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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 거주하는 가구가 손해를 본 패자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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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고성장과 더불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대체로 1980년
대～1990년대 초 지니계수가 완만하게 하락함으로써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예
외적인 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는 특히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심
화되어 ‘중산층의 실종’ 혹은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중
산층의 비중이 축소하는 한 단면에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축소하면서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이 하위층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불안
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서 중산층 비중이 축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소
득분배에 있어서 어떠한 계층을 중산층이라 지칭하는지의 중산층에 대한 일치
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중산층 비중에 대
한 연구 또한 이 정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듯하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포에서 중산층 비중의 축소라는 가설에 대
하여 분석하며 더불어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최근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중산층의 쇠퇴는 중산층의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1999～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중산층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시간에 따른 소득이동을
분석함에 따라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이 소득분포에서 어느 계층으로 이동하
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이러한 소득이동에 있어서
어떤 특성의 가구가 상위층 혹은 하위층으로 이동하였는지 소득이동 단계에서
의 승자(소득이동에서 상위 계층으로 상승한 그룹)와 패자(소득이동에서 하위
계층으로 전락 그룹)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중산층 비중의 축소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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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며 제Ⅲ장에서는 소득분배에서 양극화에 대한 지표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 및 자료의 통계치, 소득분배
에 대한 지표에 대하여 토론한다. 이로부터 제Ⅴ장에서는 중산층 비중의 축소
라는 가설에 대해 분석하며, 제Ⅵ장에서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소득이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제Ⅶ장에서는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이러한 소득
이동 단계에서 승자와 패자에 대하여 살펴보며, 제Ⅷ장에서는 결론을 다룬다.

Ⅱ.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중산층 비중의 축소에 대해 분석한 논문의 효시로는 Thurow(1984)를 들 수
있다. Thurow(1984)는 미국의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득 중위수의 75%에
서 125%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
이 1967년 28%에서 1982년에는 24%로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
은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균등하게 이동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Lawrence(1984)는 중산층을 가계소득 중위수의 2/3에서 4/3로 정의하여 분석
한 결과 중산층은 1969년 50%에서 1983년 46%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Thurow(1984)와 Lawrence(1984)는 소득 중위수의 일정한 퍼센
트를 차지하는 관찰치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 접근
법(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Bradbury(1986)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53%에서 48%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고, Duncan et al.(1991)은 미국
에서 1980년 이후 중산층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경기나 인
구구조적인 요인이 별 작용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한 Jenkins(1995)의 경우 1980년대 중산층의 감소가 보편적인 현상이며 총체
적인 변화의 원인은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경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는 특정 연도의 소득에 따라 중산층을 정의하였으며 다른 비교 연
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하였는데,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을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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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hauser et al.(1996)의 경우에는 소득분포의 비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연도의 소득분포가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였는데 1980년대
미국 자료를 이용한 결과 중산층의 축소는 소득 규모가 나빠졌다기보다는 개선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Horrigan and Haugen(1988)은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
과 일정 비율 접근법(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의 두 방법
을 공히 사용하여 중산층의 정의와 소득의 정의, 표본 단위에 대해 다양한 설정
을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1969～86년 기간 동안 중산층의 비중
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이들 감소된 대부분은 상위층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경제연구소(2006)의 소득 양극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는 중산층을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로부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 계층의 비중은 증가하였는
데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은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중산층의 쇠퇴라는 현상은 소득의 양극화를 초
래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 신관호․신동균(2006)에 의하
면 양극화가 가장 심한 1997～98년에 중산층으로부터 고소득 혹은 저소득층으
로 이동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저소득층으로부터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
율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극화의 지
수로부터 중산층의 규모를 측정하여 중산층 비중의 축소를 검증한 논문으로는
이정우․이성림(2001)을 들 수 있다. 이정우․이성림(2001)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중산층의 규모를 측정하였는데 특히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중
산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중산층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나 가구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한 논문과 양극화 지수의 추정을 통하여 중산층의 감소를 실증분석
한 논문으로는 다수가 있다(전병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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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에 관한 지표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 문헌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극화(polarization)의 개
념은 소득 불평등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의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
로는 소득분포상에서 이질적인 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혹은 중산층이 축
소 또는 붕괴되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하에서 소득분포
의 변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즉, 소득 양극화
의 심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척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로렌cm 곡선을 들
수 있는데 로렌츠 곡선과 관련된 지표로는 다음의 지니계수가 있다.


  

   

(1)



여기서 L(‧)은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보다는 중산층의 쇠퇴에 관심이
있는데 중산층의 비중과 관련하여서는 소득분포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Wolfson
(1994)에 의하면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중산층 비중의 축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양극화는 소득분포의 중간 계층의 관찰치가 양 극단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척도로는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를 구
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다른 개념으로 예컨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소득분포에 있어서 몇 개의 소득 축을 중심으
로 소득분포의 관찰치가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양극화의 척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두 연구를 들 수 있다. 첫
째로, Esteban and Ray(1984), Esteban et al.(1999) 및 Duclos et al.(2004)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Wolfson(1994, 1997)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연구는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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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으로 그룹 내의 동질성과 그룹 간 이질성을 사용하였으며, 후자의 연구
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직접 양극화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양극화의 측정에 대한 지표에 있어서 Esteban and Ray(1984), Esteban et
al.(1999) 및 Duclos et al.(2004)류의 양극화의 개념은 중산층을 정의함에 있어서
소득분포의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한 일정 구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Wolfson(1994, 1997)은 중앙값을 중심으로 한 일정 구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
다. 그런데 대체로 소득분포는 다음 제Ⅴ장에서 보듯이 오른쪽으로 길게 분포하
는(skew to the right) 극심한 비대칭의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에 있어
서는 평균보다는 중위수가 대표치로 더 강건(robust)하다는 사실하에 본 연구에
서는 양극화의 척도로 Wolfson(1994, 1997)에 의한 양극화의 지표를 사용한다.
Wolfson(1994, 1997)에 의한 양극화의 지표는 양극화 곡선에서 설명되는데
양극화 곡선이란 소득의 중위수 값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간에 속하는 관찰치의
비중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곡선으로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양
극화 곡선은 로렌츠 곡선이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극
화의 정도, 중산층의 비중을 나타내는 곡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곡
선으로부터 전체 소득의 양극화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양극화 지표는
다음의 식 (2)와 같다.

P* =

4[0.5 − L(0.5)] − 2G
m/μ

(2)

여기서 m 은 소득의 중위수 값을, 는 소득의 평균을 나타낸다. 만약 소득
분포가 완벽하게 평등한 구조를 가진다면 P * 는 0의 최소값을 가지며, 만약
전체 관찰치의 반은 0의 소득을 가지며, 나머지 반은 의 소득을 가지는 소득
분포가 완벽하게 두 개의 최대치를 가지는 분포를 이룬다면 P * 값은 1이 된다.

Ⅳ. 자료의 통계치 및 전체 소득분배 지표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PS)의 1999～2005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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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연도별 자료이다. KLIPS의 표본 추출 단위는 가구이며, 1998년 처음 약
5,000가구를 추출하여 현재까지 추적 관찰해 오고 있다. KLIPS 자료는 표본이
무직자와 실업자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KLIPS 자료는 가구별 정보 이외에
가구원에 대한 정보도 따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다룸에 있어서
노동공급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여 아주 유용하다. 또한 KLIPS 자료는 중
산층의 소득이동, 즉 중산층에서 상위층 혹은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를 추적
하기 위해 필요한 패널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들이 중산층에서 이탈되었고, 중산층에서 이탈된 가구들이 저소득층과 고
소득층 중 어디로 편입되었는가 등에 대한 연구는 양극화 실태 혹은 원인에 대
한 이해를 한층 더 깊이 있게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패널 자료의 사용이 필수적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료 구축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장기
간에 걸친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1)
KLIPS 자료에서는 가구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노동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 및 이전소득을 가구소득의 정의에서 제외2)한 이유는 사회보험과 이
전소득은 해당 가구가 노동 및 자본에 의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라기보다 사회보
장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 전체 가구의 특성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함이다.
다음의 <표 1>은 표본 기간인 1998～2004년 기간 동안 소득 자료의 대표치
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가구소득을 의미하며 이 가구소득은
1인당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구소득과 소비에 따라 중․상․하위층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보다는 1인당 가구소득이 더 적당한 지
1)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유경준(2007)에 의하면 KLIPS자료는 원래 조사 목적이 소득보다는
노동관련 통계 수집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 조사에 비하여 빈곤율이 과대추정되
는 등 소득수준이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측정 오차가 있는 등의 문제
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 다음의 <표 2>에서는 <표 1>의 가구소득에 이어 이전소득 등의 사회보장 성격을 가진
소득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에 이전소득
을 합한 소득을 총소득이라 칭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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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 전체 소득을 1인당 가구소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OECD 동등화 지표(OECD
equivalence scale)를 사용하였는데 예컨대 가구원 중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7, 미성년인 경우에는 0.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1인당 소득
을 환산하였다. 또한 <표 1>에서는 표본 기간 동안 소득분배의 변화를 일목요연
하게 보기 위해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네 개의 연도3)를 선택하여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치의 연도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모든 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2004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표 1>에서 패널 (1)은 1인당 가구소득에 대한 대표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패
널 (2)는 패널 (1)에 추가로 1인당 소득이 아닌 전체 가구소득에 대한 대표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괄호 안은 붓스트랩(bootstrap) 표준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붓스트랩 표준오차는 각 연도의 표본 크기 수만큼 표본을 1,000번 생성한
결과로부터 구한 것이다. 우선 패널 (1)에서 가구원 1인당 연 소득은 1998년에
927만 원에서 2000년 998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1,251만 원으
*

<표 1> 가구소득 에 대한 통계치 : 1998～2004년
(단위 : 백만원, %)

1998

2000

2002

2004

평균

9.267

9.975

12.509

13.530

중위수

7.884

8.382

10.397

11.111

8.568
0.388
(0.375, 0.402)
6.779
(6.061, 7.498)
0.301
(0.287, 0.315)
3,369

8.571
0.389
(0.375, 0.402)
7.376
(6.564, 6.188)
0.309
(0.297, 0.322)
3,167

10.223
0.369
(0.357, 0.381)
5.824
(5.419, 6.228)
0.303
(0.290, 0.315)
3,350

12.365
0.381
(0.367, 0.395)
6.141
(5.651, 6.630)
0.318
(0.306, 0.330)
3,478

표준편차
지니계수

90/10 비율
극화지수

Sample size

주 : * 여기서 가구소득은 노동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기타소득으로 정의함.
( ) 안은 붓스트랩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3) KLIPS 자료의 소득변수들은 전 연도에 해당하므로 2차(1999년), 4차(2001년), 6차(2003
년), 8차(2005년)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에 해당하는
소득분포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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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는 2000년에 0.389로 가장 높았으나4) 이후 개선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지니계수는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신관호․신동균(2007)
과 유경준․김대일(2002)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우선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소득을 분석한 결과이며, 신관호․신동균(2007), 유경
준․김대일(2002)은 가구 전체 소득을 분석한 차이에 일부 기인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 <표 1>에서는 사회보험과 이전소
득을 제외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5)이다.
중산층 비중의 축소와 관련하여 양극화란 소득분포가 두 극값을 중심으로 밀
집되는 현상을 의미하나 이는 양극단을 지칭할 경우 대체로 상위층과 하위층으
로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산층 비중의 축소를 측정하는 지표로
양극화의 지표가 이용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지니계수 이외에도 양극화의
지표를 논의함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분배의 특징과 대체적인 중산층의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며, 제Ⅴ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어느 수준에서 얼
마나 변동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산층의 쇠퇴와 관련된 양극화 지수는 1998년 0.301에서 2004년 0.318로
표본 기간 동안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상을 통해 볼
때 소득 불평도와 양극화는 다른 개념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양극
화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극단적인
두 연도의 붓스트랩 표준오차에 의한 95% 신뢰 구간이 소폭 중복되는 것으로
부터 어느 정도(marginally) 유의미한 수준6)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4) 표본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시점의 지니계수 값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실제
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어 지니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또한 표본
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 자료의 분산도가 증가하여 지니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는 연도에 따라 약 3,170～3,480명으로 표본
크기의 증가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5) 다음의 <표 2>에서는 이전소득과 사회보장을 포함한 총소득을 대상으로 통계치를 구하고
있는데 <표 2>의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의 결과와 근소한 차이를 이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제Ⅶ장의 회귀분석을 위해 가구의 특성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관찰치는 제외하고 있다.
6) 예를 들어 양극화에 대한 극화지수의 경우 극화지수의 값이 가장 큰 연도인 2004년과 가
장 작은 1998년의 신뢰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이라 할 수
없으나 20% 유의수준에서는 중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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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유경준(2007)의 경우 양극화 지수는 최소 0.271
에서 최고 0.279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계조사의 경우에는
비근로자가구가 표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및 양극화 정도
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음의 [그림 1]은 이상에서 발견한 양극화의 진전이라는 결과에 따라 실제
로 중산층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기 위해 비모수추정법에 의해
네 연도에 대한 소득분포를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1]의 비모수추정법에서는
중핵(kernel) 함수로는 정규분포함수를 선택하였으며 대역폭(bandwidth)값의
크기로는 Silverman(1986)의 제안에 따라 연도별로 표본 크기(n)의 차이를 감
안한 1.06×S×n-0.2을 선택하였으며, 여기서 S는 해당 연도 소득의 표준편차를 나
타낸다.
[그림 1]에서 1998년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인 분포가 오른쪽으
로 이동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소득의 평균 및 중위수 등
의 전체적인 지표가 증가하는 성장의 영향 때문7)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분포
[그림 1]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 1998～2004년

7) [그림 1]에서 0의 소득 값에 많은 관찰치가 모여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전체 표본
중에서 1998년과 2000년의 경우 전체 표본 중에서 약 3.6～4%의 표본이 소득이 0으로
보고되었으며, 2002년과 2004년의 경우에는 약 1.8～1.9%의 표본이 소득이 0으로 보고
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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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반해 분포의 최빈수를 중심으로 한 중간 영역의 값은
그 봉우리의 값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중산층의 감소 때문이다. 이러한 중산층 비중의 감소는 2000년 이후 두드러지
고 있는데 이는 앞의 <표 1>에서 양극화의 지수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신된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위 표본 시점의 소득분배에 대해
[그림 2]에서는 Wolfson(1987)에서 제안된 양극화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2]의 (1)은 [그림 1]에서 나타난 소득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내고 있고, (2)
에서는 (1)의 누적분포함수의 역함수를, (3)에서는 이로부터 소득분포의 불평등
도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로렌츠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4)에서
는 이 역함수로부터 도출된 양극화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그림에서 공히
[그림 2]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관한 로렌츠 곡선 및 극화 곡선 : 1998～2004년
(1) cdf

(3) Lorenz Curve

(2) parode of Dwarfs

(4) Polariz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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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연도별 차이는 인지할 수 있다. 특히
(3)의 로렌츠 곡선에서는 1998년에 비해 2000년, 2002년, 2004년의 로렌츠 곡
선이 아래에 위치하여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의
양극화 곡선에서는 X-축의 50에 해당하는 값이 소득의 중위수를 나타내고 있
는데 이 값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간으로 중산층이 정의된다면 그 면적이 중산
층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산층을 소득 중위수 값의
75%에서 150%의 값을 가진 가구로 정의한다면 중위수를 중심으로 37.5와 75
에 해당하는 점에서 수직으로 양극화 곡선에 직선을 그은 다음 그 가운데 면적
이 바로 중산층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 2]의 (4)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중산
층의 정의에 있어서 소득 중위수 값의 75～150%, 2/3～4/3, 60～125%로 어떠
한 정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998년에 비해 2000년, 2002년, 2004년으로
갈수록 그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산층의 감소가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보
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표 2> 가구 총소득 에 대한 통계치 : 1998～2004년
(단위 : 백만원, %)

1998

2000

2002

2004

평균

9.472

10.204

12.897

14.024

중위수

8.031

8.487

10.627

11.364

표준편차

8.579

8.673

11.634

12.816

지니계수

0.378
(0.364, 0.393)

0.381
(0.368, 0.394)

0.367
(0.352, 0.382)

0.369
(0.355, 0.384)

90/10 비율

6.039
(5.597, 6.480)

6.333
(5.732, 6.935)

5.411
(5.036, 5.788)

5.344
(5.012, 5.677)

극화지수

0.293
(0.281, 0.306)

0.303
(0.291, 0.316)

0.299
(0.287, 0.311)

0.311
(0.298, 0.323)

3,369

3,167

3,350

3,478

Sample size

주 : * 여기서 총소득은 노동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기타소득+이전소득+사회보험으
로 정의함.
( ) 안은 붓스트랩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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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2>는 <표 1>의 통계치를 가구소득이 아닌 가구총소득에 대하여 구
한 결과이다. 여기서 가구총소득이란 <표 1>에서 정의한 가구소득에 이전소득
과 사회보험을 합한 금액이다. <표 1>의 가구소득에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을 합
한 금액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는 추가된 이 두 소득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
한 소득으로 이를 추가로 삽입함에 따라 사회보장 소득의 소득분배에 대한 효
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의 결과 또한 <표 1>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
인 결과는 소득분배 면에서 <표 1>의 결과에 비해 불평등도 및 양극화가 개선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 소득을 포함하여 고려한 결과 1인당 소득의
경우 지니계수는 이러한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은 <표 1>에 비해 2004년 0.318
에서 0.311로 약 3.4%, 양극화 정도는 2004년 0.318에서 0.311로 감소하여 약
2.2%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공․사적인 사회보장 소득은 표본
기간 동안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소폭 개선한 것을 알 수 있다.

Ⅴ. 증산층 비중의 축소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축소한다는 중산층의 쇠퇴라는 가설을 검정하
기 위하여 다음 <표 3>은 1인당 가구소득의 금액에 따라 전체 표본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여 그 비중을 구한 결과이다. 여기서 각 계층을 구분
함에 있어서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150%로 두었다. 또한 <표 3>에서는 극
빈층과 최상위층의 비중도 구하였는데 극빈층은 각 연도별로 1인당 소득이 최
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최상위층이란 Duncan et al.(1991)에
서와 같이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배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또한 <표
3>의 괄호 안은 붓스트랩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붓스트랩 표준오차는 <표 1>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표 3>에서 중산층은 1998년 전체 가구의 42.3%를 차지하다가 2001년에는
43.7%로 표본 기간 중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로는 감소하여 2004년 40.7%에
달하였다. 이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중산층의 규모는 2001년 이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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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위층은 1998년 34.3%에서 2004년 33.2%
로 감소하였으나 반면 상위층은 23.4%에서 26.0%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극빈층은 1998년 17.1%에서 2004년 13.2%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최상위층은
1998년 4.2%에서 6.2%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하위층, 상위층, 극빈층
및 최상위층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두 연도의 붓스트랩 표준
오차에 의한 95% 신뢰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산층의 경우에는 붓스트랩 표준오차에 의한 95% 신뢰 구간이
소폭 중복되고 있어 어느 정도 유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3>의 패널(2)
에서는 각 계층별 소득규모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중산층과 하위층
및 극빈층의 소득 점유율은 계속 감소한 반면, 상위층과 최상위층은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위층의 소득은 전체 소득규모의 약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상위층은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표 3> 소득분포에서 각 계층의 비중
1998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극빈층
최상위층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극빈층
최상위층

2000
(1) 각 계층별 비중
34.3
32.8
(33.1, 35.6)
(31.5, 34.2)
42.3
43.7
(40.6, 43.9)
(41.5, 45.9)
23.4
23.5
(22.1, 24.7)
(21.7, 25.2)
17.1
16.5
(15.8, 18.3)
(15.2, 17.9)
4.2
4.4
(3.5, 4.9)
(3.7, 5.2)
(2) 소득 점유율
12.6
11.5
(11.8, 13.4)
(10.7, 12.3)
38.9
40.0
(36.8, 20.9)
(37.3, 42.7)
48.5
48.5
(46.2, 50.9)
(45.6, 51.4)
3.4
3.1
(3.1, 3.8)
(2.8, 3.5)
16.2
16.5
(13.5, 18.9)
(13.8, 19.2)

주 : ( ) 안은 붓스트랩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2002

2004

31.8
(30.6, 33.0)
43.0
(41.4, 44.7)
25.2
(23.8, 26.5)
11.6
(10.5, 12.7)
6.7
(5.9, 7.6)

33.2
(32.1, 34.4)
40.7
(39.2, 42.3)
26.0
(24.8, 27.3)
13.2
(12.1, 14.3)
6.2
(5.4, 7.0)

12.1
(11.4, 12.8)
38.3
(36.3, 40.3)
49.6
(47.4, 51.8)
2.1
(1.8, 2.4)
21.0
(18.5, 23.4)

12.4
(11.8, 13.1)
36.0
(34.1, 37.9)
51.6
(49.5, 53.7)
2.6
(2.3, 2.9)
20.5
(17.8,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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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득이동

앞 장에서는 1998～2004년 기간 동안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하였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표본 기간 동안의 횡단면 자료로부터 구한 결과로 예를
들어 1998년의 표본에서 각 계층의 비중을 다른 연도에서의 다른 표본에서의
비중과 비교한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위 표본 기간 동안 각 가구를 추적하는
패널 자료를 형성하여 특정한 가구의 소득이동에 대해 설명한다. 패널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서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변동하여 중산층에서 다른 계층
으로 이동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모든 표본은 가구주의 나이가 시작 연도인
1998년 현재 30세 이상이며 표본 기간의 종점인 2004년 현재 60세 이하인 가
구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다음 <표 4>의 패널 (1)에서는 1998～2004년 기간 중에서 연속되는 두 연도
에 공히 표본에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마르코프(Markov) 전이확률의 평균을
구한 결과이다. <표 4>에서 열(column)은 두 연도 중에서 시작 연도를 지칭하
며 행(row)은 종착 연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행렬에서 두 번째 행에 위치한
0.213, 0.645, 0.142는 시작 연도에 중산층인 가구의 21.3%는 하위층으로 이동
하였고 64.5%는 그대로 중산층에 잔류하였으며, 14.2%는 상위층으로 이동하였
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중산층의 약 65%는 다음 해에 중산층으로 잔류하지
만 나머지 35%는 하위층 혹은 상류층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축소된
중산층의 약 60%는 하위층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40%만이 상위층으로 이동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Thurow(1984), Burkhauser et al.(1996) 및
Horrigan and Haugen(1988)에서 나타난 미국의 결과 및 Jenkins(1995)에서 나
타난 영국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이확률은 미국의
경우에 대해 분석한 Duncal et al.(1991)의 결과에서는 중산층이 1년 후 중산층
에 그대로 잔류할 확률이 약 86%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65%이어
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소득이동이 더 역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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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계층별 1년간 평균 전이확률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1) 1998～2004년 기간 동안 1년간 평균 전이확률
하위층

0.626

0.321

0.052

중산층

0.213

0.645

0.142

상위층

0.062

0.282

0.657

(2) 1998년에서 2004년으로의 6년간 전이확률
하위층

0.509

0.379

0.112

중산층

0.290

0.504

0.207

상위층

0.159

0.273

0.568

<표 4>의 패널 (2)는 6년간의 전이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 중산층이
었던 가구의 약 50%는 2004년에 중산층에 그대로 잔류하였으나 나머지 50%는
하위층과 상류층으로 이동하였다. 이 이동한 가구의 약 42%는 상위층으로 소
득이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58%는 하위층을 이탈하였다. 여기서도 <표 4>의 패
널 (1)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의 반 이상이 하위층으로 이
탈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Ⅶ. 승자와 패자

표본 기간 동안 소득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았거나 혹은 상위층으로 많이 이동했는지(승자), 또한 어떠한 특성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하위층으로 이동했는지(패자)를 살펴보기 위
해 다음의 <표 5>에서는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별로 1년간 평균
전이확률 혹은 6년간의 전이확률을 구한 것이다. 우선 남·녀 성별 구분에 있어
서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에 비해 중산층에 잔류할 확률이 높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하는 확률에 비해 하위층으로 전
락할 확률이 더 높다. 가구주의 학력별로는 중졸 학력 가구의 경우 상위층보다
하위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으나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학력의 경우 상위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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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구 형태별 1년간 평균 전이확률
하위층
중산층
(1) 1998～2004년 기간 동안 1년간 평균 전이확률
가구주의 성별
0.206
0.653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0.363
0.488
가구주의 학력
0.315
0.585
중졸
고졸
0.216
0.669
전문대졸
0.153
0.678
대졸
0.121
0.649
대학원졸
0.128
0.586
가구주의 취업형태
0.181
0.685
타인에 고용
자가 고용
0.282
0.562
무급․친척
0.327
0.510
거주 지역
0.228
0.622
서울
광역시
0.229
0.665
기타 시․군
0.212
0.643
(2) 1998년에서 2004년으로의 6년간 전이확률
가구주의 성별
0.278
0.515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0.579
0.237
가구주의 학력
0.398
0.484
중졸
고졸
0.295
0.507
전문대졸
0.202
0.536
대졸
0.152
0.494
대학원졸
0.182
0.727
가구주의 취업형태
0.248
0.515
타인에 고용
자가 고용
0.366
0.478
무급․친척
0.400
0.600
거주지역
0.265
0.543
서울
광역시
0.295
0.481
기타 시․군
0.299
0.499

상위층

0.141
0.149
0.099
0.115
0.169
0.231
0.286
0.134
0.157
0.184
0.181
0.106
0.145

0.207
0.184
0.117
0.198
0.262
0.354
0.091
0.237
0.155
0
0.193
0.225
0.202



17

18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로 상승할 학력이 더 높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는 타인에 고용되어 있는 경
우가 자가 고용이나 무급․친척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중산층에 잔류
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자가 고용과 무급․친척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
위층으로 상승하기보다 하위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더 높다. 가구의 거주 지역
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상의 결과는 가구주의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예컨대 여성 가
구주의 가구가 남성 가구주의 가구에 비해 학력이 낮아서 상위층으로 상승할 확
률이 낮은지 아니면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각 가구주의 특성별로 전이확률을 고려함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통제한 결
과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바를 고려하여 다음의 회귀분석 모형을 고려하자.

   을   연도의 소득(    )이 소득 중위수값의 75%를 나타내며,   
을   연도의 소득(    )이 소득 중위수값의 150%를 나타낸다고 할 경우, 
연도에 중산층이었던 가구 중에서 만일   연도의 소득(   )이      ≤    
의 조건에 해당하면 하위층으로 전락한다. 또한           ≤     이면

  연도에 중산층에 잔류하며,           이면 상류층으로 상승한다. 이
로부터    을 다음과 같이 가구 i 가   연도에 하위층이면 1, 중산층이면
2, 상위층이면 3을 나타낸다고 표시할 경우,

d i ,t +1

⎧1 if X i ,t +1 β + ε i ,t +1 ≤ c1,t +1
⎪
= ⎨2 if c1,t +1 < X i ,t +1 β + ε i ,t +1 ≤ c 2,t +1
⎪3 if c
2 ,t +1 < X i ,t +1 β + ε i ,t +1 .
⎩

(3)

이 된다. 여기서    은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오차항의 누적분
포함수를 F(‧)로 표현할 경우,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며 이
는 전형적인 ordered response 모형이 된다.

P1 = F (c1,t +1 − X i ,t +1β )
P2 = F (c2,t +1 − X i ,t +1β ) − F (c1,t +1 − X i ,t +1β )
P3 = 1 − F (c2,t +1 − X i.t +1β ).

(4)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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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6>은 위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6>에서는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가진다는 가정하에서 ordered probit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6>에서는 1998년에서 2004년의 기간 동안 1년간의 소득이동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회귀계수, 표준오차 및 각 계층으로 이동하는 확률에 대한 한계효
과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8). 우선 유의한 변수로는 가구주의 연령과 연령의
제곱 변수로 이는 전형적인 소득방정식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는
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 대졸 학력, 타인에 고용된 상태가 유의한 양의 결과
<표 6> 표본 기간 동안 1년간의 소득이동에 대한 회귀분석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연령 제곱
남성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학위 이상
타인에 고용
서울
광역시

회귀계수
(표준오차)
0.129**
(0.023)
-0.001**
(0.0002)
0.413**
(0.070)
0.251**
(0.041)
0.459**
(0.058)
0.647**
(0.051)
0.908**
(0.110)
0.111**
(0.032)
0.060
(0.038)
-0.132**
(0.034)

Log-Likelihood
Pseudo R-Squared
Sample Size

하위층

한계효과
중산층

상위층

-0.43

0.43

7.5×10

-4

-0.88

0.88

1.1×10

-3

-0.35

0.35

5.5×10

-4

-0.17

0.17

2.7×10

-4

-0.38

0.38

5.9×10

-4

-0.06

0.06

1.1×10

-4

-0.24

0.24

3.8×10

-4

-0.05

0.05

7.9×10

-5

0.14

-0.14

-2.6×10

-4

-5302.1
0.04
6,262

주 : 한계 효과는 %를 나타냄.
8) Ordered probit 분석의 결과에서 Pseudo R2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KLIPS 자료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특성에 대한 정보의 제한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모형에서 통제하지 못한 비선형성 등의 여러 가지 모형
설정의 오차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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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았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기타 시․군에 비해 서울 지역의 거주자가 유의
하며 상위층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계효과의 추정에 있어
서 남성 가구주는 여성 가구주에 비해 상위층으로 상승할 확률이 1.1×10-3, 가
구주가 타인에 고용된 경우 기타의 경우에 비해 상위층으로 상승할 확률이
3.8×10-4, 서울 지역 거주 가구의 경우 기타 시․군 지역 거주 가구에 비해 상위
-5
층으로 상승할 확률이 7.9×10 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7>는 위의 회귀분석 모형을 1998년에서 2004년으로 6년이라는
기간에 걸친 소득이동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즉 이 모형은 1998년에 중산층
<표 7> 6년간의 소득이동에 대한 회귀분석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제곱

연령

남성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학위 이상
타인에 고용
서울
광역시

회귀계수
(표준오차)
0.131**
(0.054)

하위층

한계효과
중산층

상류층

-0.17

0.17

9.2×10-4

-0.40

0.40

1.5×10-3

-0.12

0.12

5.8×10

-0.09

0.09

4.7×10

-0.20

0.20

9.2×10-4

-0.03

0.03

1.5×10-4

-0.17

0.16

7.8×10-4

-0.02

0.02

1.1×10-4

-0.05

0.05

2.8×10

-0.001*
(0.6×10-3)
0.658**
(0.164)
0.219**
(0.112)
0.553**
(0.148)
0.841**
(0.136)
0.827**
(0.253)
0.227**
(0.080)
0.070
(0.096)
0.144*
(0.089)

Log-Likelihood
Pseudo R-Squared
Sample Size
주 : 한계 효과는 %를 나타냄.

-876.7
0.07
920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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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들이 2004년에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회
귀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결과는 1년 평균 전이확률을
고려한 <표 6>과 유사하나 <표 6>에 비해 장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한 회귀계수 및 한계효과의 크기는 <표 6>에 비해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가구주의 특성은 단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구의 소득이동에
서의 위치를 더욱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이 상승한 그룹(승자)으로는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고학력 가구, 타인에 고용된 가구 및 대도시 거주 가구
이며, 소득이 하락한 그룹(패자)로는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 저학력 가구, 자가
고용인 가구, 기타 서울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가구
라고 할 수 있다.

Ⅷ.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중산층의 쇠퇴라는 가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극화 지수
의 계산 결과 및 전체 소득계층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중
산층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해 왔다. 중산층의 비중은 1998년 42.3%
에서 2000년 43.7%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40.7%로
표본 기간 동안 최대 3% 감소했다. 또한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은 상위층이나
하위층으로 이동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결과와는 달리 하
위층으로 더 많은 비중이 이동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소득분포상에서 최
상위층에 해당하는 계층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점유율에서
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중산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
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위층과 특히 최상위층이 차지하는 비율
은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최근의 우리나라 소득분포에서는 양
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연도 간의 1년 평균 마르코프 전이확률을 구한 결과, 중산층의

22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약 65%는 그대로 중산층에 잔류하나 그 중에서 21%는 하위층으로 전락하며
14%는 상위층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본 기간 6년 동안의 전이확
률 계산에서는 중산층의 약 50%는 6년 후에도 그대로 중산층에 잔류하나 29%
는 하위층으로 전락하며 21%는 상위층으로 상승하여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
이 상류층보다는 하위층으로 더 많이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ordered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살펴본 소득이동의 결과 남성 가구주, 고학력 가구, 타인에 고
용되었거나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가 이득을 본 승자로 구분되었으며, 여성 가
구주의 가정, 저학력 가구, 자가 고용자 및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가구가 손
해를 본 패자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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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ze of Middle Class and Changing Income
Distribution after Economic Crisis
Jun-Woo Na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hrinking middle class hypothesis and
reveals more details about recent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from 1999 to 2005 using KLIPS data. We find that the consensus view
of a declining middle class is correct and the declining middle class
moves into the class mainly. We then move beyond cross-sectional
analyses to look at how the mobility of worker and families changes
over this period. We search for clues as to who moved out of the
middle class and the source of such changes through an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

Keywords : middle class, bi-polarization, income mobility, transition probability,
ordered pr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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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식 조세율 인하를 적립연금인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과 연계시킬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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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이미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 전반
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기본적 성격이 부과식(pay-as-you-go)인 국민연금은 고령화 진전과 경제성장
정체로 그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
금제도 개혁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져 왔다. 대체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방
향은 현행 부과식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금납부 비율, 연금소득 대체율 그
리고 연금수혜연령 등 파라메터를 조정하는데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부과식 운영체계가 유지되는 한 이와 같은 파라미터적인 조정 방식으
로는 우리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본고
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연금 운영
체계에 적립식적인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연금개혁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고려될 수 있
다. 그것은 연금제도가 경제 전체의 성장 및 개별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에 관련된 효율성(efficiency) 기준, 세대내 및 세대간의 분배적 형평성(equity)
기준, 그리고 장기적․단기적으로 연금제도가 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재정적 안정성(stability) 기준 등이다(Lindback, Perrson, 2003).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들에 의거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부과식적 방식과 적립식
적 방식이 어떻게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보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적립식 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들의 생산활동 유인을 강화시키
는 장점을 갖는다. 즉 적립식 연금제하에서 개인들은 연금소득을 높이고자 노
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저축 증대를 통해 자본 공급을 증가시킨다.1) 반면, 부과
식 연금제는 세대내 혹은 세대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증대시키고 세대간 소득

1) Feldstein(199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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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을 통해 효과적인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적정 연금제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패널 데이터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연금제의
윤곽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2)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행 부
과식 조세 비율이 너무 높아 적립식 연금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과
식 조세 비율의 인하를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국민연금제의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제
Ⅲ장에서는 적정 국민연금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제Ⅳ장에서는 시
뮬레이션을 위한 생애데이터 구축 과정을 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연금제
도를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그리고 제Ⅴ장에
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강조한다.

Ⅱ. 현행 연금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현행 연금제의 성격을 명확
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연금비용의 부담방식에 따라 적립식 제도(funded system)와 부과식 제도(payas-you-go system)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Defined
Benefit)제와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제로 구분될 수 있다. 또 연금제는
연금비용과 연금소득이 개인소득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소득비
례식 연금제와 소득재분배식 연금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금제 구분방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인 현행
국민연금제의 성격은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가? 우선 국민연금제는 다른 민간
연금에 비해 소득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다른 연금제들에 비해 소득재
2) 최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립식 연금제의 우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중
Feldstein-Samwick(1998)과 McMorrow-Roeger(2002)는 주로 적립식 연금적립금의 높은
수익률을 전제하고 분석한 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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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더 강조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 그 운영방식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소득
모두가 확정되어 있다는 면에서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모두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재정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립금 변화가
나타난다.
한편, 국민연금제는 적립식이라기보다는 부과식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자의 연금소득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과거 적립금으로 충당되지 않
고 현재 근로세대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다.3) 물론 일시적으로 납부
된 세금이 소용비용보다 커서 연금재정 수지상으로 흑자가 나타나 적립된 금액
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적립된 금액이 반드시 적립금을 납부한 세대를 위해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제가 적립식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어느
국가나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에서 일정 수준의 적립된 금액
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를 적립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4)
국민연금제가 기본적으로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
장 정체 등의 여건 때문에 그 재정이 악화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현행 보험료/연금소득 체계가 유지된다면 2050년 이전에 국민연금 재정
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5)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전망
이 경제성장률 혹은 임금상승률이 일정하다고 하는 정태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
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이 저축이고 현행 국민연금 체제
가 저축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수지의 적자가 좀더 빨
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의 심각성을 좀더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소위 국

3) 만일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연금소득 중 일부가 자신들의 과거 적립금으로 충당되는 요소
를 가지고 있다면 일정 비율이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
후반부에서 언급하듯이 적립금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완전 소진되게 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적립금보다는 현 근로세대의 조세에 의해
조달하는 부과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적립금이 자본 형성
에 기여하는 만큼 적립식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연금제를 적립식 연금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립금이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를 적립식적 요소가 있는 부과식 연금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근본적인 적
립식 연금제로 이해할 수 는 없다.
5)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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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책임준비금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민연금 책임준비금－혹은 연금부채
－은 어떤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국민연금 지급 채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그 시점까지의 적립기금으로 책임준비금을 충당한다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지표로서 소위 기금적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기금적립비율=적립기금/책임준비금
또, 비슷한 내용을 갖는 지표로서 미적립 연금부채(=책임준비금－적립기금)
개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음 [그림 1]은 미적립연금부채 및 기금적립비율
의 추이 전망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금적립비
율이 현재의 45% 정도의 수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우리 국민연금의 잠재적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 어느 시점에
서 기금적립비율은 제로(0)로 떨어지게 된다. 설령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요율체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부과식 연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시기만 조금 지
연될 뿐 기금적립비율이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연금제는 적립기금도 없는 부과식제로 전환하게 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근본 방향에 관
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본고에서는 바람직한 연금체계는 일정 수준의 적립
식 요소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연금제도의
적립성은 나름대로 중요한 장점이 있어서 부과식 제도의 장점과 균형 있게 절
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6)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부과식 연금은 통제할 수 있지만 적
립식 연금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적립식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
은 공적연금 체계에서도 설정되지만 민간연금 부문－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의해서도 설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적립식 연금은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연금
6) 적립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스웨덴의 연금개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스웨덴에서는 부과식 제도를 DC형태(notional DC)로 운영하여 그 제도가연
금제도의 적립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J. Palmer, 2002).

30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그림 1> 미적립 연금부채의 전망(문형표, 2005년)

저축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민간부문의 저축을 100%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과식 연금은 민간 부문의 저축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때문
에(crowding-out) 정부가 부과식 조세율을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과식/적
립식의 결합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정부는 부과
식 조세율을 적정 연금제 정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삼는다고 전제한다.

Ⅲ. 적정 연금체계

1. 적정 연금체계의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적정 연금체계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효율성은 개인들의 생애효용을 가급적 크
게 할 수 있는 특성을 뜻하고, 형평성은 개인들간의 소득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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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관련되는 요소로서는 개인소득 수준의 증대, 생애기간 중 소득의
균등한 배분, 그리고 개인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효과적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추어질 때 개인들의 생애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개인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개인들의 요소 공급, 즉 노동과 자본 공급
유인이 커질 수 있는 연금체계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형평성은 세대내 개인들간의 소득분배와 세대간 개인들간의 소득분배로 나
누어 따져 볼 수 있다. 즉 동일 세대 내에서 소득격차가 최대한 축소되어야 하
고 뿐만 아니라 전후 세대간의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는 연금체계가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효율성 및 형평성 요인들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의 부
과식 부문과 적립식 부문의 적정 비중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를 따져 보고
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과식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 세대내 혹은 세대간 형평성
이 증대될 수 있고 위험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적립식 부문이 커질수록
개인들의 요소 공급 유인의 확대로 개인소득 증대를 가져와 효율성 향상이 이
루어질 수 있다.
본고의 이론 부분에서는 노동 및 자본 공급 유인, 시기별 소득균등 배분, 위
험관리 등을 고려한 모형을 구성하고 그 모형에서 부과식 및 적립식의 적정 비
율을 찾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 개인의 저축은 퇴직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저축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7)

2. 이론 모형
연금제도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소위 중첩세대 모형
(overlap- 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하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개별
근로자의 생애 기간을 두 기간으로 가정하고, 1기는 근로를 하고, 2기는 은퇴
생활을 한다고 한다. 인구증가율은  이라고 가정한다.

7)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저축을 정부가 적립식 연금제도 방식으
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사적 저축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적 저축의
유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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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에서는 1인당 자본  ≡  이 근로자의 1기 저축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정상상태(steady state)를 전제하여 1인당 자본  이 일정하게 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는 자본 K도 노동과 같은 비율 로 증가한
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 Y는 그 경제에 축적된 자본 K 와 개별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 수준 e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Yt = AK ta ( Lt et )1− a

(1)

여기에서 A 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상수이다. 정상상태에서 근로수준 e 는
일정한 값을 가지며 따라서 전체 소득 Y는 일정한 비율 로 증가한다. 이때 1인
당 소득 y는

yt = A(

Kt a
) et = W ( k t ) et
Lt

(2)


으로 결정된다. 여기에서         이고 이는 정상상태에서 일정한 값

을 갖는다.

