동일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이냐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
으로서, 이에 관해서 1992년 4월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8).
①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②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
③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④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그리고 1999년 개정된 이 규정에서는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
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이 4가지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
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7) 1993. 7. 21. 감독 68200-2932.
8) 이 예규는 사실상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의 입법례 및 최초의
임금차별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직 여자청소원의 근로와 정식 직원인 남자방호원의 근
로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인지 여부를 다툰 하급심 판례인 연세대학교사건(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6. 27. 90가단7848 판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의 기준 역시 위의 하급심 판례가
제시한 임금차별의 기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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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규정 동
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①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
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
수당, 교육수당․통근수당․김장수당 등. 단,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에 한함)을 지급함에 있어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③ 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
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④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⑤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
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산정
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⑦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
는 경우
를 드는 한편,
①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의 학력․경력․근속연수․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
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② 임금형태를 직무급․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 비교되는 남녀근로자
사이에 능력 또는 업적상의 격차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
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에는 임금지급에 있어 성차별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동조 제6
항 및 제7항).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입법기술상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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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이 원칙의 적용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노동현장
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임금차별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9)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간 임금차별
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동일가치노동의 기준 설정에 입각하여 이 최초의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다만, 이에 앞서 기존의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검
토하겠다).

Ⅲ. 판례에서의 노동의 ‘동일가치성’ 판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초의 임금차별사건은 1991년 하급심판례로 다루어진
연세대학교사건이고,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2003년도의 (주)한길사건이다. 남
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선언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이
에 관한 판결례가 이와 같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일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
고 이 극소수의 판결례 가운데에서 법원이 동일가치노동의 평가에 긍정적이었
던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원이 이 원칙의 적용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2001년
에 기획소송으로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한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접 적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헌
법상 평등권과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원칙에 의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금의 원칙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
하였다10).
9) 김엘림(200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한국노동법학회,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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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대학교사건(서울지법 1991. 6. 27. 90가단7848)
우리나라 최초의 임금차별사건으로 불리는 1991년의 이 하급심 판례는, 비록
임금차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항소가 행해지지 않아 상급심의 판단
을 받을 수 없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현재의 제8조)
에서 말하는 동일가치노동의 징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은 임시일용직 여자청소원과 정식 직원인 남자방호원 간의 노동의 차
이가 없고 동일가치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방호원이 여자청소원보다 매
월 약 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더 받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원
고(여자청소원)측에서는 일용직 청소원인 원고의 노동과 정식 직원인 남자방호
원 가운데 청소만을 담당하는 방호원 노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동일
가치노동’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연세대학교)측에서는 청소만을 담당하는 남자방호원이 존재하지 않으므
로 이들 방호원과 원고측의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피고 법인의… 방호직 방호원은 그들이 배치된 건물 및 시설의 청소업무 특히 외부
의 장애물 철거, 낙엽, 눈치우기, 쓰레기 소각, 시위 후의 청소 등 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옥외청소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나 청소업무가 그들의 고유업무도 아닐 뿐
만 아니라 청소업무만을 전담하는 방호원도 없는 사실, 위와 같이 청소업무가 방호원의
본래의 업무도 아니고 또한 기존의 방호원만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도서관, 기숙사,
수영장, 천문대 등이 있기 때문에 피고법인에서는 남녀일용직 청소원을 고용하여 활용

