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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1998년부터 2006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에
서도 매우 경기순행적이고, 그 경기순행성은 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높은 경기순행성은 모두 비노조 부문에서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의 결과는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수많은 외국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에 있어서
의 학력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동 주제에
대해 기존의 외국 연구들이 발견한 사실들과 일치한다. 임금유연성과 관련된
한국의 문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실질임금, 경기순행성, 구성의 효과

I. 머리말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에 대한 연구는 많은 거시 및 노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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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다(HY-2007-G). 익명의 두 심사자
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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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오랫 동안 많은 관심을 끌
어와서 지금은 ‘중요하지만 다소 낡은(?) 이슈’가 된 느낌이다. 특히 상대적으
로 최근 들어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패널 데이터가 이용가능해지면서부터 패널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실 패널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지기 이전에 수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은 거시적 시계열 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임금이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거나 미약하게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믿
어왔으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케인지안이나 신고전학파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
진 상태였다. 그러나 Raisian(1979), Bils(1985) 등에 의해 제기되고 그 후
Solon, Barsky, & Parker(1994)에 의해 체계화되었듯이 거시적 시계열 자료는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갖는다. 즉 경기상승기에는 한계노동자들이 추
가적으로 고용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은 실제 기존의 근로
자들이 받은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경기하강기에는 이러한 한계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실직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제외시키고 계산된 평균임
금은 기존의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수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이 개개인의 노동력 상태 및 임금을 추적․관찰하
여 놓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성의 효과(composition effect)’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매우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나아가 보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
가 가지는 학문적 및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다.1) 무엇보다도 임금의 경직성은 실업률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흔히 고실업의 원인으로 균형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미시적 패널 자료에 근거하여 반복
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Solon et al.(1994)에 의해 요약되었듯이 실업률이 1%포
인트 증가할 때 실질임금이 약 1.5%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매우 유연하게 변해 감을 시사하며 그 자체로서 임금의
경직성을 예측하는 이론들과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2)
1) 경기순행성을 포함하여 보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유연성에 대한 기존 연구 정리 및 이 논
의가 가지는 경제학적 및 정책적 중요성을 소개하는 국내 연구로서는 신동균(2002)을 예
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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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학문적 및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
렇다 할 연구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패널 자료의 부재에 있었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구축해 온 한국노동
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s : KLIPS) 자료는 이제 9차년도 자
료까지 이용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적이 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패
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 실
질임금의 경기순행성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제공하고자 한다.3)

Ⅱ. 추정방법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흔히 사
용하여 온 모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여기서는   는 시간당 실질임금률을 말하며, 명목임금률을 소비자물가지수
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실질임금률이나 경기변동지수로 사용된 실업률이나 모
두 2차식으로 표현되는 장기 추세선을 빼줌으로써 단기적 변동분을 나타내고
있다.4)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지수로서 실업률(  )을 사용함에 따라  가 양
(+)이라는 것은 실질임금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임을 의미하며 음(-)이

2) 예를 들어 Keynes(1936), Friedman(1968), Phelps(1970) 등이 이에 속한다.
3) 신동균(2002)은 복수 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해 놓은 횡단면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이 주제를 연구한 바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그의 추정치
는 구성의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 변수들로부터 장기 추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Hodrick-Prescott(HP) 필터 등을 고려할 수
도 있으나 HP 필터로 추출된 경제변수들의 장기 추세선상에서의 값들은 특정 시점에서
서로 불일치할 수 있다. 물론 2차식(혹은 3차식)의 추세선을 가정하는 것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동일하게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움직임을 비교․관찰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거시적 시계열 자료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순행성을
추정한 외국의 연구들이 대부분 등식 (1)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교 목적을 위해서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등식 (1)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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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은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낸다.
등식 (1)을 정리하면 다음의 등식 (2) 형태가 되며,
                    

(2)

여기서 각  계수들은  와  및  계수들의 함수로 표시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등식 (2)를 각 연도별로 개인간에 평균을 내면 바로 거시적 시계열 자료에 근거
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 모형이 된다.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추정된
 계수가 구성의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구성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Solon et
al.(1994)에 의해 제시되었듯이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연도에 고용
되어 있는 응답자들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 지적
되었듯이 이 방법은 표본의 대표성 면에서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다 대표
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구성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의 모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3)

등식 (2)와는 달리 등식 (3)에서는 개개인의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통제한 후 그 잔여(residual) 임금률을 다시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변동분으
로 분해하고 있다. 등식 (3)에서   는 시간불변인(time-invariant) 변수들의 벡터
로서 성, 교육수준 등 관찰할 수 있는 변수들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 근로
동기 등 관찰할 수 없는 특성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는 시간가변인
(time-varying) 변수들의 벡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경력 변
수만을 허용하고 있다.5) Solon et al.(1994) 등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간
가변 변수로서 개개인의 잠재경력 변수만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 목적상 같은 변수들만을 통제하고자 한다. 등식 (3)을 추
5) Solon et al.(1994)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간가변 변수로서 경력변수(혹은 연령)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이란 잠재경력(potential experience)으로서 (연령-교육연수-6)
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경력변수의 실제 값은 응답 내지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사에서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보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한 측정 오차를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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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본 기간 동안 모두 고용되어 있었던 응답자들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표본 기간 내에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실직을 하여 임금
률을 보고하지 못하다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고용되어 임금을 보고하는
응답자들도 아울러 사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킨다. 이 경우 표본
기간 내에 발생하는 구성의 효과는 (항상 모든 연도에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들
에 한정함으로써 표본 구성을 불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임금결정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함으로써 경기변동상 누가 실직을 하고 누가 재고용되는
가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모든 개인들을 ‘동질화(homogeneous)’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등식 (3)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 중 관찰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
법은 다음과 같은 차분된 등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       

(4)

등식 (4)에서  는 두 인접한 조사 연도 사이의 차분을 의미하며 이 차분된
등식에서는 관찰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변수들은 제거된다.
등식 (4)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함으로써 비록 경기순행성 혹은 역행성을 나타
내는 모수인  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획득할 수 있으나 만약 차분된 오차항이
공통의 연도 효과를 내포할 경우 차분된 오차항은 서로 다른 개인간에 상관관
계를 맺게 되고 이는 추정된  의 표준오차를 실제보다 작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표준오차 추정치의 과소 평가 문제 혹은 추정된 계수의 유의성의 과대 포
장 문제는 다음의 2단계 추정법(two-step estimation)으로 대처할 수 있다. 1단
계에서는 다음의 등식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연도별 더미 변수의 계수를 추
정한다.
           ′      

(5)

여기서  는 차분된 연도에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정의된 연도더미 변수
를 나타낸다. 또한 등식 (3)이나 (4)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가변 변수로서는 개
개인의 잠재경력만을 통제한다. 결국 등식 (5)에서는 개개인의 시간당 임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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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분 중 개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한 후 공통의 연도 효과를 추정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된 공통의 연도 효과를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경기변동의 효과로 분해한다.

               

(6)

등식 (6)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할 때에는 1단계에서 사용된 연도별 관찰치수
를 이용하여 가중최소자승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보론할 사항이 있다. 첫째, 등식 (5)의 차분된 오차항
도 앞서 언급한 이유로 횡단면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추정된
연도더미 계수의 유의성을 과대 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를 걱정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1단계 추정을 통하여 얻어낸 연도더미 계수의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1단계에서의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 문제는 (연도더미 계수들을 일치적으로
추정하는 한) 2단계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이러한 표준오차의 과
소 추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Bils(1985)의 연구에서처럼
차분된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최소
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2단계 최소
자승법보다 복잡하다.

Ⅲ.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
(약 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
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1998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9차년도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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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남자

여자

85.0

57.7

월평균 명목임금(천원)

1,632

975

시간당 명목임금(원)

시간당 실질임금(원), CPI는
2005=100

7,870

5,341

평균 연령(세)

40.0

37.5

고졸 비율(%)

72.4

81.4

초대졸 비율(%)

27.6

18.6

노조가입률(%)
연도-사람 관찰치 수

15.2

7.3

21,085

13,552

자료 : KLIPS, 임금근로자 대상.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표본의 기본 특성들을 요약하고 있다. 평
균 임금, 평균 연령, 학력, 노조가입률 모든 변수에 있어서 남성이 더 높게 나타
났다.6) 분석에 사용된 남성의 연도-사람 관찰치 수는 21,085명으로서 이를 분
석에 한 번이라도 사용된 사람 수로 나누면 개인당 평균 4.4개 연도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1. 경기변동상 구성의 효과가 존재하는가?
우선 <표 2>의 제1열에서는 등식 (2)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결과를 기록하
고 있다. 경기변동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추정
한 결과 추정치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 매우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제2열에서 등식 (4)에 근거하여 개인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결과 실질
임금은 경기순행적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으나 실질임금은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약 1.1%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추정치들은 (i) 경기변동상 노동력 구성의 변화
는 심각하게 발생하며 (ii) 이러한 구성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흔히 (시
6) KLIPS에 대한 일반적 소개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7) 추정치의 값은 양(+)으로 나타나 실질임금이 경기역행적임을 시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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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 : 구성의 효과 예시
변수
상수

수준 (등식 (2))
3.930***
(0.000)

-0.002***
(0.000)

-

총경력

차분 (등식 (4))
0.053***
(0.000)



0.038**
(0.040)



0.002
(0.250)

-



0.015
(0.156)

-

-

-0.011*
(0.082)

0.045
20,606(수준)

0.004
14,313(차분)


R2
N

자료 : KLIPS,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총근로시간,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경우.

0.008***
(0.000)

)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 **,

계열 자료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실질임금은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bias)
를 가지면서 변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Solon et al.(1994)의 발견을 한
국의 데이터로 재확인시키는 셈이다.

2. 강건한(robust) 추정치를 찾아서
비록 구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추정했을 때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경기
순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추정된 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으며8) 실제 크기 면에서도 많은 미국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
던 수치인 -0.014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표 2>의 제2열에서 차분된 등식에
2차식의 추세선을 포함시킨 결과 추정치의 절대값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으
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 이 새로운 추정치에 의하면 실업률이 1%포인
8)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연도 내에서 오차항들이 횡단면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고려하면 추정치의 유의성은 <표 1>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 차후에 보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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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증가할 경우 실질임금은 2.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임금의 경기변
동상 유연성이 미국의 경우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추정치들조차도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사용한 추정치들은 모두 임금률을 계산
함에 있어서 월 평균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는데 이 월 근로시간에는
초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응답자들이 ‘월 평균임금’을 보고함에
있어서 초과급여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단정지을
수 없다. 통상 초과근로를 수행해 왔던 근로자들은 월 평균임금에 초과근로수
당을 포함시키는 경향을 있을 것이고 다소 부정기적으로 초과근로를 수행해 왔
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초과근로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 평균임금
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
간으로 월 평균임금을 나눌 경우 그 결과로 계산된 시간당 임금률은 경기역행
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가질 것이며 초과근로시간을 제거한 정상근로시간으로
월 평균임금을 나눌 경우 그 결과로 도출된 시간당 임금률은 경기순행적인 방
향으로 편의를 가질 것이다. <표 3>의 제4열에서는 월 평균임금을 정상근로시
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임금률을 이용하여 제2열의 모형을 재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예상한 대로 추정치는 -0.031로서 제2열의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경기순
행적으로 바뀌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더욱 증가하였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실질임금은 3.1% 하락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
를 종합하면 실제의 추정치는 -0.023과 -0.031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는 제2열의 추정치를 본 연구에서 선호하는 추정치로
보고한다.
그러나 <표 3>의 제1, 2 및 4열에 제시된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앞서
설명한 이유로 과대 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제3열에서는 제2열에 있는
추정치의 표준오차의 편의 문제를 교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보고의 간결
성을 위하여 두 단계 최소자승법의 2단계에서의 추정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추정된 표준오차는 예상한 대로 상당히 커졌으며 따라서 통계적 유의
성도 제2열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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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차분 모형에 근거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 : 강건한 추정치의 모색

변수

상수
총경력





N

월 평균임금/총근로시간
차분 모형에 2차 추세선
차분 모형에
2단계 OLS의
1차 추세선
단순 차분
제2단계
0.053***
-0.103***
-0.103*
(0.000)
(0.027)
(0.040)
-0.002***
-0.002***
(0.000)
(0.000)
0.008***
0.071***
0.071***
(0.000)
(0.009)
(0.014)
-0.005***
-0.005**
(0.001)
(0.001)
-0.011*
-0.023***
-0.023*
(0.082)
(0.006)
(0.010)
0.004
0.007
0.788
14,313 (차분)
14,313
8

월 평균임금/정상근로시간
차분 모형에 2차 추세선

-0.136***
(0.027)
-0.002***
(0.000)
0.079***
(0.009)
-0.006***
(0.000)
-0.031***
(0.006)
0.009
14,308

자료 : KLIPS, ( )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
의한 경우.

정된 추정 결과에서도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추정치는 여전히 최소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경기순행성의 유의성은 향후 패널
자료가 보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3. 집단간 이질성(group heterogeneity)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표 4>에서는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이 다양한 인구 및
경제적 집단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모든 모형에
대해 장기 추세선으로는 차분된 등식에 2차항(수준에서는 3차항)까지를 포함시
켰으며 시간당 임금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월 평균임금을 총근로시간수로 나
누었다. 또한 모든 모형에 있어서 <표 3>의 제3열에서처럼 추정치의 표준오차
는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교정하였다.

가. 성별 차이
우선 제1 및 2열의 추정치를 보면 실질임금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있어서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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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실질임금이 남성에 대해서는 2.3%, 여성에 대해서는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남성의 추정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
과 비교하여 여성의 추정치는 30% 유의수준에서조차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Blank(1989), Tremblay
(1990), Solon, Barsky, & Parker(1994), Park & Shin(2005)의 연구에 나타나 있
는 것처럼 실질임금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훨씬 더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녀 간 임금격차도 경기변동상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Solon, Barsky, & Parker(1994)는 이러한 남녀 간 차이를 간단한 수요 - 공급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동공급곡선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보다 임
금탄력적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가 남녀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확대될 경우
실질임금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고용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보다 경기
순행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Solon et al.(1994)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였다.
한편 Park & Shin(2005)은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남성에게 있어서 보다 크
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이 수요의 경기변동성이 심한, 따라
서 초과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심한 직종들에 비례적으로 많이 종사하기 때문임
을 보였다. 즉 노동의 수요는 경기상승기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비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됨을 보였다.

나. 노조-비노조 사이의 차이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의 대부분이 남성으로부터 유도된다는 발견을 바탕으
로 <표 4>의 제3 및 4열에서는 남성의 표본을 노조와 비노조 두 집단으로 나누
고 양 집단 사이에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이
고 있다. 추정 결과 실질임금은 노조 집단에서는 경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추정치는 양(+)으로 나타나 경기역행적인 것처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다. 반면 비노조 집단의 경우 추정치는 -0.030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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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질임금 경기순행성 추정치에 있어서의 집단간 이질성
변수
상수




R2
N

남성
-0.103*
(0.040)
0.071***
(0.014)
-0.005**
(0.001)
-0.023*
(0.010)
0.788
8

여성
-0.067
(0.090)
0.060
(0.032)
-0.005
(0.003)
-0.011
(0.021)
0.108
8

노조
0.011
(0.083)
0.049
(0.030)
-0.004
(0.003)
0.011
(0.020)
0.350
8

비노조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0.128*
-0.100
-0.110*
(0.046)
(0.047)
(0.051)
0.077*** 0.065**
0.088***
(0.016)
(0.017)
(0.018)
-0.006**
-0.005**
-0.007**
(0.001)
(0.001)
(0.002)
-0.030*
-0.022
-0.026
(0.011)
(0.011)
(0.013)
0.755
0.684
0.758
8
8
8

자료 : KLIPS, ( ) 안은 표준오차의 추정치. 2단계 추정법에서 제2단계 결과에 해당.종
속변수는 월평균임금/총근로시간,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경우.

이 발견 또한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Solon et al.(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McDonald & Solow(1985), Bulow & Summers(1986), Hamermesh &
Rees(1988) 등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한다. 2차부문(secondary
sector)에서의 임금은 경쟁적으로(competitively) 결정되어 수요의 변동에 따라
자유로이 변동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1차부문(primary sector)에서는 노동조합,
효율임금(efficiency wages), 기업특유의 인적자본(firm-specific capital, Ohashi
(1987)) 등의 이유로 임금이 비경쟁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기초로 노
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부문별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들을 부문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Keane(1993)에 의해 명료하게 지적되었듯이 노동시장의 분단성을 검증함에 있
어서 산업간 잔여임금격차(residual wage differentials)에 의존하는 방법은 이
잔여임금격차 중 공급자 측면에서의 개개인의 관찰할 수 없는 특성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관찰할 수 없는 직업 특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다는 내재적 난제
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보다 유효한 검증법은 설명되지 않는 부문간 잔여임금격
차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 임금이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예측하는 바대
로 움직이는가를 검토하는 길이다. 본 연구 결과는 분단노동시장 가설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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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 교육수준별 차이
<표 4>의 제5열과 6열에서는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교육수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주로 남성 집단
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남성을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대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추정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학
력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학력 집단 모두에서 추정된
계수의 P값은 10%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통계적 유의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상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혹은 경기순행
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이미 이 주제를 20년 이상 연
구하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패널 자료가 없었던 관계로
수행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이래로 구축해 온 패널 자
료인 KLIPS는 이제 9차년도인 2006년 조사 자료까지 이용가능하여(비록 미국
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등과 비
교하여서는 아직 표본 기간이 짧으나) 이제 본 연구 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
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매우 경기순행적이고 그 경기순
행성은 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높은 경기순행성은 모두 비노조 부문에
서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기존의 수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에 있어서의
학력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순행성의 추정치를 남녀 간 비
교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단순한 수요-공급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성의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노조-비노조 사이에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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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 결과는 분단노동시장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함으로 알 수 있다. 즉 노조
부문의 임금은 비노조부문의 임금과는 달리 경기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히 경직적이다. 차후 KLIPS 자료가 보다 장기에 거쳐 축적될 경우 이러한 경기
순행성의 장기적 추세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어
도 수량적으로는 상당히 유연하게 변동함을 나타낸다. 임금유연성과 관련된 문
제는 양적인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 즉 개인 혹은 집단 차원에서의 임금
과 생산성과의 연계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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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Evidence o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s in Korea
Seungbok Kang and Donggyun Shin
Abstract: On the basis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data for the 1998 through 2006 period,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real wages are substantially procyclical, more procyclical for men
than for women, and that the great procyclicality of men's wages is
concentrated among non-union workers. Little difference i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s is observed between high- and low-education
groups. The current finding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what is
observed in other countries' labor markets,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in particular.
Keywords : real wage, procyclicality, composi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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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엄 동 욱**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차년도(2005년)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하여 중고령자의 취업실태를 비교하고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분석 대상은 50세 이상 75세 미만 중고령자인 총 7,003명이며, 인적 속
성, 건강상태, 노동시장 특성,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 일자
리 직업정보를 취업결정요인으로 주목하여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모형
과 취업형태에 대한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가
주로 취업-미취업의 기준에 따른 취업결정요인 분석에 치중한 결과, 이질적
인 속성을 가진 취업자 집단, 즉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자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결과와 유사하지
만, 개별 요인별 추정계수의 방향이나 크기가 서로 달라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통합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
계 더 나아가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각각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용어 : 중고령자, 국민노후보장패널, 취업확률, 이항 및 다항로짓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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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물론 남겨진 오류
와 문제점은 필자가 고민하고 해결할 몫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edwmidas@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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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
들은 노후준비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
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국민에게 노후준비를 위해 실현가능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일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과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소나마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고령자들이 노후준비나 노후생활에 대해 어
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령자
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고령자의 노후생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중고령자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 KReIS)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KLoSA)와 더불어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
후생활에 초점을 맞춘 패널조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이 자
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고령자의 실
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나라에
1)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에 따르면 최종 자료는 2007년에 조사한 결과와 종단클리닝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
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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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과 달리 사회
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장지연 2003). 사실 유럽국가에서는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지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
도가 일천하고 아직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취업 이외의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자의 취업결정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
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취업 여부(취업-미취업)를 기준으로 취
업을 결정짓는 요인에만 주목해 온 반면, 본 연구는 취업자의 인적자본 속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
질적인 속성을 갖는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공
존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이들간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이지만 향
후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우
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추적한 박경숙(2003, 2006)의 연구에서 중고령
자의 취업결정요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주
요 변수와 실증분석 모형은 성지미․안주엽(2006)과 장지연․신현구(2008)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기본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성지미․안주엽(2006)은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한국노동패널 및 중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30세 이상 50세 미만)과 중고령층(50세 이상 75세 미만 준고령자․고령자 집
단)을 비교 분석하고 있고, 취업결정요인으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구
소득원, 자산(부채), 과거 직업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로짓 및 다항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으로서 가구소득원의 형태, 자산
(또는 부채) 규모, 그리고 이전 일자리(45세 기준)의 특성이 현재의 취업결정에

2)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편의상 본문에서는 주로 자영업자로 기술한다. 표와 그림에서는
고용주/자영업으로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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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지연․신현구(2008)는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한국, 미국, 스웨
덴, 독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3) 이들의 연구는 성지미․
안주엽(2006)과 달리 국가간 비교를 통해 제도의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중고령
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
을 미치는 국가 수준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연령, 교육, 건강, 소득의 4가지 요인이
중고령자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독특
한 환경은 선진국과 달리 열악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소
위 ‘은퇴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retirement)’와 같은 현상들이 일반화되
기에 아직 이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중고령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실증 분석에 필요한 변
수를 정의하고 기초통계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어 중고령자의 취
업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이항로짓 및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였고, 이때 전
체 중고령자를 취업 여부(취업-미취업)로 구분하거나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다.4)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검토사항을 제시한다.

Ⅱ. 중고령자 취업실태

1. 분석 자료
본 연구가 주로 활용하는 분석 대상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제1차 국민
3)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기본조사 자료(2006년)이고, 미국은 건강
과 은퇴패널조사(Health and Retirement Survey : HRS)의 2004년 자료이며, 독일과 스웨
덴은 유럽고령화연구패널조사(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의 2004년도 자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지연․신현구(2008), pp.64~70 참조.
4) 실증분석에는 Stata 10/S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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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5년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의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응답자들의 가구와 인적자본 특성이 상
세하게 담겨 있다(김시원 외 2006). 본 연구는 중고령자 범위를 50세 이상 75세
미만의 준고령자․고령자로 제한하였다.

2. 중고령자의 취업실태
<표 1>은 성별․연령대별 중고령자의 취업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총 6,943명
중 미취업자는 52.0%, 취업자는 48.0%로 고연령일수록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
아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체 분석 대상 중 임금근로자는 19.5%인데 주
로 남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고연령일수록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대상 중 약 20% 수준으로 연령대
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5)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그 비중은 10%
미만인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주로 해당된다. 이는 [그림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 성별․연령대별 취업실태
(단위 : 명, %)

전체
취업
미 임금 고용
전체
취업 근로 주/자
영업
전 체 6,943 52.0 19.5 20.3
50~54 세 1,276 35.5 34.1 22.0
55~59 세 1,456 43.3 27.5 20.7
60~64 세 1,558 50.3 19.1 21.1
65~69 세 1,556 61.6 11.1 19.5
70~74 세 1,097 71.6 4.6 17.7

남성
무급
가족
종사
8.2
8.4
8.4
9.4
7.8
6.1

취업
미 임금 고용
전체
취업 근로 주/자
영업
3,060 37.1 28.6 33.5
554 13.9 49.5 35.2
632 21.5 41.8 36.2
714 37.7 27.3 33.9
699 51.2 15.9 32.6
461 64.0 6.5 28.4

여성
무급
가족
종사
0.8
1.4
0.5
1.1
0.3
1.1

취업
미 임금 고용 무급
전체
취업 근로 주/자 가족
영업 종사
3,883 63.8 12.4 9.9 13.9
722 52.1 22.3 11.9 13.7
824 60.1 16.6 8.7 14.6
844 61.0 12.2 10.3 16.5
857 70.1 7.1 8.8 14.0
636 77.2 3.1 9.9 9.7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5) 이와 같이 자영업 노동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연령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고령자에게 대안적인 취업형태로 제시되고 있다(장지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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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취업실태

세

Ⅲ.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1. 연구 모형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에는 보통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경우
즉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는 경우 로짓모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의 형태를 이항분포로 가정하는 경우 이항로짓(binomial
logit) 모형,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 값을 갖는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 bution)인 경우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한다.6) 본 연구
6) 이항로짓과 다항로짓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성우 외(2005)와 Long & Freese(2006)
를 참조. 일반적으로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IIA(Independence and Irrelevance
of Alternative)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즉 선택확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인데 본 연구의 자
료는 취업 여부 및 취업자의 구성에 있어 상호 배타적인 응답 자료로 구성되어 IIA 가정
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 논평을 해주신 신현구 책임연구원은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경우를 고려할 때 선택확률이 상호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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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항로짓 모형에서 종속변수가 미취업실태(1-p)에 대한 취업실태(p)의
로짓(log odds)이며, 추정계수들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갖는 확률효과
를 의미한다. 한편 다항로짓 모형은 종속변수를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
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는 경우 사용하는데,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
참조집단(미취업자)에 대비하여 각 취업형태를 가진 집단의 확률의 비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7)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취업 여부(더미변수로서 취업자인 경우 1, 아닌 경우 0)를 나타
내며, 설명변수  는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서 인적
속성, 건강상태, 노동시장 특성,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 그리고
일자리 특성 등을 포함한다.  는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가 되며,  은 오차항으로
 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적속성변수로
서 가구주 더미변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구주 여부를 중고령자의 취
업결정요인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중고령자가 가구주일 경우 가구생계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업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포함시
켰다. 성별 더미변수는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취한다.
연령은 조사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교육연수는 학력에 대한 응
답결과를 연속변수로 전환한 것이다.8) 한편 가구원 중에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

는 지적을 해주셨으며 소위 nested logit model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7) 보다 정확하게는 계수 추정치를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산정
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추정 계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초
점을 맞추어 변수들의 유의성을 먼저 살펴본 뒤 구체적인 효과는 한계효과를 산출하여 분
석하고 있다.
8) 교육연수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한국노동패널과 달리 각 학
력계층별로 중퇴와 졸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교육연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초대졸과 대졸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교육연수가 측정 오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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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영유아
기(0~4세)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의 더미변수, 그리고 학령기(5~9세) 가구원
이 존재하는 경우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 취
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무배우 여성, 무배우 남성으로 구분하
여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9)
다음 중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변수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건강
상태를 육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를 구분하여 응답토록 하고 있는데,
5점 척도 방식으로 매우 좋지 않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까지 측정을 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보통이다(3점)를 기준으로 좋거나 매우 좋은 경우를 양
호실태로 구분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그리고 매우 나쁜 경우 각각에 대해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질환, 장애 여부가 취업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더미변수(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1, 아니면 0)로 추가하
였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는 지역실업률을 활용하였다. 이 변수
는 조사기준 시점인 2005년 8월에 해당되는 2005년 3/4분기의 지역별․연령별
실업률을 통계청 KOSIS 시스템에서 추출하였고, 응답자의 연령과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지역에 맞추어 해당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금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사
업보장급여, 개인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만원/월 단위 기준으
로 활용하였다. 연간 소득으로 응답한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된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가구지출도 포함하였는데, 가구소득 규모와 더불어 가구지출 규모
도 동시에 고려할 때 정확한 취업결정요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가구지출은 가계총지출, 이전지출, 저축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
구소득과 같이 만원/월 단위로 재산출하였다. 가구자산 및 부채는 금융자산 총
액, 기타자산 총액, 그리고 총 부채잔액으로 만원 단위로 집계된 것이다. 본 연
9)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결혼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배우 여성과 남성이 미혼
인지 기혼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동 조사의 원자료에는 1인 가구가 924명이 있는데, 배
우자가 없다는 정보만으로는 이들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기혼 여부에
따라 추정 결과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10) 육체적 건강상태(원자료 변수명은 p01p010)와 심리적 건강상태(p01p011)의 상관계수는
0.5846로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개념적
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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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가구소득, 지출 및 자산/부채와 관련된 변수들에서 해당 변수가 해당
되지 않거나 응답 거절, 모름, 무응답에 대해서는 모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는 추후 실증분석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무
응답으로 인해 표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해 추정상 오류가 일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11)
마지막으로 일자리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
우 한국노동패널과 달리 취업자의 경우 직전 일자리 정보를, 미취업자의 경우
마지막 일자리 정보를 묻고 있어 각각 이 정보의 직업특성을 더미변수로 만들
어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12) 가령 관리임원직인 경우 occ0 변수는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일자리(직업) 변수의 기준 범주는 사
무직(occ3)이다.