한편 근로자의 2기 소득, 즉 연금소득은 두 가지로 조달된다. 연금소득의 일
정 부분은 현재 1기를 살고 있는－즉 근로를 하고 있는－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의해 충당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했던 1기의 소득 중 일
부를 적립하여 형성한다. 전자는 소위 부과식 방식에 의한 연금이고, 후자는 적
립식에 의한 연금방식이다.
1기에서는 근로자는 소득 중 일정 부분 t 만큼의 조세 부담을 지는 것 이외에
자신의 연금을 위해 소득 중 일정 비율 S를 저축하게 된다. 이자율 혹은 할인율
은 r로 일정하며 저축 (투자) 수익률은 그 기대수익률은 이자율보다 높지만 일
정한 변동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감안할 때 개별 근로자의 생애기대효용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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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R 은 이자율을 초과한 평균 투자수익률을 나타내고,8) D( )는 수익
률 변동에 대한 개인의 risk-premium을 나타내며,      ′    ″   을
가정한다. 또 W'은 다음 세대의 개인 소득을 표시하는데, 물론 정상상태에서는
 ′   

이다. 인구가 r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과식 보험료 tW의 수익률은   
이 된다. 한편 근로수준 e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효용 C(e)를 부과시키는데,
여기서
 ′    ″  

을 가정한다.
이때 개별 근로자의 근로 및 저축 선택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한다.

{W (k )(1 − S − t ) − C ' (e)}U 1' + W (k ) SU 2' (1 + R − D' ) = 0

(3)

U 1' = U 2' (1 + R − D' )

(4)

여기에서

U 1 ≡ U (W (k )e(1 − S − t ) − C (e)),
U 2 ≡ U {(W (k )eS (1 + R) − D(W (k )eS )(1 + r )} + tW ' (1 + τ ))
식 (3), (4)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유인은 근로에 따른 소득 증가와 근로비
용 증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되고, 저축은 통시적(intertemporal) 소비균등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8) 즉 저축 수익률의 평균치가(1+R)(1+r)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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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더욱 단순화시키기 위해 부과식 보험료의 수익률인 인구증가율  이
이자율 r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

식 (4)를 (3)에 대입하면

W ( k )(1 − t ) − C ' (e) = 0

(5)

식 (4)와 (5)으로부터

∂S
<0
∂t

(6)

∂e
= −hW ( K ) < 0
∂t

(7)



여기에서  ≡    이다. 식 (6), (7)은 부과식 부문의 증가가 근로자의 노동
″
및 자본 공급 유인을 감퇴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본 공급 감퇴는 기본적
으로 부과식 연금이 적립식 연금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 대체의 정도는 각각
의 수익률 및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일 저축투자수익률의 초과기대수익
률과 그 위험에 대한 risk-premium이 같다면, 즉
  ′

이면, 두 연금은 1 대 1의 비율로 완전 대체관계에 있게 된다. 즉 이 경우에는





이 된다.

3. 적정 연금제도
이모형에서 생산 및 소득을 결정하는 저축 (자본)과 근로수준은 개인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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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파라미터인 조세율 t을 결정할
수 있다.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과식 연금제도의 재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세 t는 저축과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생산 및 소득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대간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다. 세대간 위험분산
효과는 시장으로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이다. 시장에서는 동일 세대의 범
주에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위험에 대해 보험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한 세대
의 모든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거시적 경제 위험에 관해서는 효과적
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
을 제공할 수 있는데, 부과식 연금제를 통한 세대간 소득이전이 한 가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부과식 연금제도는, 본 논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소득이 증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간 및 세대내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후세대가 전 세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면 후세대에서부터 전 세대로의 소득이전은 세대간 소득분배 형평
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조세율 t는 개별 근로자의 생애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
서 상술한 개인들의 근로 및 저축 선택을 감안하여 적정 t를 찾기 위해 개별
근로자 기대생애효용 V를 t에 관해 미분하면

− U 1'W ( k )e + U 2' W ( k )e + U 2' W ( k )

∂e
∂S
t + W ' (k )
=0
∂t
∂t

혹은

X (t ) ≡ U 2' {( D '− R )e − W ( k )th}W ( k ) + W ' ( k )

∂S
=0
∂t

(8)

식 (8)은 부과식 연금제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식
이다. 그 비율은 부과식 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조화시키는 원칙에 의해 결정된
다. 장점은 한 세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
( D ' 으로 표시됨)이고, 단점은 평균수익률 저하, 근로유인 약화 및 저축 감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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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생산 감소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금이 부과식이나 적립식 어느 한 방식으로만 운영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모두 부과식으로 운영되
는 것이나 부과식 연금 비중이 0이 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연금제도가 100%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되도록 조세율 t가 결정될 경우  ′   
이 되기 때문에 식 (8)으로부터    이 되는 조세율 t° 수준에서

X (t o ) < 0
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적정 조세율은 t°보다 낮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적정 적립식 비율이 0이상이 (즉    )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모든 연금이 적립식으로만 운영되는 것 혹은 부과식 연금제를 아예 도
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
과식 연금제를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부과
식 연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의 상황에서) 조세 도입으로 적
립식 연금 비중을 줄일 때 기대되는 위험부담 완화가 크고 (즉 D ' 이 크고),
   인 상황에서 부과식 연금제 도입에 따른 근로유인 약화 효과가 일반적으

로 미미하기 때문이다.9)
결국 적정 연금제도는 부과식과 적립식을 배합시킨 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그 적정 배합비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이 문
제는 본 모형에서 식 (8)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적정 배합비율은 근로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이는 본 모형에서 D( )로 표현됨)


과 근로유인 (파라미터 h로 표현됨) 및 저축유인 (  로 표현됨)의 탄력성 등

에 의해 결정된다. 즉 위험 성향이 클수록 부과식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고 근로
및 저축유인의 탄력성이 클수록 적립식 비중이 커져야 (혹은 부과식 비중이 적
어져야) 할 것이다.

9) Kreuger-Kubler(2006)도 같은 결과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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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개혁되어 갈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위의 이론적 분석은
나름대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부과식 및 적립식의 배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각 운영방식의 비중이 어떠한 여건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등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과식 및 적립식 연금제도의 후생효과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적정 배합비율을 찾는 것은 현실적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다. 적립식 부문의 후생효과는 노동 및 저축유인의 변화가 어느 정도
생산 및 소득 증가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는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
다. 예컨대, 미취업상태의 근로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유인 증대가
실제로 큰 소득 증대를 가져오기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저축이 이루어지고 잇
는 상황에서 저축유인 증대 또한 큰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부과식 부문의 후생효과도 세대간 근로자의 소득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세대간 소득 변동이 클수록 연금소득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부과식 비중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세대간 소득수준 변화
의 크기가 파악되지 않고서는 적정 부과식 비중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려울 것
이다.
본고 시뮬레이션에서는 개인들의 소득 변동을 위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분배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부과식 부문이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 효과적
위험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결국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세대별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부과식 연금제는 개인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득 형평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론 분석에서는 전자의 위험관리 측면만 부각시켰는데, 실증 시
뮬레이션에서는 후자인 사회적 형평성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부과식 연금제가 어느 정도 후생효과를 발휘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세대간 및 세대내의 실제적 소득분배 상태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제적으로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면 그만큼 부과식 연금제의 중요성
이 더 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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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본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기초로
개인들의 경력별 고용상태, 임금소득, 저축 등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
의 생애 자료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 생애 자료 바탕으로 부과식 운영방식과
적립식 운영방식의 후생효과를 따지며 나아가 두 방식의 적정 배합비율을 찾고
자 한다.

1. 데이터
본고에서는 노동패널 1～8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의 가구주 (1차년도
당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5세 미만과 60세 이상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하여 관측 대상을 25～60세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8차년
도를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1차년도를 기준으로 25～53세에 해
당하는 가구주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 여성 가구주는 10% 내외로 비교적
낮고 분석 과정에서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제외시키고 남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8차년도 모두 응답한 25～53세 (1차년도 기준) 남성 가구주는 모두 1,594
명으로 1～8차 데이터를 고려할 경우 그 관측치는 1만 2,752개가 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8세이고, 학력은 중졸 이하가 10%, 고등학교 경험자 및 전문대
졸 미만이 62.3%, 전문대졸 이상이 27.7%이다.
분석 대상 가구주들 가운데 한 해 동안 미취업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평균
적으로 약 91.2%이고 나머지는 1회 이상 미취업 경험을 하였다. 또 미취업 경
험자들의 1년 중 미취업 기간은 평균 약 10개월이고 특히 1년 전체를 미취업한
가구주가 미취업 경험자의 절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경활인구가
미취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분석 대상 가구주들의 평균 월급여는
168만 4,000원이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899만 8,000원이며, 월평균 가구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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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6만 6,000원에 이르고 있다.

2. 임금소득, 취업 및 저축 추정
노동패널은 기본적으로 표본 근로자들의 8년 동안의 임금, 고용, 저축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생애임금, 고용 및 저축 흐름에 관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나머지 경력기간 동안의 자료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일단 경력별 임금, 고용, 저축에 대한 추정을 수행하고 그 추정치들을 이
용하여 (가상적) 경력기간 (25세～60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임금방정식을 추정함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학력, 경력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여기서 학력은 교육이수
기간이 8년 이하, 9～12년, 13년 이상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경
력은 단순히 연령에서 25를 뺀 값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 결과 임금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괄호 안은 t값).
lnwage=4.10072+0.04663exp
(70.27) (12.76)
-0.00127exp2+0.25971*edu1+0.62306edu2+0.07281*tech
(-24.49)
(4.37)
(5.26)
(32.26)
여기에서 exp, exp2는 각각 경력 및 경력 제곱을 나타내고, edu1, edu2는 각
각 교육이수 연한이 9～12년, 13년 이상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또 tech 변
수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연도에서 1998
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임금추정식은 통상적인 인적자본 이론에서의 임금방정식과 동일한 패
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tech 변수 계수가 보여주듯이 햇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7% 정도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임금추정식을 토대로 어떤 시점에서 경력별 임금소득 변화를 나타내면
인적자본 이론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임금-경력 곡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어느
한 개인의 생애임금소득 추이는 경력별 임금소득과 생산성 증가를 모두 감안하
여 결정될 수 있다. 본고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될 생애임금소득은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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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애임금 곡선 : 고학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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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정된 생애임금소득과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8년간 임금소득을
결합하여 얻는다. 즉 경력기간 중 8년간은 실제 임금소득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경력 기간 28년에 대해서는 추정되는 임금소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처럼 가상적 생애임금소득을 구할 때 한 개인의 생애임금소득을 그림으로 표시
해 볼 수 있는데, [그림 2]는 25～32세까지 실제 임금소득이 보고된 어떤 고학
력 근로자의 생애임금소득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통상적 임금-경력 곡선과는
달리 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그림 2) 이는 경력
이 증가하면서 경력 증가에 따른 임금소득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
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 [그림 2]에서 처음 8년간 실제 임금소득의 증가 추이
가 추정된 생애임금소득 증가 추이와 대체로 부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개별 근로자들의 취업사정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상적 생애데이터를 구
축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의 미취업여부를 경력, 학력의 함수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에 관한 로짓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얻을 수 있다(괄호 안
은 standard error값).
unemp=-1.6592-0.0878exp+0.00321exp2-0.3072edu1-0.7748edu2
(0.15) (0.01)
(0.0002)
(0.35)
(0.08)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41

근로자의 취업 사정에 관해서는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 추정식을 이용하여 미취업 확률을 구하고 이를 경력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결과 미취업 확률이 경력 증가에 따라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경력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
의 퇴직 비율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근로자의 생애 미취업 여부에 관한 데이터도 임금의 경우와 동일한 방
법으로 구축한다. 즉 실제 데이터가 주어지는 8년간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고
나머지 생애 기간에 관해서는 추정된 미취업 확률을 바탕으로 취업/미취업 여
부를 임의로 부여하였다(random number generation).
미취업 근로자의 미취업 기간에 관해서는 취업근로자를 포함시켜 토빗 분석
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괄호 안 값은 t값).
DUR=-0.5453exp+0.02471exp2+0.0625edu1-1.3138edu2
(-6.72)
(15.8)
(0.18)
(-2.31)
미취업 기간은 경력 증가에 따라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경력 후반기에는 퇴직
자들의 급증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학력이 높아지면서 미취업 기간은 감소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취업 기간에 관해서도 우선 위의 추정식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미취업 기간
을 경력별로 추정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생애 기간에 적용시
켜 근로자들의 생애 기간 중 미취업 기간 데이터를 구축한다.
끝으로 저축에 관해서는 개인저축 자료가 없고 대신 가구저축 자료가 있어서
개인저축 대신 가구저축에 대한 방정식을 추정하여 이를 개인저축 추정에 이용
하고자 한다.10) 우선 가구저축을 가구소득, 경력, 학력으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SAV=18.23923+0.02018inc-0.000000238534inc2-2.09937exp
+0.03208exp2 -0.26922edu1+2.25237edu2

(9)

10) 이는 전적으로 노동패널이 개인저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가구소득이
가구주 이외의 다른 가구원들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만큼 이 방법은 개인저축식을
추정함에 있어서 오류를 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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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정식에 따르면 가구저축은 가구소득에 대한 저축 성향이 약 2% 정도
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또 가구주 경력 증가에 따라 저
축이 감소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 성향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생애저축 자료는 위의 추정식을 개인소득에 적용시켜 경력별로 구축
함으로써 얻는다. 이 경우에도 그 저축 성향이 시계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가정한다.

3. 가상적 생애기간 데이터 구축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임금, 취업상황, 저축에 관한 경력 기간 중 데이터는
주어진 8년간 실제 데이터와 나머지 28년간의 경력 기간에 대한 추정치 적용으
로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36년의 경력 기간 이후에 15년간(61～
75세) 은퇴 기간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기간 중 연금소득은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책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본 근로자 1,594명에 대해 경략 기간 중 데이터를 구
축하게 되는데 각 근로자별 경력시작 연도 (즉 25세가 되는 연도)는 서로 상이
하게 된다. 경력시작 연도별 근로자들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본고에서 부과식 연금제도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 인구
구성비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표 1>은 임의로 선택된 세대 인구 구성비
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이용하는 것은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
이 있다. 더욱이 본고에서는 인구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상태를 분석대
상으로 하는데 <표 2>의 인구구조가 정상상태로 지속가능하지 않아 그대로
<표 1>을 데이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일정한 인구구조를 택함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상태를 가정하고자 한다. 즉 매 세대별로 혹은 매 경력시작 연도마다 학력별로
근로자 1명을 전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75세 말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각 세대의 인구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표 근로자의 임금, 미취업 기간, 저축은 같은 경력시작 연도 동
일 학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자료를 평균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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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력시작 연도별 근로자 구성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빈도
38
44
50
66
45
54
44
83
46
80
85
80
64
84
64

비중
2.4
2.8
3.1
4.1
2.8
3.4
2.8
5.2
2.9
5.0
5.3
5.0
4.0
5.3
4.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체

빈도
77
86
67
66
69
55
54
52
54
41
21
11
10
4
1,594

비중
4.8
5.4
4.2
4.1
4.3
3.5
3.4
3.3
3.4
2.6
1.3
0.7
0.6
0.3
100.0

으로 각 경력시작 연도별로 서로 다른 학력의 3명 근로자에 대해 평균 데이터
를 적용하면, 새 표본은 각 학력별로 세대가 다른 29명으로 재구성되게 된다.
임금, 미취업기간, 저축을 각각 W, U, S로 표시하고, 경력시작 연도를 y(=
1970, -- ), 경력을 X(=1, 2, --, 36), 그리고 학력 구분을 E(= H, M, L)로 표시할
때, 데이터는 Wy (X; E), Uy (X; E), Sy (X; E) 등으로 표시한다.

4. 연금소득
한편 경력 기간이 종료된 후－즉 61세 이후－의 소득에 관해서는 별도의 방
식으로 연금소득을 부여하고자 한다. 은퇴 기간은 61～75세 동안의 15년으로
가정한다. 즉 연금소득은 X=37-51 기간에 발생하게 된다.
연금소득은 근로세대의 조세 T와 자신들의 저축 S로 조달된다. 경력시작 연
도가 y인 근로자가 경력 X년에 부담하는 조세 금액 T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y(X; E)=tWy(X; E)

(10)

여기에서 t는 조세율을 말한다. 조세로 조달되는 연금소득, 즉 부과식 연금소득
은 당해 연도에서 징수한 조세 금액을 당해 연도 은퇴자들에 동일하게 나누어

44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주는 방식을 가정한다. 즉 본고에서 분석하는 부과식 연금제는 소득비례성이
없이 100%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표본 근로자들에 대해 부과식 연금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연도는 2006년
(=1970+36)이고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연도는 2049년(=1998+36+15)이다. 따라
서 모든 표본 근로자에게 부과식 연금소득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경력시작 연도
가 2049년이 되는 근로자까지 생애 기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잠정적
으로 경력시작 연도가 1999년부터 2049년이 되는 근로자들의 생애임금, 미취
업 기간도 추정식을 이용한 추정치를 계산하여 따로 확보하였다.
부과식 연금은 특정 연도 Y에 모든 근로자－각 학력별로 15명씩 모두 45명
－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연도 Y에 지급되는 1인당 부과식 연
금 TT(Y)는
(11)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부과식 연금은 소득비례성이 제로(0)이고 오로지 소
득재분배만을 강조하는 연금이다. 적립식 연금이 생산효율성 면에서 우위를 갖
는 만큼 소득비례성은 적립식 연금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
다는 관점에서 식 (11)과 같은 부과식 연금체계는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저축으로 조달되는 연금소득, 즉 적립식 연금소득은 은퇴 기간 중 현재
가치로 보아 균등히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균등 배분을
가정한다. 경력 X=37의 시점으로 환산된 단위 기간당 적립식 연금소득의 현재
가치를   라고 하면
(12)
여기에서 r은 적립된 저축의 수익률이며 동시에 효용 및 금액의 할인율이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적립식 연금의 수익률을 부과식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
해 전반적 임금상승률 7%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즉
r=0.07
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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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시작 연도가 y인 개별 근로자의 은퇴 기간 중 연금소득     는
                    

(13)

가 된다. 그리고 경력 기간 (X=1, --, 36) 중 소비 금액     은
                     

(14)

가 될 것이다.

5. 시뮬레이션 대상의 연금제도
본고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금제도에 대한 후생 분석을 한
다. 이때 대상 연금제도를 특징지우는 파라미터는 부과식 조세비율 t이고, 정부
는 연금제도 결정에 있어서 이 t를 정책변수로 사용한다. t가 클수록 부과식
비중이 커지고 그에 따라 저축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적립식 비중이 낮아지
게 된다. 즉 부과식 조세 비율은 부과식 및 적립식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현 데이터가 현행 연금제도, 즉 부과식 조세 비율이 9%
인 상태에서 결정된 데이터라고 전제한다. 즉 노동패널을 기초로 만들어진 소
득, 미취업 기간, 저축에 관한 생애 데이터는 연금제도 파라미터가
   ≡ 

인 제도하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부과식 세율 t를 9%에서 낮추어 가면서 이에 따른 후
생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앞의 이론 모형에서 제시된 것처
럼 노동과 자본 공급 유인이 강화되어 미취업이 축소되고 저축이 늘어나게 된
다는 사실이다. 우선 또 부과식 조세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 증가 혹은 미
취업 기간의 감소에 관해서는 부과식 조세가 1% 감소할 때 미취업 기간이  %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이는 부과식 조세의 미취업 기간에 대한 탄력성이 약 10
 %되는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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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과식 조세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저축 증가분은 조세 감소분의 
배라고 전제한다. 즉
∆      ∇    

(15)

를 가정한다. 특히  =1이면, 앞의 이론 모형에서 볼 때 부과식 연금소득과 적
립식 연금소득이 연금소득 결정에서 완전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다.11)
또 저축의 증가는 자본 증가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앞의 이론 모형에


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 탄력성이  로 가정한다. 즉 저축이 10% 증가할 때 소

득은 약 3% 증가한다는 것이다.12)
한편, 저축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우선 부과식 조세율이 t(<to
=0.09)일 경우 개별 근로자 저축 증가분은
∆             

(16)

이다. 따라서 전체적 저축 증가율  은
 

∑  ∑ ∑  ∆         
∑  ∑ ∑            

가 된다. 이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하게 되는데 그 소득 증가분은

∆          


(17)

이 된다. 이와 같은 소득 증가는 2차적으로 추가적인 저축 증가를 또 가져오고
(앞의 실증분석은 그 저축 성향을 0.02로 추정되었음) 이는 다시 추가적인 소
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소득 및 저축 증가 과정을 다
고려하여 부과식 조세율 t에 대응하는 최종적인 소득, 저축 수준 (     ,
     )을 결정할 수 있다.13)
11) 부과식 조세의 저축 효과에 관해서는 그 실증분석 결과가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큰 저축
효과는  가 1에 근접하고 가장 적은  값은 0에 근접한다.
12) 김인철․조동철(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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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뮬레이션 방법
본고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적정 연금제도 혹은 (연금제도를 특징짓는) 적정 부과식 조세율 t를 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과식 연금 비중을 줄여 나갈 때 제기될 수 있는 소위 이전비
용 문제에 대한 분석이다.
적정 연금제도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연금제도
의 파라미터인 부과식 조세율 t를 낮추어 가면서 그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소
득, 저축 등 (          )을 계산하고 이를 위의 식 (11)-(14)에
적용하여 개별 근로자의 기별 소비수준     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부
과식 조세율 감소에 따른 미취업 기간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다.14) 각 연금제도
의 후생수준을 보기 위해 개인의 기별 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즉 개별 근로자는 위험기피적이며 상대적 위험기피도(relative risk-aversion)
가     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생애효용    는

한편 사회후생 V(t)은 개인의 생애효용을 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적정 연금제도는 사회후생 V(t)을 극대화시키는 조세율 t에 의해 결정된다.

13) 본고에서는 소득과 저축 간의 연쇄효과만을 고려했다. 원칙적으로는 이 효과를 고려한다
면 일반균형론적 입장에서 초기 소득 증가에 따른 저축 증가가 다른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감안해야 하지만, 분석 단순화를 위해 고려하지 않았다. 연쇄효과를 고려하
지 않는다고 해도 본고의 결과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14) 만일 노동공급 유인 증대를 고려할 경우 적정 연금제도는 본고에서 제시될 적정 부과식
비중보다 더 낮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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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효용함수가 위험기피성을 반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의 사회후생함수
는 개인별 소비의 불균등성이 클수록 그 값이 저하된다. 다시 말해서 위의 사회
후생함수는 개인의 소비수준도 반영하지만 개인들간의 소비 격차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부과식 연금제는 모든 개별 근로자에 대해
특정연도에 균등한 연금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따라서 그만큼 부과식 연금제의 장점이 적정 연금제도 결정에 고려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개인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식 연금제도의
위험관리 장점은 적정 연금제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부과식 연금 비중을 줄여나갈 때 그 과정에서 현재 근로세대가 부담
해야 할 수도 있는 후생비용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부과식 세율 t를 줄이면 현재 은퇴세대의 연금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나 본고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여 그
연금소득 감소를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방안에 의하면 현재 은퇴자들의 소득 감소는 메울 수 있지만 기금 감소로
그만큼 자본 공급이 감소하여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금 감소로
생기는 자본 감소는 현재 근로세대의 저축 증가로 다시 채워질 수 있다. 즉 부
과식 세율 축소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저축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자본 공급 증
가를 가져오는데 이 자본 증가가 기금 감소에 따른 자본 감소분보다 더 적어
전체적으로는 자본 감소가 나타난다면 이에 따른 소득 감소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세율 t 인하가 근로자들의 미취업 기간을 줄이는 효과
가 있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과식 연금제 비중을 낮추는 단계
에서 근로자들이 어떠한 소득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는 자본 감소에 따른 소
득 감소와 노동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과식 조세율이  에서 t로 줄어들 경우 근로자들이 부과식 조세 감소분의
일정 부분  만큼 저축을 증가시킨다면 자본감소 비율이 (1-  )r(t)가 되고 그에
따른 소득 감소 비율이
   



가 될 것이다. 한편, 앞에서 가정한 대로 조세율이 1% 하락할 때마다 미취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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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씩 감소한다면, 부과식 조세율이  에서 t로 줄어들 경우 개별 근로자
의 소득증가율은
     
   

       

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들의 소득 변화 ∆ 는

(18)
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에서
∆≥

이 되게 하는 최소한의  값,  ( ), 를 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조세 감소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저축을 최소한 조세 감소분
의  (  ) 비율만큼을 증가시켜야 이전 단계에서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를 경험
하지 않게 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  )의 수준 및 그 값이  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감소하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7. 시뮬레이션 결과
부과식 조세율 t를 낮추어 가면 저축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별근로자
의 소득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그림 3]은 저축 증가분이 조세 감소분의 50%인
경우 즉  =0.5인 경우에 부과식 연금과 적립식 연금이 조세율 감축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개인 (45명)의 한 기간당 부과식 및 적
립식 연금을 (1970년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해서) 합한 금액을 각각 TT
및 SS라 하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적립식 연금소득 SS는 조세율 감축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과식 연금소득 TT도 조세율 감
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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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과식 조세율 감축에 따른 부과식(TT) 및 적립식 연금(SS) 추이

이와 같은 연금소득의 변화와 경력 기간 중 소득의 증가에 의해 부과식 조세
비율의 감소에 따라 개인들의 효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적립식 연금의 증가는 세대간 혹은 세대내 개인들간의 연금소득 격차
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부과식 연금 비중의 감소는 소득수준 증가 및 소득격차 확대를 가져와 사회 후
생에 상충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는 체감적으로 이루어지나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후생 감소는 체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
증가가 크지 않고 그에 따라 그 격차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 증가가 사회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소득 증가가 매우 커서 소득격차도 커지는 경우
에는 소득 증가가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는 이와 같은 논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부과식 조세율을 현행 9%에
서 인하할 경우 초기에는 사회후생이 증가하나 부과식 세율 t가 일정 수준 이하
가 되면 사회후생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결국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부과식
세율 t*가 존재하는데 그 적정 부과식 세율 t*는 효용함수 파라미터  에 따라
달라진다.  는 위험기피도(risk-aversion)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는 소득격차에
대한 기피도 (inequality-aversion)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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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부과식 세율을 인하시켜 나갈 때 현행 연금제도에 비해 사회후생
이 어느 정도 증대되는지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후생 변화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회후생에 상응하는 소득수준 D(V)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즉
       

그리고 현행 연금제 (t=0.09)하의 D값을 100으로 하여 그 변화를 보도록 하였
다. [그림 4]는  가 4, 5로 증가함에 따라 D(V)를 극대화시켜 주는 t*가 각각으
로 감소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가 3일 경우에는 적정 부과식 세율이
0.05 이하가 됨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는 적정 연금제도가 현행 연금제도에 비해 어느 정도 사회후생
을 증대시키는지에 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3일 경우에는 적정 연금제하의
후생이 현행보다 200% 이상 높아지고,  가 4 , 5로 높아지면 적정 연금제하의
사회후생이 현행보다 약 15% 정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과식 세율을 인하하는 이전 단계에서 현 근로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후생비용에 관해 살펴보자. 이 후생비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적으
로 부과식 세율 인하에 따른 미취업 기간의 감소 효과와 근로자들의 저축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미취업 기간이 축소되면 그만큼 소득
증가가 기대되지만 근로자들의 저축 증가가 국민연금 기금 감소분 (혹은 부과
식 조세 감소분)보다 적다면 전체적인 자본 감소로 소득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식 (18)에서 △가 양(+) 혹은 음(-)이면 각각 현 근로세대 전체의 소
득 증가 혹은 소득 감소가 나타난다.
[그림 5]는 현 근로세대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지 않게 하는 조건을 표시한
것이다. 즉 주어진 미취업 기간 탄력성  에서 소득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값, 즉  ( )를 보여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
준임을 보여준다. 즉 예컨대, 미취업 기간의 탄력성이 0.5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가 부과식 조세 감소의 95%를 저축 증가로 대응하지 않으면 현 근로세대는 소
득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과식 세율을 인하해 가면서 개인들의 저축을 증대시키는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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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과식 세율 인하시 이전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축 증가폭 비율

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개인들이 민간 부문
적립식 연금을 증대시키는 조건으로 그만큼 부과식 세율을 인하시켜 준다면 소
기의 저축 증대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영국의 Contract-out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적립식 제도로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사료된다. 특히 적립연금인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으로의 전
환과 부과식 세율 인하를 연계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정체 추이에 따라 심각한 재정상의 위
기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제에 관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장기적으
로 가장 효율적인 체제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본고에서는 재정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노출된 부과식 연금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적립식 연금 비중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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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시뮬레이션 결과들
을 보고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체
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과식 제도와 적립식 제도가 갖는 장단점
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두 제도의 적절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부과식 제도는 고령화 및 경제성장 정체 추이에 취약하
기는 하지만 효과적 위험관리, 세대간 혹은 세대내 소득분배의 형평성 달성 등
의 장점이 있다. 한편 적립식 제도는 개인들의 노동 및 자본 공급 유인을 활성
화시켜 경제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관리나 소득분배
면에서는 취약하다.
특히 본고에서는 부과식 제도의 소득분배상의 장점과 적립식 제도의 경제성
장 촉진의 장점을 부각시켜 이들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부과식 조세율
(혹은 부과식/적립식의 적정 비율)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
로 현행 부과식 세율보다는 세율을 더 낮추어 적립식 요소를 더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실증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조하
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모든 개인의 부과식 연금소득을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부
과식 제도가 전적으로 소득재분배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제는 소득비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소득비례성은 적립식 연금이 담당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 유인 면에서 우위를 갖는 적립식 연금이 소
득비례적으로 운용되고 부과식 연금제는 위험관리나 소득재분배에 강점이 있
는 만큼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부과식 연금 비중을 낮추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이전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 이전비용은 결국 부과식 세율
이 인하될 때 현 근로세대가 부담하게 될 후생비용인데, 이는 부과식 세율 인하
에 따른 노동공급 유인 효과와 저축공급 유인 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을 보
였다. 특히 부과식 세율 인하 과정에서 개인들의 저축 증대가 부과식 세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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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근로세대는 전체적 소득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부가 소위 이전비용
을 줄이는 전략으로서 부과식 조세 인하를 민간 부문의 적립식 연금 증대와 연
계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간 적립식 연금의 대표적 연
금제인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부과식 조세율 인하와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였
다. 이는 적정 연금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전비용도 줄일 뿐 아니라 퇴직연금
제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또 다른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15)
본고에서는 인구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정 연금제도를 탐색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고령화 추이가 지속되는 것처럼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정연금제도 혹은 부과식 연금의 적정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는 부과식 연금 보험료의
수익성이 적립식 연금 보험료보다 낮아지게 되어 부과식 비중이 더욱 감소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과식
연금제를 Notional DC형태로 운영하여 부과식 연금제 자체적으로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16) 이 제도하에서는 근로
자들이 받는 부과식 연금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령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수지 균형이 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에 따라 적립식 연금소득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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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Pension Reform Toward A More Funded System
Jung-yoll Yun
This paper outlines an optimal pension system that can overcome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aging population and stagnant economic
growth. Contrasting merits of pay-as-you-go system in terms of risk
management and distributional equity with those of funded system in
terms of economic growth, this paper analyzes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 optimal combination of funded and unfunded systems
that can best balance out the two. In particular, by simulation based
upon KLI panel data set, this paper argues that it will be better for us
to reduce the portion of unfunded system from the current level, which
can induce people to increase funded pensionfor themselves. It is also
argued that the so-called transi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 change in
pension system can be minimized if the government can succeed in
inducing individuals to increase their savings significantly. In this
respect this paper suggests linking the reduction in tax for unfunded
pension with the conversion to corporate pension (from the existing
retirement allowance system) as an effective way that can enhance
funding i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transition.
Keywords : pay-as-you-go system, funded system, savings, distribution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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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역과 문화에서 근접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성과 함께 상이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든다면, 자영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민간 고용에
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한국은 2006년 현재 28.0%를 차지하나 일본은
11.0%이다.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자영업이 노동시장 불균형
에 대한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 일본은 자영
업이 실업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 자영업자의 고용 증가율이 더욱 크게 나
타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장기 불황에서 고실업률을 경험하면서도 낮은 창업
률을 보이는 일본과 대비된다.
양국에 자영업의 기능이 상이하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특성이나 경제성장
단계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자영업 결정 요인으로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자영업을 통하여 얻게 될 생애소득 흐름(lifetime income stream)의 현재가치
(present value)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에 경제 주체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본시
장의 불완전성(imperfection)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자영
업 창업을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위험(risk)을 감수하는 성향이 자
영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가족 배경이 자영업 결정요인이 되기
도 한다.
이와 같은 요인이 자영업 창업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양국에서 자영업
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요인이 지니는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양국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 각국의 특수한 사정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자영업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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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를 비교 분석하여 보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근 자영업 동향을 살펴본 뒤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에 나타나는 자영업 부문의 차이점이 어떠한가를 파
악한다. 특히 자영업의 선택과 관련하여 자영업 종사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져다주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영업의 선택과 소득 결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각국 자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자영업에 관한 연구는 자영업 선택결정 요인 분석,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
과 및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도 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먼저 자영업 선택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
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 생애소득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의 불완정성(Evans and Jovanovic, 1989; HoltzEakin, Julfaian, Rosen, 1994; Blanchflower and Oswald, 1998), 자율성 확보나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의 비금전적 보상(Hamilton, 2000; Lombard, 2001), 사회
보장 시스템이나 조세제도(Blau, 1987), 위험에 대한 개인 성향(Van Praag and
Cramer, 2001), 가족 배경(Fairlie, 1999) 등이 자영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
한편, Hamilton(2000)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고 있
다. 여기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
는 행위를 자영업자가 누리는 일의 자율성 등 비금전 보상이라고 보았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류재
우․최호영(1999, 2000)은 자영업자의 특징과 자영업자 비율 추세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하였다.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등은 자영업의 선택, 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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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성지미․안주엽(2002)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들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 기간, 이전 직장의 경험,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등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영업 지속 기간, 자영업 형태, 창업훈련 프로
그램 이수 등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우영․김응규
(2001)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경우 수입에 있어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약간
더 만족하고 있으나, 직업안정성,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가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임금
근로자의 직업만족도가 자영업주의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들은 경기변동이 자영업의 만족도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자영업 연구가 활발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자영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는 낮은 자영업 비중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八幡成美(1998)는 최근 20년간 자영업자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전문기술 관련 직업의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小木栄一
(2001)와 竹内英二(2001)는 일본 국민생활금융공고(国民生活金融公庫)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신규개업실태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주요한 자영업 부문 종
사자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Genda and
Kambayashi(2002)는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상대소득 감소가 자영업 창
업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Harada(2003)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의 성공(이윤 발생, 창업 이전 예상매출액 이상의 매출액, 창업 이전 소득
이상의 소득)은 창업자의 이전 경력과 초기 창업 규모와 정(+)의 상관성을 보이
나 중고령자와 여성은 불리함을 실증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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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일 자영업 추이와 특성

1.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변화

가. 한국 자영업의 추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이 최근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한국의 경우,「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를 이용하여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부문 종사자(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
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얻어 보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부터 서서
히 자영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중은 외환부족 사태로 초
래된 경제적 충격의 영향이 컸던 1998년에 30.8%까지 상승한다. 1999년부터는
감소로 전환하여 2006년에는 자영업 비중이 28.0%로 1990년의 27.9%에 가까
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1990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본다면,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자영자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자영업 비중 추이(1990～2006년, 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 %)
3 5 .0
3 0 .0
6 .2 6 .1 5 .9

2 5 .0

6 .5 6 .3 6 .1 6 .1

5 .9 6 .4 6 .2 6 .1

6 .0 5 .6 5 .4
4 .9

4 .7 4 .5

2 0 .0
1 4 .2 1 3 .8 1 4 .2 1 4 .8 1 4 .6

1 5 .0

1 5 .0 1 5 .0 1 5 .6 1 6 .6 1 7 .1 1 6 .6 1 6 .8 1 6 .7 1 6 .1 1 6 .2 1 6 .2 1 6 .1

1 0 .0
5 .0

7 .6 7 .9 8 .2

8 .0 8 .2 8 .3 8 .5

8 .5 7 .8 7 .3 7 .5

7 .8 7 .9 7 .9 7 .9

7 .7 7 .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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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사상지위별 고용 증감 추이(1999～2006년, 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 만명)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전체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상용

임시

일용

1999

448

109

-39

153

-5

339

-402

209

533

2000

924

220

106

74

39

704

262

354

88

2001

511

197

89

110

-1

314

321

118

-125

2002

676

142

65

100

-23

533

150

166

216

2003

89

-122

22

-99

-45

212

405

118

-311

2004

543

61

38

97

-73

482

355

77

50

2005

324

12

-15

63

-35

312

296

-22

38

2006

325

-39

-36

24

-28

364

286

86

-8

주 : 농림수산업 제외.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그리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농림업과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대상
으로 자영업 부문 종사자수를 얻어 보면,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2003년에 122
만명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 뒤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나 이 추세는 상당히 약
하며, 게다가 2006년에 다시 39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에는 무급가족종
사자의 지속적이 감소와 더불어 고용주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인다.
자영업 종사자 전체가 보이는 추세와 달리 종사자 내의 구성에서 변화가 있
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본 것
이 <표 2>이다. 표에서 성별․연령별 특성을 종합하여 본다면, 30세 미만의 경
우에는 양성 모두 1990년대 초․중반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 감소 추세
는 여성 30대와 남성 30대의 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남성 40
대의 감소가 관찰된다. 여성 50세 이상은 2005년과 2006년 증가 추세가 상당히
줄어들며, 남성 60세 이상도 유사함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과는 달리 남성
50～59세는 1998년 이후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2003년 이후에는 더욱 커
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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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령별 남성 비임금근로 취업자수 추이(1995～2006년)
(단위 : 천명)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1995

11

15

64

8

15

113

251

1996

-16

30

72

1997

10

0

52

11

9

106

137

36

23

121

43

1998

-10

-86

-10

-12

-2

-120

-586

1999

-11

2000

-14

-16

45

18

17

53

75

19

88

41

14

148

336

2001

-8

10

75

28

37

141

91

2002

-4

-23

78

47

30

129

281

2003

-19

-22

65

23

-13

34

112

2004

-34

-66

-1

66

43

7

222

2005

-24

-57

-21

64

33

-6

149

2006

-27

-64

-39

53

26

-51

184

50～59세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표 3> 연령별 여성 비임금근로 취업자수 추이(1995～2006년)
(단위 : 천명)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1995

30

20

52

13

1996

-1

26

50

60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
로자

9

124

166

10

6

91

185

1997

4

-5

53

1

22

74

160

1998

-27

-93

-9

-25

-5

-158

-524

1999

-23

-25

44

31

28

55

265

2000

-6

-6

60

5

19

73

368

2001

-25

-7

33

28

26

55

223

2002

-21

-20

12

35

8

14

252

2003

-6

-78

-18

-31

-23

-156

100

2004

-22

-11

11

42

34

53

260

2005

-6

-58

2

64

16

19

163

2006

-5

-19

-10

33

14

12

18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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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자영업의 추세와 특징
헤이세이(平成) 불경기로 불리는 1990년대의 장기 불황으로 일본의 완전실업
률은 2002년에 평균 5.4%(계절조정치)에 이르러 전후 최대를 기록할 만큼 과
거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다. 최근 2007년 9월 현재 4.0%(계
절조정치)로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1)
이처럼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타개하는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제기된 것이
자영업이다. 자영업은 일종의 소기업(小企業)으로서 이들이 성장․확대함으로
써 고용기회의 창출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佐藤博樹, 1999). 이와 같은 인
식은 일본의 자영업 부문이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
며, 지난 약 30년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신사업창출촉진법」을 개정, 2003년 2월부터
자본금이 1엔 이상인 경우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2)
하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감소는 2003년 이후
에도 여전하며, 2006년에는 무급가족종사자수가 24만 명 줄어들어 취업자 가
운데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11.0%로 자영업 비중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와 <표 4>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 부문 추이를 비교하여 본다면,
한국의 자영업자는 2003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종사자수에서 계속 증가하였
던 것으로 나타나나, 일본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무급가족종사자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계속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일본보다 감소 정도 컸다는 점에 주목
하여야 한다.3)
이처럼 1990년 후반에 원인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실업률 급증이라는 노동시
장의 큰 충격을 경험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자영업 부문에서 보이는 특성은
1) 참고로 2007년 7월에는 실업률이 3.5%까지 하락하였다.
2) 다만 이 제도를 통하여 창업한 기업은 5년 이내에 주식회사의 경우는 1,000만 엔, 유한회
사의 경우는 300만 엔으로 자본금을 늘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
하여야 한다.
3) 일본의 경우에 성별․연령별 추이를 나타내는 통계를 얻을 수 없어 자영업 부문 내부의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승렬․최강식)



67

<표 4> 일본 취업자 추이(1996～2006년)
(단위 : 만명, %)

취업자수
전체

취업자수 증감

자영업 가족
임금
자
종사자 근로자

전체

자영업 가족
임금
자
종사자 근로자

자영업
비중

1996

6,155

604

248

5,287

39

-11

-12

58

13.84

1997

6,232

610

247

5,358

77

6

-1

71

13.75

1998

6,197

605

240

5,334

-35

-5

-7

-24

13.64

1999

6,155

602

234

5,298

-42

-3

-6

-36

13.58

2000

6,150

585

224

5,322

-5

-17

-10

24

13.15

2001

6,126

554

215

5,331

-24

-31

-9

9

12.55

2002

6,063

541

205

5,292

-63

-13

-10

-39

12.30

2003

6,050

535

195

5,296

-13

-6

-10

4

12.07

2004

6,064

529

189

5,319

14

-6

-6

23

11.84

2005

6,097

525

184

5,356

33

-4

-5

37

11.63

2006

6,132

512

160

5,430

35

-13

-24

74

10.96

주 :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뜻한다.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노동력조사」, 해당 연도.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의 특성이
많은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자영업 부문에서는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
은 어떠한 원인이나 배경이 있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
기도 하다.