10) 참고를 위하여 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두자면, 서울지방법원에서 2001카합11098
으로 다루어진 이 사건은(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사건, 2001년 10월 19일에 선고) 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과의 차별대우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 기획소송으로 제기되었는데, 예비적 청구의 부문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
라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을 하였으므로 차별적 임
금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
상 차이가 있고 정규직과 노동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가치 노동이라고
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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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바, 남자일용직 청소원은 주로 여자들에게는 부적합한 옥외청소, 세차, 야간경
비, 도서관, 수영장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여자일용직 청소원은 모두 옥내청
소업무에 종사(옥외청소만을 전담하거나 주로 하는 여자일용청소원은 없다)하는바,…
위 여자일용직 청소원은 피고법인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이므로 피고법인의 직
원인사규정상의 임면, 승진, 전보, 보수, 징계 등의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한 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 연세대학교 총무처 관리과에서 학
교 주변의 가정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형태로 고용하고 있고 같은 임시직인 남자일
용직 청소원과의 사이에서조차도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일용직 청소
원이 여자일용직 청소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바),…
… 무릇 위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의 징표로 들고 있는 요소중 ‘기술’은 자
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
위, 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이란 소음, 일,
물리적 위험, 고립, 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각 의미한다 할 것인바, 피고법인의 일용
직 청소원인 원고의 노동과 정식 직원인 남자방호원의 노동은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
질, 내용,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노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판시사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방호원과 여자일용직청소원과
의 동일가치노동이 인정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남자방호원이 여자일용직청소
원과 같은 청소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반의 방호업무를 담당하
기 때문에 노동의 성질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노동의 책임 정도나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이 판례가 가지는 의미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구
체화하였다는 점이지만, 이 판결에서의 법원이 판단이 스스로 제시한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판례가 말하
고 있는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의 성질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
고, ‘노동의 책임 정도나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이란,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한 경우(same work)는 물론이고, 거
의 같은 성질인 노동(substantially identical work 또는 similar work) 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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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work of equal value)이다. 네 가지의 의미가 모두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가치’의 의미가 노동에 대한 비교기준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same' 이나 ’identical', 'similar'의 의미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들 네 가지 조건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
실정에 맞게 보다 다양한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고, 반드시 4가지 요건을 충족
해야만 동일가치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11).
그렇다면 위의 판례가 제시한 ‘노동의 성질과 내용’ 그리고 ‘노동의 책임 정
도나 작업조건’은 다음과 같이 바라볼 수 있다.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요구된다. (1) 우선 그것이 ‘똑같은(same)’ 노동인가.
만약 똑같은 노동이라면 그것의 동일가치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동일노동에
해당되게 된다. (2) 두 번째 그것이 ‘거의 같은 성질(substantially identical or
similar)’의 노동인가. 똑같은 노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동일가치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동일노동에 해당
하게 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 그것을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의 기준에 관한 문제가 남게 되는바, 그것은 노동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판단되게 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일가치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
지만, 여기에서 동일가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의 기준을 동시에 혹은 별개로 고려해야만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의 요소는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야 하는바, 이 사례에서는 ‘똑같은 노동’은
물론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이 아닐 뿐더러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도 못했기
때문에 동일가치의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가 제시한 노동의 성
질과 내용상 차이에 대한 판단은 (2)의 단계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노동의 책임
정도나 작업조건 등은 (3)의 단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11) 김엘림(1991), 남녀고용평등법 해설 , 노동부,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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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의 4가지 기준을 동시에 반드시
만족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위의 판례는 (2)의 단계에서 ‘거
의 같은 성질’로서의 노동이 부정되었고, (3)의 단계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가치성을 부정한 것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남는 부분은, (3)의 단계에서의 판단기준에 (2)의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가 하는 점이다. (3)의 적용을 부정함에 있어서
(2)의 판단을 일정부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3)의 적용 부정
을 정당화함에 있어서는 (2)의 판단요소 이외에 (3)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충분히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2)의 판단요소와 (3)의 판단요소 가운데 일부분
이 부정됨을 이유로 (3)이 부정된다는 것은 자칫 (3)을 (2)의 기준으로 협소화
시켜 해석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것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까지 확대하여 차별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
이 이미 동일노동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판례는 아마도 (2)의 기준을 충족시키
지 못함과 동시에 (3)의 기준으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3)의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만, 이것은 마치 (3)을 판단함에 있어서 (2)의 요소가 결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 판례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12).
또한, 위의 판례에서는 같은 일용직청소원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 간의
임금 차이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송의 이유가 되지 않았
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이때의 사건에서 정식 직원인 남자방호
원 가운데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방호원이 존재하였다면, 또는 남자방호원과의
임금차별이 아닌 남자일용직청소원과의 임금차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바뀌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12) 이 문제점은 수원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노3321 판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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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길사건(대법원 2003. 3. 14. 2002도3883)

가. 판결의 개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된 임금차별사건으로서 (주)한길사
건에서는, 일련의 타일제조공정 가운데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가 성별
을 기준으로 남녀간 임금의 차이(2만원)를 둔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노3321 판결)
에 따르면, 8개로 구분된 타일제조공정(성형, 시유, 소성, 선별, 포장, 제유, 잉
크제조, 스크린판제조) 가운데 성형, 소성, 포장, 제유공정은 전적으로 남자근로
자가, 선별 및 스크린판 제조공정은 전적으로 여자근로자가 담당하는 한편, 시
유공정 가운데 시유기와 적재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정에는 남자근로자가, 스크
린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공정에는 여자근로자가 배치되어서 무거운 기계나 원
료를 운반․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을 필요로 하거나 기계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
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는 남자근로자가, 스크린상의 잉크를 보충․주입하
거나 교환하고 스크린판을 교환하거나 청구하는 업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이
동하는 타일제품을 단순히 눈으로 보아 불량품에 대하여 형광펜으로 표시만 해
주는 업무 또는 기계 버튼을 눌러 스크린판을 당겨주고 스크린판 표면을 닦는
정도의 업무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에는 여
자근로자가 배치되어 근로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남녀간 업무의 차이에 의하
여 이 사건에서의 남자근로자와 여자근로자의 노동은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
질, 내용, 기술, 노력,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
시하면서 이 사건의 임금격차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
칙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은, 취업규칙상 성
별이 임금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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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회사는 1996. 4. 1. 제정된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성별, 학력, 연령, 경력, 기술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별을 임금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고,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학력, 경력, 기술 등 다른 기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남녀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미리 일률적으로 책정된 일당을 적용하여