2. 기초분석
<표 2>는 기초통계로서 표본의 규모를 제외한 모든 값은 평균치를 의미한다.
미취업자 중 가구주는 불과 33%이고, 가구주는 주로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또
는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더미변수를 보면 미취업자에서 여성이 많이 발견되며, 무급가족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연령이 상대
적으로 제일 낮은 58세이고 교육연수는 가장 높은 9.25년이다. 미취업자가 가
장 연령이 높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평균 139.75만 원이며, 자영업
자 사업소득은 평균 122.30만 원이다. 영유아기, 학령기 가구원의 존재는 그 비
중이 적어 취업형태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건강상태는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양호한 실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육
11) 이와 같은 실증 분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공한 무응답 대체자료
(imputed data)를 사용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기 못했고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12) 성지미․안주엽(2006)의 경우, 만 45세 때의 일자리 정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가 현재 취업형태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
하나, 왜 만 45세의 근로경험에 주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한
국노동패널 부가조사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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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 정의
전체
7,003
표본수(명)
가구주더미변수(가구주=1)
0.52
REL
성별더미변수(여성=1)
0.56
FEMALE
연령(세)
61.80
AGE
교육연수(연)
7.85
SCH
영유아기(0~4 세) 가구원(=1)
0.04
CHILD4
학령기(5~9 세) 가구원(=1)
0.05
CHILD9
NSPOF
무배우 여성(=1)
0.17
NSPOM
무배우 남성(=1)
0.03
0.29
HEALTHG 육체적 건강상태 양호
0.34
HEALTHB 육체적 건강상태 나쁜 편
0.13
HEALTHW 육체적 건강상태 매우 나쁜 편
0.40
PHEALTHG 심리적 건강상태 양호
0.24
PHEALTHB 심리적 건강상태 나쁜 편
0.05
PHEALTHW 심리적 건강상태 매우 나쁜 편
0.46
DISABILITY 질환/장애 존재(=1)
지역 실업률(%)
2.03
URATE
가구소득(만원/월)
216.24
INCFAM
가구소득(본인 근로소득 제외,
165.28
NLABINC
만원/월)
INCSPO
배우자근로소득(만원/월)
38.59
4.39
INCSAVS 금융자산소득(만원/월)
12.33
INCRENT 부동산소득(만원/월)
8.33
INCSOCI 사회보장급여(만원/월)
0.29
INCRETA 개인연금소득(만원/월)
20.24
INCTRAN 사적이전소득(만원/월)
기타소득(만원/월)
10.52
INCETC
가계총지출(만원/월)
142.97
EXPENS
18.03
EXPTRAN 이전지출(만원/월)
14.68
SAVINGS 저축액(만원/월)
1,379.36
ASSETFIN 금융자산 총액(만원)
315.90
ASSETETC 기타자산 총액(만원)
2,342.50
DEBTFIN 총부채잔액(만원)
관리임원직(=1)
0.047
OCC0
전문가(=1)
0.012
OCC1
기술공 및 준전문가(=1)
0.018
OCC2
사무직(=1)(기준)
0.051
OCC3
서비스직(=1)
0.045
OCC4
판매직(=1)
0.079
OCC5
농림어업숙련직(=1)
0.083
OCC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 0.071
OCC7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1)
0.031
OCC8
OCC9
단순노무직(=1)
0.181

미취업 취업 임금근로 고용/자영 무급가족
3,613 3,330 1,356
1,408
566
0.33
0.73
0.83
0.91
0.05
0.69
0.42
0.36
0.27
0.95
63.41 60.09 58.26
61.36 61.32
7.73
7.96
9.25
7.76
5.34
0.05
0.02
0.03
0.02
0.01
0.07
0.03
0.03
0.03
0.02
0.22
0.12
0.12
0.14
0.03
0.03
0.02
0.04
0.02
0.00
0.23
0.36
0.43
0.36
0.23
0.37
0.32
0.27
0.33
0.41
0.19
0.06
0.03
0.07
0.12
0.34
0.46
0.48
0.47
0.37
0.27
0.21
0.18
0.21
0.26
0.07
0.03
0.02
0.03
0.03
0.55
0.37
0.31
0.39
0.42
2.08
1.97
2.46
1.72
1.42
204.47 228.73 264.45 219.94 163.51

204.47 121.15 127.67
38.93
6.37
15.21
11.21
0.24
27.37
13.20
131.43
10.91
11.83
1,464.74
277.64
2,178.08
0.051
0.015
0.017
0.046
0.056
0.091
0.080
0.061
0.023
0.227

38.38
2.23
9.39
5.34
0.35
12.57
7.68
155.58
25.73
17.72
1,297.59
355.25
2,540.99
0.045
0.008
0.019
0.059
0.034
0.067
0.088
0.084
0.041
0.135

97.70 163.51

34.87
16.87 100.30
2.64
1.92
2.02
7.42
12.39
6.64
5.46
6.80
1.41
0.29
0.51
0.09
12.46
13.32 10.95
11.51
6.42
1.64
164.33 156.98 131.14
28.91
26.22 16.91
20.74
16.40 13.80
1,408.40 1,232.18 1,194.83
356.16 398.15 246.34
2,234.10 3,055.07 1,997.37
0.059
0.045 0.011
0.011
0.009 0.000
0.021
0.023 0.004
0.073
0.063 0.014
0.044
0.031 0.016
0.070
0.074 0.044
0.088
0.107 0.042
0.116
0.080 0.018
0.037
0.060 0.002
0.226
0.079 0.058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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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건강상태나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며, 질
환/장애의 존재에서도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
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상태나 심리적 건강
상태가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많다.
가구소득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26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
미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이다. 배우자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 평균 39만여
원 수준인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00만 원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속성상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소득은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보장급여도 그러하다. 한편
개인연금소득은 다른 가구소득에 비해 비중이 미미하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 사적이전소득은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데 이
는 일정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가구지출 수준을 보면, 가계총지출은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으며, 자영업자,
미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이다. 그에 더하여 이전지출의 규모를 보면 또한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고 가구소득의 약 10% 정도에 이른다. 한편 저축액도 임
금근로자가 가장 많다. 가구자산 및 부채는 금융자산의 경우 미취업자가 가장
많지만 기타자산까지 포함하면 자산 규모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이
다. 부채의 경우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3천 만 원 수준이고 그 다음 임금근로자,
미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이다.
이상의 통계를 종합해 볼 때, 미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이면서 고연
령자이고 돌봐야 할 가구원이 있으며 건강상태는 나쁜 실태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 측면에서 보면 미취업자가 근로소득은 없는 반면 금융자산, 부동산소
득, 사회보장급여 등 일정한 고정수입이 있고 그와 유사한 수준의 사적이전소
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가계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저축을 포함해서 대략 175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취업자
의 속성은 평균수준 차이를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며, 그에 비해 취업자
는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엄밀한 분석이 없다면 쉽게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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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적 속성, 건강상태, 시장 특성,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
일자리 직업정보를 사용한 모형 1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한 이항로짓 모
형으로 추정한 것이다.13) 한편 모형 2는 미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여성 더미변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에서 예상대로 유의한 추정 결과가
나타난다. 가구주일수록 취업자가 될 확률이 높고 고연령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진다. 한편 영아기 가구원이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낮아진다. 무배우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가족을 돌봐야 하
는 경우 취업활동에 나서기 어렵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 달리 여성 더미변수가 정(+)의 추정계수 값을 갖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 모형에는 무배우 여성과 무배우 남성에 대한 더미변
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유배
우 여성과 무배우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무배우 여성의 경우 여성 더미변
수와 무배우 여성 더미변수를 같이 고려할 때 부(-)의 값을 갖는다. 한편 유배우
여성의 경우 여성 더미변수만 고려하게 되며 정(+)의 값을 갖게 된다. 일견 기
존의 연구, 특히 성지미․안주엽(2006)의 분석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로 보이나,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속성상 실제 여성의 경우 취업확률에 부(-)의 효과
를 갖게 된다.14)
13)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성지미․안주엽(2006)과 같이 가
설검증을 위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 정책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보완되
어야 할 부분이다.
14) 이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 1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자. 우선 가구주 더
미변수는 0.52, 연령은 61.8세, 교육연수는 7.85년, 영유아기 가구원 더미변수는 0.04,
학령기 가구원 더미변수는 0.05이다. 이에 대해 여성의 평균치는 각각 0.27, 61.8세, 6.49
년, 0.04, 0.06이다. 따라서 이 여성의 평균치를 모형 1의 추정계수 각각에 연계하여 추
정값을 구하면 -0.086이라는 부(-)의 값이 나타난다. 한편 남성의 평균치를 대입하면
0.668로 정(+)의 값이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 더미변수가 정(+)의 값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만큼 다른 여타 통제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배우자 더미변수를 제거했을 때 여성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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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특별히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심리
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체
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쁜 실태에서 유의적인 부(-)의 효과가 나타나
고,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나쁜 경우에만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 추정
계수의 크기를 보더라도 육체적 건강상태가 심리적 건강상태보다 취업 여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심리적인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요
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질환, 장애 여부는 취업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실업률 변수를 보면 예상대로 실업률이 높을
수록 취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동시장의 상황이 중고령자 취
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다른 변수들에 비해 미미한 크기이지만 유의적인 부(-)의 값을 보여준다. 이는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구성 내용을 세분화한 변수는 예상대로 각종 소득원들의 크기가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개인연금소득은 정(+)의 값을 갖는데,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그 크기도 미미하
고 개인연금은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를 취업결
정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15) 가구지출변수는 예상한 대로 가구소득
과 정반대의 부호로 나타난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을 낮추지만,
가구지출은 많아질수록 취업확률을 높이게 된다.
모형 2의 다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
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의 추정계수가 부(-)의 값을 갖지만, 배우자 유무가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포함하였다.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의 특성
을 살펴 향후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5) 개인연금소득의 경우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그 수준도 전체 평균 0.29만 원(월)에 불
과하기 때문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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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일견 유사한 취업형태로 볼 수 있으나,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활동을 책
임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활동의 범
위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결과가 <표 4>의
추정결과이다. 여기서 정확한 확률의 차이는 승산비(odds ratio)로 계산된다.16)
먼저 가구주 더미변수의 경우 예상대로 가구주일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임금근로자이고 무급가족종사자에서는 오히려 확률이 낮
아진다. 여성 더미변수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확률을 높여주지만
자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령은 모두 부(-)의 효과를 갖지만 임금근
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순이고, 교육연수는 반대로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순이다. 영아기 가구원의 존재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데만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가구원의 존재는 임금근로자에
게 정(+)의 효과, 무급가족종사자에게는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 실업률은 모
두 부(-)의 효과가 있지만, 그 크기는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순이다.
건강상태의 경우 육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동일하게 각각의 취업형태가
되는 확률을 낮추지만, 심리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영업자의 추정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임금근로자이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취업-미취업의 이항로짓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육체적 조건이 취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심리적인 상태가 임금근로나 자영업에의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의하지 않
지만 자영업자에서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이고 반대로 무급가족종사자에
서는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 배우자가 취업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같은 취업자이더라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좀더 확실하게 각

16) 승산비는 참조 집단과 비교하여 해당 집단에 있어 해당 변수의 odds가 기준값의 odds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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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로짓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모형 1

임금근로
b
S.E. 유의도
b
S.E.
상수
6.613 0.654 ***
5.772 0.752
REL
3.179 0.151 ***
3.497 0.185
FEMALE
0.408 0.158 ***
0.583 0.184
AGE
-0.129 0.009 ***
-0.137 0.010
SCH
-0.044 0.012 ***
-0.017 0.014
CHILD4
-0.451 0.238 *
-0.336 0.284
CHILD9
0.429 0.220 *
0.746 0.257
NSPOF
-1.389 0.174 ***
-1.330 0.204
NSPOM
-0.774 0.207 ***
-0.631 0.232
HEALTHG
-0.006 0.125
0.122 0.141
HEALTHB
-0.369 0.121 ***
-0.326 0.140
HEALTHW
-1.368 0.188 ***
-1.698 0.251
PHEALTHG
0.210 0.110 *
0.115 0.127
PHEALTHB
-0.189 0.120
-0.204 0.140
PHEALTHW
-0.083 0.230
-0.064 0.289
DISABILITY
-0.223 0.097 **
-0.322 0.112
URATE
-0.161 0.042 ***
-0.021 0.049
INCSPO
0.000 0.001
0.001 0.001
INCSAVS
-0.017 0.004 ***
-0.017 0.005
INCRENT
-0.005 0.001 ***
-0.006 0.001
INCSOCI
-0.012 0.002 ***
-0.012 0.002
INCRETA
-0.001 0.004
-0.005 0.007
INCTRAN
-0.013 0.001 ***
-0.014 0.002
INCETC
-0.002 0.001 ***
-0.001 0.001
EXPENS
0.004 0.001 ***
0.002 0.001
EXPTRAN
0.002 0.001
0.001 0.002
SAVINGS
0.001 0.001 *
0.001 0.001
ASSETFIN
-0.00002 0.00001
-0.00003 0.00002
ASSETETC
0.00000 0.00003
-0.00003 0.00004
DEBTFIN
0.00000 0.00001
-0.00001 0.00001
OCC0
-0.141 0.208
-0.098 0.236
OCC1
-0.013 0.348
0.076 0.395
OCC2
-0.164 0.289
-0.300 0.332
OCC4
-0.009 0.222
-0.012 0.256
OCC5
0.245 0.194
0.037 0.226
OCC6
0.969 0.209 ***
0.855 0.241
OCC7
0.098 0.196
0.193 0.220
OCC8
0.024 0.239
-0.375 0.279
OCC9
0.078 0.180
0.368 0.205
N
4,312
로그우도
-1840.5537
2244.38
LR  
0.3788
Pseudo R 2

모형 2

비임금근로
b
S.E. 유의도
6.172 0.774 ***
2.878 0.176 ***
0.229 0.182
-0.123 0.010 ***
-0.071 0.014 ***
-0.602 0.300 **
***
0.078 0.280
***
-1.540 0.213 ***
***
-1.034 0.266 ***
-0.133 0.144
**
-0.407 0.142 ***
***
-1.149 0.220 ***
0.298 0.129 **
-0.175 0.143
-0.102 0.277
***
-0.118 0.114
-0.314 0.051 ***
0.000 0.001
***
-0.018 0.005 ***
***
-0.004 0.001 ***
***
-0.012 0.002 ***
0.002 0.004
***
-0.013 0.002 ***
-0.003 0.001 ***
***
0.005 0.001 ***
0.003 0.002
0.001 0.001
*
-0.00001 0.00002
0.00003 0.00003
0.00001 0.00001 *
-0.202 0.241
-0.125 0.425
-0.025 0.322
-0.005 0.259
0.415 0.220 *
***
0.977 0.234 ***
-0.003 0.224
0.326 0.261
*
-0.340 0.213
4,312
-3043.7686
2494.31
0.2906

유의도
***
***
***
***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참조집
단은 미취업자이며, 일자리(직업)변수의 기준 범주는 occ3(사무직)임.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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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형태로의 확률 변화를 보기 위해 취업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가 <표 5>인데, 이를 보더라도 동일한 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
어 취업 여부만을 가지고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4>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연령별 취업실태를 예측한 결과를 실
제 취업실태와 비교한 것이 [그림 2]이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취업비율
이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거의 실제와 같이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취
업자는 과대 추정(over estimate)되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과
소 추정(under estimate)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표 4>
에서 제시된 추정모형이 주로 취업자, 그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의 취업결정요인
에 치우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가령 자영업자는
인적 속성, 건강상태, 가구소득보다는 사업 기회와 사업 활동의 필요성 등 일반
적인 취업결정요인과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이 자영업자일 경우, 즉 가구원의 취업형
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연령별 취업실태와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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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항로짓 추정 결과
변수명
상수
REL
FEMALE
AGE
SCH
CHILD4
CHILD9
NSPOF
NSPOM
HEALTHG
HEALTHB
HEALTHW
PHEALTHG
PHEALTHB
PHEALTHW
DISABILITY
URATE
INCSPO
INCSAVS
INCRENT
INCSOCI
INCRETA
INCTRAN
INCETC
EXPENS
EXPTRAN
SAVINGS
ASSETFIN
ASSETETC
DEBTFIN
N
로그우도

LR  
Pseudo R 2

b
6.830
3.540
0.356
-0.145
-0.040
-0.076
0.636
-1.246
-0.741
0.028
-0.223
-1.485
0.196
-0.193
-0.254
-0.370
-0.088
-0.001
-0.014
-0.004
-0.012
-0.004
-0.013
-0.001
0.002
0.003
0.002
-0.000
-0.000
-0.000

임금근로
고용주/자영업
S.E. 유의도 exp(b) b
S.E. 유의도 exp(b)
0.609 ***
6.578 0.624 ***
0.158 *** 34.465 3.638 0.163 ***
38.023
0.154 **
1.428 -0.247 0.157
0.781
0.008 ***
0.865 -0.120 0.008 ***
0.887
0.011 ***
0.961 -0.111 0.011 ***
0.895
0.248
0.927 -0.191 0.260
0.827
0.224 ***
1.888 0.202 0.234
1.223
0.171 ***
0.288 -1.047 0.171 ***
0.351
0.219 ***
0.477 -1.453 0.248 ***
0.234
0.121
1.028 -0.142 0.127
0.868
0.121 *
0.800 -0.212 0.122 *
0.809
0.219 ***
0.227 -1.032 0.186 ***
0.356
0.109 *
1.217 0.422 0.111 ***
1.525
0.122
0.824 -0.071 0.120
0.931
0.262
0.776 -0.084 0.228
0.919
0.097 ***
0.690 -0.310 0.096 ***
0.733
0.042 **
0.916 -0.529 0.042 ***
0.589
0.001
0.999 -0.003 0.001 ***
0.997
0.004 ***
0.986 -0.024 0.005 ***
0.977
0.001 ***
0.996 -0.002 0.001 ***
0.998
0.002 ***
0.988 -0.014 0.002 ***
0.986
0.005
0.996 0.000 0.004
1.000
0.001 ***
0.987 -0.012 0.001 ***
0.988
0.000
0.999 -0.002 0.001 ***
0.998
0.001 ***
1.002 0.004 0.000 ***
1.004
0.001 ***
1.003 0.005 0.001 ***
1.005
0.001 **
1.002 0.002 0.001 **
1.002
0.000 *
1.000 -0.000 0.000 *
1.000
0.000
1.000 0.000 0.000
1.000
0.000
1.000 0.000 0.000 **
1.000
6,880
-5374.8567
5598.18

b
5.587
-0.745
1.513
-0.082
-0.158
-1.276
-0.804
-2.240
-1.209
-0.273
-0.233
-0.768
0.064
-0.072
-0.578
-0.446
-0.883
0.003
-0.012
-0.004
-0.008
-0.018
-0.017
-0.007
0.000
0.002
0.001
-0.000
-0.000
0.000

무급가족종사
S.E. 유의도 exp(b)
0.864 ***
0.260 ***
0.475
0.252 ***
4.540
0.012 ***
0.922
0.016 ***
0.854
0.451 ***
0.279
0.347 **
0.448
0.285 ***
0.106
1.043
0.299
0.170
0.761
0.155
0.792
0.222 ***
0.464
0.142
1.066
0.148
0.931
0.311 *
0.561
0.125 ***
0.640
0.061 ***
0.414
0.001 ***
1.003
0.009
0.989
0.001 ***
0.996
0.006
0.992
0.022
0.982
0.003 ***
0.983
0.003 **
0.993
0.001
1.000
0.002
1.002
0.002
1.001
0.000
1.000
0.000
1.000
0.000 *
1.000

0.3424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참조집
단은 미취업자임. exp(b)는 승산비(odds ratio)를 의미함. 지면 관계상 일자리(직
업)정보는 보고하지 않음.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34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3호

<표 5> 취업결정요인의 한계효과
변수명

REL
FEMALE
AGE
SCH
CHILD4
CHILD9
NSPOF
NSPOM
HEALTHG
HEALTHB
HEALTHW
PHEALTHG
PHEALTHB
PHEALTHW
DISABILITY
URATE
INCSPO
INCSAVS
INCRENT
INCSOCI
INCRETA
INCTRAN
INCETC
EXPENS
EXPTRAN
SAVINGS
ASSETFIN
ASSETETC
DEBTFIN

0 →1
0 →1
1 세 증가시
1 년 증가시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1%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1 만원 증가시

임금근로
dy/dx
유의도
0.325 ***
0.048 ***
-0.016 ***
-0.002
-0.003
-0.098 **
-0.111 ***
-0.063 ***
0.008
-0.024 *
-0.127 ***
0.016
-0.028
-0.023
-0.040 ***
0.004
-0.000
-0.001 **
-0.001 ***
-0.001 ***
-0.000
-0.001 ***
-0.000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0.000 *

고용주/자영업
dy/dx
유의도
0.328 ***
-0.046 **
-0.012 ***
-0.013 ***
-0.019
-0.008
-0.088 ***
-0.110 ***
-0.018
-0.021
-0.085 ***
0.051 ***
-0.004
-0.004
-0.029 ***
-0.063 ***
-0.000 ***
-0.003 ***
-0.000
-0.001 ***
0.000
-0.001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0.000
0.000 **

무급가족종사자
dy/dx
유의도
-0.035 ***
0.030 ***
-0.001 ***
-0.003 ***
-0.015 ***
-0.013 ***
-0.024 ***
-0.013
-0.005
-0.003
-0.008 **
-0.007
-0.001
-0.009 **
-0.007 ***
-0.016 ***
0.000 ***
-0.000
-0.000 **
-0.000
-0.000
-0.000 ***
-0.000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주 : dy/dx는 각 변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한 단위 증가시
확률의 변화를 의미함(더미변수는 0에서 1로 변할 때를 의미).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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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중
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2005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기존
의 연구에 이어 주요 취업결정요인으로서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교육연수),
영아기 및 학령기의 가구원 존재 등 중고령자의 인적 속성을 포함하여 육체
적․심리적 건강상태(건강자본), 지역실업률과 같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였
다. 또한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와 같이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모형과 취업형태에 대한 다항로
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주일 때 취업확률이 낮아지며, 여성
일 때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더미변수의 경우 기존 연구
나 통상의 인식과 달리 취업확률에 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러
나 여타 변수들과 같이 보았을 때 성별 자체의 의미는 그다지 강한 효과를 보이
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돌봐야 할 영아기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
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낮
아지는데, 육체적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심리적
건강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취업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 취업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연금소득은 별다른 영
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구지출변수를 추
가하였는데, 예상대로 가구지출이 많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
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소득뿐 아니라 가구지출도 중고령자 취업에 중요한 요
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의 연구가 주로 취업-미취업의 기준에 따라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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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취업자 집단, 즉 임
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변수들의 효과는 추정계수의 부호나 크기에 있
어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취업자 집단별로 추정
계수의 방향이나 크기가 서로 달라 기존의 연구처럼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
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취업의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취업의 양과
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내용에는 중고령자의 근
로시간에 대한 변수가 없어 체계화된 노동공급이론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한편
이상의 결과들은 취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
가 고용주/자영업자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 노동시장이 노후생
활 보장 및 유지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에 대한 연구가 중고령자 취업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나 해석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가구소득이나 지출, 자산 및 부채의 경우 응답 거절, 모름 또는 무응답
한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0의 값을 부여하였는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실증분석에서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향후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무응답 대체자
료(imputed data)를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7)
첫째, 노동공급이론에 의거,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학력변수에 있어 중
퇴 또는 졸업을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고 초대졸과 대졸을 동일한 범주로 간주
하고 있어 정확한 교육연수를 파악하기 어렵다.18) 또한 인적자본 특성의 하나
17) 주로 설문 내용을 좀더 보강하는 내용이며, 그 준거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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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격증 보유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
다. 셋째,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배우자 여부나 배우자의 근로
소득 등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결
혼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혼인 중고령자들의 특성
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향후 조사에서는 결혼 유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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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rminants of the Older's Decision to Work :
Focusing on 1st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ongWook Eom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older’s decisions to work
or not focusing on the new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2005) which was released at 2008. Our sample
consists of 7,003 old persons who were aged 50 or more but less than
75. We found a kind of determinant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o their decisions such as age, education, gender and the marital status,
health status,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residential area, using the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t model. Their income, expenditure,
financial assets and debts also significantly affect their labor force
participation. Although this results show what is the determinant of
decision to work or not, we could not find the determinants of decision
to do as the employed or as the self-employed if old persons work. It
reveals the next direction to study about the old workers, which makes
our knowledge more helpful to design the policy for the older's healthy
life.
Keywords : the older,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probability
of decision to work,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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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학력 청
년층 실업 문제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대학 진학 연령층의 감소로
대학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졸업생의 취업률은 각 대학의 생존 및 발전에 주요
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학과 및 전공 단위로까지 공개될
예정인데, 이는 각 대학의 취업률 지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이후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50만 명에 이르는 고등교육기
관 졸업생에 대해 각 대학의 협조를 얻어 취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연
도 2월 졸업생과 직전 해 8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4월 1일 현재 취업 여부 및
진학 여부 등을 조사한다. 취업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인지 여부, 대기업에 취업
해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중 각 대학별 평균 취업
률 수준만이 지금까지 발표되어 왔는데, 이 지표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
는 과정에서 홍보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취업률 자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자료가 얼마
나 신뢰도가 높은가 하는 점이다. 졸업생의 취업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해당 대학
의 자체 조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입장에서는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각 대학은 취업률을 과대 보고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취업률에 대한 대학의 과대 보고 혹은 허위 보고에 대한
감사 혹은 제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상존해 있
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
된 취업률 지표가 각 대학에게 올바른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학
을 졸업한 직후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취업률 지표가 각 대학 및 학과별로
발표되고 이것이 대학 경쟁력의 주요한 지표로 등장하면, 대학의 구성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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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
자마자 노동시장에 곧바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구하기 위해, 졸업 이후에도 인적자본을 형성
하는 기간을 더 갖는다든지1) 혹은 일자리 찾기(search) 과정을 계속할 수도 있
다. 이러한 학생들까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갖도록 유인하는 것은, 졸업생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자료가 어느 정도 과대 보고되는 경향이 있는
지, 둘째,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그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2006년 대
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이다. 이는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에 대학 혹
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50여만 명의 졸업생 중 26,544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대
학 과정에서의 경험 및 졸업 이후의 사회생활 경험에 대해 자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2) 이 자료의 조사 시점은 2006년 10월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두 번째 분석은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와 졸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된다.3)
1)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혹은 상위 대학의 대학원 진학
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의 표본추출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이다. 층화에 사용된 변수는 ‘대
학 유형’, ‘대학 소재 지역’, ‘졸업자의 성별’, ‘전공계열’이다. 이러한 네 개의 층화 변수
를 조합하여 210개의 층을 산출한 뒤, 각 층에 해당하는 표본을 표본 프레임(한국교육개
발원의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물론 이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학교를 통해
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해 직접 조사한 것이며, 졸업 이후 직업이동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졸업 직후의 취업률을 산정하는 데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3) 교육개발원 조사의 취업률 통계는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a, 2005b, 2006a,
2006b, 2007) 등에 자세히 발표되어 있다. 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 연구는 드문 편인데, 이 조사 결과를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있는
연구로 남기곤․김진영(2007)을 들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취업 경험이 다음 기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안국 2003; 이병희 외 2002; 이효수 2002; 졸고 2007; Ellwood 1982; Ryan 2001; Beker
& Hills 1979; Stevenson 1987) 그러나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직후의 경험을 이후 노
동시장 성과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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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제Ⅱ장에서 설명하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서는 제Ⅲ장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
한다.