2. 자영업자의 만족도 비교
대체로 서구의 경험에 따르면, 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취향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자신이 일의 강도와 업무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Blanchflower, 2004). 여
기에서는 양국 자영업 부문 종사자가 일자리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비교하여 보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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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자영업의 만족도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 및 개인 정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4차년도
(2001)～8차년도(2005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4차년도 이전의 자료에는
창업인지 가업 계승인지를 묻는 자료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였다. <표 5>는
개인발전 가능성의 만족도를 제외하면,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업만족도 측면에
서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에 비임금근로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보수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
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약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취업안정성과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임금근
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자영업자는 자신이 주인(my
own boss)이라는 점에서 얻는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자 중에
서 본인이 창업하였거나 기타의 경우와 가업을 계승한 경우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임금/보수, 취업안정성,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가업 계승의 경우보다는
본인 창업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개인발
<표 5>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만족도 비교(2001, 2005년)

임금/보수
취업안정성
하고 있는 일
의 내용
근무환경
개인발전가능성

가업 계승

3.60(0.86)

자영업자
창업 및
기타
3.60(0.86)

3.23(0.77)

3.53(0.89)

3.55(0.90)

3.41(0.79)

2001

2.98(0.79)

3.07(0.80)

3.07(0.80)

3.05(0.73)

2005

2.81(0.79)

2.98(0.83)

2.99(0.85)

2.94(0.67)

2001

2.80(0.73)

2.80(0.72)

2.79(0.73)

2.87(0.66)

2005

2.66(0.69)

2.72(0.74)

2.73(0.75)

2.64(0.64)

2001

2.95(0.72)

2.99(0.68)

2.99(0.68)

2.97(0.51)

2005

2.81(0.74)

2.87(0.74)

2.88(0.75)

2.82(0.69)

2001
2005

3.08(0.75)
2.98(0.76)

3.00(0.71)
2.93(0.79)

3.00(0.71)
2.95(0.80)

3.14(0.64)
2.80(0.76)

연도

임금근로자

2001

3.34(0.78)

2005

전체

주 :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뜻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KLIPS)」, 원자료.

3.5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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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능성의 경우에는 2001년 조사에서는 가업 계승자가 매우 미세하게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본
인 창업 및 기타의 경우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본 자영업의 만족도
일본의 경우는「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일본국민금융공
고, 2002)의 원자료를 토대로 하여 만족도를 알아보기로 한다.4) 이때 경영형태
를 두 범주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자영업자를 자기고용자(아래에서는
자영자라 하기로 함)와 기업경영자로 구분하고, 아울러 가업을 승계한 후계자
와 스스로 자영업을 시작한 창업자로 구분하였다. 기업경영자는 자영업자가 고
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이어서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표 6>을 보면, 일본의 자영업자는 근무자(임금근로자)가 자신보다 높은 수
입을 얻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가업을 계승한 경우가
창업을 한 경우보다 크다. 이와는 달리 여가와 여유라는 점에서는 근무자보다
자신이 더욱 만족스럽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근무자보다 높은 만족
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직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만일 무응답을 제외
한다면, 자영업자의 약 7할이 근무자와 비교할 때, 자신이 일에 더욱 만족스럽
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역시 창업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자신이 주인이
라는 인식이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가 느끼는 만족도 결과를 보면, 보수(報酬)라는 점에
서는 양국의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신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
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인식이 양국의 자영업자에게 나타나는 공
통점이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는 낮은 보수를 감수하면
4) 이 분석과 관련하여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일본사회연구정보센터 SSJ 데이터아카
이브에서「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일본국민금융공고, 2002)의 원자료를
제공받았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 조사는 일본 국민생활금융공고의 모든 지점이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융자를 제공한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기업경영자를 두 종
류로 구분하였다. 먼저 종업원수가 3인 이하로 본인과 가족 이외에 상근 종사자가 없는
개인 기업 사업주로서 이를 자기고용자라 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수가 20인 이상인 기
업의 대표자일 때는 기업경영자라 하고 있다. 최종 집계된 조사 표본은 자기고용자가
2,380건이며, 기업경영자는 1,4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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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가를 즐기거나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경영하는 보상적 격
차(compensating difference)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일본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2001년)
(단위 : 인, %)

창업

여가/여유

341(100.00)

2,380(100.00)

근무자

782( 38.35)

151( 44.28)

933( 39.20)

어느 쪽도 아님

851( 41.74)

130( 38.12)

981( 41.22)

자신

360( 17.66)

48( 14.08)

408( 17.14)

무응답

46( 2.26)

12( 3.52)

58( 2.44)

근무자

580( 28.45)

103( 30.21)

683( 28.70)

어느 쪽도 아님
자신

605( 29.67)
802( 39.33)

108( 31.67)
115( 33.72)

713( 29.96)
917( 38.53)

52( 2.55)

15( 4.40)

67( 2.82)

42( 2.06)
504( 24.72)
1,441( 70.67)

17( 4.99)
134( 39.30)
174( 51.03)

59( 2.48)
638( 26.81)
1,615( 67.86)

52( 2.55)

16( 4.69)

68( 2.86)

무응답
근무자
어느 쪽도 아님
자신

일

전체

2,039(100.00)

전체

수입

가업 계승

무응답
자료 : 일본생활국민금융공고(2002).

<표 7> 일본 자영업자의 생활 전반 만족도(2001년)
(단위 : 인, %)

창업

가업 계승

전체

72( 3.53)

11( 3.23)

83( 3.49)

다소 만족

668( 32.76)

109( 31.96)

777( 32.65)

어느 쪽도 아님

593( 29.08)

101( 29.62)

694( 29.16)

다소 불만

489( 23.98)

82( 24.05)

571( 23.99)

상당히 불만

175( 8.58)

32( 9.38)

207( 8.70)

42( 2.06)

6( 1.76)

48( 2.02)

2,039(100.00)

341(100.00)

2,380(100.00)

상당히 만족

무응답
전체

자료 : 일본생활국민금융공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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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1. 자영업자의 소득(순이익) 분포

가.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 분포
KLIPS 자료에는 자영업자의 적자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으며, 적자가 아닌
경우에 자영업자의 소득(순이윤과 자기노동에 대한 보상의 합이라고 파악됨)을
묻는 문항이 있다.5) <표 8>에는 먼저 자영업자의 경영형태별로 소득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6,046명의 응답자 중에서 적자라고 응답한 비
율은 7.1%였다. 이 중에서 종업원이 없이 자기 혼자 경영을 하는 경우는 적자
비율이 종업원을 두고 기업형태로 경영을 하는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기 경영이 소규모 경영이면서 위험회피적인 경영을 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한편, 창업 및 기타의 경우가 가계를 계승한 경우보다 적자 비
율이 더 적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다음으로 적자가 아닌 경우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 9>에서 살펴
보았다. 자영자이면서 창업 및 기타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164만 원 정
도로 나타났고, 자영자이면서 가업 계승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155만
<표 8> 한국 자영업자의 경영형태별 적자 발생 여부
(단위 : 인, %)

자영자

기업경영자

전체

창업 및 기타

가업 계승

창업 및 기타

가업 계승

흑자

3,222( 93.7)

399( 89.0)

1,813( 93.7)

181( 80.8)

5,615( 92.9)

적자

217( 6.3)

49( 11.0)

122( 6.3)

43( 19.2)

431( 7.1)

전체

3,439(100.0)

448(100.0)

1,935(100.0)

224(100.0)

6,046(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PS 4차～8차 원자료.
5) 8차년도부터는 적자인 경우에도 적자액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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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국 자영업자의 경영형태별 소득 크기
(단위 : 만원)

자영자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창업 및 기타
3,222
164.06

253.05

기업경영
가업 계승
399
154.69

193.14

창업 및 기타
1,813
310.09

435.04

가업 계승
181
234.55

218.32

최소값

0

0

0

0

최대값

6,724.30

2,601.63

13,550.14

1,806.68

46.77

38.42

93.55

90.33

10%
25%

90.33

72.27

153.57

108.40

50%

135.50

108.40

233.86

180.67

75%

187.09

180.67

361.34

271.00

90%

271.00

271.00

542.01

451.6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PS 4차～8차 원자료.

원 정도로 나타나, 창업 및 기타인 경우가 가업 계승의 경우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의 경우는 자영자의 경우보다 소득이 훨씬 높았다.
기업경영이면서 창업 및 기타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310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 기업경영이면서 가업 계승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약 235만 원
정도로 나타나, 창업 및 기타인 경우가 가업 계승의 경우보다 역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분포
이 경우에도「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일본국민금융공고,
2002)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아쉽게도 자영업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가 없으며, 대신 월 매출액과 그리고 순이익6)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대리 지표로서 순이익
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조사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6) 순이익의 정의는 총이익에서 인건비, 가임(家賃), 지급이자 등의 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하
고 있어 한국노동패널의 비임금근로자 순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되 자영업자 순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승렬․최강식)



73

지를 파악하고 있다.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영자보다 기업경영자가 그리
고 가업 계승자보다 창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자영자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와는 다른 특징이다.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순이익 규모를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영자보다는 기업경영자가, 창업자보다는 가업 계승자가
순이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업 계승자의 순이익
이 창업자에 비하여 큰 것은 순이익 발생 여부의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
어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10> 경영형태별 순이익 발생 여부
(단위 : 인, %)

자영자
창업

기업경영자

가업 계승

창업

가업 계승

전체

흑 자

829( 40.66)

133( 39.00)

617( 67.80)

312( 60.47) 1,891( 49.68)

적 자

943( 46.25)

164( 48.09)

240( 26.37)

172( 33.33) 1,519( 39.91)

무응답

267( 13.09)

44( 12.90)

전체

2,039(100.00)

341(100.00)

53(

5.82)

910(100.00)

32( 6.20)

396( 10.40)

516(100.00) 3,806(100.00)

자료 : 일본국민금융공고,「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 2002.

<표 11> 경영형태별․성별 순이익
(단위 : 만엔)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
25%
50%
75%
90%

자영자
창업
가업 계승
782
124
30.91
32.10
29.50
37.81
1
2
300
300
6
8
10
12.5
20
25
40
40
60
54

기업경영자
창업
가업 계승
591
304
241.44
266.74
424.32
412.12
3
2
6,775
4,000
30
25
60
50
110
107.5
300
290
500
600

자료 : 일본국민금융공고,「자기고용자(≒자영업자)에 관한 실태조사」, 2002.

전체

1,801
139.88
316.46
1
6,775
10
20
50
12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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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결정 분석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혹은 일본) 자료는 자영업자가 소득(순이익)에
서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질문하고, 흑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만 소득이 발생하는 정도를 다시 질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순손실 규모를 알 수 없다.7) 이는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의 소득 분
포에서 0 미만의 값은 모두 0의 값에 모여 있는 분포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단계 분석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는 자
영업자에 대하여 소득 면에서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프로빗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특성의 자
영업자가 흑자를 내는지를 추정하기로 하였다.8)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
업자의 경우에 어떠한 특성의 자영업자가 높은 소득을 나타내는지를 OLS 분석
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가.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결정 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먼저 어떠한 특성의 자영업자에게서 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한 프로빗 분석에서 먼저 종속변수, 곧 피설명변수는 순소득이 발생
하는가이다. 곧 순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1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교
육수준이나 연령은 자영업자의 적자 여부에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자영업 종사 기간 변수는 자영업 소득 발생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 종사 기간의 제곱항이 양(+)의 유의적 계수를 보임에 따
7) 앞에서 밝힌 대로 한국의 KLIPS는 8차년도에 한하여 적자 규모를 적게 되어 있으나, 충
분한 관찰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8) 이 경우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흑자나 적자를 분명하게 응답한 표본 3,410
인 가운데 적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44.55%로 분포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한다. 말하자면 분포에서 0에 모여 있는 표본의 비중이 44.55%인 것이다. 이 경우에는
토빗 모형을 이용하더라도 사실상 약 45%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분석 결과가 불
안정하게 된다. 실제로 토빗 모형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
며, 따라서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순이익 결정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토빗
모형을 이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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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영업 종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 흑자 확률을 체증적으로 증가시
킴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지역, 제조업인 경우 등이 순소득 발생에 양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용주 여부나 이전 일자리의 직업 더
미는 자영업 흑자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의 인적
자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교육연수, 연령, 자영업 종사 기간 등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지역, 고용주, 제조업 더미, 생산직 더미 등이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전 일자리의 직업 더미는 전문직/준전문직
인 경우가 생산직인 경우보다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무직인 경우에
는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높지 않았다.
<표 12>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 발생 여부 및 소득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분석
**

상수
교육연수
연령

-1.3700(5.22)
-0.0071(0.56)
0.0093(0.12)

연령2/100

-0.0025(0.01)

자영업 종사 기간

-0.051(27.61)***

2

자영업 종사 기간 /100
지역 더미
고용주 더미

***

0.128(16.02)

**

0.121( 4.13)

회귀분석

-0.618(-2.55)**
0.090(23.52)***
0.049( 4.65)***
-0.055(-4.76)***
0.013( 3.45)***
**

-0.026(-1.98)

***

0.086( 3.55)

0.452(19.78)***

-0.022( 0.14)
***

0.096( 2.93)***

생산직 더미
관리직 더미
전문직/준전문직 더미
사무직 더미
Y_2002

-0.220(10.45)***
0.007( 0.00)
-0.082( 0.41)
0.109( 2.31)
-0.195( 6.44)**

0.161( 6.55)***
0.133( 0.61)
0.089( 1.88)*
-0.051(-1.75)*
0.100( 3.05)***

Y_2003

-0.169( 4.94)

**

0.067( 2.05)

Y_2004

-0.284(11.97)

***

0.107( 3.19)

Y_2005

-0.675(44.28)***

제조업 더미

0.289(12.45)

**
***

0.151( 4.44)***

주 : 1) 프로빗분석의 ( ) 안의 수치는 카이제곱이며, 회귀분석의 ( ) 안 수치는 t값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나타냄.

76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나.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결정요인 분석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사용한 탓으로 한국과 동일한 설명변수를 사용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모형 설정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주어진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실히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노동시장 경력에 대한 대리변
수로서 연령(자승항을 포함)을 포함하고, 자영업 종사 이후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자영업 종사 기간(자승항 포함)을 포함하였으며, 능력 곧 인
적자본을 대표하는 교육연수(중졸 이하, 고졸(고전), 전수․각종 학교졸, 단대
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를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 직업(회사와 단체 상
근임원, 관리직, 관리직 이외의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가족종사자, 학생,
전업주부, 기타)을 설명변수로서 포함함으로써 자영업 종사 이전에 축적된 인
적자본이 자영업 종사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 지역(정령(政令) 지정도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이외의 지
역)과 업종(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일반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기업과 관공서 대상 서비스업, 기타)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는 자영자와 기업경영자에 대하여 각각
2,380명과 1,426명을 표본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함으로
써 추정결과의 t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표본
에 두 종류의 층(strata)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영업 종
사 기간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편
이나 자영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고 있
다. 말하자면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작용하여 자영업과 관련된 인적자본
이 축적됨으로써 축적된 인적자본이 일정한 수익률을 자영업자에게 보장한다
는 사실을 분석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교육연수의 경우, 중졸
과 고졸 그리고 전수․각종학교 출신이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
음을 분석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미치는
9) 이 문제에 대해서는 Amemiya(1985)를 참고할 것. 편의의 최소화를 위하여 분석에 사용
한 통계패키지 STATA에서 층(strata)을 고려한 프로빗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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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발생여부 및 순이익 수준 결정요인 분석
상수
연령
2
연령 (×100)
자영업 종사 기간
자영업 종사 기간2(×100)
중졸
고졸․고전졸
전수대졸
단대졸
대학원졸 이상
정령 지정도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
관리직
관리직 이외
비정규근로
가족종사자
학생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일반소비자대상 서비스업
기업․관공서대상 서비스업
Log likelihood
수정된 결정계수

프로빗분석
1.274(0.681)*
-0.034(0.026)
0.019(0.025)
0.015(0.009)*
-0.006(0.021)
-0.306(0.099)***
-0.235(0.080)***
***
-0.380(0.131)
-0.029(0.215)
0.124(0.407)
0.224(0.073)***
0.065(0.082)
0.596(0.157)***
**
0.302(0.120)
0.172(0.110)
-0.027(0.235)
0.284(0.189)
0.350(0.262)
-0.290(0.173)*
-0.255(0.188)
**
-0.391(0.168)
-0.558(0.178)***
-0.253(0.175)
-0.196(0.193)
-0.059(0.179)
0.126(0.181)
-1,236.06
-

회귀분석
3.853(0.881)***
-0.026(0.035)
0.026(0.033)
0.053(0.012)***
-0.085(0.029)***
-0.456(0.134)***
-0.394(0.099)***
-0.141(0.176)
**
-0.596(0.255)
0.044(0.424)
0.445(0.093)***
-0.027(0.112)
0.490(0.201)**
0.021(0.172)
-0.069(0.160)
-0.601(0.330)*
-0.060(0.268)
-0.059(0.318)
0.703(0.212)***
0.243(0.235)
0.006(0.206)
-0.055(0.228)
0.407(0.215)*
-0.035(0.243)
0.084(0.216)
0.215(0.212)
0.1297

주 :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나타냄.

효과를 살펴보면,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이었거나 관리직이었던 자영업자가
양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정령(政令) 지정도시
에서 창업한 경우에 양의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종으로서는 소
매점과 음식점업인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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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에 국한하여 순이익의 결정은 어떠한 요
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를 참고로 살펴보았다.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순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자영업 종사 기간과
학력 그리고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단대졸 출신이 낮은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순이익이 높은 자영
업자는 주로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 출신들이다. 이전 직업이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파견사원이나 계약사원이었던 경우에도 순이익이 낮은 편임을 분
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3. 소득 및 순이익 결정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자영업자의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영
업자의 특성이 임금근로자보다 매우 이질적인 집단(heterogeneous group)이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한 OLS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이
므로 이질적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
는 소득(순이익) 분포의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10)

가. 한국 자영업자의 소득결정 요인
<표 14>에 나타나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결정 요인은 앞서 OLS 분석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분위별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교
육연수의 효과는 소득분포의 상위 75%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25%인
경우 1년 교육연수의 계수가 0.085이나 소득분위 50%에서는 0.083으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소득분위 75%에서는 다시 0.086으로 상승한다. 한편, 제조업 더
미는 분위가 올라갈수록 계수값이 커지고, 생산직 더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제조업과 사무직은 상위 소득일수록 임금효과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 종사 기간이나 지역 더미, 고용주 더미, 이전 직장의
직업 더미 등에서는 유의미한 추세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10) 분위회귀분석에 대해서는 Kroenker and Bassett(1978)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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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 전체 자영업자
Q25
상수
교육연수
연령
연령2/100
자영업 종사 기간
2
자영업 종사 기간 /100
지역 더미
고용주 더미
제조업 더미
생산직 더미
관리직 더미
전문직/준전문직 더미
사무직 더미
Y_2002
Y_2003
Y_2004
Y_2005

Q50
***

-1.510(0.291)
0.085(0.006)

***

0.069(0.012)***
-0.077(0.014)***
***
0.013(0.005)
-0.021(0.015)
0.069(0.028)**
0.474(0.026)***
0.058(0.036)
0.210(0.032)***
*
0.433(0.239)
*
0.129(0.073)
0.013(0.037)
0.150(0.039)***
0.157(0.037)***
0.164(0.049)***
***
0.206(0.045)

Q75

-0.282(0.270)

-0.038(0.308)

***

0.086(0.005)***

0.038(0.012)***
-0.045(0.013)***
0.015(0.004)
***
-0.031(0.012)
***
0.084(0.027)
0.436(0.024)***
0.078(0.030)***
0.161(0.026)***
0.133(0.205)
**
0.095(0.044)
-0.052(0.028)*
0.072(0.033)**
0.099(0.032)***
0.121(0.034)***
***
0.197(0.030)

0.043(0.014)***
-0.048(0.015)***
***
0.013(0.005)
*
-0.031(0.016)
0.046(0.031)
0.446(0.030)***
0.096(0.036)***
0.106(0.025)***
0.081(0.282)
**
0.141(0.056)
-0.101(0.035)***
0.113(0.043)***
0.071(0.040)*
0.142(0.042)***
***
0.194(0.039)

0.083(0.004)

주 : 1) (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나타냄.

나.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 결정요인
일본의 경우에도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순이익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15>에 따르면, 먼저 자영업 종사 기간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분포의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에게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학력효과는
상위 분포에 속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학력의 계수 추정치가
상위 분포에 속할수록 음(-)의 절대치가 높아지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이었던 경우에도 상위 분포로 갈수록 계수 추정치가 높
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적자본의 축적 수준이 높을
수록, 특히 자영업 종사 이전에 축적된 인적자본이 자영업 종사 이후에 순이익
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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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일본 자영업자의 순이익에 대한 위수회귀분석 결과
상수
연령
연령2(×100)
자영업 종사 기간
자영업 종사 기간2(×100)
중졸
고졸․고전졸
전수대졸
단대졸
대학원졸 이상
정령 지정도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
관리직
관리직 이외
비정규근로
가족종업원
학생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일반소비자대상 서비스업
기업․관공서대상 서비스업
유사결정계수

Q25
3.591(1.458)**
-0.062(0.060)
0.063(0.060)
0.070(0.014)***
-0.100(0.039)***
-0.394(0.214)*
-0.218(0.158)
-0.195(0.206)
-0.598(0.280)**
-0.820(0.860)
0.282(0.124)**
-0.130(0.164)
0.592(0.263)**
0.082(0.221)
-0.010(0.204)
-0.930(0.746)
0.043(0.399)
0.112(0.386)
1.027(0.269)***
0.512(0.301)*
0.175(0.287)
0.326(0.284)
0.399(0.327)
0.145(0.332)
0.126(0.285)
0.617(0.270)**
0.0695

Q50
3.389(0.976)***
-0.016(0.038)
0.011(0.037)
0.053(0.015)***
-0.074(0.038)*
-0.487(0.159)***
-0.358(0.106)***
-0.079(0.218)
-0.707(0.215)***
0.206(0.912)
0.405(0.114)***
-0.156(0.136)
0.490(0.222)**
0.241(0.181)
0.059(0.163)
-0.091(0.453)
0.054(0.298)
0.0003(0.421)
1.050(0.244)***
0.598(0.348)*
0.239(0.245)
0.154(0.243)
0.654(0.275)**
0.158(0.301)
0.118(0.274)
0.583(0.250)**
0.1050

Q75
3.248(1.279)**
0.017(0.052)
-0.017(0.050)
0.053(0.022)**
-0.055(0.055)
-0.446(0.177)**
-0.436(0.140)***
-0.263(0.229)
-0.929(0.434)**
0.536(0.720)
0.403(0.137)***
-0.100(0.157)
0.878(0.287)***
0.233(0.264)
0.105(0.253)
-0.289(0.395)
0.089(0.379)
-0.460(0.700)
0.793(0.345)**
0.203(0.379)
0.108(0.321)
-0.366(0.351)
0.449(0.380)
0.162(0.384)
0.264(0.347)
0.258(0.357)
0.1318

주 :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P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함을 나타냄.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 부문이 상이한 점에 주목하여 양국의 자영
업 부문을 미시적 자료에 의한 분석에 기초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대체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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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 양국의 경우,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각종
관련 통계로부터 재차 확인되는 사실이었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경우에 자영
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
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서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른바 “to be my own boss”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는 낮은 보수를 감수하면서 여가를 즐기
거나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경영하는 보상적 격차(compensating
difference)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결과
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
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김기승․조준모, 2006).
이밖에 양국간의 공통점은 자영업 종사 기간이 미치는 효과이다. 먼저 자영
업의 소득 발생 여부(흑자 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한 프로빗 결과에서는 교육수
준보다는 한국의 경우 자영업 종사 기간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의 인적자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교육연수, 연령, 자영업 종사 기간 등이었다. 이같은 사실
은 일본에서도 비슷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자영업
자가 양(+)의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에 국한하여 순이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
면 자영업 종사 기간과 학력 그리고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타나났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경우에 교
육(학력)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일본의 경우
에 두드러졌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이었다
는 사실이 상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임금근로를 선택
하며, 그렇지 못한 층이 부득이하게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기보다는 자영업
종사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뛰어난 이른바 기라성(superstar)이 있음
을 추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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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 등 유사한 면이 많으면서도 취업자 가운데 비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비중이 상이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함
으로써 얻는 만족도와 이들의 소득(순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의 효과 등 공통되
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2002년 1개 연도의 횡단면
분석에서 얻은 결과라는 제약이 있음에 유의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한국
과 일본 양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이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러
한 제약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양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을 비교 분석하는 1차
적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
서는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더불어 많은 통계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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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Self-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Seung-Yeol Yee & Kang-Shik Choi
This paper analyzes on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It reveals that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wage earners while
the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Probit and OLS estimators show that tenure and previous occupation
of the self-employed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ositive income
(or positive profit) while human capital variables such as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 the magnitude of the income. Quantile regression
estimates also demonstrate that high caliber individuals choose the
self-employment sector, which i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only low quality workers are left in the self-employed sector.
Keywords : quantile regression, self-employed,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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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강 병 구*

2008년 도입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매우 제한적인 적용
범위, 낮은 급여수준,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근로장려
세제가 취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평탄구간과 점
감구간에서의 노동시간 감소효과가 점증구간에서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반적으로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에 근로장려세제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추
정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가 효과는 미취업 가구주가 직면하는
다양한 가구 특성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핵심용어 :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Ⅰ. 문제의 제기

정부는 200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
제의 도입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EITC
논문접수일 : 2007년 11월 15일, 심사의뢰일 : 11월 19일, 심사완료일 : 12월 27일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bgkang@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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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지원하
는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급여수준을 대폭 확대하면서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와 함께 근로연계복지제도(workfare)
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EITC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
다. 다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EITC 제도는 2차 소득자인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수준으
로 출발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
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EITC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소득,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
국과는 다른 노동시장구조와 조세제도 등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매우 제한적
인 적용범위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노동공급효과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를 시뮬
레이션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소득지원제도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Ⅱ장
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한다. 시뮬레이션에는 한국노동패널 7차와 8차 결합자료를 이용하
였다. 제Ⅴ장에서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많
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특히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를 보면 일반적으로 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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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된다.1) 다만, Eissa and Hoynes(2004)와 Bargain, Caliendo, Haan and
Orsini(2006)에 따르면 EITC의 확대는 1차 소득자인 남편의 경제활동참가를
다소 증가시키지만, 2차 소득자인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EITC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Hoffman and Seidman(1990),
US General Accounting Office(1993), Dikert, Houser and Scholz(1995) 등의
연구결과는 노동시간 감소효과를 제시한 반면, Keane and Moffitt(1998)과
Keane(1995)의 연구결과는 노동시간 증가효과를 제시하였다. Eissa and
Liebman(1996)은 노동시간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였다. 따라서 EITC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는 추정모형 및 분석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연구는 제도설계의 방식을 중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Lee and Chun(2005)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들은 2001
년 노동패널자료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EITC의 도입이 저소득가구 남자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증률을 30%로 가정하더라도 남자 가구주의 노동시간 증가 효과는 거의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3) 구체적으로 보면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 시나
리오는 점증구간의 최대 소득과 평탄구간의 최대 소득이 각각 빈곤선의 60%와
90%이고, 점증률과 점감률은 모두 20%로 설정하는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의
소득구간과 급여율을 적용할 경우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50% 미만에 속하는 남
자 가구주의 31.1%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지만, 나머지 68.9%는 노동공급을

1) Dikert, Houser and Scholz(1995), Eissa and Liebman(1996), Keane and Moffit(1998),
Keane(1995), Meyer and Rosenbaum(2001) 등 참조.
2)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설계와 관련된 연구로는 안종범․송재창(2000), 유태균(2000), 김형기
(2000) 등이 있고, 2008년 도입 예정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평가로는 이상은(2007)과
전영준(2007) 등의 연구가 있다.
3) 이상은(2007)에 따르면 2008년 시행될 근로장려세제는 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점
감률(16%)이 점증률(10%)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점증구간에서의 노동공급 증가효
과와 점감구간에서의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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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50% 이상 100% 미
만에 속하는 경우 남자 가구주의 4.4%만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점증률을 30%로 인상시키고 점증구간의 최대 소득을 빈곤선의 70%
로 확장할 경우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50% 미만에 속하는 남자 가구주의 28.9%
와 빈곤선의 50% 이상 100% 미만에 속하는 남자 가구주의 5.3%만이 노동공급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EITC가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30%의 점증률하에서 기존의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EITC제도로 대
체하지 않을 경우 미취업자 중 3.5%만이 노동시장에 신규로 참가하지만, 기존
의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EITC제도로 대체할 경우 무려 45.3%의 미취업자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남자
가구주뿐만 아니라 여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 및 노동
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자 가구주의 경우 동일한 임금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남자 가구주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8년 이후 시행될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를 2004년 기준
으로 환산하여 노동공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7차 및 8차 결합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가구구성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 월평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를 기
준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가구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
서 2004년을 기준으로 7차와 8차 자료를 결합하였다.

Ⅲ.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및 특징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사
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제도 도입의 의
의가 있다(전병목․이상은, 2006).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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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식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8년 소득에 기반
하여 2009년부터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연 1회 소득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협소한 적용범위, 낮은 급여
수준,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자는 근로자
가구로서 자영자 및 농어민 가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사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있다. ② 가구
총소득이 연 1,7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 금액은 2007년 전국가구 중위소
득의 50% 및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와 유사한 수준으로 빈곤계층 및 차
상위계층으로 적용대상자를 제한하게 된다. 가구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
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된다. ③ 무주택가구이고 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
액의 상한을 1억 원으로 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차상위계층의 재
산기준 상한이 약 1억 원이기 때문이다. 가구총소득의 경우 부부의 소득만을
합산하지만, 재산의 경우에는 가구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다. ④ 18세 미만의 피
부양아동이 2명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
고 부양아동으로 인정된다.
둘째,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4)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표 1>에서 보듯이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증구간에 속하며 가구소득의 10%가 급여액으로
지급된다. 10%의 점증률은 근로자 사회보험료(7.2%)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되었다.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탄구간으로
서 최대 급여액 8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1,200만〜1,7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감구간으로서 급여액은 1,700만 원과 가구소득의 차액의
16%이다. 이 때 점증구간의 종료소득(800만 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를 미국의 EITC와 비교할 경우 최대적용소득은 낮지만, 최대급여
소득구간은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미국의 2006년 최대적용소
득구간은 최저생계비의 181.7%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2008년) 111.9%이다. 또한 EITC
의 점증률과 점감률은 각각 40%와 21.06%이지만,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각각 10%와
16%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병목․이상은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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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구간

근로소득

급여산식

0〜 800만원

점증구간
평탄구간

800만〜1,200만원

점감구간

1,200만〜1,700만원

근로소득*10%
최대급여액 8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표 2> 구간별 종료소득 비중(2008년 기준)
(단위 : %)

점증구간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평탄구간

점감구간

3인 가구

4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64.9

52.7

97.4

79.0

138.0

111.9

102.0

153.0

216.8

<표 3> 근로장려세제의 추진계획

구분

근로자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

1단계
2단계
(2008～2010년) (2011～2013년)

3단계
(2014년부터)

4단계

아동 1인 이상

무자녀가구

아동 1인 이상

무자녀가구

무주택자
아동 2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사업자
적용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소요예산

1천 5백 억원

4천 억원

1조원

2조 5천 억원

자료 : EITC 추진기획단 내부자료. 이상은(2007)에서 재인용.

법정 최대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수준, 평
탄구간의 종료소득(1,200만원)은 가구당 평균 근로인원 1.5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수준으로 설계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점
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의 종료소득은 각각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2.7%, 79.0%, 111.9%에 해당된다. 또한 200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각 구간별 종료소득은 최저임금의 102.0%, 153.0%, 216.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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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도의 확대가 점진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
에 적용대상가구는 약 31만 가구, 연간 소요예산은 약 1,500억 원으로 추정된
다. 2단계에는 무주택자 기준이 폐지되고, 아동 1인 이상 근로자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부터는 사업자계층에게도 적용되며, 4단
계에서는 무자녀 가구에게도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정
하지 않고 있다.5)

Ⅳ.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구간별로 달리 나타난다. 먼
저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미취업자의 경우 임금률의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는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가할 명백한 유인을 제공한
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경우 임금률의 상승에 따른 대체효
과는 존재하지만, 소득효과(income effect)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취업자의 경우 소득구간별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는 달리 나타난다.
첫째, 점증구간에서 근로장려세제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를 동시에 유발시킨다. 따라서 노동공급의 순효과
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둘째, 평탄구간
에서는 오직 소득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작용
한다. 마지막으로 점감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시간을 감소시
키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근로소득자의 소득분포와 취업자 및 미취업자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6)

5)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은(2007) 참조.
6) Dickert, Houser and Scholz(1995) 참조. 미국의 EITC제도를 분석한 Scholz(1994)에 따
르면 1996년에 EITC 수급자의 77%가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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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모형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단계를 통해서 분석
된다. 먼저는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다7). 본 연구는 대
체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효용함수로부터 노
동공급함수를 도출한다.8) CES효용함수는 Slutzky조건(효용함수의 준오목성)을
충족시킴으로써 효용함수의 일반적 특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maxc,l U(li, Ci)=[φiCi-ρ+li-ρ]-1/ρ

(1)

s.t. Ci=(1-ti)wihi+vyi
T=hi+li
여기서 l은 여가시간, C는 소비, t는 세율,  는 임금률, h는 노동시간, vy는
비근로소득을 의미한다. T는 잠자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1일 14시간으로 가정하였다. φ는 개인의 소비와 여가 간의 선호
를 결정하는 계수로서 나이, 학력수준, 자녀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제약조건하에서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을 구하고 몇 가지 단
계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ln(  )=- lnφi- ln[(1-ti)wi] ;  ≡  .

(2)

또한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근로시간(h), 비보상임금탄력성(   ),
 
보상임금탄력성(  
)에 대한 관계식도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h= 






(3)

7) 노동공급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1세대 연구와 2세대 연구로 구분된다. 2세대 연구
는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이론적으로 도출할 뿐만 아니라 표본선택의 오류와 연
립방정식의 문제를 고려하여 추정치의 일관성을 개선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Killingsworth
(1983)과 Berndt(1999) 참조.
8) 자세한 도출 과정은 Lee(2004) 참조. 동일한 CES효용함수를 통해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국내 연구로는 Lee and Chun(2005)과 김현숙․성명재(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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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여기서  는 세후임금률, vy는 가상소득으로서 노동공급이 0인 경우의 가
구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CES효용함수로부터 실증분석에 필요한 2개의
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    +    +   +  

(6)


    =   +    +    +   +     +    +  


(7)

여기서   =   ,   =   ,   =   ,   =   ,   =   ,  는 Mill's
ratio의 역수이며   는 이의 추정계수이다. 이때   가 음수인 것은 CES효용함
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할 경우 Slutzky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조건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표본선택 편의와 노동시간과
임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eckit 다단계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다. 먼저 1단계에서
는 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의 가능성에 대한 Probit Likelihood 함수를 도출한
다. 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도출된 Probit Likelihood 함수의 추정치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노동공급방정식에 Mill's ratio의 역
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임금방정식과의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한다. 이상의 방식으로 구해진 노동공급함수와 임금함수의 추정
치는 표본선택의 오류와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정치의 일관성
을 유지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적용대상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계수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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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수의 값, 그리고 잔차를 이용하여 모든 관측치에 대해 φ를 구한 후 근로장
려세제의 도입이 세후임금률과 비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 (3)을
통해 노동공급시간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때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가
정하여 추정된 식 (1)의 효용수준이 도입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된 효
용수준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시간은 근로장려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간주된다. 단,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임금방정식으로부터 추정된 임금률을
이용하며, 식 (7)로부터 잔차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하에
서 추정된 잔차를 이용한다.9)

 >     -   -     -    -    -      -   =z

  
    

z=  

(8)

(9)

여기서  은 노동공급함수의 잔차의 표준편차이며, 나머지 항은 개인의 취업
확률을 나타내는 Mill's ratio의 역수이다.

2. 노동공급함수의 추정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7차
및 8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가구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 월평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가구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Heckit
다단계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2004년을 기준으
로 7차와 8차 자료를 결합하였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노동공급조건은 동일하
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함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고,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임금근로자 중 비근로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비근로소득의 규모를 제한한 이유는 최
저생계비 이상과 이하의 소득집단에서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
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e and Chun(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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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10)
먼저 남자 가구주의 경우 <표 4>에서 보면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의 월평
균 비근로소득은 7만 원이며, 가구원수는 평균 3.49명이고, 이 중 18세 미만과
5세 미만 자녀수는 각각 0.99명과 0.29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42.1세, 교육연수는 12.9년, 시간당 평균임금은 9,821원, 월평균 근로시간은
225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가구의 월평균 비근로소
득은 8.9만 원으로 취업자 가구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가구원수(3.29명)와 18
세 미만 자녀수(0.48명)는 평균적으로 적은 수를 기록하였다. 미취업자 가구주
의 평균 나이(50.7세)는 취업자 가구주(42.1세)에 비해 많았지만, 교육연수는
적었다.
<표 4> 기초통계량 : 남자 임금근로자
취업자(N=1835)

미취업자(N=4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이

42.1

9.6

50.7

11.6

교육연수

12.9

3.2

11.4

3.5

시간당 임금(원)

9,821

6,795

-

-

월평균 세후임금(만원)

202

107

-

-

월평균 근로시간

225

62

-

-

월평균 비근로소득(만원)

7

16

8.9

월평균 가구총소득(만원)

286

158

가구원수

3.49

18세 미만 자녀수
5세 미만 자녀수

19.6

162

136

1.13

3.29

1.25

0.99

0.94

0.48

0.81

0.29

0.55

0.09

0.32

주 : 1) 가구총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보험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
2) 비근로소득=가구총소득-근로소득.
10) 2008년 도입 예정인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최대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 정도로 설계되
었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우리나라
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동시적으로 존재
하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비근로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분석대상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임금근로자로 제한
한 이유는 이들이 노동공급의 주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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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노동시장 참가 여부의 프로빗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설명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이가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며 40.8세를 정점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전
환되고 있다. 교육연수와 가구원수, 그리고 비근로소득의 로그값은 노동시장참
가에 양의 효과를 주지만, 대도시 거주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한 프로빗 추정식으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
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함수와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도구변수
로는 나이와 나이제곱, 교육연수, 나이*교육연수 등을 이용하였다. 임금방정식
의 경우 모든 설명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나이와 교육연수
는 임금수준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s ratio의 역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여 임금방정식의 추정에 표본선택의 오류를
고려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
든 설명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나이가 여가의 수요에 미치
는 효과는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임금수준의 로그값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CES 효용함수로부터 도출한 노동공급함수가 Slutzky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Mill's ratio의 역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노동공급시간의 추정에서 제기되는 표본선택의 문제가 적절히 고려
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표 5> 추정 결과
상수
나이
나이제곱
교육연수
나이*교육연수
가구원수
18세 미만 아동수
log(비근로소득)
대도시 거주 여부
log(임금)

노동시장참가
-2.209(0.01)***
0.163(0.01)***
-0.002(0.00)***
0.029(0.00)***

임금
-1.559(0.10)***
0.018(0.00)***

노동공급
-4.255(0.56)***
0.195(0.03)***
-0.003(0.00)***

0.071(0.01)***

0.089(0.01)***
0.015(0.01)***
0.007(0.00)***


주 : *** 1% 수준에서 유의함.