1995. 6.경부터 1996. 9.경까지 남자는 금 17,600원, 여자는 금 15,600원, 1996. 10.경부
터 남자는 금 19,100원, 여자는 금 17,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수사기록 138쪽
이하에 붙은 공소외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서류에 의하면,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 일시 경에는 신규 생산직원 채용시 근무부서를 생산부라고 포괄적으로 지정
하는 외에 성형, 시유, 소성, 포장, 제유의 5개 공정만을 지정하였는데 그 중 포장과 시
유 공정은 남녀 구분 없이 공통으로 지정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어서, 공소외 회사의
공정 구분 및 남녀직원 배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인가 자체가 의심스럽
다.
나아가 공정 구분과 남녀직원 배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회사의 신규 채용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 남녀 모두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2) 이들은 모두 일용직근로자로서 그 '책임'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3) 일반적으로 앞서 본 '기술'과 '노력'의 면에서 임금차별
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작동 관련 노
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
는 것인데, 공소외 회사의 공장의 경우에 남녀근로자가 하는 작업이 작업의 성격이나
기계작동의 유무의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작업공정에 따라서는 남자근로자가 무
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취급하는 등 여자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
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생산직근
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하는 것이었다든가 신규 채용되는 남자
근로자에게 기계 작동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이므로, 원심 인정과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 남녀 간 임금의 차별 지급을 정당화
할 정도로 '기술'과 '노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일용직 남녀근로자들이 하는 일에 다소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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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라
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달리 위와 같은 남녀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별이 합리적인 기준
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공소외 회사는 임금 책정에 있어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여자근로자에게 동일가치의 노동에 종사하는
남자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법원이 취한 전제는, 동일가치의 노동이라는 것이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
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
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
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이 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에 근
거하여 성에 의한 임금차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위 판례에서 나타난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첫째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비
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둘째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 임
금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셋째 임금차별을 두고자 한다
면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 등이다. 그리고 첫
번째의 기준은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기준이 충족된 경우 만족될 수 있는 것으
로서 결국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여부가 노동의 동일가치성
판단에 중요한 가늠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에서의 기술․노
력․책임 및 작업조건에 관한 동일가치성의 판단과, 세 번째 기준에서의 합리
적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위의 판례에서는 두 번째
기준에서의 기술 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써 이 예규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였고, 세 번째 기준에서의 합리적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임금차별의 기준을 근거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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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위 판시사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련의 공정 과정에서 종
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동일한 작업조건성’을, 동일한 일용직근로자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동일한 책임성’을,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
는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동일한 기술 및 노력성’을 인정하였고, 여기에
취업규칙상 성별이 임금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서 임금차별에 대
한 합리적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다소 노동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임금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해석의 입장
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이루어진 판례평석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는, 이 판결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
결로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성차별적 통념에 의해 남
성의 직무를 여성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여 성차
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녀간에 직무가 다르더라도
임금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
는 모형을 제시하였을뿐 아니라, 성별이 임금결정의 주된 요인이 되는 경우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의 성차별성을 지적하였다는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13).
두 번째 입장은, 이 판례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근로조건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 있어서 ‘노력’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이고, 이 사건을 동일가치노동에 대
한 동일임금지급의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만을 전제로 한다면 큰 문제
가 없지만,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
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여자근로
13) 김엘림(2003),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노동법률 5월호, 중앙경제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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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남자근로자가 담당하여 있던 업무를 꺼려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배치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그리고 여
기에서 남녀근로자의 다른 노동형태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지를 판단함에 있
어서 여자근로자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의 배치․전환 등의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그러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여자근로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노동에서 배제되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만약
근로조건에서 힘이나 스테미너가 제외된다면 배치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또한 남성 근로자만 힘든 작업에 종사하게 한다면 배치에 있어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입장의 차이는, 두 번째 견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 있어서의 ‘노력’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보다 많은 힘이 요구되는 직무(소위 남성직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있어
서 차이가 없다면 그것을 동일가치노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입장은 그것을 동일가치노동이라고 해석했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에 따른 배치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제기이다. 첫 번째 입장에서는 배치차
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이 배치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
마 이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에서
는 이 사건에서 ‘노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는 역시 직접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 논지상 차이를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결국 동일가치노동의 평가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 등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 필요한 가치를 산술화 등의 방법으로 객관화
하고, 그에 따라 가치를 비교․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위의
사건에서 만약 객관화되어 비교․평가된 남녀 노동이 그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노동은 동일가치의 노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노동은 동일가치의 노동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판례에서