Ⅱ. 교육개발원 조사 취업률 통계와의 비교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조사(이하에서는 ‘교육개발원 조사’
라 칭한다) 대상은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이다. 그러나
이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는(이하에서는
‘고용정보원 조사’라 칭한다) 산업대학과 각종 학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4)
고용정보원 조사에는 교육개발원 조사의 취업 여부 기준 시점인 2005년 4월
1일 시점의 취업 상황에 대한 정보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졸업 이
후 조사 시점까지 본인이 근무했던 일자리의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
에, 이를 추적하면 그 당시 취업해 있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5년 3월과 4월에 취업해 있는 사람을 졸업 직후 취업자로
분류한다.5) 그리고 이 자료에는 졸업 후 현재까지의 일자리 정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지만, 그 외에 이 기간 동안 진학 여부나 군입대 상황 등
비경제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
체 대상자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취업률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취업률에
대해 각 자료별 비교를 수행하기로 한다.6)
4) 대학과 교육대학을 ‘일반대학’이라 정의한다. 제Ⅲ장의 분석에서는 교육대학도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한다.
5) 고용정보원 조사 자료에는 일자리 취업 기간이 월 단위까지로 기록되어 있다. 교육개발원
조사에서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가 조사되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4월 중순-하순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월 초에 취업된 졸업생의 경우에도 취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3~4월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두
졸업 직후 취업자로 분류하였다.
6) 2005년 교육개발원 자료에서는 취업률이 ‘취업자 수/(졸업생 수-진학자 수-입대자 수)’로
정의된다. 이 장에서는 고용정보원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취업률을 ‘취업자 수/졸업생 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남기곤)

몲 43

2005년 전문대학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2005년 4월 당시 취업 상황을
교육개발원 조사 자료와 고용정보원 조사 자료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이다. 우선 모든 졸업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졸업자 수는 502,764명이고 이 중 취업자는 337,342명으
로 전체 취업률은 67.1%이었다. 반면 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가중치를 반영
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 졸업자 수는 502,748명으로 교육개발원 조사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302,254명으로, 취업률이 60.1%이다. 고용정보
원 조사의 경우 2005년 3월과 4월 사이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을 졸
업 직후 취업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교육개발원의 공식 전수자료 결과보다 오히려 취업률이 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비교
(단위 : 명, %)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교육개발원 조사
502,764
337,342
(67.1)
228,336
177,919
(77.9)
274,428
159,423
(58.1)

고용정보원 조사
502,748
302,254
(60.1)
228,336
149,758
(65.6)
274,412
152,496
(55.6)

주 : 1) 일반대학에는 대학과 교육대학이 포함되며 산업대학과 각종 학교는 제외됨.
2) 취업률은 취업자 수를 전체 졸업생 수로 나눈 것임. 따라서 진학자와 입대자도
미취업자로 간주됨.
3) 교육개발원 조사의 경우 200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것임.
고용정보원 조사는 2005년 3~4월 사이에 취업된 상태가 확인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였음.
4) 고용정보원 조사의 분석에서는 해당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로 정의한다. 따라서 교육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률에 비해 여기서 제시된
교육개발원 조사의 취업률은 더 낮은 값을 보인다. 사실 이 경우 ‘취업률’이라는 지표는
정확한 용어로는 ‘고용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지표가 ‘취업률’이라는 용어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왔고, 이 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지표 역시 교육개발원이 발표하는
지표와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는 ‘취업률’이라는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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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어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정보원
조사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각각 55.6%, 65.6%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교육개발원 자료에서는 일반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58.1%로
고용정보원 자료에 비해 2.5%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는
취업률이 77.9%로 고용정보원 자료에 비해 무려 12.3%나 더 높은 수치를 보이
고 있다.
다음 <표 2>는 교육개발원 조사와 고용정보원 조사를 이용하여 졸업생의 성
별과 전공별로 취업률을 비교한 것이다.7) 이를 보면 전문대학은 남자이든 여자
이든, 그리고 어떠한 전공계열이든, 교육개발원에 보고된 취업률 수준이 고용
정보원 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두 조사 간의 차이가 보다 더 크다. 전공별로는 의약계열이 19%에 육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이 12~13%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도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자의 경우 두 조
사 간의 취업률 차이가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성별․전공별 취업률 비교
(단위 : %)

성별

전공

남자
여자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문대학
교육개발원
고용정보원
조사
조사
76.2
65.9
79.4
65.3
69.6
60.6
78.7
66.7
86.7
78.1
77.8
66.6
77.0
64.1
82.4
63.7
75.1
62.0

일반대학
교육개발원
고용정보원
조사
조사
59.1
57.8
57.1
53.3
51.3
55.4
55.9
56.9
48.6
69.3
61.9

주 : 앞의 <표 1>과 동일함.
7) 여기서 일반대학에는 대학과 교육대학이 포함되는데,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는 2005년 졸
업생에 대한 취업률 자료에는 이 두 기관을 묶어서 전공계열별로 취업률을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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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조사는 전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학의 자체적인 조
사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입생 충원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일수록 취업률 지표를 높게 보고하여, 이러한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고용정보원
조사에 비해 교육개발원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7% 정도 취업률이 더 높았
고,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12% 정도 더 높은 수준의 취업률이 보고되고 있다.

Ⅲ. 졸업 직후 취업 여부별 노동시장의 성과 차이

1. 분석 모델 및 자료의 구성
이 논문의 두 번째 주제는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그 후의 노동시장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정보원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인 2006년 10월 현재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개인의 인적 속성이나 대학의 특성 및 졸업 직후 취
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일자리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현재 일자리가 상용직인지 여부,
하향 취업인지 여부, 그리고 시간당 임금을 사용한다. 독립변수로는 성, 연령,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같은 개인의 인적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그
리고 일반대학 여부, 국립대학 여부, 대학 소재지, 대학 전공계열과 같은 대학
특성 혹은 대학 재학 중의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본 모델에 2005년 3~4월 시점의 취업 여부에 관한 더미변수를 모
델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본 논문에서의 주요한 관심사는 이 변
수가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 하는 점이다. 즉 다른 여러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졸업 직후에 취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졸업 후 2년이 지난 현재
의 시점에서도 더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분석
내용이다.

46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3호

이러한 분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졸업 직후에 취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람 사이에 인적 속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성과 연령 등의 기본 변수
들은 통제하지만, 그 외에도 현재 일자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관
측되지 않은 변수들이 분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omitted variables problem).
예를 들어 졸업 직후에 취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수 있다(ability bias).8)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 관한 변수는 수치
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통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졸업 직후에 취
업한 사람이 현재의 노동시장 성과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이유가
졸업직후에 취업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졸업 직후 취업한 집
단 내에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한 대학의 고정효과를 통제
하는 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한다. 이는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
는 방식으로, 모든 대학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
을 실시하는 것이다.9) 이 경우 졸업 직후 취업 여부에 관한 변수의 계수값은
동일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한정하였을 때 졸업 직후에 취업한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현재 일자리의 특성이 우수한지를 나타내 준다. 이러한
방식의 추정은 졸업 직후의 취업자 집단에 보다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편의(bias)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10)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보다 우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졸업 직후 곧바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8) 물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 졸업 직후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훈련기관 등에서 인적자본을 더 많이 쌓았거나 직장에 대해 보다 신중히 탐색함으로써,
현재의 일자리 특성이 보다 양호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9) 분교가 있는 대학의 경우 본교와 분교는 서로 다른 대학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10) 기존 연구들 중 소속 대학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 온 방식은 대학 및 학
과의 평균 수능 성적이라는 연속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김진영(2007), 김희삼
(2008), 오호영(200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학의 특성이 수능 성적의 변화
에 비례하여 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Fixed Effect Model은 같은 대학 및 전공 내에서의 졸업생의 차
별성만을 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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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여기서는, ‘졸업학점’에 관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한다. 고용정보원 조사에서는 “졸업학점(평점)은 어느 등급에 해당합니
까?”라는 설문이 있고, 이에 대해 ① 최하위권, ② 하위권, ③ 중위권, ④ 상위권,
⑤최상위권 중 하나의 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설문에 ⑤
라고 응답한 사람을 1로 하는 ‘졸업학점 최상위’라는 더미변수와, ④라고 응답한
사람을 1로 하는 ‘졸업학점 상위’라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이들을 독립변수로 사
용한다. Fixed Effect Model의 회귀분석에 이 변수들이 통제될 경우, ‘졸업 직후
취업’ 변수의 계수값은 동일 대학을 졸업하고 내신 성적도 같은 그룹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졸업 직후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현재 일자리가 보다 양호한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분석 또한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졸업학점에 관한 설
문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는 점,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혹은 중
위권 이하라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남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분석은 졸업 직후 취업자
그룹과 미취업자 그룹 간의 능력의 편차에 대한 완벽한 통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설문조사 내용이 허용하는 수준 내에서 가능한 한 이러
한 편차를 줄이려 시도하였다는 정도의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의 분석
결과 확인되는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현재의 일자리 특성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1)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우선 전체 표본 중
(26,544명) 2004년 8월에 졸업한 후기 졸업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23,957
명). 그리고 졸업과 자격증, 취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
을 제외한다(20,616명). 야간 학생 및 졸업 시점(2005년)에 30세 이상인 사람도
분석에서 제외한다(15,895명).12) 마지막으로 졸업 직후 취업 여부가 확인되지
11) 물론 각주 7)에서 설명한 내용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면 과소 추정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12) 이 절에서의 핵심적인 분석 주제는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현재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졸업 전에 이미 오랫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이들은 오랜 근속과 경력으로 인해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의 효과가 과대 평가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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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에 대한 정의
변수명
남자
연령
일반대학
국립대학
서울권 대학
경기권 대학
충청권 대학
경상권 대학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졸업학점 최상위
졸업학점 상위
아버지 고졸
아버지 대졸 이상
어머니 고졸
어머니 대졸 이상
졸업 직후 취업

정의
남자=1, 여자=0
2005년 졸업 당시 만 연령
일반대학=1, 전문대학=0
국공립대학=1, 사립대학=0
대학 소재지 서울권=1, 그 외=0
대학 소재지 경기권=1, 그 외=0
대학 소재지 충청권=1, 그 외=0
대학 소재지 경상권=1, 그 외=0
대학 전공 사회계열=1, 그 외=0
대학 전공 공학계열=1, 그 외=0
대학 전공 자연계열=1, 그 외=0
대학 전공 예체능계열=1, 그 외=0
졸업학점(평점)이 최상위권=1, 그 외=0
졸업학점(평점)이 상위권=1, 그 외=0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나 전문대졸=1, 그 외=0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1, 그 외=0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나 전문대졸=1, 그 외=0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1, 그 외=0
2005년 3~4월에 취업한 상태=1, 미취업 상태=0

않은 사람을 제외한 총 14,700명 중13)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
11,101명이 최종적인 분석 대상이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2. 분석 결과
우선 현재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속성에 대해 살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에 취업 경험이 없는 졸업자, 그리고 졸업 시기도 2005년
2월인 졸업자만으로 한정하여, 출발선이 동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졸업 직후의 취
업 여부’에 따라 현재의 노동시장 성과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3)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한 시기가 2004년 8월 이전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졸업 직후 취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란 주로 이러한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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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재 일자리 특성에 관한 평균치
(단위 : %, 만원)

전문대학
남자

일반대학
여자

남자

여자

상용직 취업 여부

80.0

79.9

86.8

74.9

대기업 취업 여부

12.4

9.8

28.9

17.4

월평균 임금

149.9

114.9

200.3

144.8

시간당 임금

0.741

0.624

1.056

0.915

직장만족도

51.4

50.6

61.0

55.4

하향취업 여부

27.3

27.0

21.2

30.8

이직의사 비율

22.7

25.5

15.2

22.7

주 : ‘상용직 취업’은 고용형태가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대기업 취업’은 사업체
종사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임. ‘직장만족도’는 직장의 전체적인 만족 여부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하향취업’은 일자리의 업무 내용
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임. ‘이직의사’
는 앞으로 1년 이내 주된 계획이 직장 옮김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펴보자. <표 4>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별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별로, 주요 일
자리 속성과 관련된 지표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
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그리고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해 노동시장의 성과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용직 취업
비율이 높으며, 대기업 취업률도 높고, 임금이 보다 많고, 하향취업 비율은 더
낮으며, 이직의사 비율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졸업 직후 취업자와 미취업자 사이
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이다. 이를 보면 졸업
직후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현재 상용직에 취업해 있을 확률이 더 높고,
대기업에 취업해 있을 확률도 더 높으며, 하향취업해 있을 확률은 더 낮고, 임
금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직장만족도나 이직의사는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졸업 직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졸업 직후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능력이 보다
낮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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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졸업 직후 취업 여부별 현재 일자리 특성 비교
(단위 : %, 만원)

상용직 취업 여부
대기업 취업 여부
월평균 임금
남자 시간당 임금
직장만족도
하향취업 여부
이직의사 비율
상용직 취업 여부
대기업 취업 여부
월평균 임금
여자 시간당 임금
직장만족도
하향 취업 여부
이직의사 비율

전문대학
졸업 직후
졸업 직후
취업자
미취업자
81.7
77.3
14.2
9.6
154.3
143.1
0.747
0.732
51.3
51.7
26.2
29.0
22.6
22.7
81.4
77.3
11.3
7.4
117.1
111.1
0.644
0.591
50.9
50.2
24.4
31.3
24.4
27.4

일반대학
졸업 직후
졸업 직후
취업자
미취업자
89.1
83.0
33.6
21.3
212.8
179.6
1.111
0.965
61.8
59.6
19.6
23.9
15.0
15.6
76.8
72.7
19.2
15.2
152.8
135.3
0.937
0.889
55.7
55.1
27.8
34.4
22.3
23.2

그러면 이제 앞 절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과와 관련된 지표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표 6>~<표 8>을
살펴보자.14) 표를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상용직 취업 비율이 높고, 하향 취
업 비율이 낮으며(일반대학의 경우), 임금이 높은 것으로(전문대학의 경우) 나
타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상용직 취업 비율이 높고(일반대학의 경우), 임
금이 높다. 일반대학은 전문대학에 비해 하향 취업 비율이 낮고, 임금이 높다.
학력수준이 낮은 전문대학의 경우 하향취업 비율도 더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14) <표 6>과 <표 7>에서 분석하는 상용직 취업 여부와 하향취업 여부 등의 종속변수는 더
미변수이다. 통상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OLS 추정을 하는 Linear Probability
Model은 예측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산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ogit Model이나 Probi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어느 모델을 이용하든 대규모 표본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 한계효과(dF/dx) 값은 비
슷한 추세를 보인다. <부표 1>은 Model 2를 기초로 Linear Probability Model과 Probit
Model의 한계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변수별로 한계효과 값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의 회귀분석에서는 robust standard error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
에, 이분산성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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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용직 취업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남자
연령
일반대학
국립대학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졸업학점 최
상위
졸업학점 상
위
아버지 고졸
아버지 대졸
이상
어머니 고졸
어머니 대졸
이상
졸업 직후 취
업
상수항

R2
N

Linear Probability Model
Model 1
Model 2
0.051
0.020
(0.012)*** (0.013)
0.011
0.012
(0.004)*** (0.004)***
-0.003
-0.007
(0.011)
(0.011)
0.005
(0.011)
0.083
(0.014)***
0.103
(0.014)***
0.035
(0.017)**
-0.050
(0.018)***
-0.006
(0.013)
0.013
(0.008)*
0.013
(0.010)
0.005
(0.015)
0.001
(0.010)
0.007
(0.017)
0.056
0.051
(0.008)*** (0.008)***
0.482
0.389
(0.078)*** (0.080)***
0.0181
0.0365
11,103
11,075

Fixed Effect Model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0.022
-0.029
0.038
(0.013)*
(0.024)
(0.016)**
0.010
0.004
0.013
(0.004)*** (0.006)
(0.005)***

0.080
(0.015)***
0.093
(0.015)***
0.029
(0.017)*
-0.047
(0.019)**
-0.001
(0.014)
0.013
(0.008)*
0.012
(0.010)
0.004
(0.015)
0.003
(0.010)
0.009
(0.018)
0.045
(0.008)***
0.470
(0.086)***
0.0353
11,075

0.034
(0.041)
0.071
(0.041)*
0.001
(0.045)
-0.006
(0.043)
0.028
(0.023)
0.017
(0.015)
0.013
(0.018)
-0.017
(0.032)
0.008
(0.018)
-0.018
(0.049)
0.025
(0.015)*
0.656
(0.136)***
0.0119
3,364

0.089
(0.016)***
0.098
(0.016)***
0.034
(0.019)*
-0.098
(0.023)***
-0.012
(0.017)
0.014
(0.009)
0.009
(0.013)
0.010
(0.017)
-0.001
(0.012)
0.013
(0.019)
0.051
(0.009)***
0.383
(0.112)***
0.0557
7,711

주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10%, **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의미. 전공은 인문계열 기준,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각각
중졸이하 기준. Model 2에서는 <표 3>에 있는 대학 소재지 변수들도 통제하였음.

나고 있다. 공학계열 졸업생은 상용직 취업 비율이 가장 높고, 하향 취업 비율
이 가장 낮으며, 임금이 가장 높았다(특히 일반대학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
이 자녀의 현재 노동시장 성과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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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15)
<표 7> 하향취업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남자
연령
일반대학
국립대학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졸업학점 최
상위
졸업학점 상
위
아버지 고졸
아버지 대졸
이상
어머니 고졸
어머니 대졸
이상
졸업 직후
취업
상수항
2

R
N

Linear Probability Model
Model 1
Model 2
-0.071
-0.065
(0.013)***
(0.014)***
0.003
0.003
(0.004)
(0.004)
-0.022
-0.023
(0.012)*
(0.012)*
-0.002
(0.013)
0.001
(0.015)
-0.034
(0.015)**
0.005
(0.018)
0.0003
(0.018)
-0.023
(0.015)
-0.045
(0.009)***
-0.019
(0.012)
-0.032
(0.016)**
0.001
(0.011)
0.003
(0.019)
-0.055
-0.051
(0.009)***
(0.009)***
0.271
0.326
(0.080)***
(0.083)***
0.0098
0.0155
11,103
11,075

Fixed Effect Model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0.067
0.011
-0.102
(0.014)*** (0.026)
(0.017)***
0.003
-0.007
0.008
(0.004)
(0.006)
(0.005)

0.004
(0.016)
-0.035
(0.016)**
-0.001
(0.018)
-0.003
(0.019)
-0.022
(0.015)***
-0.046
(0.009)***
-0.019
(0.012)
-0.033
(0.016)**
0.002
(0.011)
0.004
(0.019)
-0.053
(0.009)***
0.312
(0.090)***
0.0138
11,075

0.029
(0.042)
-0.008
(0.042)
0.003
(0.046)
0.022
(0.043)
-0.001
(0.026)
-0.051
(0.017)***
-0.016
(0.020)
-0.033
(0.034)
-0.005
(0.021)
-0.022
(0.049)
-0.050
(0.016)***
0.477
(0.143)***
0.0075
3,364

0.005
(0.018)
-0.037
(0.018)**
0.004
(0.020)
-0.001
(0.022)
-0.033
(0.019)*
-0.043
(0.010)***
-0.019
(0.015)
-0.035
(0.019)*
0.005
(0.014)
0.008
(0.022)
-0.052
(0.010)***
0.193
(0.117)*
0.0208
7,711

주 : 앞의 <표 6>과 동일함.
15) <표 6>~<표 8>의 Model 2의 분석에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대학 소재지 변수들도
통제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그 결과를 생략하였다. 대체적인 결과를 보면 전라권 소재 대
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지역 출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세한 결과는 저자에게 요청 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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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간당 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남자
연령
일반대학
국립대학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졸업학점 최
상위
졸업학점 상
위
아버지 고졸
아버지 대졸
이상
어머니 고졸
어머니 대졸
이상
졸업 직후
취업
상수항

R2
N

OLS Model
Model 1
Model 2
0.020
0.049
(0.015)
(0.016)***
0.057
0.044
(0.004)***
(0.004)***
0.238
0.207
(0.013)***
(0.013)***
0.075
(0.012)***
0.048
(0.016)***
0.083
(0.016)***
-0.011
(0.019)
-0.013
(0.020)
0.106
(0.017)***
0.069
(0.009)***
0.008
(0.011)
0.048
(0.017)***
0.020
(0.011)*
0.059
(0.021)***
0.094
0.075
(0.009)***
(0.009)***
-1.853
-1.809
(0.090)***
(0.093)***
0.1574
0.2146
10,995
10,967

Fixed Effect Model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0.052
0.095
0.031
(0.016)*** (0.026)*** (0.021)
0.040
0.032
0.045
(0.004)*** (0.006)*** (0.006)***

0.042
(0.016)***
0.066
(0.017)***
-0.017
(0.019)
-0.006
(0.022)
0.112
(0.017)***
0.072
(0.009)***
0.003
(0.011)
0.032
(0.017)*
0.017
(0.011)
0.035
(0.022)
0.067
(0.009)***
-1.369
(0.103)***
0.1258
10,967

0.032
(0.041)
0.030
(0.042)***
-0.022
(0.045)
-0.098
(0.044)**
0.117
(0.027)***
0.064
(0.016)***
-0.011
(0.017)
-0.017
(0.033)
0.032
(0.018)*
0.089
(0.059)
0.050
(0.015)***
-1.357
(0.145)***
0.0768
3,315

0.039
(0.018)**
0.070
(0.019)***
-0.020
(0.021)
0.047
(0.028)*
0.113
(0.021)***
0.077
(0.011)***
0.012
(0.015)
0.047
(0.020)**
0.009
(0.014)
0.018
(0.024)
0.073
(0.011)***
-1.415
(0.143)***
0.0831
7,652

주 : 앞의 <표 6>과 동일함.

이상의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그리고 출신 대학에 대한 고정효과를 통제하
더라도, 졸업 직후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상용직에 취업해 있을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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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더 높고, 하향취업해 있을 확률이 5% 정도 더 낮으며, 시간당 임금이
5~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 직후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일
관되게 모든 노동시장 성과 지표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졸업 직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현재 일자리의 속성이 보다 양호한 것
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단순히 졸업 직후 취업자의 근속연수가 길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졸업 직후 미취업자의 상
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취업 출발점이 늦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취업 직후 미취업자도 근속이 증가하면 졸업 직후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9>에서는 앞의 <표 6>~<표 8>에 정리된 회귀분석
에서 연령 대신 현 직장의 근속연수를 대신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정
리하였다. 이를 보면 연령 대신 근속연수를 통제할 경우 졸업 직후 취업자가
차지하는 일자리 특성의 양호함은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속
연수를 통제할 경우 졸업 직후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상용직 취업 확률이
오히려 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향취업 비율은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 직후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는 차이가 없으며 일반대학 졸업생은 그 격차가
3.6%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17).
16) 익명의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표 6> 및 <표 7>과 같이 종속변수가 더미변수인
경우 R2 값이 작아 전체적인 모델 적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보다 적합도가
높은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은 추후 연구 과제로 돌린다.
17) 익명의 한 심사자는 현재 회귀분석에 사용한 통제변수 외에 전공과 관련된 취업인지 여
부와 졸업 이전에 취업한 상태인지를 여부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
였다. <부표 2>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한 상태에서의 <표 9>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졸업 직후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
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의 경우도 근속연수 사용 시
대부분의 모델에서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졸업 직후에 취업한 사람은 전공과 관련된 취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추가로
통제할 경우 ‘졸업 직후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완전한 효과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익명의 다른 한 심사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졸업 직후 취업 여부’
가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분석 결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며, 이는 본 논문의 주요한 한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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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졸업 직후 취업 여부’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

Linear Probability
Model
Model 1

상용직
취업 여부

하향취업
여부

Fixed Effect Model
전체

Model 2

전문대학

일반대학

연령

0.056
0.051
0.045
0.025
(0.008)*** (0.008)*** (0.008)*** (0.015)*

0.051
(0.009)***

근속연수

-0.019
(0.009)**

-0.010
(0.011)

연령

-0.055
-0.051
-0.053
-0.050
-0.052
(0.009)*** (0.009)*** (0.009)*** (0.016)*** (0.010)***

근속연수

-0.010
(0.009)

연령

0.094
0.075
0.067
0.050
0.073
(0.009)*** (0.009)*** (0.009)*** (0.015)*** (0.011)***

근속연수

0.021
(0.010)**

임금

-0.017
(0.009)*

-0.009
(0.009)

0.019
(0.010)**

-0.020
(0.009)**

-0.012
(0.010)

0.021
(0.010)**

-0.037
(0.016)**

-0.017
(0.017)

-0.005
(0.016)

-0.009
(0.012)

0.036
(0.013)***

주 : 앞의 <표 6>과 동일함.