-1.039(0.09)***

-0.442(0.08)***
2.05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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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초통계량 : 여자 임금근로자
취업자(N=237)

미취업자(N=21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이

42.1

12.3

49.3

13.7

교육연수

10.9

4.3

9.1

4.9

시간당 임금(원)

5,980

5,352

-

-

월평균 세후임금(만원)

112

65

-

-

월평균 근로시간

215

73

-

-

월평균 비근로소득(만원)

5.8

14.3

4.3

11.0

월평균 가구총소득(만원)

174

125

140

129

가구원수

2.18

1.09

2.38

1.30

18세 미만 자녀수

0.35

0.69

0.45

0.78

5세 미만 자녀수

0.08

0.31

0.24

0.56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0.27

0.65

0.21

0.54

주 : 1)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자 임금근로자.
2) 비근로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

다음으로 여자 가구주의 경우 <표 6>에서 보면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의
월평균 비근로소득은 5.8만 원이며, 가구원수는 평균 2.18명이고, 이 중 18세
미만과 5세 미만의 자녀수는 각각 0.35명과 0.08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
균 나이는 42.1세, 교육연수는 10.9년, 시간당 평균임금은 5,980원, 월평균 근로
시간은 215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가구의 월평균 비
근로소득은 4.3만 원으로 취업자 가구에 비해 적었지만, 가구원수, 18세 미만
자녀수 및 5세 미만 자녀수는 평균적으로 많았다. 미취업자 여성 가구주의 평
균나이(49.3세)는 취업자 여성 가구주의 평균나이(42.1세)에 비해 많았지만, 교
육연수는 적었다.
<표 7>에서 노동시장 참가 여부의 프로빗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설명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나이가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며 29.0세를 정점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전
환되고 있다. 5세 미만 자녀수와 비근로소득은 노동시장참가에 음의 영향을 미
치지만, 대도시 거주는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가구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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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시장참가 여부에 대한 프로빗 추정식으로부터 Mill's ratio의 역수를 구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함수와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남자 가구주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도구변수로는 나이와 나이제곱, 교육연수, 나이*교육연수 등
을 이용하였다. 나이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비선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
며, 34.7세에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있다. 나이와 나이제곱은 5%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교육연수는 임금수준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ill's ratio의 역수 또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임금방정식의 추정에 표본선택의 오류를
고려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가구주에 대한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여가에 대한 나이의 효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교육연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임
금수준의 로그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CES 효용함수로
부터 도출한 노동공급함수가 Slutzky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공급시간의 표본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Mill's ratio의 역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 추정 결과
노동시장참가

임금

노동공급

상수

-0.193(0.02)***

-2.981(0.48)***

-3.787(2.00)*

나이

0.076(0.01)***

0.045(0.02)**

-0.008(0.01)

-0.001(0.00)***

-0.001(0.00)**

나이제곱

0.099(0.01)***

교육연수

0.191(0.10)**

교육연수제곱
나이*교육연수
가구원수

5세 미만 자녀수

-0.677(0.01)***

log(비근로소득)

0.024(0.00)***

대도시거주 여부

0.144(0.01)***

log(임금)



-2.083(0.93)**
0.858(0.20)***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1.395(0.70)**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강병구)

 101

<표 8> 임금탄력성 및 소득탄력성
비보상임금탄력성

보상임금탄력성

소득탄력성

남자

-0.145

0.121

-0.266

여자

-0.241

0.117

-0.358

한편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임금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구하
면 <표 8>과 같다. 먼저 남자 가구주의 경우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
성은 각각 -0.145와 0.121이고, 여자 가구주의 경우 각각 -0.241과 0.117을 보이
고 있다.11) 소득탄력성은 남자 가구주와 여자 가구주의 경우 각각 -0.266과
-0.358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자 가구주의 경우 여자 가구주에 비해 보상임
금탄력성은 크지만, 소득탄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처럼 보상임금탄력성이 양의 값을 갖는 반면, 비보상임금탄력성이 음의 값
을 갖는 것은 대체효과에 비해 소득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가구소득이 증가할 경우 여가를 선호하는 소득효과가 노
동을 선호하는 대체효과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자 가구주의 비보상임금탄력성은 남자 가구주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세후소득 증가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는 여자
가구주에게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1)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임금탄력성의 크기는 자료와 분석기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
고 있다. 나성린․남재량․문춘걸(2002)의 경우 남자 가구주의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
임금탄력성을 각각 -0.27과 -0.46으로 추정하였지만, Lee(2004)는 남자 임금근로자의 경
우 각각 -0.05와 0.56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현숙․성명재(2007)의 경우 18세 이하의 자
녀가 있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노동공급함수로부터 -0.12와 0.26의 비
보상임금탄력성 및 보상임금탄력성을 제시하고 있다. Bosworth, Dawkins and Stormback
(1996)에 따르면 제1세대 연구에서 추정된 남자의 비보상임금탄력성과 보상임금탄력성은
각각 -0.4〜0.0과 0.0〜0.36의 값을 가지며, 제2세대 연구에서는 각각 -0.23〜-0.05와 0.13
〜0.23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일반적으로 보상임금탄력성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크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근로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분석대상을 제한한 자료의 특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의 비근로소득 수준
을 제한하지 않고, 15세 이상 65세 이하 가구주를 대상으로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결
과, 남자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의 보상임금탄력성은 각각 0.081과 0.56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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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
되는 제도의 소득구간과 급여액을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즉,
점증구간의 최대소득은 2004년 기준 연간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590만
원이며, 이 소득구간에서의 급여액은 가구 근로소득의 10%이다. 평탄구간이
적용되는 최대소득은 연간 최저임금의 150%에 해당되는 885만 원이며, 최대급
여액은 59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는 최대소득은 4인 가
구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1,520만 원이다.13) 점감구간에서의 급여액
은 가구 근로소득과 1,520만 원의 차액의 16%이다.
먼저 가구 근로소득의 분포를 보면 <표 9>와 같다.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조건
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을 갖는 가구
<표 9> 가구소득 분포(2004년)
(단위 : 명, %)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합계

전체

3,318,217
(61.12)

539,109
(9.93)

1,571,454
(28.95)

5,428,780
(100.0)

남자

2,099,469
(56.91)

383,599
(10.40)

1,206,045
(32.69)

3,689,113
(100.0)

여자

1,147,140
(70.81)

138,115
(8.53)

334,667
(20.66)

1,619,923
(100.0)

전체

21,419
(8.78)

56,886
(23.33)

165,563
(67.89)

243,869
(100.0)

남자

14,402
(7.70)

47,029
(25.16)

125,510
(67.14)

186,942
(76.66)

여자

5,179
(13.69)

5,662
(14.96)

26,998
(71.35)

37,840
(100.0)

주 : 1)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의 종료소득은 가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590만원, 885만원, 1,520만원임.
2) 가중치 적용 총가구수는 13,719,234가구임.
13) 2004년 연간 최저임금은 연말 기준으로 5,907,200원이며,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연
12,661,0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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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가구의 39.57%에 달하는 5,428,780가구이다.14) 이들 가구의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득에서의 가구분포는 각각 61.12%, 9.93%, 28.95%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24.19%, 3.39%, 11.45%에 해당된다.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조
건을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과할 경우 각 소득구간에서 적용대상가구의
분포는 8.78%, 23.33%, 67.89%로서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 걸쳐 91.22%의 비
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자 가구주의 경우 여자 가구주에 비해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 남
자 가구주의 92.3%와 여자 가구주의 86.31%가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위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가구 가구주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추정결과를 보여준다.15) 먼저 가구총소득이 점증구간에 속하는
경우 남자 및 여자 가구주의 노동시간은 모두 증가하지만, 평균 노동시간의 증
가는 남자 가구주보다 여자 가구주에게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총소득이 평탄구간에 속하는 경우 남자 및 여자 가구주의 노동시간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점
감구간에 속한 208명의 가구주 가운데 66.8%는 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만, 나
머지는 노동공급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6) 점감구간에서 노동
시간이 감소할 경우 그 정도는 남자보다 여자 가구주에게서 더 큰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가 남자 가구주보다는 여자 가
구주에게서 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자 가구주의 소득탄력성이 남자 가구
주의 소득탄력성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 참가효과는 여자 가구주의 경우 매우 높
14)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
구소득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5)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모의실험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자료 값이 아
니라 제도 도입 이전의 상황에서 추정된 모의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전의 상황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노동시간을 추정할 경우 실제로 관찰된 노동시간
과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추정오차에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논
의는 김현숙․성명재(2006) 참조.
16)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주 중 33.2%의 효용수준은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여가시간 또는 노동공급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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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취업 가구주의 노동공급효과
(단위 : 가구수, 시간)

소득구간

남자

여자

합계

가구수

12
39
153
204
17
30
55
102
29
69
208
306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합계

노동시간 증가
평균
가구수
노동시간
12
2.26
0
0
0
0
12
2.26
17
5.23
0
0
0
0
17
5.23
29
4.00
0
0
0
0
29
4.00

노동시간 감소
평균
가구수
노동시간
0
0
39
-0.57
101
-6.53
140
-4.87
0
0
30
-0.03
38
-16.88
68
-9.44
0
0
69
-0.34
139
-9.36
208
-6.36

불변
가구수

0
0
52
52
0
0
17
17
0
0
69
69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보듯이 미취업자 중 남자 가구주의 22.5%와
여자 가구주의 83.8%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가할 유
인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취업자 임금함수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가상적인 노동공급시간의 비교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실제의 노동시장참가와는 다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추정모형에서 고려
하지 못한 미취업자의 가구특성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 참가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 특히 여자 가구주의 경우 보육 및 간병의 부담은 노동시장참가에 따르
는 기회비용을 제고시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가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표 11> 미취업 가구주의 노동시장참가 효과
(단위 : 가구수, %)

전체가구

노동시장
불참가구

노동시장
참여가구

참여비율

남자

423

328

95

22.5

여자

210

34

176

83.8

633

362

271

42.8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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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취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평탄
구간과 점감구간에서의 노동시간 감소효과가 점증구간에서의 노동시간 증가효
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미취업자의 실제 노동시장참가는 미취업 가구의 특성
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Ⅴ. 맺음말

2008년 도입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매우 제한적인 적용범위,
낮은 급여수준,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근로장려세제가
취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평탄구간과 점감
구간에서의 노동시간 감소효과가 점증구간에서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에 근로장려세제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추정
되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가효과는 미취업 가구주가 직면하는 다양
한 가구특성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점증구간의 종료소득을 확대하면서 점증
률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보육 및 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취업
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아동수를 고려하여 급여를 차등화하는 급
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수요측 제약요인을 적절
히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가 2차 소득자로서 배우자의 노
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에 비자발적
실업의 위험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Bargain, Caliendo, Haan and Orsini(2006)에
따르면 수요측 제약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노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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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근
로장려세제는 2차 소득자로서 여성 배우자의 한계세율을 높여 노동공급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함에 있어서는 수요측 요인과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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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
on Labor Supply in Korea
Byung-Goo Kang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very
limited beneficial income groups and low credit rate.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e decreasing effects of labor supply in flat and
phaseout ranges exceed the increasing effects of labor supply in
phase-in range. While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estimated to be strong, the real effects might not be significant
because of many constraints surrounding the low income households.
Keywords : EITC,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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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들을
기업수준에서 실증하였다. 먼저,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로서의 기
업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합리성과 비합리
성의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통합 모형을 기초로, 합리성에 기초
한 영향요인－효율적 선택(efficient choice), 외부통제(external contro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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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합리성 가설에서는 CEO경력(부분지지)과 사
용자단체 가입이 비정규직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기업이 매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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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사적으로 정규직 고용은 대부분의 주요 산업국가에서 하나의 규범을 형성
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Houseman & Osawa, 2003; Burgess & Connell, 2004).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에 와서
는 그 양상이 고착화(또는 구조화․일반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노
용진, 2006; 김유선, 2006).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7년 8월 현재 한국
의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70만 3,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5.9%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정부가 공식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1년의
26.8%에서 약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04년 37%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고착화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발표 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한
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은 29.7%(OECD, 2007)로 30.4%를 나타내
고 있는 스페인(OECD, 2006)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확산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지닌다(김윤호, 2007). 먼
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2000년대 초반에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단기간에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둘
째, 비정규직 고용이 수량적 유연성 달성의 대표적인 제도로 활용되었다. 수량
적 유연성의 또 다른 측면인 다운사이징은 갑작스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임
시방편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한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
를 대체하는 대안적 고용형태(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로 제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함께, 고용관계론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비정규직의 등장 및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
다(Pfeffer & Baron, 1988; Kalleberg, 2001; Connelly & Gallagher, 2004;
Marsden, 2004; Matusik & Hill, 1998). 이와 같은 노력들은 주로 고용형태가
외부화(externalization)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대안적 고용형태로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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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여러 주체들(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등)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고자 했던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내부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있다(Davis-Blake & Uzzi,
1993; 노용진, 2006 등). 즉, 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 속성들이 내부노동시
장의 발전과 그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해 고
용을 외부화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결과의 축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기업간 차
이를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대한 합의는 아직 형성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Kalleberg, 2003).
특히, 한국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확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
들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현상을 매우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자 시도하였다. 고용이라는 현상은 특정 국가에서 일정한 시점에 형성되어 있
는 제도적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수론적인 연구 모형의 설
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Gooderham & Nordhaug, 1997; Brewster, 1994), 기
존의 연구들은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적 모형을 고집한 측면
이 강하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행위자로서의 기업을 매우 합리적
인 의사결정자로 가정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예외, 김주일, 2001; 김동배․
김주일, 2002).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당 기업이 처하고 있는 경쟁환경, 기술적
환경과 인사시스템, 조직구조 및 인적 구성과 같은 기업의 구조적 특성 또는
해당 구조가 발생시키는 비용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거나(Davis-Blake & Uzzi,
1993; Kalleberg, 2003; Gramm & Schnell, 2001; 노용진․원인성, 2002 등), 직
무의 특성(Masters & Miles, 2002; 원인성, 2002)이 기업간 비정규 고용의 차이
를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기업은 외부의 제도적
환경이 부여하는 가치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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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 전략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비정규직 활용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기업수준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을 한정한다. 또한,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통합하는 관점
에서,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로서의 기업 행동을 조명할 수 있는 연
구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증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을 적
절히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로서, 관리혁신의 도입과 확산을 설명하는 기
존 연구들의 흐름을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통합적 관점에서 차용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연구들에 의하면, 혁신의 채택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은 명확한 목적
설정과 기술적 고려를 통해 매우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와는 무관하게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부여하는 가치와 정당성을 기준으로 자신
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비합리성의 측면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Abrahamson, 1991; Mckinley et al., 2000; Subramony, 2006; Budros,
1999). 이와 관련하여, Osterman & Burton(2006)은 내부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최근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부노동시장의 관점이 향후 노동시장의 실
질적 변화를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잠재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부노동시장 관점이 경
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규범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성과 비합리성 관점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호대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아래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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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합리성 모형과 비합리성 모형의 개념적 비교
구분 기준

합리성 모형
비합리성 모형
효율적 산출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
도구
목적합리성
가치합리성

1)

조직에 대한 가정
합리성 구분2)
3)

행동 논리

결과의 논리

적당의 논리

정보처리의 완전성2)

완전성

비완전성 또는 무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
정
질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합
리적인 과정(일관성)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배태
된 제약하의 의사결정
무질서하고 의사결정의 성과
와는 무관(비일관성)
당시 환경이 부여하는 가치
에 대한 순응

4)

의사결정의 자율성
의사결정의 과정5)

의사결정의 산물(제도)1) 의식적인 설계
6)

주된 의사결정의 기준

경쟁우위, 경제성․효율성․
정당성, 가치, 규범, 관행
생산성

자료 : 1) Meyer & Rowan(1977), 2) Weber(1997), 3) March & Simon(1993),
4) Granovetter(1985), 5) Allison et al.(2005), 6) DiMaggio & Powell(1983).

먼저, 합리성(rationality)이란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완전성과 도
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완전성은 행위 주체가 매순간 자신이 선택할 수 있
는 행위 가능성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 가능성들을 비
교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도구성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는 주체가 자
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행위 가능성들을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자신의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남
인, 2005: 38). 즉 경제적 합리성 모형에 의하면, 조직을 경제적 도구로 가정하
므로 조직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합리적 시스템
으로 바라본다. 또한, 조직은 경쟁우위, 경제성․효율성․생산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조직혁신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고자 노력한다(이규
용․김동원, 2001; Budros, 1999). 이와 같은 내용을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의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합리성 모형은 비정규 고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요구
되는 모든 정보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최
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표 1 참조).
둘째, 비합리성(arationality)이란 합리성의 반대 개념인 반합리성과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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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반합리성(irrationality)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분별 없는(not logical or
reasonable) 행위를 가리키는 데 적합하다면, 비합리성은 일정한 논리에 지배되
지 않은(not based on or governed by reason) 행위를 설명하는 데 더 어울린다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따라서 비합리성 모형은 위에서 설명한 경제
적 합리성에 기초한 최적화 논리와는 무관하게 혁신적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들로 구성된다. 비합리성 모형에서 가정하는 조직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순응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또한, 조직 내 개인의 선호와 선택은 개인이
살아 숨 쉬는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DiMaggio & Powell, 1991). 결국 비합리성 모형에 의하면, 고용관련 의사결정
자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와는 직접적인 상관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규범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Weber(1997)는 사회적 행위의 규정근거로서 합리성을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 구분하고 있는 합리성 모형은 목적합리적(means-end rational, zweckrational)
근거에 해당되는 반면 비합리성 모형은 가치합리적(value rational, wertrational)
근거에 해당된다. 그에 의하면, 목적합리성은 ‘외부 세계의 대상과 다른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추구되고 고려
된 성공적 결과로서의 자신의 목적에 대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p.
146)’을 가리키는 반면, 가치합리성은 ‘일정한 행동거지의 무조건적인 고유 가
치 그 자체에 대한 의식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와는 상관없
는 행위의 근거'인 것이다.
March et al.(1993)도 두 가지 행동의 논리(logics of action)을 제시하고 있는
데,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와 적당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
가 그것이다. 이때, 전자는 본 연구의 합리성 모형과 일치하며, 후자는 비합리
성 모형의 설명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분석적 합리성은 결과의 논
리이다. 행동을 선택할 때 가능한 여러 가지 결과를 행위자의 선호에 비추어 평
가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이다. 예측, 분석, 계산 등이 행동의 논리에 동원
된다. 즉 대안이 나타나면 그것의 예상되는 결과와 그 결과의 만족도에 따라 평
가된다. 두 번째 행동 논리, 즉 적당의 논리는 미리 존재하는 규칙을 상황에 적용
하는 것이다. 행동은 상황을 기왕에 자주 접한 친숙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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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이론적 통합 모형
기업
사회
행동
접근방법
배경
기반

합
리
성

비
합
리
성

이론적
배경

비정규 고용 결정의 논리적 구조

효율적
조직 선택
내부 (efficient
choice)

생산함수의 구성이나 관할구조의 선택에서 발생하
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효용이 높은
합리적
선택이론 방식(utility analysis)으로 고용의 형태나 시점을
채택함.

외부통제
조직
(external
외부
control)

환경이 부과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유연성(flexibility)
자원의존
을 획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통
이론
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형태를 결정함.

제한된 합리성하에서 고용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자
CEO인지 Upper
조직
는 자신이 보유한 가치, 배경, 개인특성 등의 준거
(CEO
echelons
내부
틀(managerial frames of reference)에 의해 편향된
Cognition) 이론
의사결정.
조직 모방
제도화
외부 (Mimicry) 이론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정도가 결정됨. 제도적 동형(isomorphism)과의 확
산메커니즘이 비정규 고용의 패턴을 형성함.

상황에 적당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선택된다. 경험, 역할, 제도, 전문가적 지식
등이 이 논리에 동원된다.”(p.8).
통합모형을 구성하는 두 번째 기준은 사회적 배경이다. 이것은 조직행동의
영향요인이 조직 내부에 있는지 또는 조직 외부에 있는지를 구분하고 있다. 먼
저 조직 내부의 대표적인 사회적 배경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문화,
조직의 규모 및 연령, 조직 구조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등의 기술적 특성, 재
무적 특성 등이 있다. 또한, 본 모형에서는 조직 내부요인으로 리더의 개인 속
성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미시적 수준의 개인적 속성들이 조직 수준의 구조
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할 뿐더러(Budros, 1999;
Hambrick & Mason, 1984; Lewin & Stephens, 1994), 본 연구 모형의 대상인
고용형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용관계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기업
의 최고경영자들이 보유하는 인적 속성이나 태도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본 모형은 개인 수준, 조직 수준 및 외부환경 수준을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원천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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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조직혁신의 도입과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조직, 외부환경의 영
향요인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연구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연구들(Kimberly
& Evanisko, 1981; Kimberly, 1981; Budros, 1999)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표 2>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즉 기업의 비정규직 고
용과 관련한 영향요인의 범주는 (1) 기업행동의 기반이 합리성 또는 비합리성
에 바탕을 둔 것인지와 함께, (2)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이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지 또는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접
근방법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각의 접근방법이 가지는 고유의 논리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네 가지 조직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는 다음 장으로 넘기기로 한다.

Ⅲ.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

1. 합리성 가설
기업 행동의 합리적 선택 모형에 의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익최대화의
원칙에 입각하게 된다. 즉 해당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그들의 목표가 이
익최대화와 경쟁우위의 확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의 도입은 자신이 처한 조직 성과의 정도에 따
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Abrahamson, 1991). 특
히,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은 파산 가능성의 증대와 금융시장의 제약에 직
면하게 됨으로써, 비용을 삭감해야 할 압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재무적 위험에
처한 기업들은 해당 위험을 그들의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
안을 고려하게 되고, 이 경우 고용형태의 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기준은 단기
적 비용절감의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무위험 분산을 위한 기업의 동기는 결국 비정규직의 추가적 고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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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상태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들의 결과도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Hanka(1998)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지속
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이나 파트타이머와
같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WiensTuers(1998)도 부채 비율 등의 재무적 불건전성과 비정규직 고용 간에 정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단기적 위험회피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
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재무상태의 불건전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높
을 것이다.

효율성 접근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정규 고용의 기업 간 차이를 설명하려는
접근으로, 기업이 고용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효율성 극대화의 논리를 적용한다
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 연구들(Mangum et al., 1985;
Montgomery, 1988)이 주목했던 비용최소화 관점에서 고용의 외부화를 설명하
는 논리적 구조로서, 이 관점은 최근 연구들(노용진, 2006; Kalleberg et al.,
2003; 노용환, 2007)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정규
고용과 관련한 인건비(관리비용, 채용 및 훈련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의 수준이
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인건비의 격차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건비 중에서 비급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게는 각종 복리
후생 및 근로조건의 제공이 정규직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2년에, 국민연금과 건
강보험은 정규직의 90% 이상에게 적용되었던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각각
21.6%와 24.9%만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및 퇴직금 등의 비급여인건비 항
목을 구성하는 항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김유선, 2007).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정규직에 대한 비급여인건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
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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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제 접근방법에서는 자원의존이론을 배경으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
였다. 자원의존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이 처해 있는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서 환경이 부과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획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환경을 관리해 나가려 한다고 주장한다(Pfeffer & Salancik, 1978). 이 이론은
환경의 외적 제약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 접근에 비하여 합리성 모형의
원형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따르게 된다. 즉 자원의존이론이 주목하는 조직의 행동원리
는 목적합리성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성 모형으로
분류한다(Pfeffer, 1987).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원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Scott, 1998). 첫 번째 방법은 완충전략(buffering strategies)이
다. 이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자원부족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증가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전략에는 투입물의 분류 향상, 재고 보유 확대, 변화
에 대한 예측과 생산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방법인 연계전략(bridging strategies)은 자원부족에 대한 기업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자원제공자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원부족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는 외
부 자원제공자와의 관계 강화와 정보획득, 호선(co-optation), 계약 설정, 합작투
자 및 합병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Pfeffer & Baron(1988: 277)은 위와
같은 완충전략과 연계전략이 고용의 외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들의 자원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전
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자원에 대한 대체자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자원의 필요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비정규직 고용
에 적용하면, 기존의 정규직 고용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의존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안적 고용형태로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완충전
략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며, 기존에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던 활동
을 외부화하여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연계전략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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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의 차원에서 수요변동성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Kallegerg et al., 2003: 533).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상품수요의 변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더 높
을 것이다.

또한, Davis-Blake & Uzzi(1993)는 자원의존이론을 배경으로, 강력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기업환경의 조건들에 의한 외적 통제가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요 권력집단으로 노동
조합을 설정하고, 노조의 힘 또는 노사관계 분위기 등이 비정규직 고용에 일
정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고용 간의 관계
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그 이론적 설명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박우성․박재용,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고용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주주집단(stockholders)을 주요한 외부통제의 대상으
로 설정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고용을 포함한 고용 외부화의 증대는 주주들의
단기이익압력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Scott, 1998:194). 기업은 고용을 외부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기적 이득
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은 주주들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Gospel & Pendleton(2003)은 주주들이 기업의
고용관리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금융-지배구조(finance-governance)의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주주 자본주의 또는 투자자 자본주의의 일반화이다. 투자
자들로부터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기업과 관리자들이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우선적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측에게는 해가 되
는 의사결정의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단기주의(short-termism)의 강화와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관행(market-based measures of performance)은 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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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상의 변화 압력은 기업특수적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의존성
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외부로부터의 단기이익압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
이 더 높을 것이다.

2. 비합리성 가설
Hambrick & Mason(1984)에 의해 제시된 Upper Echelons 이론은 제한된 합
리성하에서 최고경영자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즉 경영
자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상황적 조건들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지
모형과 가치, 성격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수많은 실증연구에 의해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결정
적인 이유는 최고경영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관찰 가능한 인적 속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즉 교육, 근속 및 전문영역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최고경영자의 경력형성의 차이가 대용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
축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당수의 인적속성 변수들이 조
직의 구조적 과정과 성과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구성개념적 연결망
(nomological network)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Upper Echelons 관점을 따르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사용자의 경력 분야와 조직 운영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
들을 살펴보자. Finkelstein & Hambrick(1996)은 시스템론적 관점에서 경력 분
야를 산출영역(마케팅, 제품개발 등), 변환영역(회계, 생산운영 등) 및 주변영역
(법무, 총무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변환영역의 경력을 가진 경영자들
이 주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재무관리와 같이 경제학 중심의 교육을 받는 사용자들은 시장원리
에 충실한 고용관계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Tsui et al., 1995).
Fligstein(1985)는 1919년부터 1979년까지의 미국 대기업들의 사업부제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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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최고경영자의 전문경력 분야는 그들의 특정한 세
계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무 분야가
주된 경력인 최고경영자들은 기업 자체를 단기 이익과 재무적 평가 기준들을
관리하기 위한 처분 가능한 자산의 묶음(a bundle of disposable assets)으로 바
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Fligstein, 1990). 따라서 이들은 기업의 인
수․합병 및 투자 철수와 같이 매우 급격한 재조직화 전략을 거리낌 없이 결정
하고, 다운사이징을 비롯한 고용의 외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Budros, 2004).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5. CEO가 재무 분야를 주요 경력으로 하는 기업은 그 외 다른 분야를
주요 경력으로 하는 CEO가 재직하는 기업들에 비하여 비정규직 고용
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또한, Upper Echelons 이론에 의하면, CEO의 연령은 기업의 혁신적 행동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nkelstein & Hambrick, 1996).
특히, 젊은 사용자들은 조직의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방식이나 혁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Grimm & Smith, 1991). 반
면, 연령이 높은 사용자들은 자신이 쌓아 온 평판과 사회적 정당성이 훼손될 것
을 우려하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조직의 관리방식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혁
신적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McKinley et al., 2000;
Wiersma & Bantel, 1992).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고연령
CEO의 경우 장기고용의 가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비정규직 고용이 사회 일반의 정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CEO의 연령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낮을 것이다.

Abrahamson(1991)에 의하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직들은 유행선도
조직(fashion setting organization)(보통, 컨설팅 회사나 경영관련 대중매체 등)
이 조장하는 관리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유행선도 조직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fashion setting
network)에서는 직접적인 매체를 통해 유행선도 조직이 보급시키는 규범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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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에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확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
구되어 왔다. 또한, Erickson & Jacoby(2003)는 혁신적 작업관행이 확산되는 중
요 경로로서, 사용자단체 등의 사용자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용자단체들이 매우 중요한 유행
선도조직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경총 등의 사용자단체는 다양한 언
론매체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특
히 경총이 발간하는 <월간 경영계>는 2000년(11월호)부터 2007년(1월호)까지
총 62건(1년에 약 8건 수준)의 비정규직 관련 기사를 발표함으로써(한국학술정
보, 2007), 회원사들에게 비정규직 고용을 합리화하고 그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의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유행선도자의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은 배
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사용자단체의 회원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비정규직 고
용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다음 가설은 다른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혁신적 제도를 추종하는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
럼 비정규직 고용을 혁신적 고용방식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업의 유연합
리화(flexible rationalism) 레토릭에 대한 조응이라고 보면(Abrahamson, 1997),
해당 기업이 지니고 있는 혁신제도에 대한 추종 성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조직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것이
라는 맹목적인 기대를 혁신 편의(proinnovation bias)라고 하는데(Kimberly,
1981), 본 연구에서는 이 혁신 편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
에 대한 효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혁신을 추종하는 차원에서 비정규
직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
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관리혁신의 추종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높
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8개의 가설을 정리하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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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정규직 고용 영향요인의 실증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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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론

1. 연구 표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사업체패널」조사 자료와 한국상장
사협의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정보 <TS2000>,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정
보 <KISLINE>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를 비롯하여,
독립변수 중 단기이익압력과 경영자단체 가입 및 관리혁신 추종 정도는「사업
체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재무정보는 TS2000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CEO와 관련된 변수들은 TS2000과 KISLINE
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를 포함한 각종 인물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 조사의 분석 수준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사업체이기
때문에 기업 수준 자료와의 결합에서 분석 수준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체패
널 조사의 자료를 기업의 본사 자료로 한정하였다.
사업체패널 조사는 2002년도에 조사가 시작되어 2005년에 3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말을 기준으로 2003년에 조사된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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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기준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2003년도 말을 기준으로 2004년에 조
사된 3차년도 자료로 종속변수를 구성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시간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2차년도 자료에 이어 3차년도 자료에서도 패널이 유지된
사업체수 1,606개 중 본사 응답 케이스이면서 기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외감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결합하였으며, 종속변수에 결
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636개의 기업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표 3>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활용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측정방법과 간략한 기술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2003년 당시 6개 직종(관리, 연
구개발 및 기술, 사무, 서비스 및 영업, 생산기능, 단순노무인력)의 전체 인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는 단기계약
직, 파트타임/시간제, 일시적 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임시일용직, 독립도급
근로 재택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아닌 잔여적 개념의 고용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총 636개 표본 기업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약 7.6%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2차 자료의
일반적인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계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
고 있으나, 자본잠식이 일어난 기업의 경우 음(-)의 부채 비율이 산출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표본 기업들의 부채 총액과 자산 총액을
별도로 수집한 후, 부채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본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약 62.4%이다.
비급여인건비 비율은 손익계산서상에 보고되어 있는 인건비 항목을 합산한 총
인건비 중에서 비급여인건비인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기존 문헌들의 비급여인건비 수준에 대한 측정방식을
살펴보면 관련 항목에 대한 대리변수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Montgomery(1988)와
Davis-Blake & Uzzi(1993)는 산업별 부가급여 수준을 기업별 복리후생 비용의
대리변수로, Houseman(2001)와 Kalleberg et al.(2003)은 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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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거나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활
용하고 있다.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문헌들도 산업
수준 자료를 결합해서 활용하거나(김유선, 2003), 사업체패널 조사에서 제공하
고 있는 각종 대리변수들(예, 채용비용은 선발도구의 수, 해고비용은 명시적 고
용안정책 정도, 부가급여는 퇴직금 지급률 누진 여부 등)을 활용하고 있다(노용
진, 2006; 노용환; 2007).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직접 기업별 비급
여인건비 비중을 계산하여 그 내용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본 기업의 비
급여인건비 비중은 약 26%로 나타났다.
<표 3> 변수의 측정 및 기술통계
구분

독
립
변
수

표준편차

7.633

15.221

부채비율
부채 총액/자산 총액*100
636 62.390
효율
비급여
(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
선택
617 25.783
인건비
비율
비)/총인건비*100
합
리
상품수요
(지난 3년간 매출액) 표준편차/평
636 14.545
성 외부 변동성
균*100

40.437

비정규직 비 (6개 직종) (비정규직총수/전체인
636
원수)*100(%)
율

통제 단기이익
압력

9.629
16.258

투자자나 모회사로부터 단기이익
624
압력을 받는 정도(1~5점)

2.179

0.994

재무분야=1, 그 외 분야=0

636

0.066

0.249

2003-생년

525 56.747

8.236

경영자단체나 협회 가입 여부
(가입=1, 미가입=0)

624

0.830

0.376

연봉제, 팀제, 다면평가, 식스시
그마 시행 여부 합산(각 제도 시 636
행=1, 미시행=0)(0~4)

1.410

0.969

산업더미

제조업=1, 비제조업=0

636

0.591

0.492

기업연령

2003-회사 창립일

636 27.093

14.864

기업규모

기업 총근로자수

632 575.693 2179.700

노조 유무

노조조직=1, 미조직=0

631

CEO경력
CEO
(재무)
인지
CEO연령
비
합
사용자단체
리
가입
성 모방
관리혁신
추종강도

통제변수

측정

N

평균

종속변수

변수

0.374

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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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요 변동성은 과거 3년간 매출액의 변동계수로 측정하였다. 기존 문헌
들은 노동수요의 변동성 측면에서 산업수준의 자료를 활용하거나(Montgomery,
1988; Abraham & Taylor, 1996; Houseman, 2001; Gramm & Schnell, 2001;
김유선, 2003), 산업수준 변동계수에 기업의 1인당 연간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
으로 개별 기업의 변동성을 추정하였다(노용환, 2007). 본 연구에서는 노용진
(2006)의 측정방법을 따라, 기업 고유의 상품수요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표본
기업의 변동계수 평균은 약 14.5%로 나타났다.
단기이익압력은 “귀 사업장은 투자자나 모회사로부터 단기이익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전적으로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단기이익압력이 기업의 고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을 실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기이익 측정방식에 있어 두 가지 접근방식
이 나타난다. 먼저, Wiens-Tuers(1998)는 기업이 단기이익에 대해 주주로부터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에 반하여, Budros(2004)는 특정 기업의 주주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들이 해
당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치의 하락이
단기이익압력의 대리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 주가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산한 개념인 총주주수
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의 하락 수준을 측정하려 하였으나, 미상장기업의
경우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과의 지배구조 차이로
인해 총주주수익률 하락이 단기이익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채패널 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지적 측정방식을
도입하였다. 단기이익압력의 평균은 약 2.18로 나타났다.
CEO 경력(재무)은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재무 분야를 주요 경력으로 하
는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재무 분야를 주요 경력으로 하는 CEO는 표본 기업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연령은 생년월일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평균 연령은 5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 가지 CEO 관련 변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1인의 CEO만을 관측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복수의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앞에 기재된 CEO만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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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 가입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경영자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우
를 1로 코딩하였다. 표본 기업의 83%가 1개 이상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혁신 추종 강도는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급속
도로 확산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가지 혁신제도(이규용․김동원, 2001;
김동배, 2005)의 시행 여부를 합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표본 기업은 약 1.4개의
관리혁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과 기업 연령,
기업규모 및 노동조합의 유무를 포함하였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
성을 우려할 만큼 높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아 별로도 보고하지 않았다.

3. 분 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다수의 기업이 한 명의
비정규직도 고용하지 않고 있어 좌측 절단(left-censoring)된 분포를 가진다. 이
와 같은 경우 최소자승추정(OLS)을 활용하는 전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
면, 범주형과 연속형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료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
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Greene, 1993).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최우도추정법
(MLE)에 근거한 토빗(t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
된다.
   ′     
  
   ≤ 
         

여기서, yi*은 잠재변수, Xi는 비정규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β는
추정계수, 그리고 ε는 오차항으로 ～N(0, σ2)이다. 이와 같이 토빗 모형을 사용
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통적 회귀분석에 대응되
는 추정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에 대해서도 적절한 확률을 추정하도록 해주어 종속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왜곡 없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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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표 4>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토빗분석 결과이
다. 분석의 독립변수 투입전략은 실증분석 모형의 구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
다. 우선,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각각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에 해
당되는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들
을 투입하여 완전 모형(full model)을 구성하였다.
먼저, 부채 비율은 합리성 모형과 완전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p<.
01)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강하게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재무불건전성이 비정규직 활용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문헌의 연구 결과(Hanka, 1998; Wiens-Tuers, 1998)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용조정과 비정규직 활용을 증가시
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조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
하였다가 단기간에 그 발생 비율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외환위
기 이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김동
배, 2005: 360～361)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무불건정
성이 지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 전략 중에서 고용조정보
다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급여인건비 비율도 부채 비율과 같이 합리성 모형과 완전모형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p<.01)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강하
게 지지되었다1). 이러한 결과는 합리성 모형 중 효율선택가설이 비정규직 고용
1) 독립변수 중 유의도가 가장 높은 부채 비율과 비급여인건비 비율에 한하여 회귀계수 차이
검정(모형 3 기준)을 실시한 결과, t통계량의 p값=0.0094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회귀계수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부채 비율보다 비급여인건비
비율이 기업간 비정규직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정통계
량은 아래와 같다(Wooldrid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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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의 경우, 비정규직 활용의 주요 이유들(인력유연성, 비용절감, 업무특성) 중에
서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기존 연구 결과(김동배․김주일, 2002 등)
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외부압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로서 비정규직을 활용할 것이라는 외부통
제가설 중에는 상품수요 변동성(매출액 변동계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모형별
로 p<.05 또는 p<.1)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합리성 모형에 비하여 완전모형의 유의수준이 감소한 것은 그 관계의
강건함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
3의 지지는 상품수요의 변동이 파생시키는 고용수요의 변화가 정규직의 신규
채용보다는 비정규직의 추가적 활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단기기익압력은 합리성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지만 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완전모형에서는 그 방향
마저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결정하는 영향요인
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성 변수 중 단기이
익압력의 측정 도구만 응답자의 인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응답자의 특성
에 따라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단기이익압
력의 수준보다는 그 변화(특히, 급격한 압력 증대)의 정도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더욱 적합한 측정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CEO경력(재무 분야)은 비합리성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p<.1)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완전모형에서는 그 유
의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전모형에서 합리
성 변수들(단기이익압력 제외)이 종속변수 변산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5와 함께 CEO 인지가설을 구성하는 가설
6(CEO연령의 효과)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수도 가설과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기각되었다.
사용자단체의 회원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비정규직 고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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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7의 검증 결과는 지지되었다. 비합리성 모형과 완전모
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p<.1)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
과를 비합리성 관점에서 해석하면, 사용자단체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수량
적 유연성 확보 전략의 정당성을 전파하여,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업 규범
(business norm)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리혁신추종 강도는 해당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관리혁신을 추종하는 기업들
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8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혁신추종 성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관리혁신제
도의 도입 여부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방식은 각 관리
혁신 중에서 어떤 혁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추종 수준이 높은 것인지를 고
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이유에서 관리혁신의 채택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측정 결과가 오염되거나 결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4>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토빗(Tobit) 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항
-22.138 (7.642) *** -17.996 (12.353) *
-29.928 (12.921) **
부채비율
0.079 (0.028) ***
0.085 ( 0.031) ***
합
비급여인건비 비율 0.362 (0.126) ***
0.429 ( 0.143) ***
리
매출액변동계수
0.152 (0.074) **
0.120 ( 0.082) *
성
단기이익압력
0.814 (1.264)
-0.148 ( 1.402)
7.856 ( 5.043) *
3.918 ( 5.183)
비 CEO경력(재무)
CEO
연령
0.144
(
0.174)
0.044
( 0.176)
합
사용자단체
가입
5.087
(
3.868)
*
5.376
( 3.856) *
리
1.654 ( 1.450)
1.533 ( 1.458)
성 관리혁신추종강도
산업
(
제조업
)
-7.862
(2.497)
***
-8.032
(
2.803)
***
-7.330
( 2.806) ***
통
기업연령
-0.139
(0.093)
*
-0.121
(
0.101)
-0.107
( 0.101)
제
log(
총근로자수
)
0.853
(1.233)
0.262
(
1.432)
0.180
(
1.429)
변
6.460 (2.985) **
7.810 ( 3.224) ***
7.439 ( 3.315) **
수 노동조합
N
598
506
487
Log likelihood
-1452.2778
-1200.502
-1151.773
Chi2(df)
41.18(8)***
23.90(8)***
41.32(12)***
주 : *p<.1, **<.05, ***p<.01 수준에서 유의함(단측검정), (
함.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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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중에서는 산업더미와 노동조합이 주목할 만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존재가 비정규직 고용 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
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체패널 조사를 이용한 연구
들(Lee, I. & Kim, D.-b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
했듯이,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유무와 비정규
직 활용 정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상당한 문제가 존재하고 그 실증
결과도 혼합된 결과(mixed results)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박우성․박재용,
2005)을 감안하면,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 기업의 비정규직 증가 추이, 사용자
측의 대체의도, 정규직 직무에 대한 대체가능성 등과 같은 조직 특성들을 조절
요인으로 고려하는 추가적인 이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활용의 영
향요인을 기업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리성 모형과 비합리성 모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리성 모형의 영향요인들(부채 비율, 비급여인
건비 비율, 매출액 변동계수)과 비합리성 모형의 영향요인들(CEO경력, 사용자
단체 가입)이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기업간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성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연구의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부여하는
가치와 규범에 따라 기업의 행위가 결정된다는 비합리성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본 본문의 주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위기를
통해 형성된 불확실성의 증대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인과모호성을 증가
시키게 됨으로써, 위기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기업규범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설명(Baron et al., 1986)이 외환위기 이후