14) 이달휴(2003), ｢남녀근로자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노동법률 2003년 6월호,
중앙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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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객관적 가치판단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다분히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동일가치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판단에 대한 의
문이 남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판단은, 유사한 다른 사안에
서는 노동의 동일가치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건 판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다. 동일가치노동의 판단방법에 관한 논의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노동의 동일가치성(위 사건에서는 ‘노력’의 동일가
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
일가치노동의 판단방법에 관한 논의와 함께, 우리에게 유의미한 비교대상이라
고 생각되는 외국의 동일가치노동 판단방법 가운데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를 소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국이 동일임금법(Equal Pay Act)과 영국 평등기회위원
회(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 EOC)15)의 동일임금시행지침(Code
of Practice on Equal Pay)16), 그리고 최근에 마련된 영국 정부기관의 직무평가
핸드북을 통하여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 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방법과 기준
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에서의 동일가치노동 판단방법에 관한 논의현황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
15) 영국의 평등기회위원회는 동일임금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이 법을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1975년 제정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성차별금지법
(Sex discrimination Act)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간의 기회균등
을 촉진하며 성차별금지법과 동일임금법의 실시상황을 감독하고 이 법률들의 개정안을 제
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적 구제기관이다. 그 권한과 지위는 우리나라의 남녀고용
평등법 및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기 이전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평등위원회 및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합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OC의 차별 조사와 차별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대해
서는 벌칙의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16) 이 시행지침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의 실현을 위한 시책 그리고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관한 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장 등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에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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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제8조 제2항)고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판단자에 대한 언급은 규정하
지 않았다. 한편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는 위 법에서 말하는 4가지 기
준 이외에 ‘당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과 같은 속인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한편, 사용자가 임금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평가에 필요한 직무범위․평가항목․평가방법과 임금산정기준
등에 의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 또는
남녀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 함에 있어서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부처의 지
도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5항).
따라서 현행 법규상에서는 노동의 동일가치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인 기준은 사용자에 의한 직무평가 등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결정에 있어서 속인적 요소가 다양하게 작용하
면서 직무급, 직능급, 연공급, 성과급 등 다양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서구적 의미에서의 단일임금체계에 기초한 직무평가제도란 성립하기 어
렵다(본 사안의 취업규칙을 보더라도 임금결정의 요소로서 성별, 학력, 연령,
경력, 기술을 언급하고 있음에 따라 연공급과 직무급, 성과급의 임금체계가 복
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최근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
체적인 직무평가의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무평가의 기준에 기
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과 같은 직무적 평가요소 이외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의 속인적 요소 역시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4가지 기
준에 덧붙여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상에서 학력 등 속인적 요소들을 고
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직무중심적 직무평가기준에 대한 한계점의 인
식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립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고 직무평가 역시 생소한 개념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므로, 외국에서의 직무급
혹은 직능급 직무평가제도의 예를 기초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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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으로서는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 판단은 전적으로 법집행자의 해
석에 달려 있게 되는데, 판례법리의 형성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보호 측면을 무
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에 따
라 사안에 따라서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렇
다고 하여 직무평가의 기준을 법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은 법의 경직성과 보수성
을 감안하였을 때 그다지 적절한 방법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법과 예규를 통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어느 사업 혹은 사업장에
서나 적용할 수 있는 직무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에 기초하여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직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직무평가모
델의 개발을 위한 작업이 수행된 바 있는데17),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하기에는 어렵지만, 다만 여기에서 동일가치노
동의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서 우리와 같이 임금체계가 복
잡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직무평가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한다는 것
이 어렵고, 직무에 따른 평가모델이 아닌 임금체계에 따른 평가모델이 필요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8).
이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9).
◦ 임금체계별로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비교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각 임금체계의 구성요소와 목표를 이해해야하는데, 이때에는
〔그림 1〕
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기준자로 작용하여야 한다.
◦ 남녀임금차별 분쟁을 신청하거나 남녀임금차별을 판단할 경우,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과 함께 여성근로자(집단)와 비교대상이 되는 남성근로
자(집단)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교대상 남성근로자(집단)는 여성
근로자와 노동가치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집단)이고, 비
교대상 근로자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이용하여 선정해야 한다.
17) 한국여성개발원(2001)의 자료 및 한국여성개발원(200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모
델 개발」
.
18) 한국여성개발원(2002), p.187∼188.
19) 이하의 내용은 한국여성개발원(2002), pp.188∼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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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20)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숙련, 노력,책임,
작업환경 등
내적
형평성

직무내용
가치

학력, 근속,경력,
업적, 성과 등

근로자에
의해서
생산된 가치

근로자간
형평성

시장
임금수준

시장
가치

외적
형평성
주: 1) 사각형은 임금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하는 3가지 형평성
2) 3가지 형평성과 관련된 직무가치평가 방법
3) 점선 안의 사각형은 각 직무평가방법과 관련된 임금결정요소
혹은 직무가치 평가 기준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만 동
일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바, 직무급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에서는 먼저 직
무 내용의 가치로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연공급이나 직
능급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의해서 생산된 가치를
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전자의 경우에는
20) 한국여성개발원(2002), p.189. 본문에서의〔그림 1〕의 다양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
다. 즉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기
준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고 있는 ①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과 같은 업무관
련 요소 및 ② ‘학력, 근속, 경력’과 같은 속인적 요소와 함께 ③ ‘업적, 성과’ 등 근로자
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 그리고 ④ ‘시장, 임금수준’과 같은 시장의 가치를 함께 반영할 것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현재 ①②의 요소를 기준으로 노동의 동일가치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③④의 요소가 동일가치성의 판단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동일가치성 판단기준이 사업장내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 및 사업장외 노동시장에서의 외적 형평성을 도외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부터,
노동의 동일가치성 판단에는 문제된 근로자의 내적 형평성뿐 아니라 근로자들간의 형평성
및 노동시장에서의 외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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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seniority), 업무성과, 남녀근로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양과 질, 노동
시장의 수급 등과 같은 성(sex)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남녀임금격
차는 임금차별이 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산된 가치를 결정하는
근로자의 학력, 근속, 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 내용의 가치나 시장
가치 그리고 성 이외의 요인으로 남녀임금격차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차별이 되지 않는다.
〔그림 2〕남녀임금차별 점검단계별 조사내용21)
단계별 점검내용