Ⅳ.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200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졸업 직후 취업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교육개발원
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하고, 졸업 직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졸업 후 1
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2006년 10월 현재 시점에서도 보다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정보원 자료의 경우 전체 졸업생 중 졸업 직후 취업자(2005년 3~4
월 기준) 수의 비율은 60.1%로 나타나, 교육개발원 자료의 67.1%보다 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 조사는 전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학의 자체적인 조사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는
데,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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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둘째,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인적 속성이나 대학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
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졸업 직후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상용직에 취
업해 있을 확률이 더 높고, 하향취업해 있을 확률은 더 낮으며, 시간당 임금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신 대학의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졸업학점을
통제하여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연령 대신 근속연수
를 통제할 경우 졸업 직후 취업자가 차지하는 일자리 특성의 양호함은 크게 축
소된다. 졸업 직후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현재 일자리의 속성이 보다 양호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단순히 졸업 직후 취업자의 근속연수가 길
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개발원 취업률 조사 결과가 과대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통계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면, 일정한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나 이 지표가 개별
대학 및 개별 학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경우, 적은 오차라도 이
조사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조사 결과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관련 정책의 추진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공시제가 본격화되기
전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졸업생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따라서 각 대학 및 학과로 하여금 졸업 직후의
취업률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부 또한 정
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으로 하여금 졸업 직후의 취업률
을 높이도록 유인하려는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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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상용직 취업 여부 및 하향취업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교(Model 2
기준)

남자
연령
일반대학
국립대학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졸업학점 최상위
졸업학점 상위
아버지 고졸
아버지 대졸 이상
어머니 고졸
어머니 대졸 이상
졸업 직후 취업

상용직 취업 여부
Probit
LPM
dF/dx
0.020
0.020
(0.013)
(0.012)*
0.012
0.011
(0.004)***
(0.003)***
-0.007
-0.003
(0.011)
(0.011)
0.005
0.007
(0.011)
(0.011)
0.083
0.073
(0.014)***
(0.011)***
0.103
0.098
(0.014)***
(0.012)***
0.035
0.029
(0.017)**
(0.013)**
-0.050
-0.038
(0.018)***
(0.015)***
-0.006
-0.004
(0.013)
(0.013)
0.013
0.014
(0.008)*
(0.008)*
0.013
0.014
(0.010)
(0.010)
0.005
0.006
(0.015)
(0.014)
0.001
0.001
(0.010)
(0.010)
0.007
0.006
(0.017)
(0.017)
0.051
0.053
(0.008)***
(0.008)***

하향취업 여부
Probit
LPM
dF/dx
-0.065
-0.065
(0.014)***
(0.014)***
0.003
0.003
(0.004)
(0.004)
-0.023
-0.023
(0.012)*
(0.013)*
-0.002
-0.002
(0.013)
(0.013)
0.001
0.001
(0.015)
(0.015)
-0.034
-0.035
(0.015)**
(0.015)**
0.005
0.004
(0.018)
(0.017)
0.0003
-0.0004
(0.018)
(0.017)
-0.023
-0.022
(0.015)
(0.014)
-0.045
-0.045
(0.009)***
(0.009)***
-0.019
-0.019
(0.012)
(0.012)
-0.032
-0.031
(0.016)**
(0.016)*
0.001
0.001
(0.011)
(0.011)
0.003
0.002
(0.019)
(0.020)
-0.051
-0.051
(0.009)***
(0.009)***

주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는 10%, **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의미. 전공은 인문계열 기준.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각각 중
졸 이하 기준. <표 3>에 있는 대학 소재지 변수들도 통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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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졸업 직후 취업 여부’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변수 추가 시)
Linear Probability
Model
Model 1
Model 2
0.037
0.035
연령
상용직
(0.008)*** (0.008)***
-0.027
-0.024
취업 여부
근속연수
(0.009)*** (0.009)***
-0.027
-0.028
연령
하향취업
(0.009)*** (0.009)***
0.001
-0.001
여부
근속연수
(0.010)
(0.009)
0.074
0.056
연령
(0.010)*** (0.010)***
임금
0.014
0.010
근속연수
(0.010)
(0.010)
통제
변수

Fixed Effect Model
전체
0.029
(0.008)***
-0.026
(0.009)***
-0.031
(0.009)***
-0.004
(0.010)
0.048
(0.010)***
0.010
(0.010)

전문대학
0.007
(0.016)
-0.041
(0.016)**
-0.033
(0.017)**
-0.015
(0.017)
0.031
(0.016)*
-0.013
(0.016)

일반대학
0.037
(0.010)***
-0.017
(0.011)
-0.029
(0.011)***
0.003
(0.012)
0.054
(0.012)***
0.025
(0.013)*

주 : 앞의 <표 6>에서 사용한 통제변수 외에 다음 두 종류의 변수를 추가하였음. ①
2004년 12월 이전에 취업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② “현 직장
(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아주 잘 맞다’고 응답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그런대로 맞다’고 응답
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기준은 ‘전혀 맞지 않다’고 응답했는지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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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on the Employment Ratio Index over Graduates
from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soon after the
graduation on his(her) labor market achievement -

Kigon Nam
This paper estimates the employment ratio over graduates from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which is made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ratio is compared with the officially published employment
ratio announc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And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s of labor market achievements
between graduates who were employed soon after graduation and those
who were not. We find that the employment ratio announced by KEDI
is overestimated by 7% compared by the ratio using GOMS data. And
graduates who were employed soon after graduation show better labor
market conditions than those who were not. But we find these kinds of
differences disappear mostly when we control their tenure instead of
their age.
Keywords :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employment ratio,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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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서 시장원리 확대는 재원조달, 공급 주체, 의사결정권과 서비
스의 배분방식, 규제와 같은 여러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인 현상이다. 영국은 대처 정부하에서 재원조달, 공급 주체와 서비스 배분
차원에서 민간의 역할과 시장원리를 확대한 반면,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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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강화된 반면, 욕구가 큰 계층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예방 기능
은 약해졌다. 소득이 낮고, 욕구가 큰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된 반면, 중간계층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양극화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구매와 공급을 분리한 준시장방식은 효율성이나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에 기
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영국의 사례는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
기 위한 규제의 강화, 서비스의 보편성 확대, 전달체계간 연계의 강화, 재정
분권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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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최근 한국에서 공적인 사회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
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은 2007
년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바우처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며, 오랫동안 논
의되어 오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법제화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사회서비스가 극빈층인 공공부조 수혜자의 범위를 넘
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오랫동안 폭넓은 대상
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복지다원주
의와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Bartlett & Blackman 2001;
Daly & Lewis 1998).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만큼이나 사회복지도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확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외국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후발자의 이익
을 살릴 수 있었다. 이 글의 목표는 우리보다 앞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장원
리를 확대․적용해 온 서구 복지국가의 하나인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서비
스 확대 과정에서 시장원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모
색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외국 사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서구와 한국에서의 시장원리 확대는
사회적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서구에서 시장원
리의 확대는 많은 경우 서비스의 축소 혹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면, 한국
에서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영국을 사례 국가로 다루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영국이 시장원리를 확대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는 대처정부 이후 모든 종류의 사회서비스의 재구조화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
어져 왔다(Bahle 2003; Daly & Lewi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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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영국은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체제의 유형화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독립적인 유형으로 구분되는 앵글로 색슨 모델의 대표국가 가
운데 하나라는 점이다(Anttonen & Sipilä 1996; Bahle 2003; Bartlett & Blackman
2001).
세 번째는 한국과의 제도적 유사성이다.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
보건제도(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보편적인 서
비스로 제공되는 반면,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이전의 한국
과 유사하게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 계층에게만 정부 재정으로 서비
스가 제공된다. 물론 공공부조형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게 서비스가 집중되었으나, 영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다. 2006년 4월 현재 12,750파운드 이하의 자산(저축 및 재산)을 갖고 있는 경
우 연금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와 같은 다른 소득이 없는 한 무료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12,750파운드에서 21,000파운드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서
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21,000파운드를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자산이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서비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21,000파운드가 넘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욕구를 평가받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CSCI 2006a).1)
이 글에서는 특히 영국의 개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는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
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된다. 이는 장애인, 노인,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비슷하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시장원리 확대 과정과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시장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하는 다
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개인사회서비스 개혁의 동
인과 제Ⅱ장에서 제시한 재원조달, 복지다원주의, 의사결정권과 서비스 배분방

1) 생활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가의 가치가 위의 자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지만 재가서비스
를 받을 경우에는 자가의 가치가 위의 자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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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규제의 네 영역에서 나타난 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시장원
리 확대의 효과를 서비스의 양과 질,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마지
막으로는 제Ⅴ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시장원리 확대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관한 논의는 복지혼합, 혹은 복지다원주
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재원조달에 초점을 두는 현금급
여와 달리, 대인간 관계가 핵심이 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도 국가에 의한 복지 제도의 일부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빼고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사회
서비스에서 시장원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공에 의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
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서비스의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Glennester(1997)는 재원조달과 서비스의 제공 주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영국의 사회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원리가 확대되면서 단순히 서비스의 공급 주체만 다원화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배분방식으로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따라서 Burchardt(1997)은 재원조달, 공급 주체, 의사결정권의 소재라는 세 차
원을 각각 공공과 민간 둘로 나누어 8가지 유형의 공공과 민간의 복지혼합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현금급여와 달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기준 및 질에 대한 통제가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정보비대칭성을 갖는
사회서비스의 특징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원리만으로
는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Steuerle 2000). 따라서 시장
원리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물론 규제는 정보비
대칭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표,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결정된다(Knapp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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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재원조달, 서비스의 공급 주체, 의사결
정권, 규제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정의한다. 각각의 차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재원조달은 일반적인 복지 제도의 재원조달방식과 마찬가지로 일
반회계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 사회보험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2), 일반회계를
통해 재원이 조달되면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공공부조
로 구분될 수 있다. 현금급여가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위의 각
방식에 결합될 수 있고, 그 이용료는 정액으로 부과되거나 서비스 이용자의 경
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화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회계에 의한 재원조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및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서비스에 미치는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시장화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원리가
확대된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가 더불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화의 효과를 평가할 때 지방분권화의 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원리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
의되는 공급 주체의 다원화이다.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혼합을 구성하는 공
급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서비스 공급자에 따라 크게 넷
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공공에 의한 직접 공급, 두 번째는 비영리민간부문,
혹은 자원부문, 세 번째는 영리민간기업, 네 번째는 비공식부문이다. 비공식부
문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이 포함된다.3) 사실 시장원리가 확대되기 이
전에도 어떤 나라나 사회서비스에서는 복지다원주의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서구복지국가에서 복지다원주의의 확대는 대체로 공공에 의한 직접 공급으
로부터 비영리민간부문이나 영리부문의 확대로 나타난다. 특히, 이와 함께 비
공식부문의 보호자(carer)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
에서 관찰된다.4)
세 번째는, 의사결정권의 소재 및 의사결정권의 소재 변화에 따른 서비스 배
2) 사회보험을 통해 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적용 범위에 따라 수혜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국민을 대상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각각의 부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Anttonen et al.(2003) 참조.
4) OECD 국가에서의 비공식적인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Lundsgaard(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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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방식, 즉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누가 공급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의 시장원리 확대이다. 여기에서 수혜자의 범위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과 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공급될 것인가와 관련된 결정은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에 의한
욕구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배분되는가, 배분된 서비스의 개
별적인 배분을 공공이 주도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 반영되는가 등으로
분석이 구체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
이나, 준시장방식을 도입해서 서비스의 구매와 공급을 분리하는 방식, 바우처
와 같이 수요자의 선택이 반영되는 방식, 수요자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부여하
는 현금급여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선택될 수 있다.
네 번째 차원은 규제이다. 개인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라는 진정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이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
분의 경우 매개지표 중심의 모니터링만 가능하며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규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장원리 확대가 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의 하나이다(Knapp et al. 2001).
사회서비스에서 규제는 공급자에 대한 진입규제 방식(허가제, 신고제, 혹은
비개입)뿐만 아니라 특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 방식(최소기준 설정,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의 공개 등) 등을 포함한다.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차원의 하나이다.
시장원리 확산에 따라 규제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서비스에만 나타나는 현상
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
어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민영화 이후 발생하는 불완전 경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기구의 강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영국에서 케인스
주의 경제정책이 후퇴하고 신자유주의정책이 확산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규제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Grant 2002). 더 나아가 영국의 신노동당
하에서 규제는 직접 공급(낡은 좌파)과 민영화(신우익) 사이의 제3의 길로 제시
되기도 했다(Goodship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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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에서의 시장원리 확대와 서비스 변화

1. 개인사회서비스 개혁의 동인5)
1979년 대처 정부 등장 이후 꾸준히 추진된 개인사회서비스 개혁의 정점은
1990년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이하, CCA로 약칭)
이다. 시장원리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원칙적인 목표였다면, CCA의 가장 직
접적인 동기는 생활시설 비용의 급증에 대응한 비용통제이다(Gibson and Mean
2000; Glennerster 1997; Lowe 2005; Player & Pollock 2001). 이와 함께 이전
의 시설서비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로 서비스
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서비스의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사회서비스 개혁은 이외에도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혁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생활시설 비용의 급증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의 결과였다는 점은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용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처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을 다룬 여러 연
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 예산
을 통한 빈곤층에 대한 생활시설서비스 비용이 1979년 이후 1980년대에 급증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대처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정부
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대처 정부는 지방정부의 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를 제한했는데, 이 때문에 지
방정부가 생활시설을 늘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 간극을 자원부문과 민간영리
부문에서 메우게 되었다. 한편, 자원부문과 민간영리부문에서는 극빈층의 생활
시설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 예산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1979
5) 이 글의 목적은 영국의 개인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아니고, 시장원리 확대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개인사회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특징 등에 대해서
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강혜규 외(2007) 제5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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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1983년 사이에는 재량에 의해, 1983년 이후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
해 빈곤층에 대한 자원부문과 민간영리부문의 시설서비스에 대해 사회보장 예
산이 제도적으로 지원된다. 그 결과 1979년 11,000명을 대상으로 1,000만 파운
드에 불과하던 사회보장 예산에 의한 시설서비스 비용이 1992년 25만 명을 대
상으로 25억파운드로 급증하였다(Glennerster 1997; Lowe 2005; Player &
Pollock 2001). 따라서 1990년 CCA의 일차적인 목표가 급증하던 시설서비스
예산을 통제하는 데 있었다는 데 대부분의 논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6)
1990년 CCA에 의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은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포
괄보조금의 형태로 이양되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제약하는 대처 정부의
방향과는 외견상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 CCA에 의해 실제로
는 중앙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더 약화되었다(Glennerster
1997; Hill 2000; Land & Lewis 1998; Lowe 2005).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
인되는데 첫 번째로 생활시설 지원을 위해 투입되던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예산
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과거에는 없던 예산 상한선이 새롭게 설정되는 효과
를 갖게 되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대처 정부 개혁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대처 정부의 개혁을 흔히 신공공관
리(new public management)의 도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선 사회서비
스 담당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었다. 대처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담당자들은 이기적이고 무능하다고 공격받았다. 사회
서비스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받아
들이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전하도록 만들고, 가족과 자원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서비스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Land & Lewis 1998; Lowe 2005).
대처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서비스 개혁이 노동당 정부에서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논자들이 대체로 대처 정부 개혁의 연속선상에 놓여
6) 여기에 더해서 Player & Pollock(2001)은 이러한 변화가 NHS를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려
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NHS의 장기요양부문을 줄이고, 이를 지방정부의 책
임으로 넘기면서, 이 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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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평가하고 있다(Knapp et al. 2001; Lowe 2005; Tanner 2003).

2. 시장원리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

가. 재원조달
1990년 CCA를 통해 개인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방정
부로 이관되었다(Glennerster 1997). 이관된 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이행보조금(Special Transitional Grant)이다. 이는 1993~94년부터 3년간 지
방정부에 지원되었으며, 이후에는 개인사회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으로 통합되
었다. 특별이행보조금은 민간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의 이관부분
과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의 종료에 따른 재원을 대상으로 한
다. 이 특별이행보조금이 1990년 CCA에 의한 이관된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표 1>은 대처 정부가 출범한 시기와 보수당 정부의 마지막 시점, 노동당 정
부가 등장한 이후 시점으로 나누어 공공과 민간의 개인사회서비스 지출액과
GDP 대비 비중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첫 번째로 지출을 통제한다는 목표가 어
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 이후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상승률로 보면 민간 지출이 공공 지출보다 더
빠르게 늘었으나 공공 지출 규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전체적인 GDP 대비 지출 비중이나 공공 지출이 그다
지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95~96년 이후에도 지출이 소폭 증가했으
나 이전에 비하면 그 폭은 매우 작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의 지출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결과, 전체 공공과 민간
사이의 비용 분담에서 민간의 비중이 늘어나고, 공공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특
히 위의 통계에서 민간의 재가서비스 지출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Knapp et al. 2001). 시
설에서 재가서비스로 강조점이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민간의 부담
은 더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부담이 이전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NHS의 역할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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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과 민간의 개인사회서비스 지출: 1979~80, 1995~96, 1999~2000
(단위 : 10억 파운드, %)

공공 지출

1)

민간 지출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GDP대비
비중

1979~80

4.4

82.6

0.93

17.4

5.33

0.9

1995~96

12.5

76.7

3.8

23.3

16.3

2.0

1999~2000

14.2

74.3

4.9

25.7

19.1

2.1

주 : 1) 민간 지출은 공공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시설 및 재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료로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비공식 보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 Hills(2004)의 p.144 <표 6. 5>를 이용하여 재작성.

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대처 정부에서는 NHS의 장기요양부문
을 줄이고, 이를 개인사회서비스의 생활시설서비스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노동당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나. 공급 주체의 다원화
CCA에 의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판별하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다. 동시에 혼합경제
를 활성화할 의무도 부과되었는데, 이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특별이행보조금의
85% 이상을 자원부문과 민간영리부문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 결과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서 공공에 의한 직접 공급은 모두 줄어들
고, 민간부문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생활시설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Hayness
et al.(2006)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시설이 줄어들어서 생활시설 수가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1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간의 자원
부문과 영리부분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2.3% 증가), 공공시설은 절반 이하
로 줄어들었다. 시설 거주자 수도 민간부문은 증가한 반면(6.7%), 공공부문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3년 이후에 대해서는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일관된 통계를 제공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공식 통계자료도 England 지역에서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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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 공급 주체별 생활시설 수 및 시설거주자 수의 변화
(단위 : 개소, 명, 괄호는 %)

1991

생활시설 수
2001
증감률

1991

시설거주자 수
2001
증감률

22,808

20,386

-10.6

423,229

375,088

-11.4

공공

5,250
(23.0)

2,424
(11.9)

-53.8

113,534
(26.8)

44,630
(11.9)

-60.7

독립부문

17,558
(77.0)

17,962
(88.1)

+2.3

309,695
(73.2)

330,458
(88.1)

+6.7

전체

주 :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전체 UK, 1991년 및 2001년 센서스 자료 이용. 독립부문
(independent sector)은 민간의 자원부문(voluntary sector)과 영리부문을 포함해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서비스, 즉 비공식부문은 포함하
지 않음.
자료 : Hayness et al.(2006), p.501 <표 1>, p.502 <표 2>, <표 3>을 이용하여 재작성.

<표 3> 영국 공급 주체별 재가서비스 변화 및 공공‧민간의 비중
(단위 : 천가구, 천시간, 괄호는 %)

전체

1993

514.6

1995

513.6

1997

479.1

1999

421.0

2001

399.9

2003

376.3

2005

369.9

’93대비 ’05
단순증감률

-28.1

가구수
지방자치
단체
495.8
(96.3)
419.6
(81.7)
335.1
(69.9)
253.1
(60.1)
194.1
(48.5)
149.5
(39.7)
119.7
(32.4)

-75.9

독립부문

18.9
(3.7)
93.9
(18.3)
144.0
(30.1)
167.9
(39.9)
205.8
(51.5)
226.7
(60.2)
250.2
(67.6)
1,223.8

전체

1,780.8
2,395.7
2,607.5
2,684.2
2,881.7
3,174.8
3,567.5
100.3

서비스 시간
지방자치
단체
1,696.0
(95.2)
1,688.9
(70.5)
1,506.5
(57.8)
1,324.2
(49.3)
1,161.9
(40.3)
1,043.7
(32.9)
948.6
(26.6)

-44.1

독립부문

86.6
(4.9)
706.8
(29.5)
1,101.0
(42.2)
1,360.1
(50.7)
1,719.8
(59.7)
2,131.1
(67.1)
2,619.0
(73.4)
2,924.2

자료 : NHS(2006), Community Care Statistics 2005: Home Care Services for Adults,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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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수가 2003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DoH, Community
Care Statistics 2007: Supported Residents (Adults), England). 재가서비스의 변
화도 보건부의 Community Care Statistic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
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민간의 자원부문과 영리부문에 의한
서비스는 꾸준히 늘어난다(표 3 참조).
<표 3>에 의하면 독립부문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수 기준으로
1993년 3.7%에서 2005년 67.6%까지 늘어난다.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4.9%에서 73.4%로 더 크게 늘어난다. 한편, 서비스를 받는 가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 시간은 늘어나서 가구당 서비스 시간은 꾸준히 늘어난다.

다. 서비스의 배분방식
1990년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판별하고 서비
스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음으로써 체계적인 욕구평가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구매와 공급이 분리되면서 준시장이 도입되
었다. 한편 1997년부터 일종의 바우처로 볼 수 있는 직불제도(Direct Payment)
가 도입된다.7)
준시장을 통한 서비스의 구매와 공급의 분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장에 이전
보다 다양한 구매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서비스의 구매자에는 지방자
치단체, NHS, 기득권 차원에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보
장 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시설수혜자, 개인 구매자들이 포함된다(Knapp et al.
2001).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정부이다.
Knapp et al.(2001)은 서비스의 구매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서의 계약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포괄
계약(block contracts)으로 일정 규모의 서비스를 일괄해서 계약하는 것이다. 이
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
스량의 변동에 따른 위험은 구매자가 안게 된다. 두 번째는 개별계약(spot and
7) 여기에서 바우처는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
서의 구매권을 의미한다. 한국의 바우처 제도도 보편적인 의미의 구매권의 한 형태일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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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off contract)이다. 이 방식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맺는 방식으
로 서비스량의 변동에 따른 위험은 공급자가 지지만, 가격은 높게 책정된다. 세
번째는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을 결합한 것이다. 일정 규모까지의 서비스는 일괄
적으로 계약하고, 그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개인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이하 CSCI)의 모니터링 보고서인 CSCI(2006b)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서비스 가운데 10%는 직접
제공하고, 포괄계약은 13.3%, 개별계약은 76.3%로서 아직도 개별계약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재가서비스의 경우 직접 공급이 27.9%, 포괄계약이
32.2%, 개별계약이 40.0%로서 시설서비스에 비해 포괄계약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구매와 공급을 분리하는 준시장방식에 의한 자원배분만으로는 소비자의 선
택권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서비스 공급자의 선택권이 소비
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입된 것이 직불 제도이다. 1996년의 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에
의해 1997년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직불 제도는, 2000년에 노인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와 가족보호자에게까지 확대되었
다. 또한, 2003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혜자가 도움을 통하거나 도움
이 없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DoH 2005).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불 제도가 확산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CSCI(2006b)에 의하면 2006년 3월 말 현재, 직불 제도를 이용하
는 수혜자는 약 3만 2천 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전년도의 2만 2천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전체 수혜자 규모에 비하면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직불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종합적인 연구인
Davey et al.(2007)은 직불제도의 확산을 저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서
비스의 이용자나 보호자들이 직불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 직
불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저항, 생활보조 서비스 제공자의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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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당 정부는 직불 제도를 넘어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
해서 개인구좌를 만드는 개별예산(Individual Budget)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2005년 말에 시작되었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09~10년에는 전국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DoH 2006).