134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한국 기업들의 행동패턴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설득력이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둘째, 두 가지 모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성 모형이 비정규직 고용 비율
의 기업간 차이를 더욱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는
합리성 모형에서 지지된 변수들이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본 논문의 연구 모형 설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기초하여 제도의 확산 과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면밀히 분
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등의 종단적 연구 설계가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자료의 제약(특히, 종속변수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변수에 의존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에는 자료의 확보를 통해 활발한 종
적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다른 측면에서, 비합리성 가설의 약한 지지를
추정해 보면, CEO 인지의 접근방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 사용자인 최고경영자의 인적 속성을 영
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의사결정이 최고경영자 단독의 의사결
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TMT(top management team,
최고경영자 팀)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Hambrick, 2007).
지금까지 언급한 이론적 시사점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합리성 모형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들의 비정규직 활용패턴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면, 다분히 ‘low road’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성 모형에서는 재무위험의 회피와 인건비
절감 및 상품수요 변동이 비정규직 고용의 주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장기적 관점의 생산성 증대(high road)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회피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업체패널 조
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전문직 비정규직보다는 단순노무직의 비정규직을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김동배, 2005), 기업이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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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차원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은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고용의 수량적 유
연성을 증가시키지만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
다는 권순식(2004)의 연구 결과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비합리성 모형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
즉 고용계약의 체결은 해당 노동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의 규범과 함께 각
각의 거래 당사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정책
의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영향요인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에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질적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정규직 활용
강도와 관리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패턴을 설명하는 차원
에서 비정규직의 상대적 고용 비율을 그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
업별로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차별적 특성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마다 그 고용의 본질적 속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Davis-Blake & Uzzi, 1993; Harrison & Kelly, 1993), 추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정규직 유형별로 차별적인 이론적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합리성 모형에서 선택한 변수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
직을 선택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득(재무구조 개선, 비용절감,
단기 유연성 확보 등)을 기업 행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본 논문
의 목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동안의 경
영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이 상당히 제도화된 시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조직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별 수준과 인사관리방식의 특성 차이가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지식의
축적은 고용형태 결정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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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규범이 무엇이지를 모색하는 데 있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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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y Employers Use Contingent Workers:
Examining the Rational and Arational Hypotheses
Yoon-Ho Kim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ontingent employ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Focusing on
the behaviors of firms as decision-makers of employment arrangements,
the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model of rationality and arationality'
of firm's using of contingent workers. Based on the integrated model,
the study examines four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efficient choice, external control, CEO cognition, and mimicry.
Constructing the matched data from the WPS(Korea Labor Institute),
KISValueⅡ(Korea Information Service INC.) and TS2000(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the study examines 8 hypotheses. Using the
Tobit model, this study found that the variables of debt ratio, ratio of
non-wage labor costs, and variations in product demand had positive
relations with contingent workers' ratio in the model of the rationality.
On the other hand, in the model of arationality of firm's using of
contingent workers, the variables of CEO career(finance) and joining
employers' associatio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These
results show not only support the previous studies' results of that firms
make decisions on the employment arrangements under the rational
ground, but also suggest that those arational factors such as values and
norms resulted by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social
relations influences the behaviors of firms.
Keywords : contingent workers, efficient choice, external control, CEO cognition,
mimicry, T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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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quality and job satisfaction and that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among Korean salaried workers were similar to those found in
studies of European and North American workers. This study uses a
sample that includes salaried workers who completed both individual
and additional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questionnaires from the
2001 Wave 4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working fulltime(92%) in a regular
position(78%). Approximately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68%) assessed
their health as good or excellent. The hypothesized associations were
robust after controll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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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Research shows that occupational grade has significant impacts on workers’
health (Marmot et al.,1984; Marmot et al., 1991; Bosma et al., 1997; North
et al., 1996). The Whitehall study of civil servants in England showed elevated
morbidity and mortality rates not only among the workers of low occupational
grades but also among the privileged groups when compared to those of
highest socioeconomic status (van Rossum et al., 2000; Marmot et al., 1991).
It is suggested that economic circumstance, social circumstance at work (work
demands and control, job variety, skill use, and social support), and health-risk
behaviors (Wickrama et al., 1997) are the main factors behind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grade and health (Marmot et al., 1991; North et al.,
1996). Studies also suggest significant impacts of work conditions on job
satisfaction (Brush et al., 1987; French et al., 2007; Kemery et al., 1987;
McMurray et al., 1997; Near et al., 1984) and on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health (Kemery et al., 1987; Lerner et al., 1994; Marmot et al.,
1991; North et al., 1996; Peter et al., 1998; Wickrama et al., 1997).
Job satisfaction may in part mediate the influence of work conditions on
health status. It is possible that work conditions affect job satisfaction and in
turn job satisfaction influences health status. Psychosocial measure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have been known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workers’ health and wellbeing (Sharma et al., 2007; Krause et al., 1997;
Kunz-Ebrecht et al., 2004; Bosma et al., 1997; Peter et al., 1998). Some studies
suggest that subjective appraisal variables such as effort-reward imbalance are
more stable predictors of health status than objective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such as job control (Bosma et al., 1998; de Jonge et al., 2000).
Although reciproc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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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cted, the likelihood of health status changing levels of job satisfaction is
smaller than that of job satisfaction affecting health status.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has suggested a stronger link from job satisfaction to
physical health status than the inverse relationship (i.e., from physical health
to job satisfaction) (Kemery et al., 1987).
Considerable research exis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conditions and
health (Bosma et al., 1997; Lerner et al., 1994; Marmot et al., 1991; North et
al., 1996; Peter et al., 1998; Wickrama et al., 1997), and that between work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Eum et al., 2007; French et al., 2007; Kemery
et al., 1987; McMurray et al., 1997). However, studies examining all three
variables simultaneously (work condition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de Jonge et al., 2000; Kemery et al., 1987) o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Krause et al., 1997; Sharma et al., 2007) are
extremely limited. Furthermore, some studies that included job satisfaction in
their analyses are mostly based on the samples of European and North
American workers (Kemery et al., 1987; French et al., 2007; Krause et al.,
1997; McMurray et al., 1997; Sharma et al., 2007) primarily in health care
settings (French et al., 2007; McMurray et al., 1997; Sharma et al., 2007).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examining job satisfaction and health in Korea.
Although a small number of studies included some forms of work condition,
job satisfaction, or health related variables in their analyses (Eum et al., 2007;
Jhun et al., 2004; Kang et al., 2007; Kim et al., 2005; Seo et al., 2004; Yoon
& Cho, 2007), job satisfaction was not the focus of the studies. Therefore, the
role of job satisfaction in Korean workers’ health is not clearly understood yet.
Representation of general Korean workers in studies is another issue. Almost
all studies were based on health care worker samples, specifically nurses or
physicians. A study examini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job content
instrument reports a significant bivariate association of job satisfaction with
several dimension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tructure of work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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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m et al., 2007), a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was found among Korean nurses (Yoon & Cho, 2007).
Among reviewed studies on Korean workers, only Kim et al.’s study was
regarding general workers. Their study foun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self-assessed health status among subgroups (Kim
et al., 2005).
Review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 among work
condition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ealth
literature (Wickrama et al., 1997; Goldberg & Waldman, 2000; Marmot et al.,
1991; North et al., 1996), I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guiding this
analysis. Multiple dimensions including financial compensation, job demand
and control, job variety, and social environment at work may comprise job
quality. Second, job quality may affect a worker’s job satisfaction. Other work
conditions including job security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demography may also affect job satisfaction. Third, job quality is likely to have
influence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the association is partly mediated by
job satisfaction. Since perceived health status may be also affected by objective
health conditions, demography, and non-work related life satisfaction,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qualit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in the conceptual framework, several
hypotheses are tested. First, job quality is comprised of financial compensation
and other dimensions representing job demand and control, job variety, and
social environment at work. Second, job 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demography, job security,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ird, job 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health status,
controlling for objective health status, demography, and non-work life
satisfaction. Fourth, job satisfaction mediates the effect of job quality on health
status. In other words, job satisfaction is associated with perceiv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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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nd it reduces the magnitude of the association between job qualit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t is assumed that the association of job satisfaction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is unidirectional: job satisfaction affects perceived
health status, but health status does not affect job satisfaction. This assumption
is based on previous empirical research that does not show any evidence of
an influence of health status on job satisfaction (Kemery et al., 1987) as well
as logics. For instance, one of job satisfaction dimensions, satisfaction with
one’s earnings, can affect a worker’s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by can
affect perceived health status. However, perceiving one’s health status good or
poor is not likely to change the levels of satisfaction with one’s earning, which
is rather most likely influenced by reference group members’ earnings.

Ⅱ. Methods

1. Data
This study uses the individual, household, and additional survey data from
the 2001 Wave 4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KLIPS
has been conducted annually since 1998 starting with an original sample of
5,000 urban household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Korea Labor Institute,
2004). Household data include information on demography, changes in
household members, family relations, accommodation, education and childcare,
and financial status and consumption. Individual data include information on
individuals’ economic activit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characteristics, work conditions, job and life satisfaction, and labor market
mobility. The KLIPS has been administering different types of additional
modules in most waves to obtain in-depth information on a specific topic or
for a particular age group. The 2001 KLIPS Additional Survey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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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health-related issues including self-assessed health status,
disability, injury, illness, health care use, caregiving and receiving care from
all participants, and issues related to retirement and old-age life from
participants aged 45 or older.
This study usesa sample that includes salaried workers who completed both
individual and additional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questionnaires.
Workers who completed individual questionnaire also had information in
household data. An analytical sample was formed by merging three datasets:
individual, household, and health & retirement module dataset. Ten cas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health & retirement module data were
missing.

2.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largely in three steps. First, exploratory 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es were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constituting job
quality. Factor analyses instead of regression modeling were used because the
main purpose of this analytical phase was rather creating a job quality variable
through data reduction than identifying predictors of job quality. In the initial
stage of factor analyses, I included items correla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0.2| at significance level 0.05) with annual salary and education
level (years of schooling) based on a priori assumption that annual salary and
education level are closely related to job quality. Included items were a few
occupation type indicators (professional, technician, and elementary occupation),
government-related sector, employment type (regular or temporary), fulltime
status, and number of employee benefits eligible. Items that did not form a
factor (not clustered together with other items) were eliminated in the next
factor analysis. The final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five items: annual
salary, education level, employment type, fulltime status, and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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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benefits using varimax rotation.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results,
a composite job quality variable was created.
Second, using the composite job quality variable,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examine if job quality predicts job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confounders. A summary job satisfaction measure
(mean) derived from responses to nine questions asking different aspectsof job
satisfaction (financial compensation, stability, types of work, work environment,
work hour, future potential, communication/relationship, promotion, and
benefits)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Potential confounders of job
satisfaction,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and other work-related factors including job security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were controlled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the model to account for the nonrandom distribution of individuals in jobs
associated with various levels of job satisfaction by age, gender, and marital
status and potential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thes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earch suggests that demography i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through several ways, which include differences in expectations at work by
age, gender, education, and seniority, in values and beliefs by gender and
education, and in objective work conditions by age, gender, education, and job
tenure (Brush et al., 1987). Job security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were
controlled for because these may reflect other work conditions that are not
represented by job quality, but may affect job satisfaction. Job security was
measured by employment type (regular ortemporary employment) and fulltime
status (fulltime or part-time). Employment sector (private, non-profit, and
government-related) was used to account for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captured by job quality and job security variables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specific to each sector.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job quality was tested to assess if the association of job quality
with job satisfaction differed by gender. For instance, it is possible tha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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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ob satisfaction can b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when the
quality of their job is the same due to differences in expectations between
genders.
Third, the association between job qualit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as
examin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ith objective health status
(measured by impairment/disability, current illness, doctor visit for treatment of
illness), a summary measure of non-work life satisfaction (mean of six life
satisfaction scor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ender, and marital
status) controlled for. Other variables usually related to health status such as
education, income, and benefits were not controlled for in the model because
these three variables had been already incorporated in the job quality variable.
The dependent variable perceived health status is a dichotomous variable (good
health or not) derived from five responses to a self-rated health question:
excellent, very good, so-so, poor, and very poor. The two responses, excellent
and good, were categorized as ‘good,’ otherwise ‘not good.’ The ‘so-so’
response was included in the ‘not good’ category to group people into broad
categories based on perceived overall health rather than to distinguish ‘ill’
people from ‘not ill’ people. When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compared, the
current self-rated health variable (excellent and good vs. the rest) shows better
sensitivity than the variable including ‘so-so’ in the ‘good’ health category.
Lastly, the job satisfaction variable was added on to the previous regression
model to examine if job satisfaction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job
qualit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nd if job satisfaction predicts health statu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in the model. Interac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gender was tested to assess if the association of marital status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differed by gender: for instance, if marriage was
associated with better perceived health among men but not among women with
comparable characteristics. Interac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gender was
also tested to examine if the association of job satisfaction with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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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tatus differed by gender. For example, it is possible that job satisfaction
i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among men than
among women with comparable characteristics. This interaction may exist if
the extent of centrality of work (how important work is) differs between gender
groups.

Ⅲ. Results

1. Sample Characteristics
Table 1 summarizes sample characteristics. On average, workers in the
sample were 38.1 years old (ranging from 17 to 83) and were about 60% male
and 40% female. Roughly two thirds of the sample was married. Approximately
63% of the sample had at least high school education and about 21% had
bachelor’s or higher degrees.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working
fulltime (92%) in a regular position (78%). The percentage of regular workers
in this sample is higher than the estimat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ess than 50%). According
to 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2006), the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between two data sources is likely due to the
differences in criteria used to determine employment type.

Among

employment sectors, the private sector was the largest group (79%), followed
by government or government-related (11.8%) and non-profit organizations
(3.7%). Government employees and employees of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firms were categorized into one due to their similar characteristics.
Average annual earning was 14,339,300 won (ranging from 360,000 to
18,000,000 won), and workers were eligible for about 4 employee benefits on
average. Approximately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68%) assesse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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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N=3,841)
Variable
Age (years)
Gender
Male
Female
Married
Education
No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year college
4-year college
Graduate (master or doctorate)
Regular employment
Fulltime employee
Employment sector
Private
Non-profit
Government or government-related
Other or unknown
Annual earning (won)
Number of eligible employee benefits (out of 20)
Good health (good or excellent)
Impaired or disabled
Have illness requiring medical care
Visited doctor for treatment last year

Mean (std. dev) or Percent
38.1 (11.5)
60%
40%
67.1%
3.8%
14.8%
18.2%
35.8%
5.9%
17.3%
4.1%
78.2%
91.9%
79.0%
3.7%
11.8%
5.5%
14,339,300 (9,077,449)
3.9 (3.9)
68%
1.6%
9.9%
40.1%

health as good or excellent. One in ten workers had an illness or illnesses
requiring medical care, and about 2 out of 5 visited a doctor for a treatment
in the past year.

2. Job Quality
In exploratory 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es with varimax rotation,
annual salary, education level, and the number of eligible employee benefits
highly loaded on a first factor. The first factor explained approximately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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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ariance. Employment type and fulltime status loaded highly on a separate
factor that can be called ‘job security’ factor. Other variables examined in
initial factor analyses including occupation type and employment sector
variables did not form any identifiable factor structure, therefore, were
excluded from further factor analyses. Theoretically, education level is an
antecedent factor that influences the financial compensation aspect of job
quality (earnings and employee benefit). However, I decided to use education
level as a proxy of other aspects of job quality including job demand and
control, job variety, and social environment at work. Although education level
may not be the perfect variable representing these dimensions (job demand and
control, job variety, and social environment at work), it can be assumed to be
the closest proxy that are correlated with these aspects of job quality given that
the KLIPS does not have specific questions measuring these dimensions.
Therefore, education level, along with annual salary and numbers of employee
benefits, was used in creating a composite job quality measure. The job quality
measure was created by averaging three standardized variables: z scores of
annual salary, education level (years of schooling), and the number of
employee benefits. In regression models, standardized (z scores of) job quality
variable was used for ease of interpretation.

3. Bivariate Associations
Bivariate associations were examined using correlation, chi-square,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Job qual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le gender,
being married, education level, earnings, having a regular and fulltime job, and
working in non-profit or government-related sector (Table 2). Job satisfaction
was associated with other control variables in similar ways as job quality with
some exceptions. Job satisfaction did not differ between gender and marital
status groups. Workers in non-profit sector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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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Variable

1
1. Job quality
1.00
2. Job satisfaction 0.43*
3. Good health
0.17*
4. Female
-0.26*
5. Age
-0.08*
6. Married
0.27*
7. Education years 0.73*
8. Annual salary
0.79*
9. Regular
0.39*
10. Fulltime
0.21*
11. Private sector -0.18*
12. Non-profit
0.12*
13. Government
0.29*
14. Life satisfaction 0.39*

2

3

4

5

1.00
0.21*
0.02
-0.15*
-0.01
0.25*
0.34*
0.29*
0.09*
-0.09*
0.13*
0.16*
0.54*

1.00
-0.07*
-0.29*
-0.08*
0.11*
0.13*
0.18*
0.05*
0.05*
0.02
0.02
0.22*

1.00
-0.13*
-0.19*
-0.09*
-0.37*
-0.13*
-0.18*
0.02
-0.00
-0.05*
-0.07*

1.00
0.47*
-0.09*
0.06*
-0.17*
-0.00
-0.13*
-0.00
0.07*
-0.09*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6
7
8
9
10

1.00
0.27*
0.26*
0.01
0.04*
-0.08*
0.02
0.08*
0.10*

1.00
0.39*
0.18*
0.02
-0.11*
0.12*
0.15*
0.25*

1.00
0.28*
0.24*
-0.12*
0.06*
0.20*
0.31*

1.00
0.34*
0.11*
0.06*
0.08*
0.06*

1.00
0.03
0.01
0.08*
0.07*

11

12

13

14

1.00
-0.38* 1.00
-0.71* -0.07* 1.00
-0.05* 0.07* 0.12* 1.00

* Significant at=0.05 level.

than those in government-related sector (p<.05). At bivariate level, health status
was associ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earnings and education), job quality,
work conditions, job satisfaction, and non-work life satisfaction in expected
directions. Male, younger, and single (unmarried) workers reported better
self-rated health status than their counterparts. Gender differences existed.
Female workers tended to be younger (36 vs. 39 years old), less educated,
single, and less healthy. They were more likely to have temporary and
part-time jobs and to work in private sector than male workers in the sample.

4. Job Quality and Job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job quality and
job satisfaction (  =0.22, p< 0.001), controlling for demography, employment
type, and employment sector (Table 3). Fulltime status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model because inclusion of the variable decreased model fit. Since the job
quality variable used in the regression model is a standardized z score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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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0 and standard deviation 1, the coefficient of job quality can be
interpreted as the change in job satisfaction score with one standard deviation
change in job quality variable. Therefore, the job quality coefficient 0.22 in
Table 2 means that when the level of job quality increases by one standard
deviation, job satisfaction increases by about one fifth of one unit of job
satisfaction, which ranges from 1 (very unsatisfied) to 5 (very satisfied). Unlike
some studies that reported increased job satisfaction with increasing age (Brush
et al., 1987), ag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p<0.01) in
this sample. Married workers were less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job
(p<0.001), and this association was similar for both gender groups. The
association of job quality with job satisfaction did not differ between gender
groups when other factors were comparable. As expected, regular employment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job satisfaction (p<0.01). Respondents in
non-profit (p<0.001) or government-related sector (p<0.01)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 than their counterparts in private sector.
Table 3.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Effect of Job Quality on
Job Satisfaction(N=3,717)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s

P-value

Intercept

2.93

<.001

Job quality*

0.22

<.001

Age (years)

-0.002

<.01

Female

0.14

<.001

Married

-0.096

<.001

0.14

<.001

Non-profit organization/firm

0.22

<.001

Government-related

0.081

<.01

-0.087

<.05

Regular employment
Private sector (reference group)

Other/unknown sector

F statistics with a degree of freedom 8=152.1, p-value<0.0001.
2
R =0.25
* standardized z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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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ob Quality and Self-rated Health
The result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confirmed the hypotheses that job
quality predicts self-assessed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mediates the effect
of job quality on perceived health status. Potential endogeneity between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was ruled out on following bases. First,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in literature show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health
status has been found in some studies (Krause et al., 1997; Sharma et al., 2007).
Second, logically the 9 items (satisfied with: earnings, job stability, type of work,
work environment, work hour, future potential, social relationship at work,
promotion, and benefits) that were used to construct the mean job satisfaction
variable are unlikely to be influenced by health status. Lastly, in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health status did not cluster with any of job satisfaction items.
Before the job satisfaction variable was included in a model (Model 1), job
quality (z scor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odds ratio=1.22, p<0.001),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ender, and marital status), objective health status (impairment/disability,
current illness, doctor visit due to illness), and non-work life satisfaction (Table
4). The positive association continued to hold when the job satisfaction variable
was added to the model (Model 2). However, the magnitude of the association
reduced by approximately 8% (odds ratio=1.14, p<0.001). That is,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job quality measure was associated with 22% increase in
odds of reporting good health (odds ratio=1.22), but the odds decreased to 14%
(odds ratio=1.14) when job satisfaction was accounted for. A log likelihood
ratio test indicated that the job satisfaction variable significantly improved
model fit compared to the model without the job satisfaction variable
(p<0.001). Testing of interac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gender indicat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as
consistent across gen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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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 Effect of Job Quality
on Self-rated Health Status(good health or not)(N=3,716)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Job quality

1.22(1.11,1.34)

<.001

1.14(1.03,1.27)

<.01

Age (years)

0.96(0.95, 0.97)

<.001

0.96(0.95, 0.97)

<.001

Female

0.78(0.65, 0.92)

<.01

0.74(0.62, 0.88)

<.05

Married

0.96(0.78, 1.19)

0.73

1.01(0.82, 1.25)

0.93

Impaired or disabled

0.23(0.12, 0.43)

<.001

0.22(0.11, 0.43)

<.001

Illness requiring health care

0.19(0.14, 0.26)

<.001

0.19(0.14, 0.26)

<.001

Visited doctor for treatment

0.38(0.32, 0.45)

<.001

0.38(0.32, 0.45)

<.001

Non-work life satisfaction

2.20(1.83, 2.64)

<.001

1.87(1.53, 2.29)

<.001

1.44(1.19, 1.74)

<.001

Job satisfaction
Log Likelihood

-1874

-1867

Ⅳ. Discussion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quality
and job satisfaction and that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among
Korean salaried workers were similar to those found in studies of European
and North American worker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sample is not limited to health care workers, who have been the focus
of most studies i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and in Korea. The
analysis supported most hypotheses. The hypothesized associations were robust
after controll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Job quality was clearly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expected directions,
controll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As expected, job satisfaction itself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after taking
account of work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bjective health stat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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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work satisfaction while mediating the effect of job quality on perceived
health status.
The fact that female worker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s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with comparable characteristics does not seem surprising.
Given the extremely competitive job market condition in Korea and gender
inequality, female workers may feel more satisfied than male workers if they
are in a similar position. Greater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es of
non-profit organization and government-related sectors than thosein private
sector may be due to several reasons. Relative job security embedded in these
sectors not measured by employment type may be one of them. Other
unmeasured advantages of being in non-profit and government-related sectors
as opposed to being in private sector such as better access to various resources
could be related to higher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of these sectors than
private sector workers. Self-sorting of workers into different sectors by
personal preference is suggested as one of the reasons why public sector
workers show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private sector workers (Heywood et
al., 2002). According to the self-sorting argument, workers who like work
conditions and culture of public sector tend to seek jobs in the sector and to
be more satisfied. In addition, wide variation in characteristics of private sector
employment could be another reason since private sector includes both a large
number of small firms in very poor conditions as well as a small number of
firms that provide high quality jobs to highly selected employees.
The reasons why older and married Korean workers in this sample are less
satisfied with their job then their counterparts are not clear. Meanwhile, it is
probable that positive factors or contexts accompanying older age and marriage
found in other societies (of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and other
times do not exist or do not work the same way in Korea. Older workers may
not be satisfied with their jobs because of lower job reward than they expected
and less favorable job prospect for older workers due to the high pre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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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voluntary early retirement. Lower job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rkers
may also be related to the severe competition in job market. Since married
individuals have a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ir family, they may be more
likely to take and keep less satisfactory jobs than unmarried people, as a result,
expressing lower job satisfaction. More research attention is needed to better
understand these unexpected resul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among job quality,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First,
refinement of a job quality measure is warranted. The composite job quality
variable used in this study, although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variables were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was not satisfactory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vailable for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job quality variable.
Further investigation of potential items that may also represent important job
quality dimensions such as position at work is needed. Second, longitudinal
data analysis will allow us to identify trends over time and to resolve some
causality-related issues. The KLIPS has collected information on work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across its waves, and health-related information
in most waves (except for the 1st and 5th wave) with some variation in specific
health-related items by wave. For instance, self-assessed, current health status
was asked in all waves except the 1st and 5th waves. Information on health
behaviors (smoking, drinking, and physical activity) was collected only in the
5th and 8th waves, and limitation in daily living was asked from the 6th to 8th
waves. Taking advantage of the panel design of the KLIPS, it will be possible
to determine if levels of job satisfaction in previous years has impacts on
health status in late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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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 임금노동자의 직업만족도와 건강수준 간의
상관관계
김진숙
한국의 임금노동자에서 보이는 직업의 질과 직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그리
고 직업만족도와 자가평가 건강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유럽 또는 북미 노동자들
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1년 시행한 제4차년도「한국노동패널」조사 본조사와 건강과 은퇴 부가조
사 표본을 이용하였다.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은 전일제(92%) 정규직(78%)
노동자들이었고, 68%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거나 ‘건강’
하다고 평가하였다. 분석시 설정된 가정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는데,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혼인상태), 고용형태 관련 변수(정규직 여부), 기업형태 (사기
업, 공기업(non-profit), 정부관련 기업)를 보정한 다중 회귀분석 모형에서 직무
의 질은 직업만족도 및 자가평가 건강수준과 예상되었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객관적 건강상태, 직무 무관 생활
만족도를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직업 만족도는 자가평가 건강수
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의 질과 자가평가 건강수준 간의 상관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직업의 질, 직업만족도, 자가평가 건강수준, 임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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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항만노사관계의 변화를 ‘노동체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분
석한 것이다. 전통적 항만노동체제는 기술적 조건과 시장조건을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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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체제 전환은 2007년 1월 부산항을 시작으로 ‘노조 독점적 노동공급제
도’가 해체되면서 완료되었다. 항만노동체제의 전환은 체제를 구성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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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노조의 통제, 노조에 의한 조합원의 통제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제도적
통제와 협약의 정치로 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체제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과거 노조에 의한 통제 및 조율되던 노동시장에서 시장 경쟁적 노동시장으
로 이행했다. 노동운동 역시 항운노조 독점체제에서 새로운 주체의 성장에
따라 분화와 경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조직과 교섭도 분권화와 집중화의 이
중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 항만노동체제의 누적적 전환 과정을 거쳐
형성된 ‘2007년 체제’의 내용과 성격은 환경적 요인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
에서 주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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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만노사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술적 조건과 시장조건 등
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주체들의 전략적 대응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말～2000년 초 부산항 신선대․우암부두 파업
사태, 2003년 이후 진행된 화물연대에 의한 물류마비 사태, 2005년 초 부산항
운노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이후 진행된 항만노동공급제도의 상용
화 합의 및 2007년 1월 시행까지의 과정은 기존 노사관계의 누적된 모순과 비
효율성이 외연적으로 표출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특히 노조 독점적 노동공급제
도의 변화는 기존 항만노사관계 구조를 지탱해 왔던 토대의 전면적 해체와 재
구성을 요구하는 결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항만노사관계는 노조 독점적 노동공급제도로 인해 매우 특수한 발전
과정과 구조를 보여 왔다. 노조는 노동시장 조절과 함께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
통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권력자원
(power resource)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항만노동인력의 상용화는 노동시장의
조절과 노동통제 권한을 시장으로 이전시키기 때문에 노사관계 주체간 권력관
계의 급속한 변화를 동반한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한 항만노사관계의 재구조화는 기존 누적된 ‘모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새로운 모순과 불안 요인이 대두되
는 계기로도 볼 수 있다. 항운노조의 ‘사용자 대리 기능’은 소멸되었지만 조합
원들의 이익대변 기능이 높아지면서 노사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김형
태․김찬호, 2006) 새로운 노조조직의 성장으로 본격적인 노조간 경쟁체제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항만노사관계의 변화를 ‘노동체제(labor regime)’
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상용화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항만노동
체제는 해체되었고 새로운 ‘2007년 체제’가 형성되었다. 체제 전환이란,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 조응성 등을 체계
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전통적 항만노동체제에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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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의 이행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주체
들의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의 구성

1. 노동체제론
노동체제(labor regime)는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 및 전략적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노동체
제의 개념은 ‘구조적 조건’과 ‘주체들의 대응’이 결합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틀(노중기, 2006: 75)로 노사정의 관계와 구조를 ‘제도화된 시스
템’으로 접근한다(조효래, 2002: 4). 우선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노동
체제 개념은 송호근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에 따르면 노동체제는 ‘노동문
제의 제도화 양식’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정치․경제․사회의 각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도화의 결과적 산물을 노동체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본다(송호근, 1994: 41). 반면 노중기는 ‘노동정치체제(labor regime)’
의 개념을 사용한다. 생산의 정치와 대비되는 노동정치(labor politics)가 노사정
간 “정치적․전략적 상호작용 일반”을 의미한다면, 노동정치체제는 “노동정치
과정에서 생산되고 구조적으로 응집되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재생산되
는 상호작용의 틀”(노중기, 1997: 130)이다. 장홍근은 송호근의 노동체제 개념
을 보다 발전적으로 확장한다. ‘노동문제의 제도화 양식’이라는 기본 논지는 받
아들이면서 노동체제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으로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노동 과정 그리고 노동력 상품의 거래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범 및 관행의
제도화된 양식”(장홍근, 1997: 27)으로 규정한다. 노동체제론에서 사용되는 제
도의 내용적 의미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규칙과 규제, 비공식적으로 창출된 협
약, 관습, 문화적 이해의 복합체”(조효래, 2002: 82)로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제약하고 여과한다.
노동체제의 개념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체제의 구성요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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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송호근은 노동체제의 구성요소를 노동시장 구조, 노동정치, 노동계
급 정치라는 세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상정한다. 장홍근은 노동체제의 하위
체계를 시장경제 법칙에 의해 작동되는 노동시장체계, 거시정치 및 미시 작업
장 정치수준의 노동통제체계, 그리고 노동운동으로 재구성한다. 임영일은 노동
체제를 “특정한 자본축적체제에 조응하여 형성되는 노동통제, 노동시장, 노동
운동의 특정한 유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포괄적인 계급(정
치)관계”(임영일, 2003: 24)로 정의하며, 각 분야의 행위 주체는 국가, 자본, 노
동이 된다.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각 분야는 상호 조응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성
을 유지하지만 조응관계에 균열이 생길 경우 체제는 위기에 빠져들 수 있으며
불안정성과 내부 모순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기존 노동체제 연구들의 대부분은 체제의 전환과 동학에 관심을 집중해 왔
다. 임영일은 체제 전환의 요인을 기존 체제 내에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배태된 모순의 누적, 축적체제(외부환경)의 변화로 제시한다(임영일,
2003: 26). 장홍근은 정치 변동과 축적체제 변동이 계급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체제 전환의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계급정치2)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 및 상호작용의 결과가 체제 전환의 내용과 특성을 규정
한다(장홍근, 1999: 37). 이전 체제와 새로운 체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기준이 중요하다. 조효래가 제시하듯(조효래, 2002: 84), 노동기본권의 법적 승
인과 제도화 여부, 노사간의 권력관계와 주도권의 변화,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
조합의 사회적 규제의 형태와 정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와 집중성
의 정도가 체제 전환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체제 전환 기준을 토대로 체제 유형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7년 노
동자대투쟁은 기존 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결정적 국면
(critical juncture)’에 해당한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형성된 ‘1987년 노동체제’는
제한적이고 불균형한 제도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산업 갈등, 작업장 수준의 대
2) 장홍근은 노동체제 전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임영일의 계급정치 개념을 수용․적용한다.
급정치(class politics)란 “국가(정부), 자본, 노동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세 계급행위
체들이 한편으로는 다른 계급행위 주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쌍방의 계급행위 교환의 과정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특수한 자신의 이해관계 관철을
해 전개하는 다양한 권력자원 동원과 투입의 과정”(임영일, 1998: 36)으로 정의된다.

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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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 노사관계, 분산적인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특징으로 한다(임영일,
2003: 35-37). 이러한 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의 관심은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분
배의 개선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달성하는 조직구조는 기업별 노조체제였고 수
단은 대규모 ‘동원의 정치’에 기초한 대결이었다. 따라서 1987년 체제는 ‘노동
조합의 대중투쟁’,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정부의 공권력 개입’이 어우러진 매
우 불안정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된다(최영기, 2004: 18). 체제 전
환 유형과 경로는 배제적 권위주의 노동체제에서 배제적 시장권위주의 노동체
제로(장홍근, 1999), 권위주의 노동체제에서 과도기적인 1987년 노동체제를 거
쳐 시장자유주의적 노동체제(임영일, 2003; 조효래, 2002), 또는 ‘종속적 신자
유주의’ 노동체제(노중기, 2006)로의 전환으로 설명되고 있다.

2. 분석 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 개념’으로서 노동체제의 개념과 체제의 구성요소, 전
환의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항만산업 분야에 적용․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체제 관련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전국적 수준을 분석 단위로 상정해 왔
다. 이는 노동체제가 주로 거시적 노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상되었기 때문
이다. 한국 노사관계 연구는 특수한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거시적(국가적) 수준
과 미시적(작업장) 수준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상황적 조건이라 함은 노
동조합조직체계가 고립분산적인 기업별 체제를 근간으로 해왔고 노사관계의
제도화수준도 기업별 수준을 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별 노
사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주체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범위 수준’의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산별 수준의 노사관계
제도화에 대한 노력은 산별노조로의 조직체계 전환과 교섭구조 형성으로 구체
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운동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조직전략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체제는 1987년과 199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및
전환의 압력을 강하게 받아 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이행 과정은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혹은 영역별로, 그리고 기업․산업별로 불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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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다(조효래, 2002: 84). 특히 항만노사관계는 국가가 ‘변동의 촉발자
(intiator of change)’ 역할을 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개입력을 보여왔으며, 노
동시장 역시 노조 독점적 노동공급제도를 유지하면서 타 산업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노사관계 제도화 수준도 기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중앙-지역-기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체결되어 온 거의
유일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동체제의 개념은 기존 논의를 받아들여 ‘특정 축적
방식에 조응하여 형성된 노동통제, 노동시장, 노동운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
합되어 재생산되는 틀’로 규정한다. 축적방식은 노동체제의 환경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기술적 조건과 시장적 조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체제 전
환 요인은 축적방식과 주체의 권력자원, 전략적 선택, 전략적 상호작용의 변동
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노동체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산 틀을 유지
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노동체제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주체들간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구조화(structuring)를 거친 결과물이다. 각 주체들
은 구조적 조건을 반영한 전략적 상호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는 전략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변형되기도
한다.
연구 목적인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조건
과 함께 항만노동체제를 구성하는 노동통제, 노동시장, 노동운동의 형성과 구
조 그리고 전환의 요인과 효과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적 조건은
컨테이너화에 따른 항만하역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
술적 조건과, 항만에서의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증대, 항만간 경쟁체제가 강화
되고 있는 시장조건을 포함한다. 노동통제는 산업적(중범위적) 수준과 작업장
(미시적) 수준을 구분해서 살펴보고, 기존 노동통제의 특성과 해체요인, 새로운
노동통제의 경향을 ‘제도적 통제’와 ‘협약의 정치’ 출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은 ‘노조독점적 노동공급제도’에서 ‘시장경쟁적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을 논의한다. 또한 기계화와 생산 과정의 외부화에 따른 분절화 경향도 중요한
변화로 상정하여 검토하게 된다. 노동운동은 과거 항운노조의 독점체제에서 분
화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주목한다. 새로운 노조조직의 출현 및 성장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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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의 변화를 초래한 핵심적 요인으로 상정할 수 있다. 주체의 변화와 함께
조직과 교섭의 변화 과정도 추적하게 될 것이다.

Ⅲ. 환경적 조건

1. 기술적 조건
항만운송의 ‘컨테이너화(contanierization)’는 항만노동체제의 전환을 초래한
핵심적인 기술적 조건이다3). 운송의 컨테이너화란 단위적재 시스템(Unit Load
System)의 일종으로 송화인(送貨人)에서 최종 수화인(受貨人)까지 물류의 전 구
성요소를 결합하여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하명신 외, 2003: 82).
컨테이너화의 배경은 197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정기 선사들이 직면한 축적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기 선사들은 인력 중심의 하역 과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자 새로운 축적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컨테이너 혁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화는 항만운송의 전 과정을 새롭게 재구조화하
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하역의 기계화 및 자동화, 선박
의 대형화를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절약적 기술의 도입으로 항만하역 작업
의 합리화를 빠르게 진행시켰다(Schwarz-Miller․Talley, 2002: 524). 비용의 문
제와 함께 또 다른 요인은 정기선 시장 상황에 의한 것이다. 당시 정기선 시장
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대형선을 투입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
기 위한 전략을 경쟁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박태원․정봉민, 2002). 기존 벌
크화물(bulk cargo)과 달리 컨테이너 화물은 항만산업을 자본집약적인 장치산
업으로 변화시켰고, 항만에서의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3) 컨테이너선이 최초로 국제항로에 투입된 시기는 1966년 시랜드(SeaLand)사가 풀컨테이너
선(full container ship)을 대서양 항로에 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곧이어 주요 선사들이 각
항로별로 컨테이너선을 집중적으로 배선하면서 ‘컨테이너 유통혁명’은 시작되었다. 한국도
대한해운공사가 1976년 태평양 정기항로에 코리아 리더호를 운항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시대를 맞이했다(한국교통연구원, 2006: 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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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고 국내외 물동량이 증가하면
서 하역작업의 기계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1958년 ICA(International
Coorporation Adminstration) 원조자금으로 도입한 기중기 20대, 지게차(forklift)
230대, 원치 5대가 항만하역 작업에서 기계장비 도입의 출발점이었다(한국항만
운송협회, 1997). 이후 1978년 부산항에 최초의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되면서 항
만하역산업은 일대 혁신을 이루게 된다.
항만하역 작업에서 기계장치의 도입은 노동의 질적․양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규창, 1976; 정장우, 1991; 선한승 외, 1995). 노동의 질적 변화로는 육체노
동 중심에서 정신(혹은 기술․기능)노동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말하며, 이
는 기계작동 중심의 노동으로, 나아가 기계감시를 위한 노동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수요의 축소가 가져오는 극적인
결과이다. 처리능력의 획기적 증대, 작업 단계의 대폭적 축소 등으로 인해 인력
대체효과가 매우 컸다. 전세계 항만에서 기계화의 도입은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Turnbull․Sapsford, 2001) 대폭적인 인력감소 추세를 막을 수는 없
었다4). 최근에는 단순한 하역장비의 기계화를 넘어 신규 개장 항만들을 중심으
로 자동화 터미널(Automated Container Terminal : ACT)이 보편화되고 있다.
컨테이너부두 자동화 단계는 <표 1>과 같은 진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ACT는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화물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뿐만 아
니라 경쟁 항만과의 비교우위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화 과정이다. 일
반컨테이너부두와 비교하면 기존 부두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인 반면 ACT는 27%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18% 정도 절감된다. 또한 노동자
들의 파업으로 인한 작업손실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24시간 무휴 가동으로
생산성도 20～30%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정확
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화물처리 전 과정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
4) 세계 주요 항만들의 노동자수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런던의 경우 1960년 23,484명→1980년
4,429명, 뉴욕 1960년 31,000명→1980년 10,000명, 로테르담은 1970년 12,000명→1995년
6,455명으로 줄어들었다(Alderton, 1999: 192). 일본은 1980년 97,201명에서 54,000명으
로 감소했으며(김형태, 1999: 41), 호주 역시 1950년대 중반 이후 기계화의 진전, 1960년
대말 컨테이너화 시작과 벌크화물 취급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등록 노동자수는 1957년
25,600명→1967년 20,200명→1977년 10,400명, 1987년에는 5,500명까지 급락했다(Svens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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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컨테이너부두의 자동화 단계
단계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TEU)

Ⅰ

～ 60,000

Ⅱ

60,000～150,000

Ⅲ

통제, 계획 및
문서화시스템

야드장비에 대한
데이터 전송체계

수동

작업지시서 및
구두전달

야드장비
운영체계

컴퓨터화

150,000～

Ⅳ

실시간 전송

반자동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 p.49.

문에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평가이다(http://www.kca.or.kr). 현재 한국의 일부
항만에서도 무인자동화 야드 크레인(ATC)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도입시설의 대부분은 ACT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첨단장비에 집중되고 있다.