단계별 조사내용

1단
1단계
계

임
임금
금결
결정
정요
요소
소
조
조사
사

2단
2단계
계

비
비교
교대
대상
상집
집단
단
파
파악
악

3단
3단계
계

임
임금
금차
차별
별유
유무
무
조
조사
사

-임 금 표 , 직 급 체 계 자 료 수 집 및 분 석
-수 당 , 부 가 급 여 , 임 금 성 격 의 복 리 후 생
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직 급 체 계 자 료 수 집 및 분 석

-직 무 급 인 경 우 직 무 가 치 가 동 일 혹 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동
동일한
집 단 으 분류
로 분류
일한
집단으로
-연 공 급 이 면 동 일 한 학 력 ,근 속 ,자 격 을
가진 근로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

-비 교 집 단 임 금 의 단 순 비 교 로 차 별
유무 파악
통 계 분 석 을 통한
통 한 차별
차 별 유무
유 무 파악
파악
통계분석을
-임 금 과 관 련 한 간 접 차 별 유 무 조 사

임금격차
존재
4단계
4단계

합리적 이유와
관련된 자료분석

-기업주가 제출한 합리적인 이유와
관련된 통계분석 실시
-직무관련성 및 사업상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차별존재
5단계
5단계

행정지도/
시정조치

21) 한국여성개발원(2002), p.207.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차별과 관련한
차별 시정
조치
차별시정
조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과
관련한 차별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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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남녀간의 동일임금원칙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은 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지침과 관련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내용은 영국 EOC의 2001년 및 2002년 지침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인용된 지침서는 이후 개정이 되었고, 또
영국의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직무평가모델을 개발하여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
고, 위의 내용과의 연계선상에서 영국 EOC의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지침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영국의 동일가치노동 판단방법
(가) 영국에서의 동일노동개념
영국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이 처음으로 입법화된 것은 1970년
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을 통해서이다. 이 법은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쳤는
데, 최종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4년 6월 24일이다. 그러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영국의 법에서 말하는 ‘동일
노동’이란, “동일한, 혹은 대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노동으로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된 노동이거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에서의 동일가치노동의 개념과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영국의 동일임금법 및 평등기회위원회(EOC)가 마련한 동일임금시행지침22)
에 따르면, 동일임금이 요구되는 동일노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첫째, 비교대상자의 노동과 동일하거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노동(즉, 유사노
동=like work)
둘째, 비교대상자의 노동과 다르지만 동일한 직무평가체계하에서 여성의 노
동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는 노동(즉 동등평가노동 = work rated as equivalent)
셋째, 비교대상자의 노동과 다르지만 노력, 기술 및 의사결정 등의 측면에서

22) EOC, Code of Practice on Equal Pay, 2003. 12. 이하의 내용은 이 동일임금시행지침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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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동(즉 동일가치노동 = work of equal
value)
여기에서 유사노동이란, 동일임금의 요구를 제기한 여성과 그 비교대상자가
동일한 혹은 유사한 노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명
칭과 직함은 다를 수 있지만 수행하는 노동의 내용이 대체로 유사한 경우를 의
미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실제로 수행되는 노동의 본질을 고려할 필요가 발생
하는데, 설사 노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의 본질과 정도, 발
생 빈도, 직무조건과 관련하여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장소의 다른 위치에서 습식청소와 건식청소를 수행하는
남녀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이 유사노동에 해당된다.
동등평가노동이란, 동일임금의 요구를 제기한 여성과 그 비교대상자가 행하
는 직무가 동일한 평가체계에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어 온, 즉 동일한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거나 동일한 직무평가등급에 포함된다고 평가되어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직무평가등급을 받
았지만 사용자가 여성에게는 그 등급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기를 거절한 경
우에는, 동등평가노동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임금의 요구를 제기한 여성과 그 비교대
상자가 행하는 직무가 상이하지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력이나 기술 및 의사결정의 정도 등과
같은 항목에 따라서 남녀의 직무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에서 “동일가치를 근거로 직무를 평가한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직무가 동일임금 요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의 직무간 비교는 특정 임금․등급 기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
고, 상이한 구조나 상이한 부서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일가치의
평가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속하고 있지만 상이한 유형의 노동을
하는 경우에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영국의 EOC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
로 판단된 것에는 주방보조근로자와 쓰레기처리근로자, 요리사와 목수, 언어치
료사와 임상심리사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23).
23) 이상의 동일노동 의미에 관한 내용은 EOC(2003), pp.7∼8, no.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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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에서의 동일노동 판단방법
① 단계별 동일임금의 판단
영국에서도 위와 같은 동일노동의 정의에 따라 동일임금의 요구를 제기한 여
성의 노동이 비교대상자의 노동과 유사하지 않다거나, 동등한 평가를 받고 있
지 않다거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한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은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하여 비교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고,
임금의 총액뿐 아니라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즉, 기본급, 부가급부, 초과근
〔그림 3〕 단계적 동일임금심사모델
1
단계
1단계

동 동일임금심사범위결정.
일임금심사범위결정.
필요한
확인
필요
한 자자료의
료의 확
인.