라. 규제
이 글에서 살펴보는 시장화의 네 번째 차원인 규제는 다른 차원과 달리 시장
원리 확대에 따라 오히려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
다. Glennerster(1997), Hill(2000), Land & Lewis(1998), Bahle(2003), Lowe
(2005) 등 대부분의 논자들이 보수당 정부의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1990년 CCA
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새로 보건부 내에 설
치되는 Social Services Inspectorate에 부여되었다. 이 기구는 Audit Commission
과 5년마다 공동으로 서비스리뷰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도 부여받았다(Hill
2000).
노동당 정부에서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구는 CSCI로 바뀌었
다. 보수당 정부가 비용통제 및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 가치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반면, 노동당 정부에서는 서비스 기준의 달성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한
주된 규제 수단은 전국적 최저서비스 기준 및 성과지표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
받침한 것이 2000년 Care Standard Act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자는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반면, 피규제자는 비용이 들
고,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류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또한
실질적 서비스 개선보다 지표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원칙과 실제 집행은 잘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oodship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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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장원리 확대의 효과에 대한 평가

시장원리의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배분에서의 효율성이
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가 지향
하는 목표에 대한 평가는 더 나은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었는가, 서비스 제공
에서 형평성이 개선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는 효율적으로 시장기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진되
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1. 서비스의 총량
서비스의 양과 관련해서는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통시적인 변화와 관련된 자료는 공급 주체의 다원화와 관련
된 앞의 <표 2> 및 <표 3>에서 제시된 바 있다. 두 표에 따르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수혜 규모가 모두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된 고령인구의 증가,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수혜 대상 인구의 확대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총량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Land & Lewis
1998).
다른 한편, 이것이 전반적인 서비스의 적정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지출 및 서비스 공급량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4>는 OECD는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의 국
제비교 수치를 보여준다.
<표 4>에 따르면 영국의 총지출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 높지만, 공
공지출의 규모는 작고, 민간 지출의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난다. 표에 제시한 6개
국 가운데는 미국을 제외하면 공공 지출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
서 총지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의 표만으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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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공공․민간 지출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

총 지출

공공 지출

민간 지출

재가

시설

전체

재가

시설

전체

재가

시설

전체

독일

0.47

0.88

1.35

0.43

0.52

0.95

0.04

0.36

0.40

네덜란드

0.60

0.83

1.44

0.56

0.75

1.31

0.05

0.08

0.13

노르웨이

0.69

1.45

2.15

0.66

1.19

1.85

0.03

0.26

0.29

스웨덴

0.82

2.07

2.89

0.79

1.96

2.74

0.04

0.10

0.14

미국

0.33

0.96

1.29

0.17

0.58

0.74

0.16

0.39

0.54

0.41

0.96

1.37

0.32

0.58

0.89

0.09

0.38

0.48

0.38

0.88

1.25

0.35

0.64

0.99

0.06

0.19

0.24

영국
1)

평균

주 : 1) 표에 제시된 6개국이 아니라 OECD(2005)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자료 : OECD(2005), p.26 <표 1.2>.

공급이 적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OECD(2005)에서 총지출 수준
과 고령화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지출 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05, 그림 1.2).
한편 각 나라별로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서
비스 수혜자의 비중을 지출 비중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각 나라별
제도 및 개념 정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자료의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5>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표 5>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비율
(단위 : %)

연도

시설서비스

공식 재가서비스

독일

2000

4

7

네덜란드

2003

9

13

노르웨이

2001

12

16

스웨덴

2001

8

8

미국

2000

4

9

영국

2003

5

4

자료 : Gibson et al.(2003); Wanless(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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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위의 6개국 가운데 영국은 서비스 수혜 비중이 가장 낮
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 장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사
회서비스 개혁의 결과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량은 줄어들었고,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2.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자료들은 규제기구의 모니터링 보고서나 수혜자의
만족도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다. 공식 감독기관인 CSCI 보고서는 2001년 이후
전국최저기준 충족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
보면 자원부문이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SCI
2006b).
또한 Wanless(2006)에 따르면 2002~03년도에 재가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 57%가 매우, 혹은 아주 매우 만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
1/3 정도의 응답자는 서비스 시간이 보장된 것보다 짧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의 응답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Bartlett and Blackman(2001)도 정부의 공급자로서의 역할 축소와 비용통제
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고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에게 더 적합한 케어가 제공된다는 점,
시설화가 억제되었다는 점, 모든 시간대에 대해 유연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
었다는 점, 전문가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개선 등을 들고 있다. Knapp
et al.(2001)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등 서비스 제공에서의 유연성이 증가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서비스 대상자들이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점에서(CSCI 2006b),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이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에 의도했던 만큼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개인에게 적합한 서
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가 갖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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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야 하는데 아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Knapp et al. 2001). 욕구 평
가와 실제 서비스 사이의 괴리도 문제이다. 이는 자원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모든 대상자들에게 욕구 평가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 반면, 실제 서비스의 총량
은 자원에 의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욕구 평가는 제한된 자원에 맞추
어 의존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Tanner 2003).8)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 또 하나 검토할 문제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사
이의 연계와 일관성 문제이다. 대처 정부 등장 이후 장기요양대상자들을 NHS
에서 사회서비스로 이관하는 작업이 계속되었고(Burchardt 1997; Land & Lewis
1998), 현재 시점에도 지방자치단체와 NHS의 예산 압박이 계속되면서 누가 보
호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계
속 빚어지고 있다(CSCI 2006b). 이에 대해 Bartlett & Blackman (2001)은 사회
서비스에서 혼합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보건과 사회서비스 사이의 파편화 및
조정 문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두 서비스가 지역 차원에서 통합되어 있는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비하면 영국에서 두 서비스 사이의 분리 문제가 심각하다
고 평가하고 있다.

3. 형평성
형평성의 문제는 소득계층간 형평성, 욕구별 형평성, 지역간 형평성으로 나
누어서 살펴본다.
우선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
다.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가운데 자산조사를 통해 가장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
비스가 집중되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서비스가 점점 더 빈
곤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서비
스 이용에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평가도 있다. Badlock(2003)은 공적 지원이 중
증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중간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
8) 이 주제에 대해서는 뒤의 욕구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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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한다.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경증인 상태에서도 자비로 서비스를 구
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중간소득층은 국가의 지원도 없고, 자비로의
구입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조사를 통해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에서는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가치판단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의 노인 케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포괄적
인 연구인 Wanless(2006)는 공공과 민간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보편적
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노동당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장제
도의 재원조달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
당도 기본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변
화가 앞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욕구에 따른 형평성에 대해 살펴보자. 이 쟁점도 재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에 따른 형평성과 유사한 문제가 있다. 대
부분의 논자들이 한편으로는 위험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더 적합
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Gibson & Mean 2000;
Land & Lewis 199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제약되면서 점점 더 고위험이 아
닌 대상자는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CSCI(2006b)는 2005~06년에 2/3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중증(critical), 중
증(substantial), 중등(moderate), 경증(low) 가운데 중증 이상에 대해서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수혜자격 기준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
적하면서 수혜자격요건이 너무 높다는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가 욕구가 높은 집단에게 집중되면서 예방적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이다(Land & Lewis 1998; Tanner 2003). <표 6>은
주당 평균 재가서비스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에
서 본 것처럼 수혜 대상자는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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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가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DoH 2006),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Tanner(2003)은 개인중심적 평가와 자
원에 의해 제약된 개입, 욕구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엄격한 수급자격요건 사이
의 충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 주제는 지역간 형평성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가가 제기되었
다. 한편에서는 지역간 시설 분포의 불균등에서 비롯되었던 문제에 비하면 예
산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Gibson & Mean 200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대
한 제약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Badlock 2003).
과거와 비교해서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의 변화를 추적한 자료는 찾기 어렵
지만 최근 들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Wanless(2006)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율성의 범위가 너무 커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언론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특히, 앞의 욕구에 따른 형평성과도
관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욕구에 따른 수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 6> 영국의 주당 평균 재가서비스 시간
(단위 : 시간)

전체

공공

독립부문

1993

3.5

3.4

4.6

1995

4.7

4.0

7.5

1997

5.4

4.5

7.6

1999

6.3

5.2

8.1

2001

7.5

6.0

8.4

2003

8.7

7.0

9.4

2005

10.1

7.9

10.5

자료 : NHS(2006), Community Care Statistics 2005: Home Care Services for Adults,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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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선택과 효율성
시장기제 도입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
되었는지 살펴보자.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공급 측면에서는 다양한 공급자에
의한 공급 능력의 확대 및 서비스의 다양화와 관련되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자의 직접적인 선택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식과 관련된다.
영국의 경우 자원배분 방식에서의 시장원리 확대는 주로 준시장방식을 통해
서 이루어졌고, 직불 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직접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는
별로 확산되지 않았다. Land & Lewis(1998)는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비용 통제를 위해서 구매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준시장제도에 의
존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많은 논자들도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었는지
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에 대해 연구한 Janlöv et
al.(2005)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실
질적인 서비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napp et
al.(2001)도 실질적으로 서비스 수혜자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Tanner(2003)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적인 규제기구인 CSCI조차 수혜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나 통제권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CSCI 2006b)
따라서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보다는 준시장제도와 시장원리 확대 이
후 시장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 이후의 변화
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 Knapp et al.(2001)은 시장이 기대한 만큼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준시장제도를 통한 구매와 공급의 분리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뚜렷이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owe(2005)의 경
우 거래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성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Gibson & Mean(2000)도 준시장제도하에서 개인에 의한 서비스 선택은 제한되
고 서비스의 수요자에 대한 반응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시설
규모가 대형화되는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에 규모의 경제가 있

84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3호

고, 규모가 클수록 계약에 따른 위험 분산이 가능할 경우 소규모 시장 참여자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Knapp et al. 2001; Player
& Pollock 2001). 공식 모니터링 보고서인 CSCI(2006b)도 시설수의 감소와 시
설당 인원수의 증가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시장의 발전은 미성숙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시장원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규
모를 통제한다는 목표 이외에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거나,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만큼 시장구조가 성숙되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준시장제
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요자 독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공급구조
에서도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간 내에 시장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Ⅴ. 맺음말

흔히 시장화는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는 복지다원주의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재원조달, 공급 주체, 의사결정과 서비스의 배분방식, 규제와 같은 적어
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해야 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어느 한 차원에서는 시장의 역할이 커
지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는 시장의 역할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커지기도 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대처 정부하에서 공급 주체와 서비스 배분 차원에서 시장원리를 크게
확대한 반면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는 강화하였다. 핵심적인 변화는 1990년
CCA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 개혁의 주된 목적이 생활시설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급증을 억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
방정부로 재정을 이양하였다.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였던 국가의 부담 억제와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
적인 서비스의 양과 질,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
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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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서비스의 양 측면에서는 공공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이 지원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수도 줄어들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영국은 공공의 역할이 적고
서비스의 수혜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한다.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더 유연하게 제공되게 되었다는 점과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서비스로
의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수혜자수가 줄어들고
욕구가 큰 계층에게 집중되면서 예방적 기능이 약해졌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두 번째로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적인 부담을 억제한 가운데 소득이나 욕구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
서 형평성이 개선되었다는 평가와 서비스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엇
갈린다. 또한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하면서 예산 부담 때문에 지역별로 서비스
가 차별화되는 지역간 형평성이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 번째로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채택한 준시장방식이 시장의 장점
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 이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서비스 감독기구조차 아직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수요자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제공
해 주고 있다. 우선 시장화를 다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우
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바우처와 같이 서비스의 배분에 시
장원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식적인 사회서비
스 공급 주체는 대다수가 사회복지 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에서
복지다원주의는 일찍부터 진전되었으나,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규제의 방식과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
은 외국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배분에서 시장원리를 확대할 때 이것이 기대한 효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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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시장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서 관찰되는 공공의 역할과,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가상적인 완전경쟁 시장
을 비교해서 후자가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곤
란하다. 시장원리를 급진적으로 확대한 대표적인 모델인 영국의 사례에서 효율
성이나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가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형평성 차원에서는 서비스의 보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조사에
기초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영국에서도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개
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형성되어 정부 차원의 논
의가 올해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한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부
터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영국보다 앞서 가는 측면이 있다. 내
실을 다지기 위해 적용 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여러 서비스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영국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는 NHS가 담당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개인사회서비스 사이에 서로 부담
을 전가하는 현상이다. 특히 NHS와 지방정부 모두 예산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
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와 사회서비스 사이의 부담 전
가 현상은 덜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요양보험 사이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이 제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대처 정부에서 진행된 개혁이 생활시설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
부담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부담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 서비스가 저소득층 중증 중심으로 제약되
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진행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도 초기부터
비슷한 문제에 부딪쳤다. 이후에 분권 교부세 재원을 확충하고 용도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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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영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라 제기된 지역간 형평성 문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분권화된 재원을 다시 중앙화할 것인가라는 차원을 넘
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가 아직 미성숙하고 사회서비스에서 지방정부
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과 더불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강혜규․김형용․박세경․최현수․김은지․최은영․황덕순․김보영․박수지.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국가․시장․비영
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Anttonen, A., and J. Sipilä.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 (2) (1996):
87~100.
Anttonen, A., Sipilä, J., and J. Baldock. “Pattern of Social Care in Five
Industrial Societies: Explaining Diversity.” In The Young, the Old and
the State: Social Care Systems in Five Industrial Nations. Anttonen, A.,
Baldock, J., and Sipilä, J. (eds.), Edward Elgar, 2003.
Badlock, J. “Social Care in the United Kingdom: A Pattern of Discretionary
Social Administration.” In The Young, the Old and the State: Social
Care Systems in Five Industrial Nations. Anttonen, A., Baldock, J., and
Sipilä, J. (eds.), pp.109~141. Edward Elgar, 2003.
Bahle, T.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88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3호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 (1) (2003): 5~20.
Bartlett, H., and T. Blackman. “Models of Care.” In Social Care and Social
Exclusion: A Comparative Study of Older People’s Care in Europe.
Blackman, T., Brodhurst, S., and Convery, J. (eds.), pp.27~41. Palgrave,
2001.
Blackman, T. “Conclusion: Issues and Solutions.” In Social Care and Social
Exclusion: A Comparative Study of Older People’s Care in Europe.
Blackman, T., Brodhurst, S., and Convery, J. (eds.), pp.181~205.
Palgrave, 2001.
Burchardt, T.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Welfare: A Typology and
Map of Services. CASE, LSE, 1997.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CSCI)/UK. Social care: Choosing the
Right Service for You.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UK,
2006. (a)
. The State of Social Care in England 2005-06.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UK, 2006. (b)
Daly, M., and J. Lewis. “Introduction: Conceptualising Social Care in the
Context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Lewis, Jane (ed.), pp.1~24.
Ashgate, 1998.
Davey, V., Fernández, J.L., Knapp, M., Vick, N., Jolly, D., Swift, P.,
Tobin, R., Kendall, J.F., Pearson, C., Mercer, G. and M. Priestley.
Direct Payments: A National Survey of Direct Payments Policy and
Practice. Personal Social Service Research Uni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7.
Department of Health(DoH)/UK. Independence, Well-being and Choice: Our
Vision for the Future of Social Care for Adults in England. Department
of Health/UK, 2005.
. Our Health, Our Care, Our Say: A New Direction for Community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황덕순) 몲

89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UK, 2006.
Gibson, D., and R. Means. “Policy Convergence: Restructuring Long-term
Care in Australia and the UK.” Policy and Politics 29 (1) (2000):
43~58.
Glennerster, H. Paying for Welfare Towards 2000. 3rd edition, Prentice
Hall/Harvester Wheatsheaf, 1997.
Goodship J., Jacks, K., Gummerson, M., Lathlean, J., and S. Cope.
“Modernising Regulation or Regulating Modernisation? The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Interface in Adult Social Car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9 (2) (2004): 13~27.
Grant, W. Economic Policy in Britain. Palgrave, 2002.
Haynes, P., Banks, L., Balloch, S., and M. Hill. “Public Policy and Private
Provision: Changes in residential care from 1991 to 2001.”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4 (6) (2006): 499~507.
Hill, M. “Origins of 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In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n Introduction. Hill, Michael (ed.), pp.22~37. Blackwell
Publisherspp, 2000.
Hills, J. Inequality and th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Janlöv, A. C., Hallberg, I.R., and K. Petersson. “Older Persons' Experience
of Being Assessed for and Receiving Public Home Help: Do They
Have Any Influence Over It?”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4 (1) (2005): 26~36.
Knapp, M., Hardy, B., and J. Forder. “Commissioning for Quality: Ten
Years of Social Care Markets in England.” Journal of Social Policy
30 (2) (2001): 283~306.
Land, H., and J. Lewis. “Gender, Care and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in the UK.” In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Lewis, J. (ed.), pp.51~84. Ashgate, 1998.
Lowe, R.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since 1945. 3rd (ed.), Palgrave, 2005.

90 몲

노동정책연구․2008년 제8권 제3호

Lundsgaard, J. “Consumer Direction and Choice in Long‐Term Care for
Older Persons, Including Payments for Informal Care: How Can It
Help Improve Care Outcomes, Employment and Fiscal Sustainability?”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20, OECD, 2005.
OECD.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2005.
Player, S., and A.M. Pollock. “Long-term Care: From Public Responsibility
to Private Good.” Critical Social Policy 21 (2) (2001): 231~255.
Steuerle, C. E. “Common Issues for Voucher Programs.” In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Steuerle, C.E., Ooms, V.D., Peterson,
G., and Reischauer, R.D. (eds.), pp.1~37.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Tanner, D. “Older People and Access to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 (2003): 499~515.
Wanless, D. Securing Good Care for Older People: Taking a Long-term View
(Wanless Social Care Review). King's Fund, 2006.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황덕순) 몲

91

abstract

The Effects of Extending Market Principle in Personal
Social Service in the UK
Deok Soon Hwang
The extension of market principle in personal social service may
proceed along with various dimensions: funding mechanism, service
provision, decision making power and regulation. In the UK, Thatcher
government extended market principle in terms of funding, service
provision and decision making power.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strengthened. The public cost of personal
social service was contained, but the quantity of service was decreased.
While the flexibility of service was enhanced, the prevention function of
social care diminished. Care service for the most needy was improved at
the cost of middle income group. The expected efficiency gain was not
materialized due to the limit of quasi-market mechanism. The UK case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he necessity of proper regulation,
expanding universality of service provision, close cooperation between
delivery system and the necessity of reconsidering the decentralization of
budget for welfare services.
Keywords : personal social service, market principle, welfare pluralism,
efficiency,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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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중대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 추세는 경기적 요인과 함께 성장동력의 약화
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유연화
되어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사회보장제도는 아주
미약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분열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여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체제에 기초한
대안적 발전모델(alternative development model)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구촌 범위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뿐만 아니
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체제와 대안적 발전모델 정립을 위해서는 그것에 적합한 상호보
완적인 제도들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들 중 특히 노동시장제도는 성장
체제를 구성하는 생산성 체제와 수요 체제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고, 사회통합
을 실현할 수 있는 중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에는 임금제도, 단체교
섭제도, 해고제한제도와 같은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제도와 같은 실업보호제
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소득분배 및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최저임금제도는 시장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
여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제도들은 크든 작든 노동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협약임금은 임금의 경직성을 초래
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노동법은 고용을 경직화시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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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체시키고 투자를 저해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
장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그 경직성을 타파하는 노동시장 유
연화를 지지한다. 특히 자유기업주의, 시장근본주의, 성장지상주의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상의 과제로 되고 있다.
반면,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전화 혹은
경직화를 지지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통합을 강조하여 도입된 다양한 노동시장
제도들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나라들에서,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지
식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자-외부자로의 노동자들의 분할이 나타나 사회통합이 약화되는 현상이 출
현하였다.
여기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
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전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적 이슈가 제기된다. 미국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경제성장은 잘 되지만 사회통합은 되고 있지 않으
며, 독일처럼 노동시장이 안전한 나라는 사회통합은 잘 되고 있지만 경제성장
은 둔화되고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는 ‘고성장-저사회통합’이,
노동시장이 안전한 나라는 ‘저성장-고사회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말
하자면 ‘노동시장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1)이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
었다. Wilthagen & Tros(2004)에서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바
있는 유연안전성은 한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
서, 다른 한편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안전장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전략은 경제성
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제3의 길’로 주목받고 있다.
1) flexicurity를 ‘유연안정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할
수 없다. 영어의 security는 안정성이 아니라 보장이란 뜻을 포함하는 안전성으로 번역해
야 한다. 영어의 stability가 안정성으로 번역된다. 내용으로 봐도 심한 변동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안정성이 아니라, 실업보호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생활의 보장이
나 동태적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안전성이란 말이 적절하다. 따라서 flexicurity는 유연안전
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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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전성, 유연안전성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노동시장제도 유형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성과가 어떠한지를 서로
다른 발전모델이 구축되어 있는 영국, 독일, 덴마크 3개국의 노동시장제도 사례
와 OECD 주요국에 대한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제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발전모델 및 제도와 경제적 성과 : 분석방법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노동시장제도 혹은 노사관계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주로 코포라티즘의 효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사간 사회적 합의 체제인 코포라티즘이란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를 분석한 1980년대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는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이 조직한 컨퍼런스의 논문집인 Labo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에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거버넌스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성
과의 차이를 분석한 Schmitter(1990), 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서로 다른 효과를 분석한 Paloheimo(1990),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
제에서의 실업률의 차이를 분석한 Soskice(1990),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권화
가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Bowles & Boyer(1990), 노동시장 유연성과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Standing(1990)의 연구
들은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들어오면 제도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
추어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경제분석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몇몇 이론 영역에서 나타난다. 제도주의 경제학, 조
절이론(regulation theory), 진화경제학, 꽁방시옹 이론(convention theory) 등에
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matters)’는 명제는 제도가 경제
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한다. 제도는 기술과 시장이란 요인들과 상호작
용하여 미시적으로는 생산성(혹은 생산성 획득)과 소득분배(혹은 생산성 분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김형기)

몲

97

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를 통한 조절이 축적 체제에 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강조하는 조절이론은 제도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기술과 조직 간의 공진
화를 강조하는 진화경제학은 제도의 미시경제적 효과를 주목한다. Boyer(1988),
Amable(1992), Lordon(1994) 등 조절이론가들이 체계화하고 있는 제도거시경
제학(institutional macroeconomics)은 축적체제 개념을 중심으로 제도가 창출하
는 내생적 동학이 성장과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을 해명하고자 한다. Dosi(2000)
등 꽁방시옹 이론가들은 생산체제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과 조직의 공진화 과정
에서 조직 내의 제도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
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도들은 말하자면 ‘제도미시경제학(institutional microeconomics)’이라 할 수 있다.
제도거시경제학과 제도미시경제학의 방법을 결합하면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거시 및 미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2). 그런데 하나의 발전모
델에서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는 제도들의 집합이 존재한다. 즉 제도적 보완성
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성 개념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제도적 보완성
속에 작동하고 있는 서로 다른 자본주의 발전모델을 비교분석하고 그 사회경제
적 성과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가 최근 Hall & Soskice(2001)와 Amable(2003)
에서 선구적으로 수행되었다.
Hall & Soskice(2001)는 노사관계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기업지배구조, 기
업간 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제시
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제도적 보완성 개념에 기초하여, 각국이 서로 다른 제
도 패키지를 가지고 그것에 적합한 산업들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들의 ‘비교제도우위(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론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 패키지들의 경제적 성과가 서로 다른 산업에서 상
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교생산비에 따라 비
교우위를 논한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을 넘어서서, 제도의 차이에 따라

2) 제도거시경제학과 제도미시경제학의 방법을 결합하는 것은 요컨대 중범위 수준(meso-level)
의 제도를 매개로 해서 ‘거시의 미시적 기초’와 ‘미시의 거시적 기초’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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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를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3).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서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 다
시 말해서 노동시장 규제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 이루어
진다. 먼저 Nickell(1997)은 고용보호,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조조직률, 단체교섭 등의 노동시장제도가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고 있다. Iversen(1999)은 임금교섭 시스템과 통화체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
고 임금교섭의 집중화 정도와 중앙은행 독립성 정도가 임금평등과 실업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제도와 관련하여 Hall &
Soskice(2001)는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 임금교섭 패턴 등이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서 뚜렷한 차이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이러한 노동
시장제도와 다른 제도들간의 보완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Hall & Soskice(2001)에 실려 있는 Franzese(2001)는 통화정책과 임금교섭
패턴 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것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고 있다. 같은 책에 실려 있는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는 고용보호
와 실업보호를 포함하는 사회보호와 숙련형성 간의 보완성을 밝히고 있다. 이들
의 연구는 제도적 보완성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제도를 분석하고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들이라 하겠다.
Amable(2003)은 Hall & Soskice의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조절이론적 시각
에서 발전시켜 자본주의의 발전모델을 제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복지시
스템, 교육시스템 등 다섯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여, 앵글
로색슨형, 대륙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 지중해형, 아시아 자본주의 등 5가지 자
본주의 모델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복지국가
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 모델을 유형화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자본주
의 모델에서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 즉 고용보호와 사회보호의 차이를 분석하
고, 그러한 노동시장제도와 상호보완적인 다른 제도들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모델 및 노동시장제도(고용보호, 실업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Boeri
(2002)와 Sapir(2005)는 유럽연합(EU)의 발전모델을 앵글로 색슨형, 대륙형, 노
3) 사실 Hall & Soskice(2001)의 저서 부제가 ‘비교우위의 제도적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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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딕형, 지중해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서
로 다른 발전모델의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고용보호와 실업보호
와 같은 노동시장제도 지표들과 고용률과 빈곤율이라는 성과지표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석 결과는 앵글로 색슨 모델보다는 노르딕 모델의 성과
가 우월함을 밝히고 있다. Huo-Nelson-Stephens(2008)는 OECD 국가들을 자유
주의적 복지국가, 기독교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용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고 실업급여 (단기)소득대체율이 높은 사회민주주
의 국가에서 고용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발전모델, 노동시장제도,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분석 작업들을 해왔다. 그 연구들에서 노동시장제도 관련
지표로서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는 고용보호, 실업보호,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등이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 지표는 대부분 고용률과 실업률
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방법을 참고
하면서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소득불평등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적 성과 지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제도들이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과 함께, 노동시장이 유연하지만 불안전
한 앵글로 색슨(Anglo-Saxons) 모델의 영국, 노동시장이 안전하지만 경직적인
대륙유럽(Continental Europe) 모델의 독일, 노동시장이 유연하고도 안전한 노
르딕(Nordics) 모델의 덴마크 3국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시장 안전성,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노동시장
제도 특성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란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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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1. 노동시장제도 지표
위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우리의 연구는 먼저 노동시장제도들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 이 제도들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
향을 OECD 주요국의 자료와 영국․독일․덴마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들과 그 제도
들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설정한다. 먼저 경제성
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들로는 단체교섭제도(단체교섭
수준, 단체교섭 적용범위), 고용보호제도(해고제한제도, 장기근속 관행), 실업보
호제도(실업보험제도, 실업부조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제도, 노동
시장정보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설정한다. 즉 ①단체교섭 수준, ②
고용보호 수준, ③ 실업보호 수준, ④ 노동시장정책 수준 ⑤ 탈상품화 수준 등.
단체교섭 수준은 단체교섭의 집중화 정도로 표시한다. 기업별 교섭, 산업별
교섭, 중앙교섭 등 단체교섭 수준의 차이를 지수화한다. 실증분석에서는 보통
임금교섭의 집중화 정도가 사용되는데 우리의 연구에서도 임금교섭 집중화 지
수를 사용한다.
고용보호 수준은 고용보호의 엄격성, 즉 해고의 자유제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보통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Index)를 통해 측정된다. 고용보호
지수는 OECD의 고용보호법 지수(EPL Index)와 세계은행의 고용경직성 지수
(Rigidity of Employment Index) 등이 주로 사용된다. 전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개인적 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집단해고 요건, 임시직 고용에 대한 규제 등 세
영역의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계산한 것이다. 지수는 0에서 6까지의 값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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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데 지수 값이 클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자는 채
용의 어려움, 해고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경직성 등을 0에서 100까지 점수화하
여 종합한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 경직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우리 연구에서는 OECD의 고용보호법 지수와 함께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에서 계산된 고용보호지수와 Lawson & Bierhanzl(2004)이 작성
한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도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 고용보호법을 통한 채용 및
해고의 제한 정도만이 아니라 기업수준의 고용보호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
들이 계산한 고용보호지수는 OECD가 작성한 EPL 지수와 집단해고보호 지수
에다, 기업수준의 사적 고용보호지수4)를 계산한 것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워질수록 고용보호지수가 높음을 나타
낸다. 후자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을 노동시장의 자유도로 보고 폭넓게 정의
하여 그 지수를 작성하였다. 후자는 노동시장 유연성지수(Labor Market
Flexibility Index)를 채용 및 해고 관행, 실업급여 수준, 최저임금제도 수준, 단
체교섭 수준, 최상위 한계세율 수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표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이 지수는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시
장이 더 유연하다.
실업보호 수준은 실업에 대한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업보호지수
(Unemployment Protection Index)로 측정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먼저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의 계산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소득대체율(Unemployment
Replacement Rate)과 실업급여의 관대함(GDP에서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급여 지급 요건 등을 종합한 지수를 사용한다. 이 실업보호지수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실업보호 수준이 높다. 실업보호지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실업급여 소득대체율로는 최초 순소득대체율, 6개월 순
소득대체율, 5년 조소득대체율 등이 사용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소
득대체율을 실업보호지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노동시장정책 수준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
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다. 여기
4) 예컨대, 기업인력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 대표기구의 존재 여부, 기업 내
고용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외부의 강한 노조의 존재 여부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Estevez-Abe, Iversen, Soskice 2001,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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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율, 즉 ALMP 지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양쪽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노동시장제도 지표라 할 수 있다. ALMP 지표는 고용보호지수, 실업
보호지수와 함께 주요한 노동시장제도 지표로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데, 우리
의 연구에서도 이 지표를 사용한다.
탈상품화 수준은 고용보호와 실업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생활
이 보장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탈상품화란 “개인 혹은 가족이 시장에
참여하든 않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Esping-Anderson 1990)를 말한다. 이러한 Esping-Anderson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에 따라 탈상품화 수준을 연금, 질병수당, 실업보험 수준
의 점수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Huo-Nelson-Stephens(2008)의 탈상품화 지수
(Decommodification Index)5)를 통해 측정한다. 여기서 물론 탈상품화 지수가
클수록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데, 이는 그만큼 복지국가가 더 잘 정비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① 고용률 ② 실
업률 ③ 빈곤율6) ④ Gini 계수를 사용한다. 이 지표들은 노동시장 성과와 소득
분배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적 성과 지표들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 지표가 앞
에서 제시한 노동시장제도 지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과제이다.