2. 시장조건
시장조건은 초국적 자본(선사, 항만운영업체)의 영향력 증대와 항만간 경쟁체
제의 강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초국적 선사들의 경우 과점화 경향
과 함께 강력한 ‘시장지위’를 통한 ‘권력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Turnbull,
1994). ‘시장지위’란 항만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초국적 선사의 기
항 여부가 중추 항만(Hub Port)으로의 성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사들이
하역요율 인하, 특화된 서비스 등 경쟁 항만과 비교하여 특혜조치가 없다면 기항
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있다. 초국적 선사들의 과점화 수준은 세계 100
대 선사들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를 나타낸 다음 [그림 1]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상위 10대 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9.3%였으나 2007년에는 60.0%
로 10.7%가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상위 5대 선사의 점유율은 32.8%에서
42.8%로 늘어나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위～100위
까지의 선사들의 점유율은 2001년 18.9%에서 9.6%로 오히려 하락하여 ‘선사
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사의 과점화 요인은 초
대형선 발주의 증가와 선사의 M&A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이다. 1991～2005년
동안 총 27건의 M&A가 진행되었다(김태일, 2006; 최영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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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초국적 선사들의 시장점유율

[그림2] 초국적 항만운영업체의 처리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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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선사들과 함께 초국적 항만운영업체(GTO : Global Terminal Operator)
의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 10대 GTO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53.4%에
서 2005년 57.1%로 증가했으며, 이 중 상위 5대 GTO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6.4%에서 44.9%로 늘어났다. 2006년 2월 DPW가 P&O Ports를 인수함으로써
GTO의 과점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재에는 Hutchison, APM, PSA,
DPW 4강 체제가 형성되었다. GTO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와 자금력, 최신의
경영기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내 항만하역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작업방식과 노사관계에 대한 개혁 요구가 보
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항만간 경쟁체제는 국가간 항만 경쟁과 동시에 국내 항만간 경쟁
의 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가간 항만 경쟁은
중국과 일본․한국이 ‘동북아물류중심국가’를 핵심적인 국가발전정책으로 내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3국의 상황은 중국 항만의 급성장, 한국 항만의 위
기, 일본 항만의 재도약 기회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상하이항과 선전
항은 2003년 부산항을 제치고 세계 3위, 4위 항만으로 부상했으며 부산항은 5
위로 밀려났다. 2001～2006년 사이 연평균 물동량 증가율도 상하이항 26.4%,
선전항이 32.3%를 보인 반면, 부산항은 9.4%에 그쳤다. 2006년 물동량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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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하이항 20.1%, 선전항 14.1%, 부산항 1.6%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2007). 중국 정부는 대규모 선석개발계획과 함께 항만간 기
능조정 및 중계망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쯔강 삼각주 지역
항만 일체화 사업’을 통해 항만정책의 집중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2002년
‘슈퍼중추항만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게이힌항(도쿄항, 요코하마항), 이세만
(나고야항, 요카치항), 한신항(오사카항, 고베항) 3개 지역을 통합 조정하여 슈
퍼중추항만으로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방항만통합계획 2005’를 통해 888개
의 지방 항만을 통합하여 5년간 100개항 정도를 줄일 계획이다(정혜원, 2006).
이는 과거 지방 분권의 흐름 속에 항만정책까지 분권화한 결과 나타난 비효율
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하에 ‘투자의 집중화’,
‘지방항만 행정의 정책적 통합을 통한 비용감소’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선택과 집중’, ‘통합조정’ 정책과 반대로 한국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항만정책의 분권화를 중심 기조로 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정책은
부산항 중심의 원-포트(one-port) 시스템에서 투-포트(two-port) 시스템으로 전
환하는 것이지만 실제 항만건설계획 등 항만정책의 내용을 보면 멀티-포트
(multi-port) 시스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향후 항만간 경쟁은 보다 강화될 것
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정책의 조정 수준을 ‘하향분권화’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과잉설비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후퇴가 강요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Turnbull․Weston, 1993). 한국 컨테이너 선석개발계획을 보
면(해양수산부, 2006) 2005년 50선석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33선석, 2020년
에는 184선석으로 늘어난다. 물동량이 정체되고 있는 현재의 국면을 감안하면
과잉설비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항만정책의 분권화 결과는 ‘컨테이
너화물 처리의 집중도’(항만처리물동량/전체물동량×100)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부산항의 경우 2001년 80.8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지만 2006년에는 75.4로
낮아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48.2까지 떨어지게 된다. 반면 2001～
2020년까지 광양항(8.6→25.3)과 인천항(6.3→11.3), 평택․당진항(0.2→8.8)의
집중도는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수산부, 2006b; SP-IDC 참
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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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노동체제의 구조와 전환

1. 노동통제

가. 노동통제 형성과 발전: 산업 및 작업장 수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항만의 소유와 운영은 모두 국가가 담당했고
(국유국영체제) 안정적인 축적체제 구축을 위해 항만노동 및 노사관계는 국가
의 전략적 통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항만산업의 중요성은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 노동계급에게는 파업효과5)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적 권력(positional
power)’을 부여하는 반면, 국가와 자본은 노사관계의 절대적 안정이 요구되는
통제의 영역이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와 자본에 의해 억압․탄압, 회유 및 개
량화가 집중되었던 산업 분야이다. 특히 국가 권력과 자본은 노동조합 간부들
을 중심으로 ‘밀월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밑으로부터의 저항’ 여지를 사전적
으로 제어하거나 통제해 왔다(한상근, 1987).
국가조합주의적 노동통제 과정에서 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저지하는 ‘정치적 탈동원화(political demobilization)’와 ‘경제적 동원
화(economic mobilization)’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최적의 통제’를 선택한다(최
장집, 1988: 21～23). 또한 ‘통제된 노동조직’은 노동대중을 향한 내적 호응성
수준을 낮추는 반면, 국가와 자본을 향한 외적 호응성을 지향하면서 노동자들
을 의도적으로 ‘저동원(undermobilization)’하는 구조를 갖는다6)(조돈문, 2000).
5) 2002년 10일 가량 진행된 미국 서부항만 파업 결과 미국에서만 190만 달러가 넘는 경제
적 손실을 보였고, 한국도 2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전영재,
2002).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물
류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 총 695억 2,603만 원으로 추정되었
고(부산발전연구원, 2003a; 2003b), 항만물류 전체가 마비될 경우 1조 2,000억 원의 경제
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등(백두주, 2007: 466) 항만산업에서의 노동쟁의는 국가적 수준
은 물론 국가간 축적체제에 교란을 야기한다.
6) 제3공화국～제6공화국 기간에 한국노총의 정치참여 특성을 노동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한 감정기(1994)에 따르면, 국가의 배제적 국가조합주의 노동통제하에서 한국노총은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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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고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만에서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백두주, 2005: 144). 국가는 하역업체와 노동
조합에 대해 각각 면허제와 클로즈드숍에 의한 노무공급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
득권과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주었다. 이에 대해 자본과 노동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항만노사간에도 노무공급 독점권을 인
정한 토대 위에서 갈등과 대립이 없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주고받는 정치’의 매개고리는 노조 독점적 노무공급권이다. 과거
항만에서는 십장에 의한 ‘중간착취적’ 노동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부두노조에 의해 공급권이 행사됨으로써 일종의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되고 1967년 노조법에 의한 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
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관습적 독점’이 ‘제도적 독점(독점의 제
도화)’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부두노조를 겨냥한 조치였다.
IMF 이후 근로자파견법 제정 과정에서도 항만, 철도, 운송 등의 하역업무는 파
견사업을 할 수 없게 하여 항운노조의 독점적 지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김승택 외, 2006: 166～168). 그렇다면 노조 독점적 노무공급제도와 노사정 당
사자 간에는 어떤 이해관계를 성립해 왔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기래,
2001; 선한승 외, 1995). 국가는 클로즈드숍에 기반을 둔 강력한 리더십의 노조
가 조합원을 통제함으로써 핵심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할 수
있었다. 자본도 항만산업의 파동성에 대응해 노조로부터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했다. 또한 노조에 의한 노동통제로 관리비용 절감
은 물론 ‘법적 사용자’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지후생비용 등에서
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조합원들에 대
한 통제력을 높여 조직력과 교섭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왔다.
작업장 수준의 미시적 노동통제도 다른 산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자본
에 의한 노동통제’가 일반적이지만 항만에서는 ‘노조에 의한 노동통제’라는 특
징을 보인다. 항만에서 노동 과정은 노조간부(연락원)에 의한 노동 과정이 통제
되는 유일한 분야였다. 하역회사는 본선 작업 이전에 부두별로 설치된 연락소
적 기반 확보를 통한 ‘도전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권력(정부와 여당)에 의지하면서 ‘체제
순응’적이고 ‘노동귀족성’ 및 실리주의적인 성격이 뚜렷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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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원계’를 제출하여 작업인력을 요청하며 연락소에서는 반(gang) 단위로
노동자를 선발하여 작업장에 투입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 2002: 47～48).
노조간부인 반장과 조장은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에 할당된 업
무의 처리 과정을 총괄감독하며 이 과정에서 하역회사는 노조간부들과 업무처
리와 관련하여 협의할 뿐 노동 과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권과 함께 인사권 행사도 자본이 아니라 노조가 보유하
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 의한 조합원 통제력은 배가되었다. 노조간부들은 ‘채용
추천권’과 ‘전환배치권’ 모두를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전 과정을 사실상 통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
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기업 특수적 이해관계 및 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반면 ‘노조 귀속의식’ 및 ‘몰입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
다(백두주, 2007). 결과적으로 노조는 ‘자본 대리기능’과 노조기능을 동시에 수
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노동통제의 전환: 제도적 통제와 협약의 정치
이전까지 유지․발전되어 왔던 노동통제 방식은 환경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
들의 변화로 인해 전환의 압력에 직면해 왔다. 이전의 ‘주고받는 정치’의 내용
은 2007년 1월 시작된 항만노동공급제도의 변화를 끝으로 효력을 잃었다. 과거
노동통제 구조를 지탱해 왔던 토대의 해체 요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 변화로 설
명할 수 있다. 첫째, 환경적 조건의 변화이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기술적 조
건7)과 시장조건의 변화는 이전과 다른 통제전략으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기
존 통제방식은 과거 항만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다. 항만산업의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과거에는
‘상호공생적 이해관계 모델’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평가(김기
래, 2001; 선한승, 1994; 선한승 외, 1995)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급변
7) 기술혁신은 항만노동인력의 감소효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역량을 손실․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국가의 규제와 함께 컨테이너화와 항만자동화는 운송산업 내 노동쟁의(소요) 동
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항공과 해운/항만, 철도의 노동소요 중 해운
/항만 노동소요 비중은 1970년대 35%에 달했지만 1990년대(1990～96년)에는 7%로 줄
어들었다(Sliver, 2005: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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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즉 과거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누적적 과정을 거쳐 왔다.
둘째, 국가 주도의 발전모델이 시장 주도의 발전모델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
다는 점이다. 과거 모델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이라는 조건하에서 성립된
‘거래관계’이다. 그러나 부두별 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on Company)의
도입을 시작으로 항만 운영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고(정봉민․성숙경, 2003),
최근에는 초국적 항만 운영업체의 영향력이 확대(김형태․백종실․우종균, 2002)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 노사가 기득권 보호를 기반으
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이제는 노동 ‘협조 대상’은 국가에서 시장으로 변한
셈이다.
셋째,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 왔던 노사의 기득권과 제도들이 해체되고 재구
성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모델에 의하면 국가는 면허제를 통해 신규 사업체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었고, 노조에게는 노무공급 독
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정부는 국내 물류시장 개방에 대한 대외압력과 경쟁을 통한 합리
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무역업계의 요구에 따라 1997년 항만운송사업법을 개
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한국항만운송협회, 1997).
이로써 기존 항만운송 자본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상실되었다8). 다음으로 노
조 독점적 노동공급제도도 2006년 12월「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
법」제정으로 시장경쟁적 노동공급제도로 변경되었다. 항운노조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제도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 때문
이었다(백두주, 2007). 상용화로의 전환은 미시적 수준에서도 통제전략의 변화
를 초래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노조에 의한 노동통제’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로 이행하게 된다. 채용권과 인사권 모두가 노조에서 자본으로
8) 1997년 법 시행 전후로 탈규제의 효과는 항만하역업체의 빠른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전년도(170개 업체)에 비해 31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여 18.2%의 증가율
을 보였다. 시기별로 구분해서 보면 1986～90년 6.0%, 1991～95년 10.5%, 1996～2000
년 41.0%, 2001～2006년 동안에는 21.3%가 늘어났다(한국항만물류협회,「항만하역요람」,
각년도). 또한 외국 항만운영업체의 진입 확대로 인해 국내항만하역업체들의 경쟁적 조건
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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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며 노동 과정도 자본에 의한 ‘경영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항만에서 노동통제는 새로운 ‘제도적 통제’와 ‘협약의 정치’ 출현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제도적 통제의 출현은 기존 방식의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구상되고
있다. 우선 항운노조가 노동공급 기능을 상실하면서 향후 노동쟁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쟁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
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형태․김찬호, 2006:
107～108). 이러한 견해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항만 노동쟁의가 갖는 파급력과
항만산업의 특성상 적절한 대체수단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항만 및 내륙운송의 마비를 초래하면서 국가
수준의 축적체제를 위협하게 되었다(백두주․윤영삼, 2003). 파업사태 이후 정
부는 화물운송사업법을 곧바로 개정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를 도입했으며, 같
은 시기에 NSC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위기관리표준메뉴얼’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핵심 산업인 항만물류산업에서의 집단행동을 제도적
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간산업의 교란사태를 ‘포괄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항만 노동쟁의에 대
한 제도적 통제가 없었던 이유는 ‘국가에 의한 노조의 통제’, ‘노조에 의한 조합
원들의 통제’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즉 아래로
부터의 저항 가능성을 위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통제해 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기존 노동통제 전략의 전환 과정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쟁점 사안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왔
다. 전략적 조정의 기조는 국가와 자본의 ‘포섭전략’과 노동의 ‘순응전략’이 결
합되어 진행되었다. 쟁점 사안은 노조의 핵심적 권력자원을 이루고 있는 노무
공급제도의 전환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항만운영의
민영화(TOC)제도 도입은 항만인력의 상용화를 전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노
사정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 노조 독점적 노무공급제도를 유지
한 상태에서 TOC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함에 따라 ‘불완전한 타협’
이 이루어졌다. 또한 항만일용인력의 상용화 추진 과정도 2005년 5월 ‘항만노
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
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라는 법정기구를 통해 세부 협상을 진행시켰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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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노조와 정부․자본의 지속적인 협약의 정치는 항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노동쟁의 및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제어하는 효과를 보였다.

2. 노동시장

가. 노동시장의 형성과 분화
부두노동은 근대적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
재해 왔다. 부두노동자의 기원은 고려․조선 시대의 조운제도(漕運制度)하에서
의 조군(漕軍)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7세기 이후부터는 객주(客主)가 운영하는
하역업체에 종사하던 인부들이 최초의 임금노동자로 간주된다(선한승 외,
1995). 무엇보다 부두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는 19세기 말 부
산․원산․인천 등이 개항되면서부터이다. 개항 이후 대외무역이 확대되고 일
본을 비롯한 외국자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부두노동자도 빠르게 증가했
다. 당시 하역작업은 기계화 수준이 전무했기 때문에 물동량의 증가는 곧바로
부두노동자수의 증가로 이어졌다(전국부두노동조합, 1979: 37).
일제 시대에는 일본의 침략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부두노동자들은 더욱 늘어
났다. 특히 일제 시대 ‘토지조사사업’은 대규모 부두노동자들을 창출하는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부두 ‘노동동원’체제는 십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
착취적’ 성격을 보였다. 십장은 고용, 작업배치 및 감독, 임금지급 등 하역회사
가 담당해야 할 노무관리의 상당 부분을 수행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도시로
유입된 대다수의 빈곤층이 부두로 가서 부정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생계
를 이어갔다. 기계화 이전의 ‘전통적’ 부두노동의 특성은 항만산업의 파동성으
로 인한 취업의 불규칙성, 특정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육체적 노
동, 작업반(gang) 단위의 협동노동, 실외 작업과 중량물의 하역으로 인한 열악
한 노동조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방희석․서수완, 2000; 선한승 외, 1995).
물동량이 늘어나고 운송의 컨테이너화가 진전되면서 항만노동시장은 노조에
의해 공급되는 일용직 노동자와 기계화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하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1차 분절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역작업의 기계화와 대규모 컨테이
너부두가 개장하면서 하역업체들은 장비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인력 모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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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율적인 채용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물론 노사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조는 자본의 축적합리화 전략에 대응하여 일종의 ‘보상전략’으로
대응했다. 핵심적인 요구는 기계화부두 개장의 전이 물량에 따른 실업(손실)보
상금과 일부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채용추천권을 보장받는 것이었다9). 부산항
을 기준으로 보면, 1978년 양곡부두, 5부두, 7부두, 석탄부두의 기계장비 도입
과정에서 12억 4,700만 원의 실업보상금과 297명의 상용인원 채용추천권 행사
를 시작으로 2002년 신감만부두 개장시 실업보상금 30억 원, 채용 추천인원 97
명까지 총 261억 7,400만 원의 실업보상금과 790명의 상용인원을 추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 2002; 한국항만운송협회, 1997, 선한승 외, 1995; 부
산항운노조, 2002). 이는 자본의 기계화 도입을 통한 합리화 전략과 노조의 노
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제한적이나마 유지하려는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다.
항만노동시장의 2차 분절화는 ‘생산 과정의 외부화’와 관련이 있다(백두주,
2005: 141～143). 이제 기업들은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상용직으로
직접 고용하지만 필요에 의한 특정 업무는 분사화․외주화 등 아웃소싱을 통해
공급받음으로써 노동시장과 기업관계가 분절화되고 있다. 아웃소싱 분야는 초
기 관리․전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 과정의 외부화는 외부 기업으로부
터 장비인력을 공급받는 형태와 특정 장비의 ‘소사장제’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일종의 도급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후자는 특정
장비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생산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며 시간당 임금이 주
어진다(A기업의 경우 특정 장비 12대를 모두 소사장제로 전환). 이들 ‘사업자’
9) 항만하역 작업의 기계화 도입과 관련하여 1960년에 미국서부항만노조(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 ILWU)와 태평양해운연합(Pacific Maritime Association : PMA)
은 ‘기계화․근대화 협정(Mechanization and Modernization : MMA)’을 체결했다. 1940
년대와 1950년대 항만하역작업을 위해 ‘노동절약적 도구’를 도입해 벌크화물(break-bulk
cargo)을 다루는 부두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에 대해 부두노동자들은 파업과 파업 위협으로 저항하며, 전통적인 육체노동 방법을 고수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계화 장비의 도입과 이윤의 공평한 분배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루었다. MMA에 의하면, PMA는 ILWU에 컨테이너화로 인한 실
업보상금으로 1961～71년간 총 2,75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기계화로 혜택을 누리는
자본측의 반대로 실업 등의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후 이러한 보상원칙은 ILO의 대응원칙으로 규정되기도 했다(선한승 외, 1995; 해
운산업연구원, 1993: Ⅷ-53; Schwarz-Miller․Talley, 2002: 5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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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중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간당 처리물량은 하역업체로부터 직
접 통제를 받는다10). 항만노동시장의 1차, 2차 분절화를 경험하면서 변화해 온
항만노동자수는 [그림 3]과 같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하역업체 소속노동자수가 비교적 큰 변
동 폭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상용직 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1994년
에는 1만 7,435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증가의 원인은 이 시기에 기계화 부두
가 연이어 개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대규모 하
역업체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동자수는 2002년 1만 958명으로
급락했다. 1994년과 비교하면 37.1%나 감소한 수치이다. 2002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항만 개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항운노조가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하역업체
[그림 3] 항만하역 노동자수 변화 추이 : 1980～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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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항만물류협회,『항만하역요람』, 각년도.
10) 업체에 속한 현장노동자가 회사의 권유로 장비를 불하받는 경우 노동강도가 직영노동자
에 비해 매우 높고 노동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심층면접 결과). 업체들은 처리
물량이 많아 자차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용차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역시 1990년대 이후 ‘위수탁’되어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화되었다. 이들
역시 과잉공급 등의 문제로 시장 상황이 매우 열악하게 되어 있으며 그 결과 2003년 이
후 심각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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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노동자들에 비해 인원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는 항운노
조가 노동시장을 자체적으로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1980년 1만 697명에서 항
운노조 비리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04년에는 1만 803명으로 거의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9,235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는데 핵심적
인 원인은 2005년 비리사태 이후 부산항운노조를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제한했
기 때문이다.

나. 시장경쟁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2005년 초 부산항운노조 비리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조 독점적
노무공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백두주, 2005b; 백두
주, 2007). 노조의 채용추천권이 이권화되면서 ‘비리의 구조화’, ‘불법적 관행의
제도화’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비리사태 직후 주체들간 권력관계
의 ‘절대적’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었고, 정부는 노조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던
항만 노동공급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단행했다. 항만 노동공급제도의 개편 논의
는 1990년대 이후 시작된 탈규제화 정책에 기인한다. 이미 무역업계(화주)를
중심으로 항만 비효율성의 근본적 원인으로 노조 독점적 노무공급제도를 지목
했고(전경련, 1997),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단순육체노동 중심의 일용직 노동자
들의 시장적 지위는 현저하게 하락했다.
정부 역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가간 교역량이 증대하면서 항만노동
개혁을 통한 항만산업 경쟁력 확보는 특정산업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
력 향상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항만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
로 추진된 TOC제도 도입은 항만노동자들의 상용화를 전제로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기존 노무공급제도를 유지한 채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개혁’은 유보되
었다. 그러나 곧이어 IMF 경제위기 이후 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다. 1998년 신정
부는 개방화․유연화․탈규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
을 추진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노조에 의해 규제’되는 항만 노동시장
의 탈규제화를 개혁과제로 내세웠다11). 이후 노사정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이
11) 노조에 의한 노동공급제도를 둘러싼 ‘유연성 논쟁’은 ‘노조에 의한 탄력적 인력공급론’과
‘시장에 의한 탄력적 인력공급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노조가 사측의 요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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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의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개혁은 또다시 지연되었다. 2003년 말 이후에는
노조 독점적 노무공급제도를 ‘노사공동 노무공급제도’로 이행하기도 했으나 형
식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타협 국면이 지속되던 상황 속에서 2005년 2월 부산항운
노조의 비리사태는 노동시장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5년 5월 사회적으로 고립된 항운노조를 상대로 정부 주도의 노동공급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정협약’이 체결되고, 2005년 12월에는 제도 개편을 위한 특
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노조 독점적 노동공급제도는 해체되었다. 특별법 이후 노
사정간 합의를 통해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항은 2007년 1월, 평택․당진항
은 7월, 인천항은 10월에 항만일용인력의 상용화가 완료되었다. 한국에 앞서
항만노동시장의 상용화를 추진했던 해외 항만에서는 대규모 인력감축 및 노동
조건의 하락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12).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상용
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구조조정의 규모는 <표 2>와 같다.
2006년 11월 20일 부산항을 시작으로 진행된 희망퇴직자 신청 접수 결과 사
실상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했다. 부산항의 경우 5개 부두에 종사하는 조
합원 1,209명 중 345명이 퇴직을 신청해 희망퇴직 비율이 28.5%에 달한다. 특
히 4부두의 경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4%의 조합원이 희망퇴직함으로써
현장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초래했다. 인천항과 평택항의 경우 항만 종사
라 인력을 공급하고, 임금 역시 물량 처리에 따른 도급제이기 때문에 유연성과 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박승락, 2002). 항만산업의 특성상 일용인력을 하역업체별 정
규직화시킬 경우 오히려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후자는 노조가 노동시장
을 경직적으로 통제하고 과다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은 물
론 수량적 유연화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김형태, 1999; 전경련, 1997).
이 관점에 따르면 아웃소싱 등을 통해 다양한 인력공급망을 확보하여 항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영국의 경우 NDSL(National Dock Labour Scheme)이 폐지된 직후 정부와 자본은 과
잉인력을 1,500명이라고 예상했고, 상용화 계획이 실행되는 3년 동안 총 7,200명으로 추
정했다. 이는 NDSL 등록노동자의 80%에 육박하는 수치였으며, 개별적인 고용계약이 체
결되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했다(Turnbull, 1994). 대만의 카오슝항이 민
영화되었을 때, 40%의 임금 삭감을 강요당했으며 6개월간의 고용안정만 보장되어 이후
1,000여 명이 해고되었다. 국제운송노련(ITF)이 실시한 1994년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의 유연화․자유화․항만 민영화가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및 직무안정성, 미래에 대한 전
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Turnbull, 2000). 대부분 항만에서 상용
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증과 노동조건이 후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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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용화 대상 부두별 인력구조조정 현황
상용화전
인원

희망
퇴직자

희망퇴직자
비율

상용화
인원

구평

200

54

27.0%

146

중앙부두

210

58

27.6%

152

3부두

347

59

17.0%

288

4부두

339

164

48.4%

175

7-1부두

113

10

8.8%

103

1,209

345

28.5%

864

인천항

1,741

834

47.9%

907

전체
상용화

평택항

275

80

29.1%

195

전체
상용화

3,225

1,259

39.0%

1,966

항만

부
산
항

부두별

소계

전체

비고

부분
상용화

자료 : 부산항운노조(2007), p.136;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참조로 작성.

자 전체가 상용화 대상이 되었으며 인천항은 대상자의 47.9%, 평택항은 29.1%
에 달하는 인원이 구조조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용화 대상 인원 3,225명
중 1,259명이 희망퇴직했고 나머지 1,966명만이 상용화되었다13). ‘정년보장’을
전제로 한 상용화 방식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일정 기간 어렵겠지만
신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강도의 강화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자본측이 노조 독점적 노무공급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가
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과다인력 투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적정 노동인력
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3) 정부는 항만노동‘개혁’의 효과를 인건비 절감, 항만생산성 향상, 항운노조원의 근로조건
향상, 대외신인도 향상 등으로 지적한다. 희망퇴직에 의한 인력감소, 정년퇴직에 의한 잉
여인력 해소, 궁극적으로 시장임금 근로자로 대체되면 향후 731억 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하역시간 단축 및 해운기업의 선박운항 비용도 202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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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운동

가. 노동운동의 분화와 경쟁: 항운노조 독점체제의 해체
1987년 이전 항만(화물운송)산업에서 노동운동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항운노조와 노무관리부서에 불과한 몇몇 대기업 노조가 전부였다. 다만
1986년 최대 컨테이너운송업체인 세방기업에서 노조를 설립한 것이 항만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시발점으로 알려지고 있다(정호희, 1997). 1987년 이후 항만에
서도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
에도 항운노조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항만에서는 별다른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효과는 항만에서도 새로운 분화와 균열
구조를 만들어냈다. 1988년에는 화물운송노조들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연맹’을 탈퇴하여 ‘전국화물운송노조연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화물연맹에
가입한 노조들은 컨테이너운송과 CY(container yard) 업체들이었고 일부는 하
역까지 담당했다. 화물연맹은 1996년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1997년에 ‘합법’연
맹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1999년에는 연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운송하역노조
를 출범14)시킴으로써 항만에서는 전국항운노조연맹과 전국운송하역노조 양대
체제로 재편되었다.
항만노동운동의 분화에 따라 경쟁체제의 형성도 가시화되었다. 화물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직후 발생한 신선대․우암부두 조직화 사업은 그동안 잠복
14) 전국운송하역노조로의 전환 배경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항만물류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은 개별적 기업수준을
넘어 ‘부두별도법인화(TOC)’, ICD(Inland Container Depot) 건설로 인한 임항 ODCY
(off-dock container yard) 업체들의 위기 등 초기업적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업별노
조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기존 노조조직들의 조합원수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 이전 3년간 핵심 4조직(세방, 고려운수, 국제통
운, 천일)의 조합원수는 1996년 1,727명에서 1,377명으로 20.3%가 감소했다. 각 사업장
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조직역량을 동원하지 못한 결과 상당
수의 조합원이 줄어들었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집단적 조직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형태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직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업별
노조체제는 기존 조합원들의 고용유지라는 방어적 전략 이외에 새로운 영역으로 조직화
전략을 구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를 가진 조직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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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던 노조간 경쟁체제를 전면화시킨 중요한 사례이다(정재성, 2002; 심층
면접).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노동쟁의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금지라는 제도
적 제약과 항운노조의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로 인해 조직화는 실패했다. 이 사
태는 기존 독점체제를 유지하려는 힘과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려는 힘이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실패한 조직화 사례이지만 기존 독점체제의 해체를
알리는 핵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항만노동운동의 경쟁체제는 국가․자본에 대해 ‘순응전략’을 선택해 온 항운
노조와 ‘도전전략’을 선택해 온 운수노조 항만조직으로 대별된다. 항운노조는
‘항만노사정 평화선언’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고 ‘항만무파업’ 전통을 이어왔
다. 화물연대에 의한 초유의 항만마비사태,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협상 문제로
노동정국이 심각한 갈등 상황을 맞고 있는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의 주요 내
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노동자 복지를 향상을 위한 노력, 모범적 노사
관계 홍보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항만세일즈 활동, 항만노동제도에 대한 노
사정 합의사항 존중 등이다. 항운노조는 항만노동제도의 유지를 조건으로 국가
와 자본의 전략적 목표에 높은 통합 수준을 보였다. 정부 역시 불안한 노동정국
을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해양수산부, 2004). 항만노동
인력의 상용화 과정에서도 항운노조의 ‘적극적’ 협조와 ‘규율된 저항’이 교차되
면서 정부의 항만노동시장정책은 관철되었다(백두주, 2007).
운수노조 항만조직은 항운노조와 달리 ‘도전전략’을 선택해 왔다. 노동법 개
악 이후 1997년 1월 3,000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단행하는 ‘동원의 정치’
가 실천되었고(정호희, 1997), 연맹체계의 산별전환 직후인 1999년 말～2000년
15) 2006년 이후 시작된 광양항의 신규 조직화 사업도 항만노동운동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06년 GICT를 시작으로 2007년 G/C, T/C, Y/T 등 하역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동부익스프레스, 라이싱, 쇼링작업을 담당하는 동성항운, 초국적 항만
운영업체인 허치슨․KIT, 예선업체에서 새로운 노조 결성이 잇따르고 있다. 광양항에서
노조 결성이 활발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규 항만이기 때문에 부산항처
럼 오랜 기간 동안 항운노조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항만과는 노조간 관계에서 차이
가 있다. 즉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항운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자연발생적 조직화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결성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복수노조와 관련된 것이다. 사측은 복수노조
(유령노조)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지연하는 한편, 노조 결성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
였다(전국운수산업노조, 2007;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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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는 신선대․우암부두 파업으로 항만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써 항만무파업 전통은 새로운 노동조직의 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2003년 이후에는 항만과 연결된 내륙운송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대규모
물류마비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운수노조 항만조직은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낮은 통합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불균등한 권력 배열의 교정을
통해 독자적인 계급이익 추구를 시도해 왔다. 항운노조는 신선대․우암부두 파
업을 ‘불법적인 조직침탈’로 규정하여 새로운 주체 성장을 저지하였고, 화물연
대 파업 시에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경쟁
조직의 집단행동을 비난했다(부산항운노조, 2005: 138-139).

나. 조직과 교섭 : 분권화와 집중화
조직 체계상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항운노조의 경우 2005년 채용비리사
태 이후 조직 민주화와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운수노조 항만조직은 산
별노조로의 전환으로 조직의 집중성 강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조직
민주화는 위원장을 비롯한 지부장을 간선제와 임명제 방식에서 조합원들에 의
한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6). 과거 간선제와 임명제에 비
하면 상당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조직 민주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항운노조 내부에서 ‘경쟁적 선거정치’가 제도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계파별 내부 균열구조의 선을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그동안
잠복해 있던 조직내 파벌구조가 선거를 매개로 표면화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
로 조합원들을 향한 ‘내적 호응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기존 ‘간부노
조’의 성격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이익대변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의 경우는 조직 민주화의 부정적 효과이고 후자는 긍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16) 부산항운노조의 경우 2005년 6월, 2007년 5월 실시된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상당
한 수준의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졌다. 지부장의 경우 2005년 선거에서 58.3%가 교체되
었고, 2007년 선거에서는 최초의 위원장 경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했다. 지부장
선거 역시 26개 지부 중 2명 이상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지부는 19곳으로 73.1%에 달
하며, 이 중에서 지부장 교체가 이루어진 곳은 42.3%이다(부산항운노조, 2007년 “지부
장 선거현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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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분권화는 2005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대의원대회에서 단행되었다. 연
락소는 지부로 명칭이 전환되었으며 내용적으로도 인사권과 집행체계를 갖추
도록 하고 있다. 과거 연락소는 채용 추천과 인력동원을 위해 설치된 노조의
‘현장 사무소’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 개편 이후에는 노조의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 지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이후 인사관련 권한 대부분은 사
측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나 지부에서의 인사권은 과거처럼 강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의 경우 이전에는 전무했으나 조
직 분권화의 결과 지부가 새로운 노조활동 주체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항운노조가 분권화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면 운수노조 항만조직들은 집중
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항만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변화가 빠르
게 진행되면서 주체들의 대응전략도 다양한 수준에서 모색되었다. 환경적 요인
은 항만산업의 재구조화를, 그리고 노동의 재구조화를 위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노동의 재구조화 과정은 노동운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직적 대응전략을 모색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파편화되고 고립분산적인 기업별노조 조직체계
로는 더 이상 국가와 자본의 재구조화 전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
다(심층면접).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발전 전략으로 떠오른 것이 산별
노조 체제로의 조직 전환이다. 산별노조 체제는 내부자원의 집중화와 조직자원
의 확대를 통해 대정부․자본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산별노조로의 이행전략은 조직의 집중성을 높여 권력자원을 확대하는 과정이
자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과정이기도 했다17). 현재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변
화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 조직들을 운수노조․통합연맹 산하로 느슨하
게 결집시켜 놓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조직 전환의 효과는 미비한 상태이다
(심층면접). 향후 주체들이 어떤 조직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급조직으로의
구심력이 강화될지, 아니면 원심력이 작용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17) 운수노조 항만조직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화물운송연맹의 산별 전환→운수노조→공공서
비스 대산별노조의 경로를 조직 발전의 목표로 상정하고, 운수관련 노조들간의 결합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1999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항만조직들은 2004년 이후 운수연대를 결
성하여 단절되었던 조직발전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2006년 12월 운수노조, 2007년 공
공운수연맹을 출범시킴으로써 대형 단일노조 건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정호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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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의 조직 분권화와 운수노조 항만조직의 조직 집중화 경향은 교섭구
조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항운노조의 단체교섭구조는 중앙-지역-기
업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지역 수준의 교섭은 노조가 공급하는 일용직 노
동인력을 대상으로 했고, 기업 수준은 기계화부두, CY업체 등에 추천 채용된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단체협약(2006년)에는 ‘고용권’과 ‘작업권’이라
는 특수한 규정(제4조)을 통해 노조 독점적 노동공급권을 노사간에 제도화하였
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 공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회사가 행사할 수
없으며, 노조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는 노조 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부
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클로즈드숍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
용노동인력의 상용화는 단체교섭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초래한다. 상용화된 인
력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별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론
노사간의 교섭전략에 따라 임단협 구조는 상이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
수준의 산별(업종) 협약, 기업별 협약 체결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지만 조직
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별 수준의 협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수노조 항만조직의 경우 1999년 이후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지만 기업별 교섭 수준을 넘지 못했다. 원인은 사측의 거부 전략과
노조의 주체적 역량의 부족 때문이었다. 물론 사안별로는 노-사, 노-사-정 ‘협
의’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긴 했지만 단체교섭의 제도화로는 발전되지 못했
다. 그러나 운수노조 출범을 계기로 보다 중층적인 교섭구조 형성을 위한 노력
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교섭을 비롯하여 업종별․지역별 공동교섭의
근거를 규약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고, 산별적 교섭-조직구조 실현을 위해 인
적․물적 자원의 상향 집중화를 핵심적인 사업목표로 선정했다(심층면접, 전국
운수산업노조, 2007). 항운노조와 마찬가지로 운수노조 항만조직 역시 교섭구
조의 제도화는 주체들의 교섭전략에 따라 가변적이다. 다만 노조 내부 자원이
상향 집중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섭 수준 역시 기업별 수
준을 넘어선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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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전통적 항만노동체제 해체와
‘2007년 체제’의 형성

전통적인 항만노동체제는 2007년 1월 부산항의 ‘노조 독점적 노동공급제도’
가 상용화를 통해 ‘시장경쟁적 노동공급제도’로의 전환이라는 결정적 국면을
거치면서 해체되었다. 노동체제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은 기존 체제의 해체 압
력으로 작용해 왔으나 항운노조가 노동시장 통제력을 기초로 구조 개편에 강력
히 저항하면서 체제 전환은 유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체제내 긴장과 모순은
누적되어 왔고 체제 전환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었다. 항만노동체제의 전환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체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영역 간에도
불균등한 이행 과정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전통적 항만노
동체제가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완료했다는 점에서 ‘2007년 체
제’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항만노동체제는 노동체제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 노동통제 양식, 노동시장 구조, 노동운동 등 모든 영역에
서 이전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각 영역의 특성은 사전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상호작용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노동체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항만노동체제의 환경적 조건에서 기술적 조건 변화의 ‘정수(essence)’는 1970
년대 전후로 출현한 컨테이너화와 관련된 것이다. 컨테이너화는 항만하역작업
의 기계화를 촉발시켰으며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했다. 나아가 ACT는
항만노동 수요의 극적인 감소와 함께 항만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으로 대두되
고 있다. 노동의 경우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략적 실천을 모색해 왔으나 과거 인력 중심의 노동 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항만경쟁체제에 따른 시장조건의 변화도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
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항만에서 세계화의 진전은 초국적 선사
및 항만운영업체의 ‘권력 집중화’, ‘과점화’로 나타났다. 초국적 선사의 ‘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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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화는 새로운 항만과 노동인력의 재구조화를 요구했고, 초국적 항만운영
업체 진출 확대 역시 국가 및 지역 특수적인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의 개편을 위
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적 조건의 변화는 시장권력의
강화와 노동의 권력자원 약화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보였다.
전통적 항만노동체제에서 노동통제 양식은 ‘국가에 의한 노조의 통제’, ‘노조
에 의한 조합원들의 통제’라는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노조가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기초로 자본 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산업과 달리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가 아닌 노조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환경적
조건의 변화, 국가 주도 발전모델에서 시장 주도의 발전모델로의 이행, 노사정
간 ‘주고받는 정치’를 지탱해 주었던 조건의 변화에 따라 통제 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거시적 수준에서 새로운 노동통제는 ‘제도적 통제’와 ‘협약의 정치’
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미시적 수준에서는 ‘노조에 의한 노동통제’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로 ‘정상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체제 이행의
핵심적 영역이며 변화의 방향을 둘러싸고 각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 및 전략적
상호작용이 가장 집중되어 온 분야이다. 항만노동시장은 기계화에 따른 1차 분
절화, ‘생산 과정 외부화’에 따른 2차 분절화를 장기간에 걸쳐 경험해 왔지만
항운노조가 공급하는 노동인력 수는 1980년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노조가 노동시장을 자체적으로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인
력의 상용화는 노조의 노동시장 통제력을 제도적으로 박탈하고 ‘시장경쟁적 노
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완료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용화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항만노동체제에서의 노동운동은 항운노조 독점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효과로 인해 분화와 경쟁체제가 형성되면서 항
운노조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현재 항만노동운동은 국가
와 자본에 ‘순응전략’을 기조로 하는 항운노조와 ‘도전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운수노조 항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운수노조 항만조직의 경우 항만조
직화 과정에서 대규모 파업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그동안 항운노조-정부-자본 간
협조관계 속에서 유지해 온 ‘항만무파업’ 전통을 깨뜨렸다. 또한 양 조직 모두
항만구조조정 속에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노조의 조직과 교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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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항운노조는 분권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운수노조 항만조직은 대형 산별노조 창립 등 집중화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교섭구조 역시 항운노조의 경우 중앙-지역-기업별 중층적 교섭구조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지만 운수노조 항만조직은 기업별 교섭 중심에
서 산별(업종)-지역-기업별로 다양한 교섭 통로 확보를 위해 조직적 노력을 보
이고 있다. 노조간 경쟁체제는 기업별 수준에서 복수노조 금지 제한이 해소되
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다 본격화 될 것이다.
기존 항만노동체제의 누적적 전환 과정을 거쳐 형성된 ‘2007년 체제’의 내용
과 성격은 환경적 요인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주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체제 구성요소들의 ‘조응성
(correspondence)’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재생산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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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on and Dynamics of the Labor Regime
in the Port Industry
Doo-Joo Baek
This paper tries to analyze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s by using the
concept of ‘labor regime’. The constituents of a labor regime include
labor control, labor market and labor movement. The traditional labor
regime was pressurized into conversion by technological and market
conditions. The traditional labor regime in the port industry was dissolved
due to government-led port reforms. Labor control changed from a state
controlled union and the membership was controlled by the union to an
institutional control and politics of agreement. Secondly, the Labor
market changed from supply system by union to a competitive market.
Finally, according to the growth of new actor, the labor movement
became diversifie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interaction of actors
in the port industry transformed the traditional regime into the ‘2007
labor regime’.
Keywords : labor regime, labor market, port industry, port transportation union,
korean transport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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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
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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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노동법
틀 내에서 해석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별도의 입법 등이 없더라
도 현재의 시점에서 감시시스템을 근로조건으로 바라보면서 단체교섭을 통
해 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감시시스템은 곧 근로조건이다라는 암묵적 전제를 가
지고 출발한다. 그리고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라는 필자의 전제
를 증명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해
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정해
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
는 주장을 내었다. 그리고 나아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 한편, 감시시스템의 도입 등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감시시스템의 도입 등을 위
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주장은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노동조합이 없는 사
업장의 감시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
한다는 점이고, 둘째, 취업규칙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 입사하게 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이 되어 감시시스템을 거부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주장과 내용들은 감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만 아주 약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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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고는 그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 감시시스템을 노동법의 틀 안
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향후 감시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본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 안에 이 문제를 두고 해결해나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핵심용어 : 감시시스템, 근로조건, 근로자의 인격권, 단체교섭의 대상