22단계
단계
남녀
동 일 노 동 ( 유 사 동등
,
남녀동일노동(유사,
동 등평가,
평 가동일노동가치)의
,동 일 가 치 노 동 ) 의
위 치 확 인 위치확인

직무
평 가 확확인
인
직무평가

33단계
단계
임금자료
임 금 자 료 수집
수집
임임금격차
금 격 차 확인
확인
임
금 격 차없는
없 는경우
경우
임금격차
4단 계

4단계

임금
격차의 원
인 규명.
임금격차의
원인규명.
임 금임금격차가
격 차 가 성성차별이
차별이
아 닌아닌지
지 여부
를 결결정
정.
여부를

임
금 격 차 에 성차별적
성차별적
임금격차에
요 요소가
소 가 있있는
는 경경우
우

5
단계
5단계
동일임금
활동계획
동 일 임 금 활 동 계 획활발
개발

임금격차에
임
금 격 차 에 성차별적
성차별적
요 요소가
소 가 없없는
는 경경우
우
55단계
단계
심사
심사 및
및 감시
감시

자료 : EOC, An Introduction to the Equal Pay Review Kit, 200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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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당, 성과급, 퇴직금, 정리해고수당, 연금 등의 현금급부 이외에도, 근로시간
이나 회사 차량의 이용과 같은 비현금급부 등)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
임금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본급에 있어서는 비교대상
자인 남성보다 높은 기준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남성보다 낮
은 경우에는 동일임금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24).
이때, 비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다. 동일한 사용자에 속해 있는
남성 1인 혹은 다수를 여성이 선택하여 그(들)와의 임금비교를 요구할 수 있는
데, 이대 비교대상자는 해당 여성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동일한
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상이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만약 여성의 동일임금
요구가 성공하게 되면 그 여성의 임금은 비교대상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게 되고, 비교대상자의 임금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다25).
비교대상자와의 임금이 차이가 난다면, 사용자는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분
석하고, 그에 따라 임금의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EOC는 사용자
가 행할 수 있는 5단계의 동일임금심사모델을 권고하고 있다26).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 1단계

: 동일임금심사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

◦ 2단계

: 남성과 여성이 동일노동(유사노동, 동등평가노동, 동일가치노
동)을 하고 있는 곳을 확인

◦ 3단계

: 임금자료를 수집하여 임금격차를 확인

◦ 4단계

: 임금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남녀차별에 해당되지 않
는지 여부를 결정

24) EOC(2003), p.4. no.13.
25) EOC2003, p.6, no.25.
26) 한 가지 확인해 두어야 할 점은, EOC의 이 동일임금시행지침은 사용자가 경영을 하면서
동일임금 평가방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동일노
동 동일임금의 시행 주체는 사용자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라서 본문에
서의 동일임금심사모델 역시 사용자의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EOC가 권고하고 있는 모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박은정) ꌙ

◦ 5단계

211

: 동일임금활동계획 개발, 심사 및 감시

②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전제 - 직무평가
각 단계마다에 대한 EOC의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내용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면, 1단
계에서 정해진 동일임금심사의 범위에 속하는 남녀의 노동이 유사한 노동인지,
아니면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인지, 아니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인지를 2단계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2단계에서 필요한 ‘직무평가(job evaluation)’이다.
영국에서도 직무평가에 관한 확립된 모델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에는 동일임금의 정착을 위하여 우선 정부기관에서의 직무평가모델을 수립할
목적으로,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직무평가 핸드북을 마련하였
다27). 여기에서는 기존의 직무평가 요소로서 들어 있던 기술, 책임, 노력의 요
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식, 훈련 및 경험
◦기술

◦책임

◦ 활동의 자유
◦노력

∙
∙
∙
∙
∙
∙
∙
∙
∙
∙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기술
분석 및 판단 기술
계획 및 조직 기술
육체적 기술
고객관리책임
정책 및 서비스 개발 시행 책임
재정 및 물리적 자원 책임
인적자원 책임
정보자원 책임
연구 및 개발 책임

∙ 물리적 노력
∙ 정신적 노력
∙ 감정적 노력

◦ 노동조건
27) DH, NHS Job Evaluation Handbook, 2004. 10. 이 핸드북에서는 여기에서 제공되는 직무
평가의 요소가 하나의 모델로서 동일임금의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
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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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은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계산된다.
◦
◦
◦
◦
◦

지식
기술
책임
활동의 자유
노력과 환경

:
:
:
:
:

1개
4개
6개
1개
4개

요소- 최고 240점 - 총 240점
요소 - 각 최고 60점 - 총 240점
요소- 각 최고 60점 - 총 360점
요소- 최고 60점 - 총 60점
요소 - 각 최고 25점 - 총 100점