2. 발전모델과 노동시장제도 지표
앞에서 제시한 노동시장제도 지표가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 따라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영국, 독일, 덴마크 등 3국 사이에 노동시장제도의 지표
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5) 연금의 경우 최저 급여수준, 표준 급여수준, 기여금 납부 기간, 연금 재원에서의 개인 부
담 몫 등의 탈상품화 수준을 1, 2, 3으로 점수화하여 계산한 것이며, 실업보험과 질병보
험의 경우 급여수준, 수급에 필요한 고용기간, 급여지급 기간 등의 탈상품화 수준을 1, 2,
3으로 점수화하여 계산한 것이다. 탈상품화 지수는 이들 점수들을 합계한 것이다.
6) 여기서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얻는 개인의 비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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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le(2001), Esping-Anderson(1990), Sapir(2005) 등의 분류 방법7)을 참고
하여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이 각각 속한 앵글로 색슨형(신자유주의형), 대륙유
럽형(코포라티즘형), 노르딕형(사회민주주의형) 등 3개의 발전모델8)로 나누어
노동시장제도 지표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표 1>에서 보면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는 대륙유럽 모델과 노르딕 모델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반
면 앵글로 색슨 모델은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Lawson & Bierhanzl(2004)의
방법으로 계산한 채용 및 해고 관행 기준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앵글로 색슨
모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르딕 모델이고 대륙유럽 모델이 가장 낮다. 이러
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륙유럽형에서 고용보호와 실업보호가 강하
고 따라서 노동시장이 가장 안전하며(혹은 경직적이며), 앵글로 색슨형에서 고
용보호와 실업보호가 약하고 따라서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하다. 노르딕형은 고
용보호와 실업보호가 대륙유럽형보다는 약간 약하며 따라서 노동시장은 대륙
유럽형에 비해 좀 더 유연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 속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를 <표 2>를 통해 보
면, 세 국가간에 노동시장제도 지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
국은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 둘 다 가장 낮아 노동시장 유연성지수가 가
장 높다. 독일은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높고 실업보호지수도 높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지수가 가장 낮다. 그런데 덴마크는 고용보호지수는 낮은 편이지만 실업
보호지수는 가장 높으며9), 채용 및 해고 기준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는 오히려
7) Amable(2001)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앵글
로 색슨형, 대륙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 지중해형, 아시아 자본주의형 등으로 유형화하였
다. Esping-Anderson은 복지 체제를 기준으로 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Sapir(2005)는 체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기준으로 앵글로 색슨
형, 대륙형, 노르딕형, 지중해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포함되는 나라들을 보았을때,
Amable과 Sapir의 앵글로 색슨형은 Esping-Anderson의 자유주의형에 해당한다. Amable
의 대륙유럽형과 Sapir의 대륙형은 Esping-Anderson의 보수주의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Amable과 Esping-Anderson의 사회민주주의형은 Sapir의 노르딕형에 해당한다. 다만, 네
덜란드의 경우, Amable과 Esping-Anderson은 대륙유럽형(혹은 보수주의형)으로 분류하였
지만, Sapir는 노르딕형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Amable과 Esping-Anderson에 따라
네덜란드를 대륙유럽형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코포라티즘 국가에 가깝기 때문이다.
8) 이 세 발전모델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형기(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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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다도 높다10). 여기서 우리는 덴마크의 노동시장이 영국 및 독일과 달리
매우 유연하면서도 안전한 특수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고용보호지수와 실업
보호지수,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를 통해 보았을 때, 영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불안전하고 독일 노동시장은 안전하지만 경직적인 데 반해, 덴마크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11).
<표 1> 발전모델별 고용보호․실업보호․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고용보호지수

발전모델
앵글로 색슨 모델
대륙유럽 모델
노르딕 모델

A
0.27
0.71
0.69

B
1.17
2.34
2.23

노동시장
유연성지수

실업보호지수

C
4.45
2.86
3.50

A
0.23
0.70
0.65

자료 : A :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 1990년대 말 자료.
B : OECD의 EPL 지수(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3년 자료.
C : Lawson & Bierhanʑl(2004): 2000년 자료, 채용 및 해고 관행 기준.

<표 2> 영국, 독일, 덴마크의 고용보호․실업보호․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고용보호 지수
영국
독일
덴마크

A
0.25
0.86
0.53

B
1.1
2.5
1.8

노동시장
유연성지수
C
4.9
1.8
6.5

실업보호지수

A
0.11
0.77
0.91

자료 : A :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 1990년대 말 자료
B : OECD의 EPL 지수(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3년 자료
C : Lawson & Bierhanʑl(2004): 2000년 자료, 채용 및 해고 기준.
9)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의 계산에 의하면 덴마크는 OECD 국가들 중 실업
보호지수가 가장 높다.
10) 채용 및 해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덴마크(6.5)는 미국(6.7)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해고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연하지만, 집단해고일 경우
에는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보다도 더 경직적이다. OECD가 작성한 집단해고 기준 고용
보호법(EPL)지수는 2003년에 덴마크는 3.9, 영국은 2.9, 독일은 3.8이다.
11) 2002년 EUROSTART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독일이 10.6년인데 영
국은 8.2년이고 덴마크는 영국과 거의 같은 8.3년이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상대적으
로 짧지만 실업보호지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덴마크의 노동시장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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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노동시장이 유연하면서도 안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잘 알려
진 대로 관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강도 높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보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이 결합된 ‘황금 삼각형’이라 불리는 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
(Madson 2008)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에서 유
연성은 낮은 고용보호를 통해, 안전성은 강한 실업보호와 높은 적극적 노동시
장 지출을 통해 각각 실현되고 있다.
한편, <표 3>에는 노동시장 안전성 지표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안
전성 지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실업급여 지급기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등 세 지표를 통해 파악하였다12). 표에서 보면, 2004년에 덴마크는
3국 중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가장 길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도 가장 높다. 덴마크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7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덴마크가 48개월
로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훨씬 길다. GDP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도 덴마크가 1.86%로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지출 수준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실업률 1%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GDP에 대한 %)은 0.34%로서 독일과 영국의 3배 수준
에 달할 만큼 높다.
<표 3> 노동시장 안전성 지표 : 2004년

영국
독일
덴마크

실업급여
최초
순소득
대체율
54
69
70

소득대체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실업급여
60개월 이상
GDP에 실업률 1%당 노동시장정책
지급기간
실업시 평균
대한 GDP에 대한
총지출에
(개월)
순소득대체율
대한 %
%
%
53
6
0.54
0.11
74.0
66
12
1.15
0.12
33.1
70
48
1.86
0.34
41.1

자료 : OECD, World Employment Outlook, 2006.
12)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표로 고용보호지수를, 안전성 지표로 실업보호지수(혹은 실
업급여 소득대체율과 지급기간)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
연안전성 개념에 따라 유연성과 안전성을 구분할 때 고용보호지수는 안전성보다 유연성
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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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국․독일․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지출 비율 추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영국

독일

덴마크

1991-1995

1996-2000

2001-2005

GDP에 대한 %

0.54

0.37

0.50

실업률 1%당 GDP에 대한 %

0.06

0.06

0.10

GDP에 대한 %

1.48

1.30

1.17

실업률 1%당 GDP에 대한 %

0.23

0.16

0.14

GDP에 대한 %

1.77

1.70

1.88

실업률 1%당 GDP에 대한 %

0.22

0.33

0.37

자료 : OECD, World Employment Outlook, 2006.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의 1990년대 이후의 추이를 <표 4>에
서 보면 영국, 독일, 덴마크 세 나라의 지출 비율 격차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3국간에 정책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독일과
덴마크의 실업률 1%당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1990년대 전반
에는 차이가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큰 차이가 나며 더욱이 독일의 경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독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1990년대 초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영국의 경우 그
비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대 전반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영국의 토니 블레이어 정부에서 사회투자를 강화한 뉴딜(New Deal)정
책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안전성 지표는 곧 탈상품화 지수와 연계된다. <표 5>에서 보면 덴
마크의 탈상품화 지수가 3국 중 가장 높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높은 안전성과
높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른 노동자 생활의 안정이 덴마크 노동시장의 높은 유
연성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유연안전성 모델을 안정적이면서도 활력 있
는 ‘대안적 노동시장 모델’로 성립하게 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노동
시장 모델로서의 유연안전성 모델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하의 노동시장의 경
직성과 신자유주의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넘어서는 노동시장 모델의 ‘제3
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요약하자
면, 영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독일은 노동시장 안전성, 덴마크는 노동시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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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탈상품화 지수
영국
독일
덴마크

연금
10.4
10.9
13.6

질병수당
8.1
14.0
11.8

실업보험
7.8
10.0
12.6

종합지수
22.8
30.3
33.3

자료 : Huo, Nelson, Stephens(2008), p.7, Table 3.

안전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영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불안하며, 독일
의 노동시장은 안전하지만 경직적이며,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안전
하다. 독일의 노동시장 안전성은 강한 고용보호, 즉 해고 제한에서 비롯되는 것
이므로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기능한다. 반면 덴마크의 유연
안전성에서의 안전성은 노동시장이 유연한 상태에서 실업보호와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통해 보장되므로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직성이 아니라 유연성으로
작용한다.

3.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위에서 검토한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는 어떠한가? 우선 영국, 독일, 덴
마크 3국의 경제적 성과를 고용률과 실업률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
고용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1995년과 2006년 사이에 일관되게 덴마
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국이며 독일이 가장 낮다. 최근 10여 년간 3국간
의 고용률 순위가 계속 ‘덴마크 > 영국 > 독일’순이었고 고용률 격차가 안정적
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변화가 거의 없던 고용
률이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같은 경제
개혁의 효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률은 독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국순
이고 덴마크가 가장 낮다. 실업률 추이를 보면 덴마크와 영국은 1995년 이래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독일은 경기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7~9%
대의 높은 실업률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덴마크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독일의 고용률이 가장 낮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
국의 고용률이 그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연성,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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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독일․덴마크 3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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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STAT.

그리고 유연안전성이란 서로 다른 노동시장제도의 특성과 고용률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이란
경제적 성과는 유연안전성이란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의 효과 때문일 것으로 추
정된다.
독일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주장
과 서비스 부문의 취약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자의 주장은 해고 제한이
엄격한 고용보호법 때문에 고용주들이 해고가 쉽지 않아 고용을 확대하지 않는
다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
리인데, 노동시장이 유연한 앵글로 색슨 모델 국가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을 보
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주장은 독일에서 고용률
이 낮은 이유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기 때문인데13),
그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부문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anow &
Seils 2000). 이 주장은 독일 산업별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에 기초한 고임금 현
13) 2005년 현재 민간부문 고용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이 76.4%, 덴마
크가 72.8%, 독일 6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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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확대를 반대하는 노조의 연대
주의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 확대를 저해하였다는 인식에 기초한
다. 이런 주장은 자유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미국의 고용 확대가 주로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가능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 지표의 차이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로부터 우리는 3국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가 경제적 성
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 이제 이들 3국을 포
함하는 OECD 국가 자료에 기초하여 고용보호, 실업보호, 노동시장정책, 단체교
섭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제도가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Gini 계수 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3국
의 서로 노동시장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 연구 중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
동시장제도를 시계열 분석한 Huo-Nelson-Stephens(2008)에 의하면, 실업급여
소득대체율(6개월, 순대체율)이 높을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
을수록 고용률이 높으며, 반면 고용보호법이 엄격할수록 고용률이 낮다. 즉 단
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율이 높은 노르딕 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고용률이 높은 반면, 장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보장지급 급여세(payroll tax)가 징수되며, 고용보호법
이 엄격한 대륙유럽국가(기독교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대체로 고용률이 낮
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저자들은 높은 단기 실
업급여 소득대체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친화적 정책이며, 높은 장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고용보호법, 그리고 지급 급여세 방식의 복지재원 조달
은 고용저해적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용률이란 경제
적 성과를 높이는 노동시장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제도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1990년대 말경의 OECD
국가 자료로 분석한 Amable(2003)에 의하면, 시장기반 모델로부터 거리가 먼
경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 규제가 많을수록 실업률이 높으며, 노사
관계가 조정될수록 실업률이 낮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조정되는 경우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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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되더라도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조정되고 복지국가 수준이 높으며 공공 교육 지출이 많을수록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앵글로 색슨 모델에서 실업률이 낮지만, 노사관계가 조정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며 복지국가 수준이 높은 조정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노
르딕 모델에서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시장제도와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검토하자. 먼저 빈곤율
을 보면 2000년 현재 영국이 11.4, 독일이 9.8, 덴마크가 4.3이다. Gini 계수는
영국이 0.360, 독일이 0.283, 덴마크가 0.247이다. 임금 불평등도를 나타내주는
임금분산(9분위 임금/1분위 임금)은 영국 4.2, 독일 3.6, 덴마크 2.5이다. 임금분
산은 임금교섭의 집중화와 반비례하는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임금교
섭이 집중화할수록 임금분산은 작아지고 따라서 임금불평등이 작아진다. 단체
교섭(임금교섭) 수준이 덴마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일, 영국 순이다14). 그
리고 노조조직률은 2000년 현재 영국 35%, 독일 25%, 덴마크 74%이다. 여기
서 3국 중 노조조직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임금교섭이 보다 집중화되어 있는 덴
마크의 임금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반면, 노조 조직률이 가장 낮고 임금교섭이
기업 수준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영국의 임금불평등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지표와 기존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고용률과 실업
률, 그리고 빈곤율과 Gini계수가 각 나라의 노동시장제도와 그것을 포함한 발
전모델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위에서 논의한 노동시장제도 지
표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OECD 18개국15)의 2000년경의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보기로 하자.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Gini 계수 등 4 가지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로서는 경제성장률,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
14) 단체교섭 수준은 기업수준 교섭=1, 산업수준 교섭=2, 제재 없는 중앙교섭=3, 제재 있는
중앙교섭=4로 점수화했을 때, 1985~1992년간에 영국 1.0, 독일 2.0, 덴마크 2.8로 나타났
다(Hall and Soskice 2001).
15) 18개국은 다음과 같다. Sweden, Germany, Austria, Italy, Netherlands, Japan, Norway,
Finland, France, Belgium, Denmark, Switzerland, Ireland, Canada, New Zealand, Australia,
U.K.,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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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발전모델 더미를 설정하였다16). 발전모델은 앵글로 색
슨 모델, 대륙유럽 모델, 노르딕 모델 등 셋으로 구분한다.
먼저 고용률과 실업률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이 회
귀식에서는 독립변수로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지출 비율, 그리고 발전모델 더미를 설정하였다. 먼저 고용률 회귀분
석 결과를 보면, 실업보호지수가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
서 본 Huo-Nelson-Stephens(2008)의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이 분석 결과는 높
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같은 실업보호가 강하게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들이
숙련형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만들
어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보호지수
는 고용률과 마이너스 관계에 있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회귀식을 보면, 실업보호지수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가 많은 대륙유럽 모델에서 실업률이 높은데, 이는 앞에서 본 Amable(2003)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발전모델이 실업률을 설명하는 통계
적 유의성을 가지는 요인임을 말해준다17).
그런데 이 회귀식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율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고용
률과 실업률 모두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
추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이 회귀식에서 사용된 각종 변수의 자료가 2000년의 한 해
값이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뒤에서 변수를 달리하고 몇 개 연도 풀링한 자
료를 사용한 다른 회귀식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제 빈곤율과 Gini 계수 회귀분석 결과를 보자. 빈곤율과 Gini 계수 회귀식
에서는 경제성장률,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
율, 단체교섭 지수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빈곤율 회귀식을 <표 7>
에서 보면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실업보호지수가 높을수록, 단체교섭 수준이
16)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 작성의 토대가 된 원자료는 대체로 1990년대 말 자료이며,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등의 자료는 2000년 자료이다.
17) 고용률과 실업률 회귀식에서 발전모델 더미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중
공선성을 체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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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빈곤율이 낮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빈곤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교섭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빈곤
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기업별 교섭보다 산업별 교섭을 하는 나라가 노동조합
의 교섭력이 강하여 노동빈민을 줄이고 따라서 빈곤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Gini 계수 회귀식을 보면, 고용보호지수가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고용보호가 강한 나라는 그만큼 노동시장 양극화가 적게
진전되고 그 결과 소득불평등이 작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율 회귀식과
Gini 계수 회귀식을 비교해 보면, 고용보호제도가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
하지 않지만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6>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Ⅰ : 고용률 및 실업률의 회귀분석 : 2000년경
경제성장률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ALMP지출비율
자본주의모델 1
자본주의모델 2
상수항
Adj R2/관측치 수

고용률
-0.709 (0.784)
-1.109 (9.663)
20.337 (9.711) +
-5.948 (3.588)
-0.877 (6.304)
-10.278 (7.063)
72.110 (4.464) **
0.281/16

실업률
-0.026 (0.345)
-0.076 (4.251)
-13.058 (4.272) *
2.085 (1.578)
4.657 (2.773)
6.349 (3.107) +
7.522 (1.964) **
0.197/16

주 : 1) ** 는 99%, *는 95%, +는 90%에서 각각 유의함.
2) ( )안은 표준오차임.
3) 더미변수인 자본주의 모델 1은 노르딕 모델, 자본주의 모델 2는 대륙유럽 모델.

<표 7>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Ⅱ : 빈곤율 및 Gini계수의 회귀분석 : 2000년경
경제성장률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ALMP지출 비율
단체교섭지수
상수항
Adj R2/관측치 수

빈곤율
-1.887 (0.657)
3.730 (2.602)
-6.849 (2.582)
-1.285 (1.458)
-2.450 (0.775)
24.144 (3.162)
0.787/14

*
*
*
**

주 : 1) ** 는 99%, *는 95%, +는 90%에서 각각 유의함.
2) ( )안은 표준오차임.

Gini 계수
-0.011 (0.013)
-0.095 (0.051) +
-0.006 (0.051)
-0.005 (0.029)
-0.028 (0.015) +
0.464 (0.062) **
0.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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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립변수를 달리하고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한 회귀식 모형을 통
해 노동시장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대
상 국가는 OECD 23개 국가이다18).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는 2003~2005년 3개
년도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풀링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성
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ALMP), 고용보호지
수(EPL), 실업급여 소득대체율(URR) 등 세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세 변수의
2002~2004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률과 실업률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
다. 각 제도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률 회귀분석에서는 전기(t-1
기)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실업률 회귀분석에서는 전기의 경제성장률과 고
용률을 각각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8>과 <표 9>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8>의 고용률 회귀분석을 보면, 풀링한 단순 회귀(Pooled OLS) 모형에서는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고용률에 정(+)의 효
과를 갖는 반면, 고용보호지수는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고
<표 8>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Ⅲ : 고용률 회귀분석 : 2003~2005년
풀링한 단순회귀 모형
(Pooled OLS)
계수
표준오차
ALMP
2.10
1.27 +
EPL
-2.39
0.60 **
URR
0.12
0.05 *
Growth
0.28
0.38
lag unemp
-1.19
0.14 **
year2004
0.63
1.10
year2005
0.95
1.16
const.
71.04
3.38 **
0.63
R2(Rho)

임의효과 모형
(Random Effect)
계수
표준오차
0.85
1.10
-0.89
0.60
0.03
0.04
-0.22
0.09 **
-0.71
0.14 **
0.44
0.16 **
1.24
0.19 **
71.58
3.00 **
0.64 (0.98)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계수
표준오차
-1.42
1.58
-0.59
0.94
-0.09
0.07
0.02
0.10
-0.40
0.22 +

76.79
0.16

4.74 **

주 : + 90% 유의수준, * 95% 유의수준, ** 99% 유의수준.
18)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pain, Sweden, U.K.,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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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이 높고, 반대로 고용보호 정도가 강할수록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
나 임의효과(Random Effects) 모형과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에서는 이
세 제도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표 9>에서 실업률 회귀분석을 보면, 풀링한 단순회귀(Pooled OLS) 모
형에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나 고용보호지수 등 다른 제도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단순회귀 모형에서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고용보호지수가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모형
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과 고용보호지수 모두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
출 비율은 확실히 실업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호지수는
풀링한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고용률을 낮추지만,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
형에서는 실업률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풀링
한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용보호가 한편에서는 고용률을 낮출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률을
<표 9>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Ⅳ : 실업률 모형 : 2003~2005년

ALMP
EPL
URR
Growth
lag emp
year 2004
year 2004
const.
Rho(Rho)

풀링한 단순회귀 모형
(Pooled OLS)
계수
표준오차
0.67
0.76
-0.57
0.39
0.07
0.03 *
0.13
0.22
-0.44
0.05 **
-0.01
0.65
-0.17
0.68
32.93
3.58 **
0.55

임의효과 모형
(Random Effect)
계수
표준오차
-0.89
0.76
-0.69
0.42 +
0.06
0.03 *
-0.02
0.07
-0.42
0.07 **
-0.05
0.12
-0.09
0.15
33.69
4.65 **
0.56
(0.97)

주 : + 90% 유의수준, * 95% 유의수준, ** 99% 유의수준.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계수
표준오차
-1.50
0.90 +
-0.92
0.54 +
0.06
0.04
-0.05
0.06
-0.44
0.10 **

36.18
0.52

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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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실업률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점, 실
업급여 소득대체율은 고용률과 실업률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시사해 준다.19)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Gini 계수 등 네 가지 경제적 성과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실업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 고용보호의 강화는 고용률을 낮추지만 실업률도 낮춘다는 점,
실업보호의 강화는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실업보호의 강화와 단체교섭
의 집중화는 빈곤율을 줄일 있다는 점, 고용보호의 강화와 단체교섭(임금교섭)
의 집중화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고용보호의 강화는 고용률을 낮추는 부정적 효과를 낳지만, 실업률을 줄이
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 유연안전성 모델의 상대적인 경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보호 수준을 조합하여 노동시장제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경제
적 성과를 고찰하기로 하자. OECD 18개 국가들의 노동시장제도를 유형 I(높은
고용보호 + 높은 실업보호), 유형 II(높은 고용보호 + 낮은 실업보호), 유형 III
(낮은 고용보호 + 높은 실업보호), 유형 IV(낮은 고용보호 + 낮은 실업보호)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제적 성과 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등을
본 것이 <표 10>이다. 표에서 보면, 낮은 고용보호 수준과 높은 실업보호 수준
이 결합된 유형 III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과 빈곤율이 가장 낮아서 경
제적 성과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고용보호 수준은 높고 실업보호수준이
낮은 유형 II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 성과가
가장 나쁘다.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보호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 IV에서는 고용
률이 두 번째로 높고 실업률은 두 번째로 낮지만 빈곤율이 가장 높다. 고용보호
와 실업보호가 모두 높은 유형 I은 고용보호가 낮고 실업보호가 높은 유형 III
보다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세 성과지표 모두에서 성과가 나쁘다.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대신 실업보호 수준이 높은 노동시장제도 유형 III은
19) Huo-Nelson-Stephens(2008)에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의 경우 6개월 순소득대체율은
고용률을 높이고 5년 조소득대체율은 고용률을 낮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초
순소득대체율을 사용한 우리의 분석 결과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
고 실업률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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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유연안전성 모델이다. 덴마크는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고용
보호 수준과 실업보호 수준이 모두 낮은 노동시장제도 유형 IV는 곧 유연성 모
델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보
호 수준이 모두 높은 노동시장제도 유형 I는 경직성 모델이다. 이 유형의 대표
적 국가는 독일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노동시장 모델은
경제적 성과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10> 고용보호와 실업보호 수준별 경제적 성과 : 2000년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Ⅰ. 높은 고용보호 + 높은 실업보호