Ⅰ. 들어가며

얼마 전 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영국의 CCTV가 국민 14명당 1대꼴(총
420만 대라고 한다)로 자리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CCTV는
계속해서 설치 중이고, 영국 국민의 90%가 CCTV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들의 52%는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CCTV가 허용돼도 좋다
고 답을 했다고 한다.1) 물론 영국이 유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
는 이 CCTV의 현재는, 반드시 영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 강남구
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72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니 말이다(주민 80% 이상이 CCTV를 강남구 거리 곳곳에 다
는 것을 찬성했다고 한다).
CCTV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범죄 예방이라고 한다. 거리에서나, 주택에서
나, 직장에서나 CCTV를 통해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니, 초기 설치비용만 제외한다면(초기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때에는 아날로그 녹화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과 같
이 디지털 녹화방식이 도입되고부터는 이 비용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
면에서는 그 효율성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효과적 측면에

1) 문화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W』103회차(2007년 8월 9일)의 방송 내용 “거대한 빅브
라더-영국 CCTV 르포”의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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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효율성은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논란 가운데에서 CCTV의 설치에 따른 범죄 예방이라는 일반적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형량
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반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권리보호와 감시시스템의 효
과의 대립에 대한 논란과는 다르게, 직장 내에서 사용자가 범죄 예방 등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CCTV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2) 감시시스템과 같이 사용
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와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그다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민들이
제한 없이 활보하는 거리에서 CCTV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위협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공공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3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CCTV(법
률상 용어는「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다)에 대한 규제조항을 만들어낸 것을 보
면3), 사업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개인들의 대립되는 두 권리가 충돌하고
2) 여기에서 ‘사업장’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작업장, 회사, 사무실, 일터,
공장 등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을 지칭하는 단어는 많지만 모두 약간씩의 편견을
갖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업장’도 영어 workplace의 직역인 듯하여 꺼
림칙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하
고 있는 장소’를 포괄하여 편견 없이 표현하기에 ‘사업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으로 생각한다. 굳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서가 기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할 때
주로 인용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 또한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는데, 필자와 같은 의도였을까 궁금하다.
3) 2007년 5월 17일 개정된 이 법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항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및 교통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행정절차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
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
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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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 영역에 대한 법적 틀 내지는 보호가 곧 마련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섣
부른 일인가 싶기도 하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CCTV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하에서는 ‘감시시스템’이라고만 한다)의 성격을 노
동법의 틀 내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굳이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기존의 연구
들은 주로 감시시스템의 실태와 감시시스템이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 및 전자노동감시에 대한 법적 규제연구 등 기존의 사업장 내
감시시스템에 관한 실태적․법규제적 연구를 하고 있다4).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는 감시시스템이 근로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를 법․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의 결론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노동법적으로 규명해 낸다면 노동법적 틀 안에서 직장내 감시시스템으
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4)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최한 2002년「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의 자료집; 노동자 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2003년 노동자 감시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 국가인권
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수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책임자: 박준식); 이희성,「작업장 내에서
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비교사법』제10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년; 하경효․전윤구,「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고려법학』제41호, 고려대학교, 2003년; 하경효,「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
시에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안암법학』제18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2004년; 하경효,「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노동법학』제18호, 한
국노동법학회, 2004년; 이광택․이병훈․임상훈․이종수,『전자노동감시의 실태와 개선과
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이창범,「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노동
정책연구』제5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년; 이병훈,「사업장 노동감시의 해외규제제
도에 관한 사례연구」,『산업노동연구』제12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06년; 김인재,
「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2006 노동법의 쟁점－2006 노동법․법경제포럼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등. 물론 이 이전에도 노동현장에서의 전자노동감시에 대한 경고
성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학술적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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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예를 들어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기존의 감
시시스템 수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감시시스템의 종류를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
교섭의 결과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노동조합은 감시시스템 반대
를 목적으로 하는 적법․정당한 파업도 강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감시시스템의 문제를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감시시스템
이라는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달리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감시시스템이 정당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
지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이를 둘러싼 쟁의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5), 이 감
시시스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하
에서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만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보는 한편, 이
연구 결과들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감시시스템의 법적 성격 규명
을 통한 노동법적 규제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6)

Ⅱ.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1.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현황과 종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사업장을 감시
하기 위해 조직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5) 물론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을 함께 두고 보는 현행 판례의 입장을 빌
린 것인데, 이것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본고의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겠다.
6) 한편, 2007년 1월 26일 개정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협의사항)
제1항 제14호(2007년 12월 27일 개정된 동 법에서는 제20조 제1항 제14호)에서는 “사업
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
장 감시시스템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사항이라는 규범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고에서 의도하고 있는 논맥과는
거리가 있어 본문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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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감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좀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노동력 통제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여 작업장 안팎에서 노동자들의 작업활동, 생활태도 그
리고 의식성향에 대한 음성․영상․(컴퓨터)데이터 정보를 취득․수집․전송․
저장․가공․분석하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
이러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할까? 기존의 연구
가운데 2003년 6월 기준, 전국 207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한 결과8)에
따르면 어떤 종류든 한 개 이상의 감시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장이 90%에 가깝
게 나타남으로써, 이미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평균 2.57개의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입된 감시시스템에는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 및 체킹, 전화 감시
및 녹취, CCTV 설치, 전자신분증을 통한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ERP9) 도입을
통한 감시, 생체인식기술을 통한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GPS를 이용한 근로자
의 동선관리 등이 있다. 이들 여러 가지 감시시스템은 경우에 따라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예를 들어, 생체인식기술과 전자신분증의 결합, 전자
신분증과 CCTV의 결합 등).10)

7)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
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p.23. 이 정의는 이광택․이병훈․임상훈․이종수, 전자노동감시
의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p.4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8)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2003년 노동자감
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조사 결과』.
9)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즉 Enterprise Resourse Planning의 약자이다. 기업활동을 위해
쓰이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을 말
한다고 한다(김인재,「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2006 노동법의 쟁점－2006 노동법․
법경제포럼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7, p.242). 전자적 노동통제수단에 대해 문외한
이었던 탓에 개인적으로 이 생산자원 관리시스템이 왜 다른 감시시스템－근로자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직접적 수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스템들－과 나란한 대열에 포함
되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ERP는 직접적인 근로자 감시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자원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산계획 도달 및 공정관리가 엄격해짐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과
정으로 현장의 관리 통제시스템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앞의 책, p.30).
10) 이 감시시스템들이 어떻게 근로자를 감시하는가는 이미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생각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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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내 감시시스템의 문제
기존 연구 결과들이 지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그 첫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권리충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감시시스템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침해
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논점에 대하여 먼저 언급해 보면,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사용자의 입
장에서는 경영권11) 내지는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
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인격권12)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이 양자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감시를
11) 사용자의 ‘경영권’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용되어 “경영의 소유자 또는 담당자는 경영이라는 부분회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법적 권한”의 정도로 막연하게 이해되고 있는 듯하다(이
희성,「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산업관계연구』제17
권 제1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7, p.117). 한편 근래 대법원에서는 경영권이 헌법 제
1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제15조를 기초로 한 실체성을 가진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기업 또는 영업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헌법상 사용자 내지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재
산권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듯하다.
12) 근로자의 ‘인격권’이라는 용어 또한 법률 용어는 아닌데, 통상 기존 연구 결과들의 대략
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이는 “직장에서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최
소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자유’가 의미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겠지만, 여기에서의 ‘자유’는 종속노동의 특성상 사용자의 관리감독권을 벗어나지 않은
자유일 것이고, 또 사용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일 것이
다. 근로자의 인격권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의 한 유형으로서 파악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희성,「작업장 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비교사법』제10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p.533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희성 교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인격권’이란 “기업에 있어
서 근로자는 인격을 상실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신체적 이익,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 등
과 관련된 소극적인 측면의 이익과 근로자가 특별히 기업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인격
적 이익, 즉 근로자가 하루하루의 근로제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그의 정체성
을 유지하며, 또 그 부수적 결과로서 향상된 직업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 자체”라고 한
다. 사업장 감시시스템과 근로자의 권리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다른 논문들에서
사용된 근로자의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이희성 교수께서 추구한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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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평
가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연구의 목적 등에 따라 엇갈리는 듯하다. 예
를 들어 한 연구 논문13)에서는 사업장 감시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근로계약상
노사의 권리․의무를 상호 비교연구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부터 도출되는 사용자의 부수적 권리․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사용자의 지시감
독권과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의 실행의 한 방
법으로서 전자메일과 CCTV의 감시가 주로 생산성과 경쟁력의 확보, 품질관리
와 고객서비스의 향상, 법과 규칙의 준수, 교육과 감독의 지원, 안전한 작업장
의 확보, 사용자의 재산보호와 기업비밀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
법하다고 보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예견
되는 생산시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배려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이나 CCTV의 감시를 하였다면 이 역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연구14)에서도, 근로자의 인격
보호는 그 존중 및 침해금지라는 사용자의 계약상 부수적 의무안에 포섭되는
결과 적어도 “근로자 인격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
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의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과 사용자의 계약상의 권리로서의 지시권
이나 감독권과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러한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사업장 내 감시시스템
들이 노동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
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위한 조건 혹은 근로자 편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근로
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를 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내
이메일에 대한 감시의 경우 사실상 기술적으로 비밀보장이 거의 되지 않기 때
문에 사적인 이메일과 공적인 이메일이 뒤섞여 있을 경우 사적인 전자우편의
내용을 개봉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목의 열람만으로도 사생활 침해가 성립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15).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16) “대규모 사무실
13) 이희성, 위의 글의 내용 참조.
14) 하경효․전윤구,「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고려법학』제
41호, 고려대학교, 2003, p.73 이하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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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업무를 보는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도록 사용자가 외부에서
는 내부 투시가 가능하나 피관찰자는 관찰자를 볼 수 없는 이른바 ‘일방투시유
리’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빅 브라더’를 항시 주변에 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업장 또는 사무실
에 TV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시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운 근로자
의 승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 사업장 내 감시시스템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시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감시시스템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
사간의 인식이 다르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함
으로써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시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다.17) 여
기에서 두 가지의 권리, 즉 사용자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가. 외국의 사례
그와 같은 권리의 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
는데,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입법으로 눈을 돌려 보면 중요하게 시사받을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1) ILO,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그 첫 번째의 것이, ILO의 1996년 11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
15) 이창범,「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노동정책연구』제5권 제4호, 한국노
동연구원, 2005, p.181.
16) 이광택․이병훈․임상훈․이종수,『전자노동감시의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p.48.
17)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앞의 책, p.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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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령(ILO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이다.
UN의 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이나 OECD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과 같은 국제기준도 있기
는 하지만, 이들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규
정이고 근로자에 특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ILO의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행동강령’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업장 수준의 근로자 감시
활동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지침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18) 이 행
동강령은 총 13개 장으로 구성되고 있고, 구속력은 없지만 ILO 회원국들이 관
련 법률이나 규칙, 조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책 및 기업 차원의 경영수단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준칙으로서 채택된 것이다(ILO 위 행
동강령 제2조 [목적]).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① 사용자는 노동자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한 범주에서 본인에게 직접
얻어야 하며, ② 사용자는 노동자의 정치․종교적 신념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되며, ③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사용자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그리고 시간을 통보해야 하고, 비밀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하며,
⑤ 개인정보의 사용 기간 등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노동자에게 미리 사전 고지
하며, ⑥ 검열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열람권이 보장되는 등 인간적
인 방식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소로서 전자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EU,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도입의 노력
위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노력과는 별도로, EC는 1995년 10월「개인정보처
리에 있어 개인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이동에 관한 일반지침(Europeans Union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18)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 p.147; 김인재,「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 p.250.
19)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앞의 책, p.148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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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을 제정․공
포함으로써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EU 각
국가들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는데, 이것은 또한 UN이나 OECD에서 이루어졌던 개인에 대한 보호의 내용이
다. 물론 이 개인에 근로자 또한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특히 사업장 감시에 대
하여 초점을 맞춘 입법은 1990년대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서야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감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위
지침을 고용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와 정책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20)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EU 차원에서의 지침이 아직 도
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EU 국가에서 사업장 감시규제를 위한 별도
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핀란드의 2000년「노동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Act on Data Protection in Working Life)」이 대표적이다.
3) 일본,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동지침
일본은 2000년 12월「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勞働者の個人情
報保護に關する行動指針)」21)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민간기업 등이 보유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
편, 민간기업 등이 업무실태를 파악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취
업규칙 등을 정비해 나가는 것을 지원․촉진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만들어졌다(지침 제1-1조).
전체적으로 이 지침은 반드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근로자의 감시만을 대상으
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근
로자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근로자가 모르는 사
이에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
20) 그 ‘활발한 연구와 정책협의’의 중요한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
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앞의 책, p.151 및 김인재,「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 p.252의
각주 460번에 예시되고 있다.
21) 원문출처: <http://www2.mhlw.go.jp/kisya/daijin/20001220_01_d/20001220_01_d_shishin.html>
검색일 200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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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이 지침은, 근로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한하면서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비디오카메라․컴퓨터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시 이유, 실시 시간대, 수집될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2-6조 제4항). 그리고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일상적으로
비디오 등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의 확보 또는
업무상 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한다(지침 제2-6조 제5항).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지침 제2-6조 제6항). 아울러,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노동조합 등에게 미리 통지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
다(지침 제3-4조 제1항).
4) 프랑스 노동법22)
프랑스 노동법전 L.121-8에서는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방법으로 근로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훼원은
사용자는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활동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갖지만, 비밀수단
을 이용한 감시는 언제나 위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노동
법전 L.120-2조에서는 “수행해야 할 직무의 성질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거나 추
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개인의 권리와 개인
적․집단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전 L.432-2
와 L.432-2-1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
을 도입하거나 근로자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
다. 특히 중요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스템
의 도입 계획을 근로자위원회에 제출해서 정보제공과 함께 자문을 구해야 하
며, 그 계획의 시행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자문
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위원은 사용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22) 프랑스 노동법에 관한 내용은 이창범,『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p.162
이하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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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시스템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즉시 사실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
약 사용자의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견해차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해당 근로자의 반대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대표위원은 노동심판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고권(droit d'alerte)을 갖는다.
5)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작업장감시법23)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05년「작업장감시법(Workplace Surveillance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작업장비디오감시법(Workplace Video
Surveillance Act 1998)」을 대체한 것으로서, 세 가지 영역에서의 감시를 규제
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이다. 즉 기존의 작업장비디오감시법을 통해 규제되는
카메라 감시와 함께, GPS시스템 등을 통한 근로자의 위치추적 감시와 컴퓨터
사용에 대한 감시가 그 대상이다. 이러한 감시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은 ① 그
감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때(non-covert surveillance) 그리고 ② 공식감시
기구(covert surveillance authority)에 의하여 감시를 허가받았을 때에만 인정된
다. 이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는 형법상 범죄행위
를 구성하게 된다.
① ‘공공연한 감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통지되어야만 하
는데, 근로자들은 감시가 이루어지기 14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받아
야만 하고(다만, 근로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 통지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 서면통지에는 수행될 감시의 유형, 사용될 소트프웨어와 수집될 정보 등과
같은 감시의 방법과 내용들, 감시의 시기와 지속적 감시인지 아니면 단속적 감
시인지에 대한 사항, 상시적 감시인지 아니면 한시적 감시인지의 여부 등이 기
재되어야만 한다. 감시의 종류별로 공공연한 감시를 판단해 볼 때, ⒜ 카메라
23) <http://www.findlaw.com.au/article/13598.htm>,
<www.xcellerateit.com/whitepapers/NSW%20Workplace%20Surveillance%20Act.pdf>

<www.thomsonplayford.com.au/.../Corporate%20Alert%20-%20Workplace%20
Surveillance%20Act.pdf> 등 이 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호주 인터넷사이트의 문
서들을 재구성한 내용이며, 이 법의 원문은 <www.parliament.nsw.gov.au/.../5f584b237987507
aca256d09008051f3/c626998bf5f37d67ca257016007bb85d!OpenDocument>에서 볼 수
있다. 검색일 : 2007. 8. 23, 200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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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경우에는 감시가 이루어질 장소에서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
야만 하고, 사람들에게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을 그 장소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 붙여야만 한다. ⒝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한 감시의 경우
에는, 그에 대한 경고문을 위치추적기에 눈에 띄게 붙여야만 한다. ⒞ 컴퓨터를
통한 감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행동을 감시하
기 위한 효과적인 컴퓨터감시정책(computer surveillance policy)을 먼저 마련해
야 하는 한편, 그 감시를 받게 될 근로자들에게 그 사실이 먼저 통보되어야 한
다. 사용자의 컴퓨터감시정책에서는 수행될 감시의 유형, 사용될 소트프웨어와
수집될 정보 등과 같은 감시의 방법과 내용들, 감시의 시기와 지속적 감시인지
아니면 단속적 감시인지에 대한 사항, 상시적 감시인지 아니면 한시적 감시인
지의 여부 등을 규정해야만 한다. 사용자의 컴퓨터감시정책은 서면으로 근로자
들에게 주지되어야 하고(이메일을 통한 주지도 가능하다), 근로자들이 사용자
의 컴퓨터감시정책을 이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용자
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컴퓨터감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원을 사용하여 컴퓨
터를 이용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사용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이메일 수수(授受) 또는 웹사이트 이용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 수수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2003년의 스팸차단법(Spam Act, 2003) 에 근거하여 스팸 또는 바이
러스가 포함된 이메일을 차단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컴퓨터감시정책을 만들어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
자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② 위와 같은 ‘공공연한 감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것은 ‘은밀
한 감시(covert surveillance)’가 된다. 은밀한 감시는 주지사가 권한을 부여하는
‘감시국(a covert surveillance authority)’만이 행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은밀한
감시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감시국에 신청을 해야만 하고, 감시국은 근로자
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의적인 은밀한
감시를 행할 경우에는, 감시행위 건수당 최대 5,500달러(호주달러)의 벌금이 부
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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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법적 규제의 방법
기존 연구 결과들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 전자적 기술을 이용
한 감시장비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만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전자노동감시에 의한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전자노동감시 장비의 도입과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24)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장의 전자 노
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체계를 설정하는데, ① 사업장 감시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② 사업장을 포함한 일반적인 감시를 규율한 법을 제정
하고 거기에서 사업장 감시를 규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②
의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25) 그리고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사생활 및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한편,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방식이나 감시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함으로써, 전자노동감시가
전자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과 함께 단체협약, 노사협의 및 취업규칙에 의하
여 통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6)
결국 이러한 법적 규제의 틀에 대한 제안은, 현행 법제로는 사업장 내 전자적
감시수단에 의한 근로자 통제 및 감시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4)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앞의 책, p.182; 김인재, 앞
의 글, p.272.
25)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앞의 책, p.183; 김인재, 앞
의 글, p.273.
26)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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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의 검토

가. 노동쟁의사건
처음으로 사업장 내 감시시스템의 설치문제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이어
졌던 사건은, 2001년 (주)대용노동조합 사건이다. (주)대용은 자동차부품을 생
산하는 업체였는데, 근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장에 총 8대의
CCTV가 설치되었고, 이 가운데 7대가 125명이 일하고 있는 공장 안에 설치됨
에 따라 노동조합측이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노동조합의 활동방해를 이유로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용노조측이 파업 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하여 전북
지노위는 결국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을 종료시켰고, 대용노조가 조정
종료 후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에서는 설치 두 달 만에(2001년 9월 24일) 이를
철거하였다.27)
이 사건에서 주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연 CCTV 설치가 근로조건의 저하
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가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규명
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북지노위가 쟁의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곧 이 문
제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를 곧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하여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2002년 기각된 바 있다.
법원(전주지법 군산지원)은 CCTV를 감시도구로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근
로자들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수행해 온 점”을 강조하면서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고 판단한 것이다.
27) 사측이 CCTV를 철거한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9월 20일 광주 노동청에
서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윤수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CCTV 설치
로 인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탄압 받고 있는 만큼 작업장에서 CCTV가 철거되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이황현아(2001),「노동현장의 감시, 통제, 평가」,『진
보교육연구소회보』제21호(<원문출처 : http://jinboedu.jinbo.net/bbs/zboard.php?id=
publication&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
m&desc=asc&no=244> 검색일 : 200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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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용노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부는 CCTV 설치 문
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아울
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야 하며,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유재산제도
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되고, ②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쟁의행위 정당
성의 논리를 언급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
다 할지라도 CCTV 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
되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근로자 감시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CC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8)고 본 바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사건
감시시스템이 사용자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졌던 사건에는, 노동조
합의 온라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등을 차단시킨 경우
가 있다(2004. 07. 22, 서울행법 2003구합 3292329)). 아래는 이 판결례의 요지
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파업 이전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

원들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긴급한 사안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
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왔고, 원고 회사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
여 참가인 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이 사
건 파업 이후 원고 회사가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하였고, 이 사건 파업

28) 노동부 행정해석, 2001. 12. 26, 협력 68107-627.
29) 이 사건은 2004년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가 소송에 패한 이후 항소하지 않아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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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참가인 조합 홈페이지 접속으로 인하여 파업 이후에
원고회사의 운영에 더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조합의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
사가 근로자들의 참가인 조합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
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 행위로서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0)

부당노동행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
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일정한 형태로 침해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사건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홈페이지 감시가 접속
차단으로 이어진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감시와 접속차단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라고 본 것이다.

다. 부당해고사건
중노위 판정례 가운데에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차량에 설치된 CCTV의 철거
를 주장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이후 운송 수입금이 감소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결과 소위
‘삥땅’행위가 발각됨으로써 인사위원회를 거쳐 운전기사들을 해고시킨 사건이
있다(중노위 2004. 4. 12. 선고 2003부노252, 2003부노256, 2003부해783 결정).
이 사건에서 근로자측 당사자들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나
CCTV철거 주장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고 오로지 인사위원회를 거
친 징계해고 결정이 징계 양정상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개
30) 이외, “노조의 합병 반대투쟁을 고무․독려하기 위해 신문광고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은 사내 복무규정을 위배했으나, 개인적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경우(서울고등법원 2004. 4. 8, 선고 2002누20215 판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
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1. 9. 6, 선고 2000누16694 판결)고 본 사건도 인터넷 이용
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시를 목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
은 피하도록 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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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후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
다는 주장을 해,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라. 사례의 정리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감시시
스템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것이 곧 근로조건에 해당한
다고 봄으로써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동부
가 표현한 대로 감시시스템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
정되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 사용자의 재
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거나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권과는 상관없이 ‘은밀한 감시’가 허용되게 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간
섭이 지나쳐 감시가 곧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
어지게 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으로써 사용
자의 전속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사용자의 재
산권은 근로자의 사생활보호권 등 개별적 권리보다는 거의 언제나 우선하게 되
지만,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3권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Ⅲ. 문제점 지적과 대안 모색

1. 문제점 지적
위에서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시스템을 규제하
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법적 규제방법의 모색 또는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
사관계의 틀을 통한 규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시스템의 본질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새로운 법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틀
을 통해 감시시스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220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근로조건에 해당됨을 밝혀야 한다. 근로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감시시스템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감시시
스템의 도입에 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
이다.

2. 대안의 모색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서론에서 본고의 목적을 밝혔던 바와 같이, 감시시스템
이 노동법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새
로운 법적 규제의 틀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이미 이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고,
새로운 법적 규제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시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가능함은 물
론이지만, 그보다 앞서 노동법적으로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규명해 낸다면 현존
하는 법의 틀 내에서도 이 규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감시시스템의 노동법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는 노동관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감시시스템이 문제되는 이유는, 사용자의 권
리(그것이 경영권이든, 재산권이든)의 확보 내지는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는 감시시스템이 근로자의 권리(그것이 노동기본권이든, 근로자의 ‘인격
권’이든)를 지나치게31)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시시스템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기 전에 혹은 이미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지나친 침해가 계속되기 전에 이를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 감시시스템의 제
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이론적 접근의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필
자는 이 제한을 새로운 법이나 이론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의 노동법적 틀 안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감시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노동법적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
31) 여기에서 ‘지나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아무래도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넘어선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에
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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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필자가 참고한 몇몇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수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힘의 대등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 집단적 노
사관계32)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주된 수단은, 단체교섭과 단체
협약 그리고 쟁의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에서 원하지 않는 감시시스템을 반대·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결렬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진행될 수 있어
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시시스템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교섭사항’
이어야 한다. 현재 이 ‘교섭사항’은, 다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소위 ‘의무적 교섭
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 그리고 ‘불법교섭사항’으로 구분이 된다.33) 특히
‘의무적 교섭사항’일 때 근로자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강제력을
가져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
에 응했을 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단체교섭이 결렬
되었을 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바, 이때
쟁의행위의 목적은 말하자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사용자에
게 단체교섭 응낙의무가 없는 임의적 교섭사항은 포함되지 않고(불법교섭사항
이 포함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의무적 교섭사항을 대상으로 해서만 쟁의행위
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34)이자 판례35)이다.36) 이러한 현재
32)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거나 조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본고의 한계
라 생각한다.
33) 이러한 구분에 반대하는 견해로서,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07, p.744 이하. 다만
김형배 교수께서는, 단체교섭 대상을 본문과 3분하는 것은 미국의 법과 판례를 도입한
것으로서 이를 우리 법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다만
“미국 법원의 판례가 특히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판단한 구체적 사안들은 우리 노동법
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의적 교섭사항의 내용만큼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미치는 범위가 아님으로써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데 동조하고 있다(김형배, 앞의 책, p.747 참조).
34) 김형배, 앞의 책, p.822; 임종률,『노동법』, 박영사, 2007, p.220 등.
3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 사업
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근로자의 쟁
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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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서 본다면, 감시시스템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해석해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한편, 노동쟁의의 조정을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시시스템이 의무적 교섭사항이냐의 문제가 다시 제기
되는데,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의무적 교섭사항이란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
섭의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7) 그
리고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였을 때 감시시스템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서 해석
될 수 있는지의 여지는, 그것이 ‘근로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 있
다고 할 수 있다. 감시시스템이 위에서 말하는 의무적 교섭사항 가운데 근로조
건 이외의 영역에 포섭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감시
시스템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서의 근로조건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감시시스템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본고의 주된 논의의 목적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근로조건의 의미
근로조건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데에 따
르는 품삯, 노동시간, 작업내용,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 휴가제도 따위의 모
든 조건”이다.38) 또 다른 정의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
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이라고 하면서 “임금, 노동시간, 작업내용,
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
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기타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
4659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
도33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등이 유사한 요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보인다. 행정해석으로서 2002. 1. 12. 노조 68107-33도 교섭사항을 임의
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36) 이상과 같은 단체교섭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현재의 다수설에 의한 해석과
판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만, 본고의 목적은 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과 같은 태도는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일 뿐, 필자의 개인적 견해와는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37) 서울행정법원 2002. 9. 19. 선고 2002구합8091 판결 등 다수.
38) 한글학회가 편찬한『우리말 큰사전』이 내리고 있는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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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밀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 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고 보고 있다.39)
노동법학자들은 통상 근로조건을,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및 취업의 장
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40)과 근로자
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보고 있다. 규범 구조상 그렇기 때문이다. 근
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조건의 준수’라는 조목(條目)을 붙여 놓은 채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
무가 있다”고 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해당
함을 알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조목(條目)하에
서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에 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
항 등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이 법규정상 근로조건
에 무엇무엇이 해당되는지는 밝힐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무엇무엇이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필수
적 기재사항 가운데 ‘퇴직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4호)과 같은 근로
조건의 예는 그러하지 않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과 같은 근로조건의 예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

39)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이 내리고 있는 정의이다.
40) 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때 작성․신고해야 할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
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
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
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
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그 가운데 11가지는 작성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 닫힌 구
조를 갖고 있고(다시 말해, 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마지막 12
호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다시 말해, 내용이 추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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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판례는 법 규정에 기초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근로조건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통상적으로 위에서와 같이 해석하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본다고 말하면 충분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연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가? 위
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관한 정의나 법규정 가운데에는 분명 ‘전자
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밝힌 경우는 물론
없고 또한 이를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는 것도 없다. 결국 이 문제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규정이나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관
계의 특성과 정황에 비추어 추론하면서 결론내릴 수 있을 뿐이라 생각된다.

4. 감시시스템은 근로조건인가?
감시시스템은 근로조건인가? 앞서 대용 사건에서 노동부 해석에서는 “CCTV
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되어 의무적 교섭사항
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음을 확인했다.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곧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다. 단체교
섭의 대상으로서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다라고 앞서 말한 바 있기는 하
지만, 그 역해석, 즉 의무적 교섭사항이 곧 근로조건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판례의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의무적 교섭사항이란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에 대
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시시스템이 포섭될 수 있는 여지는 역시 또한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 이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감시시스템을 의무적 교
섭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
려야 하는가?
근로조건이란, 앞서 언급한 법문상의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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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때의 환경에
는 인적 환경 및 물적 환경, 정신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 근로에 관한 회사 내
부적 환경 및 외부적 환경, 시간적으로 현재의 환경 및 미래의 환경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41) 근로조건 자체의 의미가 “근로를 함에 있어서 제공
되는 각종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서 사전적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노사
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 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감시시스템은
이때의 노동 ‘환경’의 문제로서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적
인 우리 입법규정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이러한 근로관계에서의 노동
환경이라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고, 그 결과 (주)대용 사건에서 노동부와 같은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감시시스템을 근로조건으로 보게 될 경우, 노동조합은 감시시스템
의 도입․변경․증설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
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감시시스템에 관
한 교섭이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었을 때, 사용자는 이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한편, 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5. 감시시스템과 취업규칙
한편, 근로조건으로서의 감시시스템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
야 하고, 그것이 변경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내야만 한다. 다만 이때의
문제는 감시시스템의 도입이나 변경․증설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 것
41) 신인령,「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 노조의 역할」, <www.wonjusi.org/board/download.
php?forum=pds&num=431&n=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토론회 자료이나 현재 토론회의
구체적 명칭이나 자료집은 발견할 수 없어 발제문의 제목과 인터넷 출처만을 밝혔다)에
서 신인령 교수께서는 “‘근로조건’이란 임금․근로시간을 비롯하여 신분보장과 작업(노
동)환경보장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격보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고 한 바 있는데, 필
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접근은 신인령 교수께서 말씀하신 근로조건의 한 내용으로서 ‘작
업(노동)환경보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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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시시스템 도입 후 노동자의 인식변화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생산성 향상

16.5

34.8

작업시간 통제엄격

57.1

9.4

중간관리자 감소

13.9

41.8

사생활 침해

51.7

14.1

업무위험도 감소

11.7

33.2

작업량 증가

42.5

15.1

업무 편해짐

10.3

49.5

동료간 경쟁심화

36.4

18.3

업무자율성 향상

10.1

43.1

인원감소

31.8

22.0

불량률 감소

9.9

30.2

작업속도 증가

29.2

19.1

노동시간 감소

4.4

59.3

건강악화

25.7

22.1

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감시시스템의 도입 등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한 변경인가?
감시시스템의 도입 혹은 변경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잠
시 언급했었던 2003년의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42), 감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인식변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감시시스템이 도입된 후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
시간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감시시스템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감시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 실태조사 결과 이외의 위와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제한된 결과이기
는 하지만, 이를 통해 감시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 정
도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얻어냄에는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42)「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를 의미
한다. <표 1>과 <표 2>는 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것임을 밝히고, 별도의 인용 표시
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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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시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노동자 인식조사)
(단위 : %)

불안 요소별 내용

컴퓨터
전화
CCTV
전자
ERP
지문
인터넷 송수신 카메라 신분증
인식기
설치
이용
기록
이용
사용
설치
(N=439) (N=223) (N=401) (N=415) (N=303) (N=19)

1. 인사관리(근무성적, 승진)

39.0

41.3

2. 노동강도(작업량, 작업속도)

47.4
8.0

4.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5. 고용불안

3. 실질임금

43.6

39.5

50.5

15.8

35.8

48.1

39.0

49.8

21.1

9.4

11.4

9.0

7.3

0.0

44.4

44.4

44.4

40.0

56.4

21.1

41.5

35.9

50.9

40.9

51.1

31.6

※ 불안도(엄격해진 편/증가한편-단 실질임금은 감소한 편.)

요컨대, 사업장에 근로자의 근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물론 근로조건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근로자의 다
른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은 근로자에 대하여 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기한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냐”는 질문
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고, 결국 회사가 처음 설립되어 근로자를
채용한 그 시점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감시시스템이 도입․변경․증설되는 때
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고에서 필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노동법 틀
내에서 해석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별
도의 입법 등이 없더라도 감시시스템을 근로조건으로 바라보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본고는 감시시스템은 곧 근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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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암묵적 전제를 갖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한
다라는 필자의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감시시스템이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정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
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나아가 이 감시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취업
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 한편, 감시시스템의 도
입 등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
용하여 감시시스템의 도입 등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논맥은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의 감시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 취업규칙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 입사하게 된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이 되어 감시시스템을 거부하
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주장과 내용들은 감시시스템을 효
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만 아주 약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본고는 그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 감시시스템을 노동법의 틀 안에
서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은 이미 말했다. 향후 감시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본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 안에 이 문제를 두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한편, 본 논문의 본질적인 한계로서, 본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업장 감시
시스템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하고 이를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규제해 내고자 하는 경우에도,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 혹은 범위에 이르
기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에 있어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
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고찰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한 고민은, 일단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노동관계상 근로조건으로 인
정하고 난 이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박은정)

 229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사업장 감시시
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수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책임자 : 박준식).
김인재.「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2006 노동법의쟁점－2006 노동법․법
경제포럼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토론회 자료집.『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2년 토론회의 자료집.
이광택․이병훈․임상훈․이종수.『전자노동감시의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2004.
이병훈.「사업장 노동감시의 해외규제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산업노동학
회,『산업노동연구』12 (1) (2006): 99～126.
이창범.「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노동정책연구』5 (4)
(2005): 135～192.
이희성.「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산업
관계연구』17 (1) (2007): 115～135.
이희성.「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비교사법』10 (1) (2003): 509～545.
하경효.「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에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안암법학』18 (2004): 69～112.
하경효․전윤구.「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고
려법학』41 (2003): 63～93.
한길리서치.『2003년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

230

 노동정책연구․2007년 제7권 제4호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Workplace Surveillance
System with Electronic Devices from the Viewpoint
of Labor Laws
Eun-Jeong Park
In this paper, this writer tries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workplace surveillance system with electronic devices within the frame
of labor laws. The reason is that it seems most reasonable to consider
as one of labor conditions the surveillance system in dispute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nd adjust the conflicting interests even
without separate legislation. This paper, therefore, starts with the tacit
premise that the surveillance is a labor condition. And then to prove
this premise, it starts from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deciding that
the surveillance system is not a compulsory o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comes back to the conclusion arguing it is to conclude
that it is one of the compulsory su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Moreover, it is argued that the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included
as one of the compulsory descriptions in the rules of employment. To
introduce the surveillance system, it appear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procedure for amendment to the rules of employment unfavorable to
workers quoting the findings arguing that introduction of the
surveillance system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The current of argument of this paper has, however, limitations. First
of all, it cannot answer the question how to regulate the surveillance
system in a workplace without a labor union. Secondly, a recruit
joining a company with the rules of employment already established is
considered to comprehensively agree to the working conditions on the
rules of employment and may not reject that surveillance system.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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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gument and contents of this paper would be somewhat significant
only when there is no institutional mechanism to efficiently regulate the
surveillance system.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merely tries to consider the current
surveillance system without such institutional mechanism within the
frame of labor laws. Though it might be most desirable if such
institutional mechanism will be arranged hereafter, in the current
situation, I propose to analyze the legal principle as this paper argues
to settle the problem within the basic frame of labor relations.
Keywords : workplace surveillance system, labor condition, the compulsory
su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labo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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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세이에서 우리는 특광역시․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거
의 전무하다는 문제에 주목하여 지역고용통계가 빈곤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확충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지역고용통계를 지역 단위별로
나누어 본 결과 특광역시․도 단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빈곤하
다는 실태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고찰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초보적인 노
동시장 통계인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 목적상 표본 설계 자체
부터 전국 및 16개 시․도 단위 통계 작성만 가능하고, 구․시․군 단위로
는 통계 작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요체로 파악된다.
소지역 고용통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경활조사의 표본 규모
를 확대하는 등 직접 조사에 의해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새로 작성하는
방안, 둘째,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셋째, 소지역 추정에 의한 방법이 검토되었다. 이 가
운데 둘째와 셋째가 보다 더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셋째 방안,
즉 직접 조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조사통계 및 행정자료들을 활용
하여 간접추정에 의해 신뢰할 만한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소지역 추
정방법이 적극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에
서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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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의 2006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
행한「경남지역 노동시장정보의 확충과 지능형 노동시장정보(LMI) 구축방안」(김상대 외, 2006)
공동 연구의 일부를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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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간접추정에 의거하는 만큼 추정의 편향과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양질의 자
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
용보험 DB 등 고용관련 행정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소지역 노동시장 통계의 빈곤은 활용가능한 훌륭한 자
료조차 활용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원활
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관장하고 있는 상이한 부처들간의 협조가
긴요하다.
핵심용어 : 고용정책, 지역노동시장정보, 소지역 고용통계, 소지역 추정, 경제활동인구

Ⅰ. 머리말

최근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정책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 중앙통제형에서 ‘지역맞춤형’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
다.1)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고용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
장의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지역노동시장에 대
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는 노동시장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그 정책 수행 성과의
평가지표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노동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지역노동시장 연구는 아직 초보적이다2). 우리나라에서 지
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로
1) 정부는 2005년 4월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역밀착형 고용‧능력개발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05년 말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
용정책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와 지방고용심의회의 활성화 등을 지역 여건에 적
합한 고용정책의 수립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을 추진하
고 있다.
2) 무릇 ‘지역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구조화되기보다 지역별로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정인수
외, 2003; 안주엽 외, 2005; 박진희, 2005; 김혜원, 2005; 정인수, 2006)에 따르면, 지역
별 산업구조와 취업기회의 차이, 주거․교통 문제, 사회가족연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제
약 등에 따라 일자리창출 능력, 고용률, 노동이동, 실업탈출 및 취업이탈 확률 등 노동시
장 특성이 상이하며, 이러한 지역간 차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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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수준이 서울 아닌 지방 또는 광역지자체 간의 차이를 변별하는 데 그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지역내 동질성이 비교적 강하나,
도 단위 지역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지역내 산업적 이질성과 편차가 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감수성은 극히 저개발 상태에 있다. 지역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게 된 결정적 이유의 하나는 지
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기초정보, 특히 양적 정보인 통계의 양과 질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통계는 그동안 전국적인 추세를 파악하
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최근 들어 지역노동시장 통계들이 작성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특별․광역지자체(시․도) 지역 단위 통계에 머물고 있으며,
구․시․군 기초지자체 지역 단위 등 소지역 단위 통계는 거의 공백 상태에 있
다. 이들 소지역 통계들은 기초자료가 작성되고 있는 경우에도 공표되지 않거
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노동시장 연구가 흔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노동시장의 통계정보 자체와
관련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약 10년 전에 송기호(1997)는 경남 지역에서 노
동․산업 부문 지역경제 통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책을 분석한 선구적인 논
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통계연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연보에
수록된 지역통계의 원천 자료가 지닌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였
다. 정성기(2003a, 2003b)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산업통계 중 일자리
통계에 집중하여 일자리 통계의 현장성 부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통
계 자체만이 아니라 통계 생산과 유통, 활용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고용통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처방을 제시하였을 뿐,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몇몇 지자체에서 구․시․군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직접 조사에
의해 작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소지역 단위로 직접
조사에 의해 고용통계를 작성하자면 많은 돈과 인력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따라
서 이러한 여유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고용통계가 작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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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피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소지역 추정방법을 개발하
여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지역노동시장 통계가 빈곤한 실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논의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 어렵
다. 특히 소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
의 주장은 간명하다. 소지역 고용통계의 빈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지역 고용통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노동시장정보의 실태와 문제점을 개관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기왕에 제시된 몇 가지 주요한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천가능한 방안에 대한 선택을 촉진하고자 한다.