그리고 이러한 계산에 따라 12단계의 임금대를 정하도록 한다.
한편, EOC에서는 이러한 직무평가의 요소들 가운데 성차별적 요소가 내재하
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무평가의 요소에서 ‘노동조건’이나 ‘물리적 노
력’은 육체노동자를 다루는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남
성이 행하는 직무에서 나타나게 되는 한편, 여성이 하는 노동과 관련된 요소,
예를 들어 ‘손재주’, ‘간호기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작업’ 등의 요소는 생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28). 이에 따라서
주로 여성 종업원이 하는 직무의 평가요소 점수에서 다수의 평가요소 점수가
낮거나 평가요소가 여성의 직무에 있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차별적
이게 된다.
③ 직무평가를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문제는, 직무평가체계
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직무평가체계에 속하지 못하는 직
무간의 가치평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동일임금의 목적하에서라면, 사업장 내
속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직무평가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언제나 그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문
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 EOC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동등하게 평가되지도 않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29).

28) EOC, Guidance Notes for the Equal Pay Review Kit, 4:Job Evaluation Schemes free of
Sex Bias, 2003.
29) 이하의 내용은, EOC, Guidance Notes for the Equal Pay Review Kit, 5:Assessing equal
value, 2003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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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에서 일정한 직무평가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일가치
평가사항1 :

회사내 모든 근로자 또는 거의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2
이상의 직무평가체계가 있는 경우
상이한 직무평가체계간의 동일가치를 정립하기 위하여 보
다(가장) 포괄적인 평가체계를 사용하여 다른 직무평가체계
에 속하는 직무례를 평가.

∙동일가치
회사내 분리된 직급(및 임금)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최
평가사항2 : 소한 한 가지는 직무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직급체계간의 동일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직
무평가체계가 통상적인 범위 외에 있는 직무를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체계로 사용될 수 있음.

◦ 회사 내에 직무평가방법이 없는 경우
∙동일가치
통일된 하나의 직급 또는 임금체계가 있는 경우
직무내용 또는 조직체계에 기초하여 동일가치를 평가. 다만
평가사항3 :
이때의 직급 또는 임금체계의 범주가 성차별적이지 않을 것
이 전제됨. 상이한 직군에 대하여 상이한 직급 또는 임금체
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동일가치
직급 또는 임금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2 이상 존재하는
평가사항4 : 경우
자격기준 등급에 따라 동일가치를 평가. 공식화된 자격기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직업능력요건(NVQ 1 내지 4단
계)에 따라 평가.
∙동일가치
직무평가체계는 없지만 분명한 직군 또는 다른 직군체제가 존
평가사항5 : 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직군 또는 직군체제에서의 동등한 지위
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동일가치
평가사항6 :