노동시장제도 유형

68.8

5.9

7.3

Ⅱ. 높은 고용보호 + 낮은 실업보호

63.3

8.5

11.5

Ⅲ. 낮은 고용보호 + 높은 실업보호

77.4

3.6

5.5

Ⅳ. 낮은 고용보호 + 낮은 실업보호

70.3

5.5

12.6

주 : 1) 유형 I(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유형 II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유형 III(덴마크, 스위스), 유형 IV(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국).
2)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가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의 기준으로 분류.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Ⅳ. 맺음말

본론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특징지워지는 영국, 노동시장의 안
전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덴마
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지출 비율 등 노동시장제도 지표를 중심으로 밝히고, 그런 노동시장제
도들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우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고용률
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을 높여야 한다. 실업보호를 강화하면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실업보호
의 강화가 초래할 실업률 증대 효과를 감소시키려면 반드시 적극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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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대륙유럽 모델과 같이 고용보호가 엄격하여 노동
시장이 경직적인 나라는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다. 고용보호가 강하고 장
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노르딕 모델
그 중에서도 특히 덴마크와 같이 고용보호가 약하고 실업보호가 강하면서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나라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해 준
다.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실업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아울러 기업별 임금교섭보다는 산업별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호제도와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
는 기능을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실업보호를 강화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3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
소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요컨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의 추구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런 유
연안전성 모델을 정착시킨 대표적 국가가 바로 덴마크이다. 우리의 분석 결과
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덴마크는 고용보호, 실업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에서 영국 및 독일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3국 중 가장 높은 경제적 성과
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보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이른바
황금 삼각형으로 구성된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조
건들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진적 평생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 둘째, 산업수준의 임금교섭에서의 합의에 의한 임금절
제(wage moderation)가 이루어지고 산업수준에서 조정된 노사관계가 임금부상
(wage drift)을 막아준다는 점, 셋째, 실업급여 재원이 지급급여세(payroll tax)가
아니라 정부의 일반회계라는 점 등. 이러한 요인들이 유연안전성 실현을 뒷받
침하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이다. 여기서 특히 셋째 요인과 관련해 독일은 복
지재원을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사회보험 기여금 혹은 지급급여세(payroll tax)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는 복지재정의 위기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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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덴마크는 그러한 위기에 빠
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Benner & Vad 2000).
그런데 덴마크의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은 덴마크의 노동 및 복지정책의 전환
이후 실현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덴마크는 1970~80년대의
‘노동 없는 복지’ 정책으로부터 1990년대의 ‘복지를 위한 노동(work-for-welfare)’
정책으로 이행하였으며 1994년부터 대규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었
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유연안전성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다(Benner & Vad
2000).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양대 정책이
유연안전성 모델을 실현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아울러 Madson의 지적처럼 “덴
마크 노동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은 직업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제도, 선진적인 보육제도, 공적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의
료보험 등 복지국가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Madson
2008). 이 점은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과제에 직
면하고 있는 한국에게 매우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실현을 위해서는 한편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적극적
인 교육훈련제도와 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1997년부터 집권한 신노동당(New Labor)의 제3의 길에 기초한 사회
투자의 확대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된다. 전형적인 앵글로 색슨형 신자
유주의의 길을 걸었던 대처리즘(Thatcherism)이 초래한 사회 양극화와 빈곤 심
화, 노조 약화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된 뉴딜이 실업률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고
용률도 완만하게나마 증가시키며 빈곤율을 줄이며 노동권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처리즘이 형성시킨 경제구조의 경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
데 추진된 뉴딜은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걷어온 앵글로 색슨형 발전모델이 사회
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에 의해 제한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Rhodes 2000). 그러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높은 빈곤율
을 보이고 있어서 빈곤율을 낮추는 실업보호정책 등 사회경제정책의 강화가 요
청되고 있다.
독일은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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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erkel 연합정부는 조정시장경제인 독일경제에 자유시장경제적 요소를
결합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으로 독일은 영미와
같은 앵글로 색슨형 발전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시 코포
라티즘인 일본형에 가까워지고 있다(Boyer 2005). Boyer가 분석하고 있는 것처
럼 독일의 노동시장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종래에는
기업에서 권력분점 기능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
성 동맹의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고용률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고 실업률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노동시장제도 모색이 과제로 제시되
고 있다.
최근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대응
하여,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모델로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덴마크를
벤치마킹하려고 있다. 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에서 안전성 측면에, 독일
은 그 유연성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복지체제에 의해 보장되는 안전성과 결합될 경우 경제
적 성과가 높아지고 공평성과 동태적 효율성 간에 명백한 보완성이 나타남을
보여준다(Boyer 2006).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에는 물론 다양한 길이 있
을 수 있을 것이다. 즉 Wilthagen & Tros(2004)의 주장처럼 나라마다 서로 다
른 ‘유연성-안전성 연계(flexibility-security nexus)’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기존의 발전모델에 유연안전성의 요소가 결합되면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이 창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란 양대 문제를 극복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는 한국경제(김형기 2006)에서 노
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의 실현은 핵심적 의제라 생각된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구축의 방향은 곧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특히 실
업보호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동시 강화가 이러한 제도 설계에서 중심
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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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bor Market Institu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K.,
Germany, and Denmark
Hyungkee Kim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countri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Denmark. First,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different labor market institutions, that is, flexibility
in the U.K., security in Germany, and flexicurity in Denmark, are
analysed. Next, a regression analysis is made to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such

as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protection,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economic performances
such as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poverty rate, and Gini
coefficient.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uggest that if flexible labor
market is combined with high unemployment protection and high
expenditures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n it is possi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short, institution building for
flexicurity of labor market can contribute to realize a sustainable growth.
Keywords : flexicurity,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protecti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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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

은수미

이 글은 자동차, 전자 그리고 조선 업종에서 사내하청 활용에 기초한 원
청의 노사관계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 질문은 첫째, 한국에서 사내하청
이 어느 정도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둘째, 원청의 사내하청 근로
활용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인력관리 및 노사관계 측면에서 다른 비정규
근로활용 유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왜 한국에서는 사내하청 근로를
많이 활용하는가이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 활용은 1997년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었고 활용방식도 하위 업종과 관계없이 유사하다. 또한 외국의 비정
규 활용 전략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원청업체는 사업 목적이나 기술의
특성과 무관하게 사내하청 활용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인다. 그리고 그 원
인은 노조 등의 노동력 공급측 요인 이상으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방식,
법제도, IMF를 전후한 환경변화와 기술변화 등 노동력 수요측 요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글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부 업종의 사
내하청 활용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대상을 넓
히고, 사내하청 활용전략이 끼치는 효과, 특히 산업구조, 노동시장 구조 그
리고 노사관계 등에 끼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정책적 대안 모색으로까
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사내하청, 노사관계 전략, 유사분리형, 하이로드-로로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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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사내하청 근로는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
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시키거나 결합1)시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형태로서
그 근로자에 대해 그 자신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강성태 2007). 따라서 외주화(도급)의 특수한 형태이고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과 구분된다
이와 같은 사내하청 근로를 사용하는 관행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은 이미 1960년대에 시작하였으며 전자는 1980년대 초중반, 자동차와 철
강은 중후반부터 사내하청 근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원
청업체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노사관계 전략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
다. 그동안의 연구 초점이 정규직 고용에 기초한 ‘(직접고용) 사용주와 노동자’
라는 2자 관계에 맞추어져 비정규 근로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고, ‘원청업체-하
청업체-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3자 관계 혹은 다면적 관계의 측면에서 사용자
의 노사관계 전략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파견의 한 형태
인 미국의 종업원 리스(employment lease)나 일본의 업무 청부처럼 유사한 유
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국가에서조차 보편적인 이용 형태가 아니라는 점
에서 외국의 연구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 역시 연구의 애로사항이
다(윤진호 2008).
하지만 1997년 이후 현재까지 ① 사내하청 근로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② 사내하청 근로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 ③ 비제
조업으로까지 확산되어 점차 보편화하는 추세이며 ④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
들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
1) 편입 혹은 결합이 ‘위치’의 문제인가 ‘전속’의 문제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이 글에
서는 ‘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위치’는 그 하위 범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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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내하청 노동쟁의가 빈발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에
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
이 글은 사내하청 근로를 활용하는 원청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노사관계 전
략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사내하청이 어느 정도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둘째, 원청의 사내하청
근로활용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인력관리 및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다른 비정
규 근로활용 유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왜 한국에서는 사내하청 근로를
많이 활용하는가이다.

2.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일반적으로 경영진의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와 특성, 즉 노사관계 전략이 가
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하지만 한국의 경우
는 조금 다른데 박준식(1991)에 따르면 1987년 이전 한국의 대기업 노무관리는
기업의 직접관리보다는 국가의 간접관리에 의존하여 기업은 고용 및 임금관리
등 기초적인 관리에 머물렀다고 한다. 경영진의 노사관계 전략은 중요한 변수
가 아니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배제적인 전략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물론 1987년 이후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성재
(2004c), 허민영(2007), 박준식(2003) 등은 한국 기업의 노무관리 목표가 저가
제품의 대량생산에 필요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력의 지속적인 투입에 맞춰져 생
산량, 작업규칙, 노동강도 등, 거의 모든 작업장 조건에 관해 기업 주도적인 일
방적 노동통제를 지속하는 배제적 노사관계 전략이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한다.
또한 조성재(2005b)는 이 전략이 하청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간접적 관리에 대한 의존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것이 기업의 직접적 관리
로 이행하기보다는 하청을 활용하는 기업수준의 간접적 관리로 정착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영진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전략 변화는 인사노무관리 부문의 위치 및
역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기업 인사부문의 위치가 초기에는 경영위계에서 낮
은 위치를 차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거
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인사 부문의 규모와 중요성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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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인사 부문의 역할이 관리 전문가와 전략적 동반자로 나뉘는 양상 등이 단
적인 예이다(Jacoby, Nason & Saguchi 2005; Schuler 1990; 류성민 2007).
다른 한편, 인력활용 방식에 기초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
에서는 인력의 양적 조정에의 의존을 ‘수량적 유연성’으로, 질적 조정을 ‘기능
적 유연성’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시장형 인사관리 유형’으로, 후자를 ‘육성형
인사관리 유형’으로 재정의한다. 김동배․이인재(2007)는 정규직의 육성형 인
사정책과 정규직의 참여적 작업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를
사용한다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부화 정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더
불어 기간제 인사관리의 내부화 정도는 비용(cost)보다는 유연성 목적으로 기간
제를 활용할 경우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Carr′,
e Holgate & Tilly(2007)는 미국
과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 유통업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파트타임 고용)에 기초한 로로드(Low Road) 유형의 확산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기업수준의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전략을 A형과 B형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① 배제적이냐 포섭적이
냐, ② 직접적 고용 및 노무관리인가, 간접적 고용 및 노무관리이냐, ③ 인사노
무 부문의 위치와 역할: 확대냐 축소냐, ④ 시장형이냐 육성형이냐 혹은 기능적
유연화냐 수량적 유연화냐의 네 가지이다. 그리고 A형을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친화적 유형, B형을 로로드(Low Road) 전략친화적 유형으로 규정한다(표
1 참고). 고숙련-고임금-고생산성을 특징으로 한 하이로드 전략은 고성과․참여
적 작업시스템, 직접적 고용 및 육성형 인사노무와 연관되고 로로드 전략은 그
렇지 않다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Clair & Reich
1997; Kalleberg 2001; 김동배 외 2004).
물론 두 가지 전략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업에서 두 가지
특성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전략이 보다 지배적이냐인
데 이 연구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의 활용은 B형 전략의 특징이라고 가정하며 다
음 장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내하청의 활용은 ‘한국적 B형 전략’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
이 이 글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을 직접고용 비정규직
이 아닌 간접고용 사내하청의 활용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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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
A형 전략(하이로드, 포섭적)

B형 전략(로로드, 배제적)

- 육성형 인력관리(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 시장형 인력관리( 외부노동시장에 의존)

- 직접적 노무관리

- 간접적 노무관리

- 친노조적( 신뢰 형성)

- 반노조적( 불신 축적)

- 기능적 유연화 목적

- 수량적 유연화 목적

- 독자적인 노무관리기구 존재(위상 강화)

- 독자적인 노무관리기구 부재( 위상 약화)

- 인사노무관리자 : 전략적 동반자, 조언자

- 인사노무관리자 : 관리전문가, 단순전달자,
규제자

<표 2> 비정규 하위시스템의 모델
Technology(기술)

Performance Objectives(사업 목적)
Cost(비용)

Flexibility(유연성)

Adaptable(보편적 적용)

Separation(분리형)

Seasonal(계절형)

Not Adaptable(기업특수적)

Two-Tier(이중형)

Integration(통합형)

자료 : Lautsch(2002).

다. Lautch(2002)의 비정규직 활용 유형 분류와 비교하면 한국적 예외성이 확
인된다(표 2 참고). Lautch는 일자리의 ‘기술적 특성’과 ‘사업 목적’에 따라 4
가지 비정규 활용 유형을 제시한다. 도급 등의 ‘분리형(Separation)’, 1개월이나
3개월 이내의 일시고용을 선호하는 ‘계절형(Seasonal)’, 직무를 분리하는 ‘이중
형(Seasonal)’,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통합형(Integration)’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내하청은 이 비정규직 활용 유형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매우 예외적이다. 왜냐하면 첫째, 분리형은 업무 전체를 분리하는 일반적
인 도급을 의미하여 사실상 노무도급인 한국의 사내하청과 구분된다. 또한 한
국의 사내하청은 자동차업종이나 계산원 외주화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내용적
으로는 이중형이되 형식적으로는 분리형인 ‘유사분리형(pseudo-Separation)’이
다. 둘째, 비정규직 활용 목적에서 한국의 사내하청은 비용과 (비용 이외의)유
연성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조선업 일부 기업처럼 유연성이 보다 주요
한 목적인 경우에도 계절형이나 통합형이 아닌 유사분리형(사내하청)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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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미국에서는 건설업의 경우도 하도급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내하청이 지배적인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등과는 다른 독특한
비정규 하위시스템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B형 전략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며 이와 같은 예외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제조업 사내하청이며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등은 제외한다. 그러나 제조업 사내하청 노사관계가 제조업만이 아닌 전 업종
에 걸쳐 일종의 유형 형성자(pattern setter)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사내하도급 일반으로의 연구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자료는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수행한 심층면접으로 그
대상은 자동차, 전자, 중공업 업체 노사 양측이다. 노동쟁의가 발생하였거나 해
당 업종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표적 기업이 주 대상이며 부품계열사도 면
접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용자측의 심층면접 자료를 주로 분석하였고 노조측
자료는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3> 제조업 사내하청 노사 심층면접 대상 : 2006/2007
2007년 심층면접

2006년 심층면접

인사노무

노동조합

인사노무

노동조합

A자동차

원청

정규직노조, 사내하청노조

원청, 하청

사내하청노조

B자동차

원청

-

원청, 하청

사내하청노조

C자동차

원청

정규직노조, 사내하청노조

원청

사내하청노조

D자동차

원청

-

-

사내하청노조

A전자

원청

-

-

-

B전자

원청

-

-

-

C전자

-

-

-

파견노조

A중공업

원청

사내하청노조

-

-

B철강(자동차)

원청

사내하청노조

-

-

-

사내하청노조

-

-

C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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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내하청 노동시장의 특징

1. 사내하청 근로의 안정적 활용
사내하청의 적극적 활용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자동차, 전자 그리고 조선업종
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 주요(핵심) 업무에서도 발견된다.
“사내협력작업이 국내 산업(제조업) 전반에 보편화된 현상이며 기업경쟁력이 국
가경쟁력이다. 우리 회사가 이것을 운영한 이유는 경쟁력을 위한 것이었다. 아웃소
싱 개념으로 하여 주력 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자동차와 달리 (전자업종) 사내하청 비중은 외환위기 때도 유지되었는데‧‧‧‧‧‧ 설
비나 청소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급을 통해 하느냐 정규직이 하느냐가 문제
이고 도급을 통해 하며, 이 업무는 외환위기 때도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B
전자 원청 인터뷰).

특히 1997년 이후 사내하청의 수와 비중이 2배 가량 늘어나고 임금도 주변
지역 중소기업에 비해 높아지며 사내하청 노동시장이 원청 노동시장과 입직구
에서부터 분리되는 등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었다.
“**공장 청소용역 대기 이력서가 100장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 지역에서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다”(A전자 원청 인터뷰).

“(하청에 지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이력서 엄청나게 쌓여 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사람 좀 채용시켜 달라는 말이었다. 워낙 취직이
안되다 보니깐. 잠깐잠깐 쓰는 것도 괜찮느냐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원청은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으니깐 그리고 하청의 (근로조건) 질이 좋다고 평가되어서 그런
지 여기(사내하청 업체)에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A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인터뷰).

“협력사 임금수준을 보면 주변 지역에 비해 높다. 많이 높은 편이다. 10～20%?
그리고 대부분 고령이다. 이만한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다. 장기적으로 근속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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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이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조선업에서의 사내하청 비중 변화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
다. <표 4>에 따르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내하청 근로는 전체 근로자 대
비 50%를 육박하며 상대적으로 유사한 업무인 기능직과 비교하면 150%를 넘
어선다. 그리고 <표 5>의 일반기계산업에서도 그 양상은 동일하다2).
또한 1997년 이후에는 기업 설립 초기에 이미 정규직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의 업무를 분리․설계하는 경우도 있어 사내하청 활용의 보편화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3).
<표 4> 조선산업 직종별 고용비중 추이 : 1990~2006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하도급(%)

1990 7,967 (14.7) 34,701 (64.2) 4,062 ( 7.5) 7,360 (13.6)
1991 6,756 (12.7) 33,518 (63.1) 5,301 (10.0) 7,582 (14.3)
1992 7,095 (13.4) 32,450 (61.4) 5,499 (10.4) 7,778 (14.7)
1993 7,336 (12.9) 31,637 (55.8) 7,198 (12.7) 10,549 (18.6)
1994 9,040 (12.8) 36,979 (52.4) 9,211 (13.0) 15,371 (21.8)
1995 11,775 (15.2) 39,236 (50.7) 7,333 ( 9.5) 18,986 (24.6)
1996 12,679 (15.6) 40,478 (49.8) 7,419 ( 9.1) 20,777 (25.5)
1997 11,726 (15.1) 40,370 (51.9) 6,481 ( 8.3) 19,222 (24.7)
1998 12,077 (16.0) 38,088 (50.3) 6,219 ( 8.2) 19,321 (25.5)
1999 10,425 (14.6) 36,320 (50.7) 6,234 ( 8.7) 18,665 (26.1)
2000 10,420 (13.1) 36,215 (45.4) 7,181 ( 9.0) 25,960 (32.5)
2001 10,245 (12.6) 36,434 (42.0) 7,586 ( 8.0) 32,417 (37.4)
2002 11,037 (11.7) 36,068 (38.3) 6,820 ( 7.2) 40,288 (42.8)
2003 11,331 (12.1) 36,232 (38.7) 7,182 ( 7.7) 38,937 (41.6)
2004 11,578 (11.9) 36,314 (37.3) 7,388 ( 7.6) 42,040 (43.2)
2005 12,081 (11.5) 35,750 (34.1) 7,042 ( 6.7) 49,831 (47.6)
2006 14,431 (12.7) 36,524 (32.1) 7,027 ( 6.2) 55,862 (49.1)
자료 : 조선공업협회,『조선자료집』, 각년도에 의거 계산.

(단위 : 명, %)

전체

54,090(100)
53,157(100)
52,822(100)
56,720(100)
70,601(100)
77,330(100)
81,353(100)
77,799(100)
75,705(100)
71,644(100)
79,776(100)
86,682(100)
94,213(100)
93,682(100)
97,320(100)
104,704(100)
113,844(100)

하도급/
기능직
21.2%
22.6%
24.0%
33.3%
41.6%
48.4%
51.3%
47.6%
50.7%
51.4%
71.7%
89.0%
111.7%
107.5%
115.8%
139.4%
152.9%

2) 물론 이 비중은 사내외 하도급을 다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사내하청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한다.
3) 2007년 공기업 비정규대책 관련 업체 조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2000년대 이후
건설된 공기업 중 일부는 처음부터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그리고 기타 비정규직의 직무
및 일자리를 처음부터 나누었다. 또한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설립된 기업에서
동일한 특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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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기계 산업별 하청비율 : 1999~2005
산업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외주가공비
(백만원)-A
18,329,979

1999
연간급여
(백만원)-B
38,999,660

외주가공비
(백만원)-A
21,866,678

2000
연간급여
(백만원)-B
46,223,476

하청비율
(A/B)
0.470

하청비율
(A/B)
0.473

2,144,542

4,014,764

0.534

2,914,011

4,919,450

0.592

외주가공비
(백만원)-A
23,933,497

2001
연간급여
(백만원)-B
49,504,760

하청비율
(A/B)
0.483

외주가공비
(백만원)-A
29,464,293

2002
연간급여
(백만원)-B
54,864,016

하청비율
(A/B)
0.537

3,059,126

5,382,450

0.568

3,769,567

5,943,569

0.634

외주가공비
(백만원)-A
32,695,416

2003
연간급여
(백만원)-B
59,515,886

하청비율
(A/B)
0.549

외주가공비
(백만원)-A
35,895,625

2004
연간급여
(백만원)-B
65,678,362

하청비율
(A/B)
0.546

4,286,475

6,611,703

0.648

5,030,247

7,231,640

0.696

외주가공비(백만원)-A
41,495,422

2005
연간급여(백만원)-B
71,090,901

하청비율(A/B)
0.583

5,832,692

7,823,795

0.745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2007).

“처음(2004년)부터 인력채용 과정에서 그렇게(분리)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공장
운영을 위한 설비, 청소, 가스케미컬 등은 협력업체에서 했고 장비운영, 수리보수는
정규직원이 했다”(B전자 원청 인터뷰).

더군다나 “하도급 형태가 업무적으로 매우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공개할 수 있다”(B전자 원청 인터뷰)는 응
답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불법파견 단속에 대응하면서 대개의 사업
장은 진정(합법) 하도급으로 깔끔하게 바꾸어 인사노무상의 독립성과 사업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라인, 공간 등이 분리되고 지휘명령
체계 역시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 간에 상호 분명하게 구분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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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견이나 다른 비정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산재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정규직 결원이 발생하면 현행 법제 아래서도 파견이 허용
되나 그것을 피하고 한시하청의 형태로 사내하청을 사용하며, 이것을 노조와
합의하거나 도급업체의 도급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한다. 그래서 제조업 사업장
은 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이원체제인 경우가 많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안 쓴다‧‧‧‧‧‧ 사무보조, 문서수발 다 정규직이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없고 파견도 안 쓴다. 정규직 아니면 사내하도급이다. 이원화되어
있다‧‧‧‧‧‧ 청소 파트에서 파견도 가능한데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는 잘 모른다.
아마도 2년 법규제에 묶여서 그랬을 거다. 기업은 파견관리를 귀찮아한다. 2년 후
교체 비용도 있고‧‧‧‧‧‧ 아무래도 파견법의 규제를 받으니까”(A전자 원청 인터뷰).

2.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격차 유지
사내하청과 정규직 근로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표
6>은 자동차업종 원하청 임금격차인데 연 급여총액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61.7% 수준이며 기계업종은 그 격차가 좀 더 커서 정규직 대비 59.4%이다.
<표 6> 자동차업종 원·하청 임금격차 : 2006
(단위 : 천원, %)

재직근로자
2년차 기준
소속 부서의
전체 근로자
평균

연
급여총액

고정급여

초과수당

특별급여

원청업체(A)

31,671

23,970

3,867

3,834

하청업체(B)

19,542

14,260

3,133

2,149

비 율(B/A)

61.7

59.5

81.0

56.0

원청업체(A)

38,299

28,837

4,935

4,527

하청업체(B)

19,817

14,514

3,218

2,085

비 율(B/A)

51.7

50.3

65.2

46.0

자료 : 노동부, 2006년 국감자료.
4) 이것은 비제조업인 호텔업의 룸메이드 하도급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룸메이드만 하
도급화하다가 최근에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층 매니저(floor manager)까지 포함한 객
실 전체를 도급화하거나 층별로 도급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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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계업종 원․하청 임금격차 : 2006
(단위 : 천원, %)

재직근로자
2년차 기준
소속 부서의
전체 근로자
평균

원청업체(A)

연
급여총액
30,256

하청업체(B)

17,960

13,601

3,671

688

비 율(B/A)

59.4

63.3

71.2

18.9

원청업체(A)

37,706

27,274

6,088

4,345

하청업체(B)

18,496

14,043

3,732

719

비 율(B/A)

49.0

51.5

61.3

16.5

고정급여

초과수당

특별급여

21,477

5,156

3,623

자료 : 노동부, 2006년 국감자료.

<표 8> 근로시간 및 휴일
(단위 : 시간, 일, 년 %)

자동차
업 종
기계ㆍ
금속업종

원청업체(A)
하청업체(B)
비 율(B/A)
원청업체(A)
하청업체(B)
비 율(B/A)

총근로
210
225
107.1
229
236
103.0

근로시간(월)
소정근로 초과근로
170
40
177
48
104.1
120.0
172
57
183
53
106.3
92.9

휴일․휴가
(약정)

37.7
27.2
72.1
57.9
38.1
65.8

근속연수

12.5
2.4
19.2
14.1
3.8
26.9

자료 : 노동부, 2006년 국감자료.