Ⅱ. 지역고용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통계청 승인 지역고용통계의 개황
우리나라에서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 작성기관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
성하여 공표하는 공식 통계는, 2007년 2월 1일 현재 모두 736종으로 이 가운
데 ‘고용․임금’ 부문으로 분류되는 통계는 전체의 6.4%인 47종이다. ‘고용․
임금’ 부문 통계의 작성방법을 보면, 조사통계가 37종, 보고통계 10종이 있고,
가공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 ‘고용․임금’ 부문 통계는 어떠한 지역 단위로 작
성 공표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표 1>에서 보듯
이, 고용․임금 부문 통계 47종 가운데 전국 단위로 작성 공표되는 통계가 전체
의 68%에 해당하는 32종이고, 시․도 광역지자체 단위 통계는 8종, 그리고
구․시․군 기초지자체 단위 통계는 7종에 불과하다.
3) 통계청 웹사이트 www.nso.go.kr 행정정보>국내통계현황>현황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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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용․임금 부문 통계 현황
지역
단위

전국
(32)

작성 기관

통계명

조사
대상

작성
주기

노동부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과학기술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사업체근로 실태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정보통신부문 인력동향 실태조사
장애인고용동향
산업기능요원활용 실태조사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가구
개인
사업체
개인
개인
사업체
기타

월
１년
１년
１년
２년
１년
１년
월
반기
분기
１년 고용
５년 (21)
１년

과학기술부

이공계 인력육성 활용과 처우 등
실태조사

기업체

３년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통계청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노동부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직업훈련실시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고령자고용현황
인력실태조사
공공기관청년고용현황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임금구조 기본조사
임금조정 실태조사
중소제조업임금 실태조사
건설업임금 실태조사
엔지니어링업체임금 실태조사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 실태조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측량업체 임금 실태조사
감리원임금 실태조사
임금제도 실태조사

개인
기타
기타
사업체
개인
사업체
개인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월
１년
１년
１년
１년
１년
１년
１년
１년
１년
반기
１년
１년 임금
수시 (11)
１년
１년
１년

노동부

체당금지급 및 부정수급 반환금
기타
징수현황

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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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지역
단위

시도
(8)

구
․
시
․
군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대상
개인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

사업체

1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사업체

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인

１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사업체

１년

강원도

강원도여성취업실태조사

사업체

４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사업체

１년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경북지역 기업고용전망 실태
사업체
조사

반기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지역고용통계조사

가구

반기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

분기

강원도 태백시

태백시고용통계조사

개인

분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

분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경제활동인구조사

개인

분기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

분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고용통계조사

개인

반기

작성기관

통계명

작성
주기
월

분야

고용
(15)

자료 : 통계청,「고용․임금 부문 통계 현황」(2007. 2. 1. 현재)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이처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시․도 지역 단위 또는 구․시․군 소지역
단위로 작성 공표되는 노동시장 통계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빈약하다. 전국 단위 통계는 고용 부문이 21종, 임금 부문이 1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노동부의「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에 임금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
를 제외한다면, 구․시․군과 같은 소지역 단위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로도
임금 부문 통계는 작성․공표되지 않고 있고, 지역 단위 통계는 모두 고용 부문
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역고용통계를 작성하는 주체들이 보다
중요하게 요청된다고 느끼는 통계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문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7종의 통계를 작성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234개 구․시․군 소지
역 단위의 고용통계가 아예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7개 지역의 고
용통계도 통계의 승인 일자를 보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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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종으로 비교적 최근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하고
있는 구․시․군 단위 지역고용통계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들은 대부분
이 현재 시험적으로 조사통계를 개발하여 신뢰도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다만, 창원시는 2006년 3월부터 경활인구조사를 시작
하여 2006년 3/4분기 조사 결과부터 고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4).
이상에서 간략하게 개관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임금 부문의 통계와
관련해 전국 단위로는 비교적 많은 수의 통계 작성기관들이 다양한 주제의 통
계들을 작성하고 있지만, 시․도 이하의 지역 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는 대단히
빈곤 빈약하다5). 그리고 IMF 사태 이후 여전히 일자리 문제는 ‘국정 최대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전국 대부분의 구․시․군의 경우,
통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큰
비용을 들여 해당 지역 고용통계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소
지역 단위 통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자구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한 지역고용통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지역고용통계가 빈곤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나라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기본 조사통계라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의 조사 체계에서 연유한
다. 여기서는 경활조사의 조사 체계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지
역고용통계의 문제점과 확충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경활조사는 매월 15일 현재 약 32,500개의 표본 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
4) 창원시의 실업률은 2006년 3/4분기 2.6%, 2006 4/4분기 2.4%로 개선.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56.3%에서 56.0%로 그리고 고용률은 54.9%에서 54.6%로 각
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시,「창원시 고용통계시스템」참조).
5) 이 밖에 각종 센서스 통계는 문자 그대로 전수조사에 의한 통계이기에 소지역/세지역 단
위로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타지역과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남지역 경제산업 부문의 동향에 관한 전수조사에 의한 주요 통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센서스 및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농림어업센서스, 농업기본통계조사 등 5종이 있다.
구․시․군(읍․면․동) 단위로 작성되는 이들 통계는 지역 수준에서 해당 산업의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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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활조사이다.6) 경활조사에 의해 시․도별 지
역고용통계가 작성 공표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고용정책을 수립 추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경활조사에 의해 공표되는 고용통계의 지역
단위가 전국 단위 및 시․도 단위에 그치고 있고 구․시․군 등 시․도 미만의
소지역 단위로는 고용통계의 생산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까닭은 경활조사의 표본설계 방식에
서 비롯되고 있다. 경활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의 방법을 채택하여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내 15
세 이상 인구가 실제 조사 대상이 된다. 문제는 표본가구의 추출 방식이다. 경
활조사는 몇 단계를 거쳐 표본가구를 추출한다. 먼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
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 섬 지역 및 시설 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4,998개 보통 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를 1차 표본추출 틀로 선정하고 이들을
다시 먼저 16개 시․도(7개 시와 9개 도)로 층화하고, 이 중 9개 도에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고용형태에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전국을 25개 지역으로 층화하여 1,629개 표본조사구를 2
차 추출 틀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표본조사구에 한하여 각 조사구별로
2001년 경활조사 실업자수의 상대 표준 오차를 이용하여 표본 규모를 확정하
고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작성하여 이로부터 확률 비례 및 계통추출방법에 의거
하여 표본 가구를 추출하고 있다. 즉 각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평균 5가구씩 묶
어서 구역으로 분할한 후, 표본 규모의 측도와 같은 수의 구역을 임의추출하고,
임의추출된 구역을 기준으로 인접된 구역 4개를 계통추출하여 표본조사 구역
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조사구역내 가구들을 표본 가구로 삼고 있다. 따라서 조
6) 경활조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을 위해 1962년 8월부터 분기별로 조
사를 실시해 오다가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1982년부터 조사
주기를 월별로 변경하였으며,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8년
부터 비로소 전국 17,500가구에서 32,500가구로 표본 규모를 증대하여 1989년부터 16개
시․도별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 시작했고, 1998년부터는 월별로 시․도별 통계를 공
표해 오고 있다. 1999년 7월부터는 구직 기간을 1주일에서 4주로 확장한 OECD기준 실
업통계도 병행하여 작성되고 있고, 2005년 7월부터 공식실업률 작성 기준이 구직 기간 1
주에서 4주로 변경되었다(통계청, 통계메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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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상남도 시․군 단위 소지역들의 표본조사구수 분포
순
번

시․군

주민등록
인구

1
2
3
4
5
6
7
8
9
10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528,152
434,912
135,539
357,149
123,393
202,784
66,054
71,215
340,669
119,555

표본조사구
조사 구성비
구수
(%)
16
16.16
13
13.13
4
4.04
10
10.10
4
4.04
6
6.06
2
2.02
2
2.02
10
10.10
4
4.04

순
시․군
번

주민등록
인구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3,700
39,915
135,845
180,496
62,383
58,039
60,370
45,350
68,713
59,890
3,124,123

의령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전체

표본조사구
조사 구성비
구수
(%)
2
2.02
2
2.02
4
4.04
6
6.06
3
3.30
2
2.02
2
2.02
2
2.02
3
3.03
2
2.02
99 100.00

자료 : 이계오 외(2002: 203).

사구별로 약 20개의 표본 가구가 선정되는 꼴이다. 예컨대 경남에서는 모두 99
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모두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경활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표본 추출방법은 7개 특광역시와 9개 도 지역별로 (그리고 동부 및
읍면부별로) 표본조사한 결과 수치에 기초하여 시․도 단위 통계의 작성을 목
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추출 체계에서는 시․도 단위 미만의 소지
역 단위로는 대표성이 있는 통계를 작성할 수 없다. 시․군별로 배정된 표본조
사구의 분포가 매우 불균형적이어서, 어떤 시․군에는 표본조사구가 하나도 없
을 수 있거나 한두 개의 조사구를 포함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경남의 시․군 단위 소지역 표본조사구수는 창원시․마산시 등의 경우
16～13개인 반면, 함안군․산청군 등 군 지역은 대체로 2～3개에 불과하다. 이
처럼 시․군별 표본의 크기가 적을 경우에는 조사 자료에서 직접 산출한 추정
량들은 변동량이 커서 추정치로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둘째, 경활조사 결과로 공표되고 있는 지역고용통계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
면, 시․도 지역 단위 고용통계의 양과 질이 전국 단위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예컨대, <표 3>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경활조사 통계를 지역 단위별로 비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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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나 취업자 통계의 경우, 전국 단위
에서는 제공되는 세분류 통계들이 시․도 지역 이하의 경우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 허다하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서 공표되는 연령*성별 취업자 통계 또한 전
국 단위와는 달리 연(年), 분기 주기에 그치고 매월 주기로는 공표되지 않고 있
다.
실업자와 실업률 통계를 보면, 연령*성별, 교육정도*성별, 연령*교육정도별
은 고사하고, 교육정도별 실업자 등 초보적인 통계조차도 시․도 지역 단위에
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7). 시․도 단위 연령별 실업자와 실업률 통계 또한 그
나마 분기 주기로 발표되는 데 그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더 심각하다. 전국 수준에서는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경
제활동상태․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구직단념자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시․도 수준에서는 단순히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공하고 있을 따
름이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고용과 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고령화의 급
진전에 따라 통계청이 경활조사와 아울러 함께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
층, 고령층 등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 작성되는 통계의 지역 단위 또한 주목할
만하다. 비정규직 부가조사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매
년 8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부가조사는 각각 청년층
(15～29세)과 고령층(55～78세)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7월에 실시해 왔
다. 이처럼 경활조사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국 수준에서는 부가조사를 도입
하는 등 그동안 점점 더 구체화된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부가조
사들은 모두 전국 단위로만 결과가 공표되고 있다8).
7) 현 경남도 지사의 경우 선거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으나 경남
도 내에 학력별로는 취업자도 실업자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업해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8) 비정규직 부가조사는 계약반복 갱신 여부, 단기근로 여부, 계속근로가능 여부, 계속근로가
능 사유, 향후 기대 근로기간, 근속기간 제한 이유, 근로시간 형태, 임금지급업체, 실제 근
무사업체(장), 특수고용형태근로 여부, 주로 일한 장소, 지난 주 일자리 취업 동기, 사회보
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수혜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임금형
태, 3개월간 평균 임금, 주5일근로제 실시 여부 등 근로형태 관련 18개 항목을 파악하고
있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최종 학교 졸업 시기, 재학 학년, 졸업 후 취업 횟수, 최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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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공표되는 전국 및 지역(시․도) 단위 통계
전국

- 성 및 농가․비농가별 경제활
동인구 총괄
경제활동인구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총괄*(1999 년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6월~현재)
- 연령/성별경제활동인구 총괄
- 교육정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성 및 농가․비농가별 경제
활동인구 총괄
구직기간 1주기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준 경제활동인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구총괄(1963년~
- 연령/성별경제활동인구 총괄
현재)
- 교육정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시․도

- 경제활동인구 총괄
-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
없음
괄**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경제활동인구
성별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없음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
구

-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계절조정 경제
- 연령별 계절조정 경제활동인
활동인구
구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구․시
․군

없음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없음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인구
활동상태/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구직단념자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취업시간별 취업자
연령/성별 취업자
교육정도/성별 취업자
산업/성별 취업자
직업/성별 취업자
종사상지위/성별 취업자
취업시간/성별 취업자
성별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자
산업별*취업시간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취업시간별 취업자
성별 취업자
연령별 취업자
성/연령별 취업자**
교육정도별 취업자**

없음

소재지 등 15개 항목, 그리고 고령층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상태, 구직 경험/횟수, 희망임금
수준 등 1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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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전국

실업자 및
실업률

-

연령/성별 실업자
평균구직기간***
교육정도/성별 실업자
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성별/농가․비농가/취업경험 유
무별 실업자
연령/취업경험유무별 실업자
교육정도/취업경험유무별 실업
자
연령/성별 실업률
교육정도/성별 실업률
연령/교육정도별 실업률
구직기간별 실업자 및
평균 구직기간***

시․도

-

구․시
․군

성별 실업자
연령별 실업자**
성별 실업률
연령별 실업률**

없음

주 : ( )의 연도는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메타DB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가리킴.
* 경제활동인구 총괄은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
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통계를 포함함.
** 통계는 년, 분기 주기로 제공되고, 다른 통계는 년, 분기, 월 주기로 제공되고
있음.
*** 평균 구직기간은 년 자료만 제공됨.
자료 : 통계청, KOSIS DB,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와 부가조사 양자의 마이크로 데이터(통
계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양 데이터 모두 지역 코드에 대한 자료를 제공
하지 않아 전국 단위의 분석만 가능할 뿐 시․도 단위의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결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자료로 통계청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시․도 단위
지역관련 자료는 통계청이 집계하여 공표하는 통계항목의 데이터에 국한된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거니와, 통계청이 경활조사를 통해 지역 단위 고
용통계를 작성 제공하고 있으나 그 지역 단위는 전국 단위와 16개 시․도 단위
에 한정되고 있으며, 경활조사를 통해 공표되는 시․도별 지역고용통계가 전국
단위 고용통계에 비해 그 양과 질 면에서 극히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시․도 단위 지역고용통계가 빈곤한 문제는 경활조사에 의해 통계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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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시도) 단위로 조사를 하여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통계상의 신뢰도 등을 우려하여 극히 제한된 항목만을 선별적으로 공표하거나
원시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기초지자체 등 소지역 단
위 통계는 이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소지역 단위로는 심지어 실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지극히 초보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
활조사가 조사 목적에 소지역 통계 작성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통계 공표는
고사하고 표본 설계 단계에서 통계 작성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태이다.
경활조사가 구․시․군 단위 고용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는 결과, 우리
나라 기초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통계연보를 보면 예컨대 창원시의『2005년
통계연보』는 경제활동인구 항목이 없으며, 충북 청원군의『2005년 통계연보』
는 경제활동인구 항목을 수록하고 있으나 충북도의 통계를 싣고 있을 따름이
다. 이처럼 소지역 고용통계가 부실한 것은 단순히 통계연보상의 문제로 그치
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외환위기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업고용정책
수립의 요구가 커졌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건 일자리 관
련 시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기초통계의 빈곤으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성과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경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로 배정된 공공근로 예산을 각 시․군에 배정할 때, 그리고
노동부 산하 경남도내 8개 고용지원센터들이 지역고용대책의 입안과 대책 추
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소지역별 실업자수를 파악할 때, 각
시․군 지역단위 통계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경남도 평균 실업률 등의 수치들을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정재숙, 2005). 이처럼 소지역 단위 지역고용정책의
수립, 대책사업의 예산 편성과 성과 측정을 위한 준거 지표가 부재한 실정은
비단 경남에 국한되지 않음이 물론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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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지역 고용통계의 확충 방안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지역고용통계가 빈곤한 문제는 특광역시․도
미만의 소지역 단위 통계가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시․도 단위 통계 또한 세분
화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 해결이 긴급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전자의 문제가 해결되면 후
자의 문제도 많은 부분은 저절로 해소될 여지도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생산,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9).
이를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표본조사에 의해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새로 작성하는 방안으로 직접 조사에
의한 조사통계라고 할 수 있다면, 둘째와 셋째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다른 조사통계 또는 행정자료들을 활용하여 소지역별로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다만 둘째는 통계청의 인구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직접 추정방법이고, 셋째는 경활
조사와 다른 행정자료들을 결합한 간접 추정방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1. 확대된 표본조사에 의한 소지역 고용통계의 작성
표본조사는 일정한 집단에 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의 하나로 대상 집단 전부
를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9)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소지역’의 지역 단위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그 목적
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구․시․군), 노동부 지방행정관서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
권, 지역경제권, 의원선거구역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논문에 대한 심사 의견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경계와 행정구역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할 필
요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도’와 달리 ‘특광역시’
는 사실상 동일 경제권이라는 점에서 광역시 내의 소지역별 고용통계 구축의 필요성은 떨
어진다며 ‘지역경제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연 어느 지역 단위로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소지역고용통계 작성의 필
요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 차후 별도의 중요한 연
구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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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때에는 조사 자료에서 직접 산출한 추정치들은 변동량이 커서 통계로 이
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된다.
소지역별로 직접 조사에 의하여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은 앞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청원군, 창원시, 태백시, 전주시, 광양시, 고양시, 해운대구 등
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각기 통계청의 경활조사 조사표를 이
용하여 구․시․군 등 기초지자체 행정구역의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최근
들어 통계청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소지역 단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
시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들어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지자체의 예
산으로 통계청의 기술적 지도를 받아 도내 기초지자체별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10). 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지역고용통계의 작성
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처
럼 경활조사의 조사 표본을 확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면 경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점뿐만 아니라 직접 조사에 의한 통계이니만큼 가
공통계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활조사 표본을 크게
확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재정과 인적자원 투입의 대폭적인 증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존 경활조사와 별도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적으
로 구․시․군별로 별도의 조사통계를 실시하는 것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
역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효율성면에서 의문
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선진국들에서는 기존의 다른 자료들을 활용
하는 소지역 추정방법에 의해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10) 경남 창원시의 경우, 2006년 경활인구조사, 광공업 및 도소매업 동태조사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연합뉴스, 2007년 3월 13일, “정부 독점은 옛말... 통계도 자치시대”
기사 참조). 경남도는 당초에는 20개 시․군 모두에 대해 분기별로 경활인구조사를 추진
하였으나(‘지역통계 생산역량 강화대책’ 경상남도 내부자료, 2007년 3월 참조), 최종적으
로는 조사 대상을 축소하여 10개 시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계
획을 추진하고 있다. 10개시 8,540가구(427개 조사구)에 대한 2007년 3/4분기 및 4/4분
기 고용통계조사 사업비 예산은 3억 5,700만 원이며, 이를 도와 시가 분담할 계획이다
(경남도,「시군단위 신규 지역통계 작성계획」,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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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자료의 활용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는 전수조사와 표본조
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표본조사의 조사항목에는 경제활동상태가 포함되어 있
다. 2005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조사항목11)을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조사 기준시점 직전 1주일 동안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
동상태에 대하여 취업 여부, 구직활동 여부, 취업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3단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문항들은 취업 여부에 대하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란에 일한 사람과 일시휴직자를 구분하여 답하
도록 하고 있고,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련해 일
자리를 찾아본 사람과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일자
리를 찾아본 사람에게는 다시 취업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일이 있었
다면 일을 할 수 있던 사람과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사람
으로 식별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는 조사 대
상 기간을 조사 직전 1주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에 초점을 맞
춘 경제활동의 ‘현재 상태(current status)’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그림 1]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15세
이상 노동력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그리
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구원에 관하여 16개 항목,
그리고 가구에 관하여 4개 항목 등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에 관한
항목은 통근통학,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등 경제활동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앞에서 본 대로 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는 전가구의 10%를 표본으로 하는 대
규모 조사이고 표본 설계상 소지역(구․시․군) 단위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경우처럼 표본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소지역 단위로 잘게 나누어 통
계를 작성하면 통계로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의 표
본규모는 전가구의 10%에 이르기 때문에 신뢰도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인구센서스
에 포함된 가구와 주택 등 다른 조사문항들을 통해 파악한 특성과 연결하여 교차 분석을
한다면 소지역 단위 경제활동상태에 대하여 한층 더 풍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또한 이런 방대한 자료는 소지역 추정에 활용한다면, 추정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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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상태 문항

취업 여부

“지난 1주일(2005. 10. 23~10. 29)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하
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돕거나, 부업 아
르바이트 등 조금이라도 (1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한 경
우도 포함합니다.”

구직활동 여부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면 지난 달(10월)에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

취업가능성 여부

“만약,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
까?”
* 응답은 다음 중 선택
① 일을 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할 수
없었음.

자료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그림 1]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상태 분류
1-1. 일하였음
1. 일하였음

취업자

1-2. 일시휴직
2-1-1. 일할 수 있었음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2-1. 일자리를 찾아보았음
2. 일하지 않았음

2-1-2. 일할 수 없었음
2-2.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음

15세 이상
(노동력)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자료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따라서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경활조사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인
구센서스 표본조사는 전가구의 10%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조사이기 때문
에 구․시․군 지역 단위로 고용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
활조사의 경우 구․시․군 단위로는 표본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가 많아
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작성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 반해 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 요인이 없다. 그리고 인구센서스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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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가구와 주택 등 다른 조사문항들을 통해 파악한 특성과 연결하여 교차분
석을 한다면 소지역 단위 경제활동상태에 대하여 한층 더 풍부한 통계를 작성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의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청
의 공표 내용은 이러한 가능성의 활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인구센서스 표
본조사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통계청이 공표하고 있는 방식과 관
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구센서스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통계청이 작성 공표하고 있는 통계
의 지역 단위는 전국 및 특광역시․도 단위에 그치고 있으며, 시․도 이하로는
동부, 읍부, 면부로 통합된 평균치만이 발표되고 있을 따름이고, 구․시․군별
로는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통계가 공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청
이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구․시․군 단위 통계를 일절 작성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근통학 통계는 구․시․군 지역 단위로 작성 공표
되고 있다.
둘째, 1980년 인구센서스까지는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의 공표에 취
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개념을 적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개념
을 적용하여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역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접근방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표 5>에 요약되어 있듯이, 당초에는 조사 직전 1주일간 경제활동상
태에 초점을 둔 ‘현재 상태(current status)’ 노동력 접근방법에 기초하였으나
1985～95년까지 ‘평상 상태(usual status)’에 준거한 ‘유업자’ 접근방법 등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1985년, 1990년, 1995년 인구센서스의 경우 경제활동상태
에 대한 문항은 다른 시기의 인구센서스와는 상이하게 평상 상태의 경제활동상
태를 파악하는 조사 접근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경활조
사와 같은 개념의 고용통계 작성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현재 상태’ 노동력 접근방법으로 복귀한 2000년 이후에도 통계청은 ‘평상 상
태’ 유업자 접근방법에 의거한 분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결과치를 작성 공
표하고 있을 뿐, ‘현재 상태’ 노동력 접근방법에 걸맞게 경활인구 통계를 작성
공표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심상완․정성기)

 251

<표 5> 역대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상태 접근법

1960

표본규모
경제활동상태 접근방법
(전가구 대비)
20%
현재 상태 노동력

조사대
상기간
1주

경활인구 및 실업자
작성 공표
작성 공표

1966

10%

현재 상태 노동력

1주

작성 공표

1970

10%

현재 상태 노동력

1주

작성 공표

1975

5%

현재 상태 노동력

1주

작성 공표

1980

15%

현재 상태 노동력

1주

작성 공표

1985

10~20%

평상 상태 유업자

없음

불가

1990

10%

평상 상태 유업자의 변형

1년

불가

1995

10%

평상 상태 유업자의 변형

1월

불가

2000

10%

현재 상태 노동력

1주

작성가능하나 미공표

2005

10%

현재 상태 노동력

1주

작성가능하나 미공표

자료 : 김민경(1996: 82) 및 통계청 Kosis 메타 DB를 이용하여 재작성.

요컨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는 구․시․군 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확충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풍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표
6>은 200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경남의 20개
시․군별 경제활동상태를 예시한 것이다(정성기, 2007). 여기서 보듯이, 2000년
경남의 실업률은 3.6%이지만, 지역내 편차는 매우 크다. 전체적으로 도․시 지
역의 실업률이 농촌 지역에 비해 높으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진주시의 경우
5.6%로 가장 낮은 함양군의 0.8%에 비해 7배에 이른다. 이처럼 인구센서스 표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이 밖에도 기초지자체 내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산업별 취업 현황과 실업자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구할 수 있다(정성기, 2007
부표 참조). 이러한 수치는 시․도 단위의 실업률을 시․도 산하의 모든 구․
시․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탈피하고 소지역 실정에 부합
되는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통계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자료가 지금까지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적절
하게 활용되지 않은 채 통계청에서 사장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자료에서 2% 마이크로데이터를 추출
하여 상품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유료로 구입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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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남의 시․군별 경제활동상태 개황 : 2000

전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사천시
창녕군
거창군
함안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15세 이상

경제활동

취업자

실업자

2,276,091
368,853
342,510
263,597
239,307
140,254
123,317
97,033
96,792
93,057
87,093
53,544
53,148
46,886
45,674
45,582
44,196
41,867
34,539
32,154
26,688

1,291,237
208,650
177,243
138,152
134,430
76,725
73,856
48,617
53,829
54,565
49,761
35,435
32,255
27,811
29,180
31,357
28,910
25,537
23,888
22,739
18,297

1,244,691
200,999
168,759
130,455
129,483
73,471
71,967
46,859
51,004
53,032
48,173
34,805
31,286
26,967
28,707
30,901
28,623
25,032
23,698
22,377
18,093

46,546
7,651
8,484
7,697
4,947
3,254
1,889
1,758
2,825
1,533
1,588
630
969
844
473
456
287
505
190
362
204

비경제
고용률
활동
984,854 54.7
160,203 54.5
165,267 49.3
125,445 49.5
104,877 54.1
63,529 52.4
49,461 58.4
48,416 48.3
42,963 52.7
38,492 57.0
37,332 55.3
18,109 65.0
20,893 58.9
19,075 57.5
16,494 62.9
14,225 67.8
15,286 64.8
16,330 59.8
10,651 68.6
9,415 69.6
8,391 67.8

실업률

3.6
3.7
4.8
5.6
3.7
4.2
2.6
3.6
5.2
2.8
3.2
1.8
3.0
3.0
1.6
1.5
1.0
2.0
0.8
1.6
1.1

자료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나 이 자료에는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항목들 가운데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
미취업에 대한 항목만을 제공하고 있고 미취업자의 구직 여부 및 일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있다12). 통계청의 인구조사과(課)와 고용조사과(課)의 담당자들과 면
담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식 고용통계는 현재 경활조사를 통해 작성
하고 있고,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데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
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13)
12) 마이크로데이터는 가구와 가구원에 관한 개별 자료에 코드 부여 등 비밀보호 방법을 적
용하여 편집된 자료로 매크로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3가지 세부항
목을 모두 제공하였으나 2005년 2% 마이크로데이터에는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다.
13) 통계청의 이러한 입장은 소지역별 실업률 통계의 정치적 민감성에 비해 기초자료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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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표 7>에서 보듯이,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에서 파악된 15세 이상 인구,
경활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의 수가 경활조사에서 파악된 것들과 차
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두 조사의 표본 규모, 표본 설계, 조사원의 질, 조사와 주기와 시기, 조사항목의
수와 종류 등이 상이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구센서스가 경
활조사에 비해 표본 규모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표본오차는 그만큼 더 적을
것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조사원을 사용하여 조사를 하는 등으로
인해 비표본오차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인구센서스 결과를 활용하여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확충할 수 있으나, 이때 우리나라 공식 고용통계의 기초가 되
는 경활조사 결과와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보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
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의 문제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표 7>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간의 경제활동인구 통계 비교
인구센서스(10%표본)
전국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37,406
20,154
19,277
877
17,242
53.9
4.4
51.5

경남

2,388
1,359
1,309
51
1,029
56.9
3.7
54.8

경제활동인구조사

차이

전국

경남

전국

38,488
23,937
23,191
745
14,551
62.2
3.1
60.3

2,444
1,527
1,488
39
917
62.5
2.6
60.9

-1,082
-3,783
-3,914
132
2,691
-8.3
1.3
-8.8

경남

-56
-168
-179
12
112
-5.6
1.1
-6.1

주 : 인구센서스의 실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 1주일 동안 미취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고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
자료 : 통계청 Kosis DB, 인구주택총조사(2005. 11. 1. 기준) 및 경제활동인구조사(2005. 11).
도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저변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
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더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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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센서스 표본조사를 활용하여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작성할 경우
고려해야 할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이 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사실과 관
련된다. 5년마다 소지역 고용통계 작성이 가능하지만 그 어간의 4년 동안에는
이러한 고용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지역 고용통계를 확충하기 위
해서는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이외에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야 할 것이다.

3. 소지역 추정에 의한 지역고용통계 작성
소지역 추정(small area estimation)은 관심 대상이 되는 소지역 단위 표본의
규모를 증대하지 않고 센서스 자료나 다른 표본조사 또는 행정자료를 보조 정
보로 이용하여 현재의 표본 규모로도 어느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갖춘 추정 통계
를 생산하는 방법이다14). 이 방법은 1980년대부터 개발되어 고용통계뿐만 아
니라 소지역별 질병이환율과 사망률, 농산물 경작면적, 소득과 빈곤, 학령아동
수 추정 등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그만큼 소지역 통계에 대
한 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고용통
계와 관련해 미국 노동통계청(BLS)은 지역실업통계(Local Area Unemployment
Statistics) 프로그램을 통해 소지역 추정법을 활용하여 주(州), 대도시 지역, 군
및 일정한 군 단위 이하 지역에 대해서도 매월 고용실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US BLS, 1997)15).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소지역 추정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정도 축적되어 있
다. 아마도 이상은․진영(1996)의 연구가 최초의 작업인 듯하다. 이들은 임의의
두 소지역에 대한 1994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
14) 소지역 추정의 이론과 다양한 모델과 기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Rao(2003)을
참조.
15)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된 미국 노동통계청의 지역실업통계(LAUS) 프로그램은 흔히 BLS
Handbook Method로 일컬어지고 있는 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주 미만의 노동시장 권역 등 소지
역별로 실업자수를 추정하는 데 있다. BLS의 소지역 추정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LS
Handbook of Methods의 제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US BLS 1997; http://www.bls.gov/lau/
home.htm를 참조).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핀란드,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소지역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다(전경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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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직접추정법, 합성추정법, 복합추정법 등 3가지 소지역 추정방법에 의하여 실
업률 추정을 시도하고 추정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변동계수를 비교하였
다. 이후 유사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도의 소지역별 실업자수에 대한
추정(이상은․박종태, 1999), 충청북도의 구․시․군별 실업률 추정(이계오,
2000),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구별 실업률 추정(이계오․김규영, 2003)이 이루
어진 바 있다. 강순희․전재식․이계오(1999)는 소지역 추정법을 활용한 실업
통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현재 규모의 조사원과 예산하에서도 정책 입안 자
료로 활용가능한 시․군․구 실업통계의 생산은 가능하다는 확신과 현재 경제
활동인구조사 조건상 230여 시․군․구 단위에 대한 소지역 실업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통계청은 2002년 사업계획을 통해 “시․
군․구 등 소지역 고용통계 작성을 위하여 시․군․구 지역의 표본가구를 확대
하고 소지역 고용통계 추정식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소
지역 추정법에 의한 시․군․구 단위 실업통계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시행
하였다. 그 연구 결과 보고서(이계오 외, 2002)는 경활조사의 표본 설계하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된 구․시․군 단위의 소지역에 대한 직접 추정값들을 합성추
정법 또는 복합추정법과 같은 설계 기반 소지역 추정법을 통해 보정하여 구․
시․군의 실업자 총계를 추정하고 나아가서 추정치의 변동계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정치들이 산포의 허용 범위를 대부분 만족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6). 그러나 이같은 소지역 추정법에 의한 실업
통계 개발 노력은 연구개발에 그쳤고, 연구개발된 추정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소지역 실업통계를 작성 공표하는 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소지역 추정에 의한 실업통계 생
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통계청 직
원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건대17), 이 연구에서 설정된 허용 한계가 25%
16) 변동계수는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편차의 산포도를 보여준다. 통계
청 연구에서 소지역 추정치들에 대한 변동계수(CV)의 허용 한계는 당시 캐나다에서 대
영역 내의 소지역 추정값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25%로 설정되었다. 아래 표에 제시되
어 있듯이, 이러한 기준치를 만족한 경우는 직접추정법 36개, 합성추정법 176개, 그리고
복합추정법 183개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검토한 추정방법 가운데 복합추정법이 비교적
추정값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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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허용 범위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소지역이 6곳이나 되어 추정치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
니라 당시 담당 직원의 인사 이동 이후 통계청에서 소지역 추정에 의한 실업통
계 작성 노력은 후속 추진 동력을 잃어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2002년 통계청의 연구개발 노력이 완전히 헛수고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소지역 추정에 의한 추정치의 편향과 추정오차를 줄이는
등 소지역 추정에 의한 고용통계 생산의 가능성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밑거름으
로 삼아 소지역 추정의 정도(精度)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개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선행연구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소지역 추정의 효과성은 추정방법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보조자료에 따라 크
게 좌우된다(Kalton, 2003: xviii). 우리나라에서 소지역 고용통계의 추정을 시
도한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소지역 추정법들에 의해서 구․시․군 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나 이용된 기초자료를 보면 통
계청의 경활조사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고 이 자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상시인구통계를 활용하는 데 그친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선진
국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자료를 포함하지 못한 점에서 취약점이 있
다18). 기존 연구가 수행된 시점(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고용보험 데이터의
소지역 추정방법별 추정치 변동계수의 허용 한계(25%) 만족 빈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구시군 수

25

15

9

8

4

5

4

28

12

9

11

10

16

15

14

4 189

직접추정

4

2

2

0

1

1

1

3

1

1

1

4

6

4

3

합성추정

25

15

9

8

4

5

4

24

11

9

10

9

15

13

12

3 176

복합추정

25

15

9

8

4

5

4

27

12

9

10

9

15

13

14

4 183

2

36

자료 : 이계오 외(2002)를 이용하여 작성.
17) 2007년 4～7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통계청 고용통계과 및 통계개발원의 담당자들과의 면
접 및 전화 인터뷰.
18) 이계오 외(2002) 등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소지역 추정은 추정 기법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경활조사의 소지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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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크게 미흡했던 점과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부처들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상의 제약과 관련해서 이후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은 현재 1인 이상 전 사업체까지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실제 가입자수가 늘어났으며, 자료관리 체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국고용정보
원의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0년과 2007년 6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사
업장수는 69만 개소에서 120만여 개소로, 그리고 가입 근로자수는 675만 명
에서 86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고
용보험 등록실업자의 비율19)은 2006년 현재 3.0%로 통계청 경활조사의 실업
률 3.5%보다 낮지만 대체로 2004년 이후 경활조사 실업률과 유사한 변동을 보
이고 있다(권혜자․백광호, 2007: 4).
영세업체나 임시직의 고용보험 적용률이 낮은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엄
존하고 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 DB20)는 우리나라
본이 규모 등 표집방법의 제약으로 인해 예컨대 시․군․구별 경활조사의 실업자수에서
직접 작성한 추정치는 각 소지역내 표본조사구의 특성을 반영할 뿐 그 소지역을 유의하
게 대표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크므로 경활조사에 의한 소지역 고용 추정치의 추정 오차
를 보정하기 위해 실업자수를 성과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의 함수관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추정식을 개발하고 상시인구 자료를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하
는 데 머물고 있다. 한편 다른 선진국, 예컨대, 미국 노동통계국이 주 미만의 소지역별
실업자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보면, 실업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주의 실업자수를 소지역별
실업보험 실업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
면 Ua(t)=Us(t)*UHBa(t)/UHBs(t), 여기서 U=총실업자수, UHB=실업보험 실업자수, a=노
동시장 지역, s=주, t=시점(BLS, Handbook of Methods, 1997).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시인구 자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자료를 추가적인 보조 자료로 이용하게 된다면 소지
역별 실업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함수 모델에 고용보험 등록실업자수라는 변수를 추가로
활용하여 추정의 유의수준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9) 이 비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등록자 비율로 정의된다. 실업급여 등록
자수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와 실업급여 순수지급자(중복 제외)를 합한 수치이다. 한편
통계청의 경활조사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등록실업자의 비중은 2000년 10.0%에서
2006년 29.6%로 높아졌다(권혜자․백광호, 2007: 4).
20)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매월고용보험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지역
별 고용보험 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도 단위 통계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지역고용
통계의 확충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DB 이외에 취업알선정보망(Work-Net),
직업훈련정보(HRD-Net), 한국직업정보(KNOW), 외국인고용관리, 자활지원, 공공근로, 일
자리정보 허브(Job-Net), 자격정보, 노동부의 노동통계 등 6종, 통계청의 경활조사 등 8
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LaMAS)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고용보험, 워크넷, 직업훈련 등 3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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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용보험 실업률과 통계청 실업률의 월별 추이 비교

통계청 실업률

고용보험 실업률

자료 : 권혜자․백광호(2007: 4)에서 인용.

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와 피보험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 자료로서
지역별 혹은 노동시장 권역별로 고용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표 8). 다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통계로서 피보험 임금
근로자만을 포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수의 비임
금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파악가능한 경활조사상의 실업자는
2006년 현재 약 30%에 불과하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
구하고 고용보험 자료는 소지역 추정을 위해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엇
보다 훌륭하고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21)
를 통합 연계 분석한 정보를 주로 노동부의 행정지원 용도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용
용도를 지역 및 각 유관기관들에게 지역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백광호 외, 2006: 133).
21) 고용보험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소지역 추정을 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로
인한 추정오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소지역 추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
시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커다란 과제이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자면 미국 등의 선례에서 그러하듯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자료뿐
만 아니라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활조사 자료를 보조자료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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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용보험 DB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코드(세세분
류), 상시근로자수(전년도), 자산 총계 등
적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국적, 채용일, 자격취득일, 자격취
용
피보험자 관리
득 사유, 자격상실일, 상실 사유, 학력, 직종(분류?), 월임금(취
득시), 근로시간, 채용경로, 장애 유형, 사업장관리번호 등
- 사업장관리번호, 임금총액, 실업급여보험료액, 고용안정사업보험
보험료징수
료액,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액, 접수일자, 분할납부 여부 등
- 사업장관리번호, 지급결정일, 사업장명, 종업원수, 지원금액,
고용안정사업
추가금액, 지원피보험자수, 지원금별 지원대상 기간,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 사업주 관련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지급결정일, 훈련과정, 사업
장명, 훈련기관 코드,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코드, 훈련직종명,
훈련구분, 훈련방법, 훈련인원, 훈련금액, 훈련기간 등
- 훈련기관 관련정보 : 훈련기관 코드, 지급기간, 중도탈락인원,
직업능력개발
위탁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훈련중 인원, 지급결정금액 등
3
- 근로자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개인관련
사업
대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업종명, 사업장관
리번호, 근무직종, 학력, 전공, 훈련과정 코드, 훈련과정명, 훈
사
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비용, 훈련수당, 수료현황, 중도탈락사
업
유, 취업 여부, 자격취득 여부, 훈련직종 코드, 훈련직종명 등
-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로시간, 이직 유형, 이직 사유, 사업장
관리번호, 급여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평균임금
실업급여사업 - 실업급여수급청구자, 수급자격자, 수급기간, 수급기간 연장사
유등
- 실업급여일액, 개별연장급여일액, 특별연장급여일액 등
- 구직방법 및 횟수 등
사업장 관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Ⅳ.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특광역시․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거의 전무하
다는 문제에 주목하여 지역고용통계가 빈곤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확충방안들

학연금 적용자들에 대한 자료까지 함께 연계하여 이용하게 된다면 추정치의 질은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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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지역고용통계를 지역 단위별로 나
누어 본 결과 특광역시․도 단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빈곤하다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서 경남의 경우, 소지역별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편차가 대단히 심
하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제하에서 소지역 단위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입안을 위해서 기존의 전국․광역 단위 중심 고용통계 체
계를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소지역 단위 통계가 빈곤한 원인을 고찰하였다. 무엇
보다도 가장 초보적인 노동시장 통계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 목
적상 표본 설계 자체부터 전국 및 16개 시․도 단위 통계 작성만 가능하고,
구․시․군 단위로는 통계 작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요체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소지역 고용통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경활조사의 표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직접 조사
에 의해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새로 작성하는 방안은 조사통계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실천에 옮기자면 인적․물적 비용의 대폭적인 증대
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대규모 표본조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소지역별 경제활동인구의 실태를 통계
적으로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방향으
로 자료 공표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소지역 고용통계 확충을 위해서
는 이 자료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나 이 조
사가 5년 주기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방안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피하는 보다 더 좋은
대안적 방안으로 소지역 추정에 의한 방법이 검토되었다. 즉 직접 조사에 의하
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조사통계 및 행정자료들을 활용하여 간접추정에 의해
신뢰할 만한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소지역 추정은 이미 상당수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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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내 기존 연구에서 자료상의 제약으로 선
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관련 자료가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그동안 바야흐로 우리나라 고용보험 DB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소지역 노동시장 통계의 빈곤은 소지역 노동시장 통계의 사회적 민
감성, 학계의 무관심 등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활용가능한 훌륭한 자
료조차 사장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조사통계와 같은
막대한 재정과 인력 투자의 지출 없이,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
는 가공통계에 의해서도, 조사통계에 비견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소지역 고용
통계를 확충할 수 있다. 간접추정에 의거하여 소지역 고용통계를 생산할 경우
추정의 편향과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용
한 보조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추정기법을 보다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보조 자료의 질 개선 그리고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자료 관장 부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상이한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긴요하게 요구된다. 향후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와 풍부한 논의가 이루
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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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looks at the poverty of local labor market information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policies for producing reliable
employment statistics for sub-Provincial area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conducted by the
NSO., which is the staple source for 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is
designed to yield statistics for broad regions of nation and provinces only.
We sets out three approaches to overcome the dearth of employment
statistics for smaller geographical areas. The first is to increase the
sample size of the current EAPS. This approach is not recommedable
for the excessive fund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t it entails. The
second is to use the 10% sample survey data on economic activity
included i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nducted by the NSO.
In our view, this data can be turned into rich source for the production
of small area employment statistics, though the Censuses are conducted
only once every five years. The third approach is to turn away from
the conventional direct estimates toward the use of indirect modeldependent estimates. Various methods are developed and increasingly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The problem is how to ensure the
precision and reliability of estimates. We suggest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 which has not thus far been used for the production of
small area employment statistics can be used as auxiliary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mall area employmen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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