1 내지 5의 사항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동일가치표본 추출조사를 적용하여 상이한 직무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평가. 동일가치 표본추출조사에서는 노
력, 기술, 결정, 책임과 같은 직무요구사항들에 대한 구조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다) 시사점
영국의 정부기관에서의 직무평가모델의 개발, 그리고 EOC에 의한 동일임금
의 적용을 위한 시행지침서의 마련은 아직까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논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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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 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좋은 모델이 되어 준다. 동일임금의 적
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간의 노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즉 그것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노동인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지 등), 그 평가
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자로서 직무평가모델의 수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우
리나라에서도 정부 용역사업의 결과물로서 앞서 제시하였던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국은 동일임금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남녀
동일임금시행을 위한 직무평가모델을 개발하였고, 또한 EOC는 남녀평등의 실
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임금에 관한 실무지침서
등을 발간․보완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본문에서 제시한 영국 보건사회부의 동
일가치노동 평가에 관한 모델의 개발이 영국 내부에서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하
여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또한 이 정부 모델이 일반 사기업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국가적 노력이
미치는 결과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특히 이 정부 모델 가운데에서 유의미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지식․기
술․책임․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를 해석
함에 있어서 필자가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노력’을 물리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 및 감정적 노력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항목에서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력이라는 것을 통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이라고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노력의 내용으로부터는
여성이 하는 노동과 관련된 요소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노력의 개념을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예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모델에서는 각각의 임금결정요소에 대한 가중계산
치를 두고 이에 따라 임금을 12단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노력’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노력’의 정도가 임금의 결정적 차별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다른 요소들이 객관적인 판단자료 등을 통하여 남녀의 차이를 판별할 수 있는
반면 이 ‘노력’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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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유로 하는 임금차별이 합리적 임금차별로 간주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 (주)한길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판례로 돌아가서, (주)한길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세웠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과 예규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직무의 동일가치평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우선 ① 타일
제조공정에 있어서 여자공정과 남자공정이 구분되어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
하여 신규직원채용서류에 근거하였을 때 남녀직원배치상 성별분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남녀임금격차의 정당화 사유 부정), ② 남자근로자의 공정이 여자근
로자의 공정보다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 체력을 요구하므로 작업조건에 있어
서 차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남녀 모두 하나의 공장 안에서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
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 할 수 없으며(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서 작업조건의 동일성), ③ 책임의 정
도가 다르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남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서 그 책임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서 책임
의 동일성), ④ 남자근로자의 공정이 보다 많은 기술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원심
의 판단에 대하여, ‘기술’과 ‘노력’의 면에서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
으로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서 기술과 노력의 동일성).
다만, 이 판례가 기존의 동일가치노동 판단에 대하여 한 가지 덧붙인 의미있
는 내용은, 설사 작업공정에 따라서 남자근로자가 여자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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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자근
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하는 것이었다든가 신규채용되는 남자근로자에게 기계작동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남녀간 임금의 차별지급을 정당화
할 정도의 기술과 노력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와 같이 성별에 의한 직종분리, 성별 분리호봉제, 성별 직무분리, 기타 성차별
적 고용구조가 뿌리깊은 상황에서 남녀간의 노동의 직접적인 동일가치성을 판
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녀간의 직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성차별
적 통념에 의하여 남성의 직무를 여성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여 성차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성의
노력을 여성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임금차별을 둘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남성의 노력이나 기술 등이 동일(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
에 비하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한 취지라고 받아들여
진다.
판례의 의의는 이와 같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후 관계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임금차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노동
을 남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객관적이고 성중립적 기준에 의거한 직무
평가를 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결론을 이끌
어내야만 한다. 그렇다면 동일가치노동에 있어서의 동일가치성의 판단은 남성
노동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던 가치를 끌어내리고 여성노동 가운데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던 가치를 올려
줌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남녀직무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동일가치노동
의 판단을 위해서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적용시켜야 하는바, 여기
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남성근로자의 ‘노력’이 여성근로자의 ‘노력’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 노력이 최소한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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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성근로자가 육체적으
로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고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가치는 남성과
여성이 같다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력’의 판단요소 가운데 지금까지 남
성의 노력의 가치는 평가절상해 온 반면, 여성의 노력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온 풍토를 차단하고 두 성의 노력의 가치가 동일선상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하
는 비교요소가 제시되었어야 했다. 그리하여 본 사안에서와 같이 남성근로자가
무거운 기계나 원료를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육체적 노력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잉크보충․주입․교환․청소업무가 반복되고 불량
품 검사작업에 정신적 노력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력의 양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형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 보건부
에서 마련한 직무평가핸드북이 직무평가요소로서의 ‘노력’을 물리적 노력과 정
신적 노력 및 감정적 노력으로 구분하고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별개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아울러 직무평가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성차별적 요
소가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이 주로 하는 노동과 관련된 요소
들이 생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을 요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는,
이에 관한 초기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성별 직종
분리, 성별 분리호봉제, 성별 직무분리, 기타 성차별적 고용구조가 뿌리 깊은
상황에서는 자칫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을 위한 직무평가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차별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는 점이다30).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육체적 노력을 보다 더 요구하는 남성의
직무와 상대적으로 육체적 노력이 덜 필요한 여성의 직무를 동일가치노동으로
평가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의 고
용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리고 이때 고용 및 임금의 결
정에 있어서 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고용 및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성차별의 문제나 임금차별의 문제를

30) 조순경(199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의의와 과제 - 직무평가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동
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자료 , 한국여성민우회, pp.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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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여성노동의 보호보다는〔그림 1〕에서와
같은 다양한 형평성과 가치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노동
가치의 평가에 의하여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할 것이고, 아울러서
영국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직무평가모델의 개발과 EOC가 다방
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지침서의 마련과 같은 시도가 요
구된다고 보인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평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돌이켜보면, 제7조에서
고용시장입구규제사항으로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고용평등, 제8조에서 동
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의한 임금차별의 금지, 제10조에서 직업교육이나
배치․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의 금지, 제11조에서 정년․퇴직․해고에 있
어서의 남녀차별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바, 제7조는 근로관계의 성립을 위한
차별의 금지에 관한 원칙이고, 제11조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차별의 금지
에 관한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길사건에 대한 평석례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육체적 노력을 보다 더 요구하는 남성의 직무와 상대적으로 육체
적 노력이 덜 필요한 여성의 직무를 동일가치노동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0
조상 배치에 있어서의 남녀차별(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게 되
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와 제10조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제8조와 제10조를 반드시 연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즉 제8조와 함께
제10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지(즉 제8조와 제10조의 판단을 각각 분리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어느 쪽이 옳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다만,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이 자칫 남성근로자에 대한 배치차별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차별의 주
된 객체가 되어 온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평등처우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 :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
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
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
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상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지금으로서는 제8조와 제10조를 분리규정으로 보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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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제8조의 판단에 있어서 제10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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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Estimation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ur
Park, En Jeong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based on the
problem of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in wage. The
value of work of female workers has been underestimated relatively to
that

of male workers

based

on prejudice,

resulting

the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There is a risk that the job evalua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performed only to justify sexual
discrimination in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occupations, salary
class system and jobs are usually separated by genders and other
sexually discriminative employment system has been deeply rooted.
Another risk is that if the value of labor of female workers is
seemingly overestimated through the job evaluation for the cause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and then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based on the job evaluation is legally
forced, the position of female workforce in labor market may be
undermined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principle. That is why the
job evaluation scheme should be constructed to be really objective and
gender-neutral.
Keywords : wage discrimination, equal value labour, equal wage,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ur, jop evaluation for
equal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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