또한 총근로시간은 원청보다 하청이 더 긴 반면, 근속연수는 원청의 1/5에서
1/6 수준으로 고용불안정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자녀학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등에서의 기업복지 격차도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사내하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복지가 상당 정도 개선되었는데
그것은 ① 사내하청 노동쟁의 효과, ② 정규직 대리교섭의 효과, ③ 사내하청 노
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원청의 다양한 후원 효과 때문이다. 또한 그만큼
사내하청 노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안정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전에는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50%였으나 지금은 70% 정도로 올랐다.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대우와 같은 큰 기업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 수준이 된다”(D자
동차 원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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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을 맺은 (하청)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임금에서 차이가 없다. (중략)
우리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똑같이 기성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업체가 여력이 되
어서 인상한다고 해도 업체마다 인상분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협으로 더 많이
인상한다면 노조가 없는 업체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하도록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조합 사업체에 더 많이 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복리후생
부문에서 직영근로자들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
다.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면 노사관계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있어서 직
영,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맞춰주려고 한다. 사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동일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 복지시설, 휴가비, 귀향비 등을 지원하고 생활용
품비 등도 2004년 이후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 계약과는
무관하게 협력사에서 원청으로 요청을 하며 그러면 원청은 출입증을 기준으로 인
원에 맞게 지원을 해준다”(B철강조선 원청 인터뷰).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격차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조측
의 입장이며, 통계상으로도 확인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50~60% 정도인데 갭이 조금 좁혀졌다. 2002년에 정규직 임
금인상에 비해 월 10만 원 인상에 7만 원‧‧‧‧‧‧ 그러다나 9만 5천원까지 상승하였다.
임금인상 차이는 극복되나 임금차가 크다. 기존의 차가 크므로‧‧‧‧‧‧ 어차피 같은 일
을 하는데 임금수준이나 임금인상의 속도는 차이가 난다. 1년차 기준 시급은 830원
차이가 난다”(A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결국 사내하청 노동시장이 원청 노동시장과 분리되는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조화된다는 사실은 최소한 제조업이 ‘자유로운 시장
이 아닌 위계적 시장’에 의해 조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직적으로는 계
열사, 관계사, 일반협력업체, 범용제품 납품업체 등으로 사외도급이 존재하며
각 수준별로 사내하청이 존재하는 이중적인 위계인 것이다(조성재 2005),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은수미)

몲 137

Ⅲ.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1. B형 노사관계 전략
해당 업종에서 B형(Low Road 친화적) 노사관계 전략이 공통적이라는 사실
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원청 정규직의 70% 이하 수준인 상대적 저임금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는데 이것은 기업의 사업 목적이 인건비 절감에 맞추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
으로 ‘B형 전략’의 전형적 특징이라 하겠다.
“(사내하청을 이용하면)직접 인건비만 해도 20~30% 이상 절감되고 복리후생비
까지 포함하면 40~50%까지 절감된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일정부분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
문제가 있고. 지역협력사에서 이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 한다. 노사관계도 문제
많고. 결국 인건비와 고용효과 때문에 하도급 쓰는 것이다”(A철강조선 원청 인터
뷰).

인건비 절감보다는 고용유연성 때문에 사내하청을 쓴다는 조선업종에서도
임금격차가 보인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숙련차에 따른 것이며 인건비 절감을
위한 활용이나 차별 요인은 적어 협력업체의 임금수준이 직영의 85% 수준이라
고 한다.
“조선에서 직영과 하도급의 기술수준의 차이는 업무별로 틀리다. 협력사에서 근
무하는 용접사들이 장기 경력의 고숙련자라고 주장해도 10년을 하청업체에서 단순
업무만 했다면 우리는 그를 고기량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핵
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핵심적 업무를 담당했는가 하는 점이다”(A중공업 원청 인터
뷰).

하지만 숙련차가 커서 임금격차가 크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대한 노조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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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상당히 다르다.
“사측의 말대로 외벽은 직영노동자들이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외벽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탱크가 있다. 오른쪽 탱크
는 직영이 작업하고 왼쪽 탱크는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형태. 두 파트의 노
동자들의 업무는 똑같다. 도장의 경우 외벽 작업만 빼고는 다 경험해 보았다. 사측
말대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고 직영․하청이 섞여서 같이 작업을 한다. 작업지시
는 원청의 담당부서의 반장․팀장들이 수시로 작업지시를 한다”(A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인터뷰).

둘째, 전환배치나 계열사로의 전출, 임금체계 개편 등 기능적 유연성보다는
수량적 유연성에의 의존성이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 역시 B형 전략의 특징이다.
특히 호봉체계의 개편이나 시간 유연성 등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경영상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식이 내부노동시장의 육성이 아니라
사내하청 활용 등 외부노동시장에의 의존으로 굳어졌다는 점 역시 B형 전략의
특징이다.
“사내하도급 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것은 물량 변동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
다. 특히 수주선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정 간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
다. 똑같이 100척의 배를 건조한다고 할지라도 수주 형태에 따라 선종별로 작업공정
과 직무가 달라지고 필요한 인력 규모와 내용이 달라진다”(B철강·조선 원청 인터뷰)

그런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조선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
본 정도이며, 자동차에서는 일본의 도요타도 사내하도급이 아닌 부분적으로 기
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조성재 2006c). 외국에서는 외부노동시장 특히
사내하도급에의 의존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한국적
B형 전략이 갖는 독특성이라 하겠다.
넷째, 독자적인 인력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B형 전략의 특징이다.
사내하청 근로가 확대되면서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은 사내하청을 관리하는 별
도의 부서를 협력기획(혹은 지원), 업무지원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며 협력업체
관리와 노사문제 관리를 세분화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 부서가 사내하청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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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만을 할 뿐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개입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청은 불법파견 논란 때문에도 사내하청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노사협력팀은 사내하청과 관련된 업무 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사내
하청과 관련된 업무(도급단가책정)는 협력지원팀이 수행한다. 사외협력업체의 경
우에는 구매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그렇다고 하청업체에 별도의 노무관리기구가 존재하느냐면 그렇지 않고 이
역시 자동차, 전자 그리고 조선에서 공통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업체 내에 인사팀이나 노무팀은 따로 없다. 이사가 노무나 인사의 모든 것을 담
당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보다는 작업장에서 대면접촉 등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그
외 업무는 전산처리를 하고 있다. 이사 밑에 있는 부장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노사
관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해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다”(B자동차 사
내하청업체 인터뷰).

다섯째,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의 업무지시를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이자 관리자 역할을 대리하는 것도 B형 전략의 특징이다. 원청은 사내
하청 관리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영노동자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다. 때문에 업체 선정 및 계약시 사내하청업체의 개별적인 노무관리 능력이 가
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이외에도 원청은 사내하청업체의 규모를 100인 이하
로 한정하는 등 하청업체 소장 등이 중간관리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
“(하청업체와의 재계약 판단에서는) 업체장의 현장관리 등이 평가의 중요한 기
준이 된다. 골프나 치러 다닌다는 소문 들리는 것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현장
돌아다니는 분을 좋아한다. 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라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부분
을 감안해서 판단한다. 어떤 능력을 가진 몇 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업체장의 관리방식이 중요하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또한 원청은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하겠다고 지원한 인력 풀(pool)을 항상적으
로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업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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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찰방식은‧‧‧‧‧‧ 사내하청업체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고 그에 따른 인력
풀이 있다. 이들 중에 이사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인성, 근속기간, 근로태도, 자
산 등을 평가하여 업체 대표로 선정한다. 지원한 현재 인력 풀은 30여명 정도이다...
이렇게 개인이 업체를 하겠다고 등록하였다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를
모집한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이것은 업체가 바뀌어도 기존의 노동자를 그대로 고용승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다른 한편 하청업체는 관리능력을 가진 경력자의 유무만 갖추면 되는 것
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업체 정규직원 출신이었던 경우가
있고 원청에서는 종종 이를 선호하기도 한다.
“지금은 (하청업체 사장의 경우)노무관리가 우선이다. 과거 생산공장 과장, 차장,
부장분들이 많다. 자동차에서 20여년 동안 다니셨던 분들, 노무부문, 현장에 익숙
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물론 불법파견 시비나 노사관계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청 출신을 배제하는 경
우도 있지만 그때도 관리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30개 업체 중 C자동차 출신 사장은 3군데 정도로 거의 없다‧‧‧‧‧‧ 관리력 같은
전문성을 많이 본다. 사장들 중 10년 넘는 사람들도 있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여섯째,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상당수가 노조 회피적이거나 반노조적인 정서
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으로 인해 회사가 망한다고 인식한다는 사실 역시 B형
전략의 특징이다. 때문에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대비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
는데 ① 정규직 노조를 통한 관리형, ② 친회사측 하청노조 결성형, ③ 모든 노
조 불허형 등이 그것이다.

2. 한국적 예외성-유사분리형
사내하청의 광범위한 활용이 ‘한국적 B형 전략’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으며 그 핵심에는 ‘유사분리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하청업체 관
리자를 매개로 한 사내하청 활용이 저임금과 숙련의 불필요에 따른 비용절감
수단이기 때문에 원청은 B형 전략을 선호한다. 또한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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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생산성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생산성의 상향 평준화보다는 하향 평
준화 가능성을 함축한다.
우선 ‘분리형’과 ‘유사분리형’의 차이 중 하나는 분리형이 보편적 기술수준을
전제로 여러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반면, 유사분리형은 사내하청업체와 원청
의 관계가 일종의 ‘전속’ 개념으로 다수의 사내하청업체가 하나의 원청하고만
수년간 거래를 지속하며 거래 단절은 원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은 기업별로 6개월 혹은 1년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
상 하청업체를 바꾸는 경우가 적고, 바꾼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많
아 계약 변경과 무관하게 원하청 모두 안정적 노동력 공급을 선호한다. 대규모
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청업체 근로자들부터 우선순위로 정리해고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하나 생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한 ‘같은 사람, 같
은 업체’를 선호하는 것이다.
“사람 문제인데 하던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고용안정 효과도 있다”(A전자 원청 인터뷰).

“계속해서 같은 업체에 맡기는 편이다. 바뀔 경우 인력 구성에서 혼선이 오기 때
문에 인력이 바뀌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20명이 한꺼번에 바뀐다면 일
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직원을 승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결
국 일종의 모집형 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거의 원청 노동자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청이 TO와 단가를 결정하여
해당 사내하청업체를 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관계맺기 방식인 것이다.
“(임금은)평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60~70% 수준이다. 13개 업체 중 청소와
경비는 모두 도급사인데 다른 것보다는 임금이 약하다. 전기하는 업체의 경우는 단
가가 쎄고, 포장은 낮다. 크레인과 기계정비가 중간 정도 수준이다‧‧‧‧‧‧ 사용자의 마
진은 2002년과 2003년도엔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A중공업 원청 인터뷰).

또한 기업특수적일 경우 나타나는 중요한 유형 중 하나인 통합형, 즉 정규직
전환 유형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입직구는 사
실상 제한되어 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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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기도 한다.
“2002년, 2003년에 2회에 거쳐 정규직을 뽑았으며 그 외에는 없다. 그때 노조와
협의해서 업체 종업원을 전체 모집 인원의 40%로 했고 나머지는 60%는 일반모집
으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특혜였다. 이렇게 해서 선출할 경우 업체 인원 중
업체 경력 10년차, 1년차 등이 있었지만, 원청의 신규 채용으로 하면 1년차이다.

(당시 전환된 수는) 정확히 모르나, 신규가 전체 1,000명 정도이고 이 중에서 업체
인원을 40%로 선출했다고 하면 업체 인원은 300~400명 정도로 추측된다.”(A자동
차 원청 인터뷰).

“발탁 채용은 군산공장에서 시작했고, 외부 충원하는 것은 도리상 아닌 것 같아
직업훈련원(부평, 군산)의 도급근로자와 당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도급 직원이 정규직이 된 인원은 1,000명에 가깝다”(B자동차 원청 인터뷰).

하지만 이것이 통합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강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혹은 정규직 전환체계의 형성은 제조업 전체에서 예외적인 상황5)이고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내부채용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사내협력업체 인원을 줄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내하
청업체 직원으로부터의 부분적 충원은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시장으로 인력을
끌어들이고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의 귀속감을 높여 관리하기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 원청의 의견이다.
“외부 인력들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도급 직원들은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작업 투입이 가능했다. (중략) 채용비용도 적게 든다. 모집
단이 정해져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완전하게 신입을 공개채용하려
면 채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발탁 채용이 노조를 어용화한다고 반대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좋아하는 부분이다‧‧‧‧‧‧ 자기 하청업체에서 발탁이 되면 그 업체가 우수하
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B자동차 원청
인터뷰).
5) 내부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뽑는 채용 관행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개 심층면접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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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간접적인 것인데 업체 대표의 종업원 관리가 나아졌다는 것이다. 업체장
추천이 필수는 아니지만 업체 근무했었다는 업체 확인서를 동봉하니깐, 착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뽑힐 수 있고 정규직을 뽑을 때 원청에 추천해 줄 수
있다. 해태하면 경력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관리하는 데
수월하다는 것이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또한 불법파견 시비 때문에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같은 라인 혹은 유사
업무에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조성재
(2005b)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공정이 아직까지 분리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른 기업에서는 메인라인에 정규직 근로자가, 서브라인
에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투입되지만 이들간의 숙련 차이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투입되는 노동의 내용은 질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업체 종업원에게 물으면 10
명 중 9명이 직영보다 자신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직영 종업원에게 물
어보면 10명 중 6명이 업체 인원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A자동차 원
청 인터뷰).

심지어 라인과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공장을 건설하고 사내하청 노
동자에 의해 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숙련차에 관해서는 크지 않다는
응답이다.
“(공장을 사내하도급으로 운영할 경우)흔히들 말하는 생산품질 문제 등은 없다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시간내 만드는 데 도급의 생산성이 더 높다. 하도급
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과 생산성 문제, 단순업무이며 도급직은 생산량에 의
해 임금이 달라진다.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비용 적고 품질이
같다. 예를 들어 인원이 적은 생산라인에서 직영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도 한
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B전자의 경우 정규-사내하청이 혼합되어 있던 형태를
완전히 바꾸었다. 라인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분리하고 직무 명칭도 변경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중앙통제실을 제외한 공조실은 모두 사내하청업체 직원이 근
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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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비 및 운전관련 노동과정(B전자)

여기서 중앙통제실은 정규직이 근무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온도 및 습도 조절
을 통제하고 각종 기계 및 장비 조작, 수리, 구입 등을 담당하는 상시적이고 핵
심적인 업무이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조실은 중앙통제실과 업무
의 성격은 같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각 공장별로 존재한다. 각종 기계 및
장비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규직과 같으나 중앙통제실보다 책임
영역이 적고 장비 구입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측에서는 책임성에서의 차이를 지적한
다. 또한 기계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아 통제를 하며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중앙
통제실에서 특정 사람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제의 기
술적 방식이 바뀌어도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하청은 근
본적으로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완성차업체와 조선업은 인건비보다는 고용유연성을,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업체와 전자업체는 인건비 절감 때문에 사내하청을 활용한다고 하
였지만 사실상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력의 일부를
형식상으로 분리하고 내용상으로는 결합하는 노무관리 기법은 특정 정보기술
발전과 결합되면서 저숙련-저임금의 기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종에서 채택된 플랫폼 통합과 모듈생산 기술6)은 숙련된
6) 생산시스템의 모듈화란 자동차업체 내·외부의 근접한 장소에서 복수의 부품을 모듈 단위로
조립하여 납품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부품 개발은 부품업체에 위임하고 자동차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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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필요를 떨어뜨리고 부품의 공용화․대형화․외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거의 모든 업무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 역시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되고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최소화한다. 또한 단순
화된 업무를 이유로 노동력 일부의 인건비 특히 사내하청 노동력의 임금을 낮
출 수 있으며 계약해지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사내하청 활용을 통해 로로드
(Low-Road) 친화적인 한국적 B형 전략이 완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Ⅳ. 사내하청 활용 원인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처럼 사내하청 활용방식에 기초한 B형 전략이 구축된 원
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외국과 달리 한국의 사용자들은 사내하청을 선호할까?
“가장 큰 이유는 노동유연성이다. 자동차 특성이 차종간, 물량, 시기별로 상당
히 변화가 있다. 어떤 차종이 잘 되었다가 갑자기 안 되었다가 하기도 하고, 차종간
에도 잘 팔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전환배치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
하다. 업체 인원도 쓰지 못했다면 우리 산업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산업
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노사관계 특성. 삼성이라면 안 쓴다. 우리는 불가피하다. 노
조 때문에. 삼성은 전환배치 가능하고, 차종별로도 가능하다. 업체 인원이 불필요하
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되므로 불가피하다. 두 번째로 처음에는 3D 업종, 직영들이
작업 회피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했다. 인건비 절감이 두 번째 이유이다. 직접 인건
비만 해도 20~30% 이상 절감되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40~50% 절감된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3D 업종이라 정규직 인원들이 그런 일을 선호하지 않았
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요약하자면 전환배치에 반대하는 노조 요인 때문에 고용유연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외부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과 정규직이 험한 일을 싫어한다는
것 등 노조 및 개별 근로자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데 노조가 없거나 노사협력적인 사업장, 즉 전
기획 및 관리 그리고 완성에 집중하게 되며 여기에 다양한 차종을 하나의 라인에서 동시
에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통합이 결합되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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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치가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결코 낮
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의 회사측 응답에서 “삼성이라면 안 쓴다”
고 답변하였으나, 오히려 노조가 없는 삼성은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노조가 있는 기업은 직영 기술인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반대되는 답변
도 있다.
“대우조선은 직영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삼성조선은 상시적으로 구조
조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조정이 없었다. 그래서 사내하도급 업체의 인력변동
없이 쭉 이때까지 이어줬다. 노조 영향도 있었다. 이것이 기업문화이다. 팀장제를
어느 곳에도 시도해 봤을 것인데 다들 많이 실패했다. 보수적인 동양적 문화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면 많이 안 좋은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 안정성을 추구해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다른 업체보다 하도급을 덜 쓴다). 직영기술자들이 많
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A중공업 원청 인터뷰).

또한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주요 조선업체의 사내하청 비중이 공통적으로 증
가하였으며 노조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한 사례는 노조 요인만으
로는 사내하청 활용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
업은 직영 기능인력 대비 사내하도급 인력의 비율이 291.4%로 중공업 평균인
152.9%보다 높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수요변화 특히 정규직이 단순업무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특정 원청 사용자의 경우 “정규직이 간절히 원한다”고 답변하기도 한
다), 노조가 없거나 협력적이어도 사내하청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대답도 충분
하지 않다. 그렇다면 수십년 전부터 사내하청 활용 관행이 있었던 것은 왜인가?
더욱이 업무의 반복성이나 강도가 높아 정규직의 퇴사율이 높은 전자의 경우
정규직을 더 뽑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도급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물론 해고 제약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사한 해고 제약이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는 사내하청을 사용하기보다는 기간제를 활용한다. 따라서 직
접고용 비정규직이 아닌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이유 여전히 블랙박스이다.
여기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내하청이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형태라는 사실이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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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과 같은 간접적인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에 유리하다 해도 노동권과 관련한 제약이나 사회문화적 관행이
있어서 활용하기 어려운데 한국의 경우 그 제한이 없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가
사내하청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행을 제공해 온 것이다. 1970년대 중
화학공업 육성전략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수위탁 관계의 촉진이었다. 도
급의 활성화가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내도급이든 사외도급이든 가릴 필요
가 없다. 그래서 유럽처럼 외주화 특히 사내하도급을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급 조건을 엄격하
게 규정하는 관행이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이나 행정지도 효력이 약하며 불법파견 판정
의 기준이 느슨한 것 역시 사내하도급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불법파
견 판정이 나와도 사내하도급을 그대로 사용한다. 게다가 진정도급으로의 전환
조치를 해도 형식적인 변화일 뿐 내용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진정도급으
로 전환한 사업장의 하청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상적으로는 (하청)업체에서 지휘명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 조반장으
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문제점이 생기면 업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니라, 불량이 생기면 정규직 조반장에게 이야기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불량 물량은
불량 물량의 전체에 계산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라인이 불량 발견, 시정조치는 정
규직이 한다‧‧‧‧‧‧ 일상적 작업지시는 아니나 바로 시정조치는 업체에서 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은 오케이 라인에서는 키퍼를 정규직이 한다. 비정규직 업체 발생문제를
정규직에서 해결 한다”(A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셋째, 기업별 노사관계가 사내하도급의 확산 및 활용에 유리하다. 기업수준의
노동조합 조직화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내부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 외부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기제나 조율기제를 갖지 않는다. 또
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은 외부자 시장을 조직하고 규율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세 가지 원인은 한국에서 사내하청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좀더 주목해야 할 것은 2000년대 이후 사내하청의
비중이 왜 2배 이상 늘었는가이다. 바로 IMF가 사내하청 활용의 마지막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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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인인데 ① IMF를 계기로 정
리해고와 파견이 허용되면서 고용불안정에 직면한 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
이 사내하청 활용을 합의하여 정규직 채용관행을 강제하던 관행이 무너졌다.
② IMF는 기업 모두에게 비용절감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하였으며 그것을 사
회적으로 정당화시켰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여 업무나 숙련의 차이에 따
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임금비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업체와의 계약해
지를 통해 고용조절이 가능하며 원청 내부에 별도의 인사노무관리 인원을 확보
할 필요가 없고 장기 반복적으로 같은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최대 목표가 되는 그 순간 기업의
선택은 보다 분명해진다. 정부가 파견업종을 확대한다 해도 현재의 사내하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견과 같은 규제
조차 없다 보니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한 것이다7). ③ 더군다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여 사내하청을 활용하면 노조 요인까지 회피할 수 있다.
특정 라인을 아예 사외협력업체에 넘겨 버리거나 사내하청 노동자만으로 구성
된 다른 사업장을 만들면 원청 노동조합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또한 1997년 이후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해지고 원청의 단가 인하 압력
이 커진 것 역시 사내하청 활용을 제조업 전체로 확대시킨 요인이다. 단가 인하
압력을 노동자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내하청 활
용에 대한 관심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큰 것이다.
“코일을 ○○○원청에서 받는데 거기서 단가를 올린다. 그 회사의 독점체제이다
보니 단가 올리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경쟁하는 업체도 몇 개 있고 어렵다”(B자
동차철강 원청 인터뷰).

다섯째, 연공적 임금체계의 영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청 대기업의 임
금 비중이 높은 것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사내하청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응답이 많기 때문이다.
7)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 절감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이 원청의 대답이다. “용꼬리이지만
용이기 때문에” 주변 업체들에 비해서 사내하도급의 임금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 직접
인건비 절감효과는 줄어든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점 등 간접적인 인건비 절감효과는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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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은 발생하는데 노동자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사용자가 양보
하면 되겠으나 (자동차)부품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노동 요구를 하거나 전환배치 등을 거부하는 정규직(노조)이 있는 경
우 매우 힘이 든다. 아직은 분배보다는 성장이어야 하는데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가 더 손해를 본다. 대기업과 비교해 보면 협력업체 1차 밴
드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완성차업체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물론 자동차나 조선은 임금형태가 호봉제가 아닌 시급제인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매년 시급을 임금협상에 의해 정기승급분까지 반영하여 올리는 등 사실
연공제적 임금체계를 갖는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비용
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원청으로 하여금 사내하청을 활용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는 기존의 노무관리방식의 ‘경로의존성’이나 업계의 관행을 따라 배우
는 ‘조직적 동형화’이다. ① 업체를 인수하였을 경우 이미 기존에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② 특정 업종에서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업계 전체에서 그와 유사한 노사관계 전략
을 채택하며, ③ B전자처럼 다른 업종의 인사노무관리 방식까지 일부러 벤치마
킹하였다는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따라 하는
것이다.
“○○자동차로부터 인수를 하였는데‧‧‧‧‧‧ 이미 우리가 인수하기 전부터 ○○공장
은 사내협력업체를 이용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 이전부터였는데 2002년 비정규직
용어가 생기면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노사분규를 야기시킨 것처럼 비춰진
면이 있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D자동차 원청 인터뷰).

특히 2000년대 이후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업의 사내하도급을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 업체가 시작한 것이 경쟁력이 있다
고 판명되어 동종 업종에 확대되면 불가피하게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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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자동차, 조선 그리고 전자 업계 사내하청을 공통적으로 활
용하며 사내하청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내하청은 노사관계 전략의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유사분리
형’이며 로로드(Low Road) 친화적인 B형 전략이라는 것도 검토하였다. 한국적
인 예외성인 사내하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노조 요인 등 노동력 공
급 측면만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력 수요와 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정
부 법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규명했다. 특히 노동력의 일부를 분리
하고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저숙력-저임금-저생산성
구조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바로 이것이 사내하청
활용이 지속가능한 대안일 수 있는가를 되묻게 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B형 전
략과 유사분리형이 기업 내부의 숙련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원하청 연대책임에 기초한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내하청은
건설․물류에서의 다단계 하도급과 유사하고 지속적인 노사관계 불안정을 낳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한편 고용불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
건의 질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최근 규
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차별시정의 대상을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으로까지
확대하는 것과 원하청 연대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한 방향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하청 연대책임의 제도화가 보다 바람직하며 현실적인 대안이
라는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원청의 하청에 대한 비공식적 후원이 이미 이루
어지고 있고 이것을 원하청 연대책임의 측면에서 공식화하는 것이 손쉽기 때문
이다.
원청의 사내하청에 대한 후원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우선 원청업체는 직간접
적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급계약시 적절하
게 임금인상분을 반영시키는 한편, 사내하청업체의 부도 등 지불능력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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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을 경우에 대비한 후원을 하고 있다.
“폭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시장 수준보다 더 주려고 하는 등 도급처
우를 잘해 주려고 한다.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직원들에게 신경 써주고 좀더 장기적
인 안목으로 보라고 하고‧‧‧‧‧‧ 간담회를 통해 (하청업체)사장들과 대화하는 편이다.
박하게 줄 경우 그렇게 해서 노사문제가 일어나면 계약해지 1순위이다”(A전자 원
청 인터뷰).

“(하청업체가) 부도나서 나가는 경우에 애로가 있다. 퇴직금 확보가 안 되거나,
기성금이(한 달에 1억 혹은 2억이 될 수 있는데) 종업원에게 지불이 안 될 수 있는
데, 임금채권확보를 위해 퇴직보장보험 등 임보증을 하는 등 책임을 만들어 놓았다.
종업원에게 임금채권 미확보가 안 되도록 확보해 놓았다. 또한 업체 사장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해서 계약을 성사한다. 업주의 금전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과 집
이 있어야 하며 보증보험이나 퇴직보험 등 안정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놓았다”(A자
동차 원청 인터뷰).

“복리후생 부문에서 직영근로자들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면 노사관계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있어서 직영,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맞춰주려고 한다. 사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서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 복지시설, 휴가비, 귀향비 등을 지원하
고 생활용품비 등도 2004년 이후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B
철강자동차 원청 인터뷰).

또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나 내용
적으로는 대처를 하고 있고 고용승계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고용승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법적 책임은 없다. (중략) 적정수준에
서 해결한다. 즉 취업알선이다. 사직을 다 하고 퇴직금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에 신규입사한다. 다만, 경력자로 인정해 준다. 업체들마다 시급은 다 다르나
거의 비슷하다. 1년차 2년차가 시급이 다른 것은, 임금인상을 몇 번 했는가에 따라
시급이 다르고, 업체마다도 시급이 다르다. 4년차의 경우, 신입 시급을 적용해 준
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더불어 도급계약 관리시스템의 정비 및 진정도급으로의 전환 노력을 통해 사
내하청 노사관계를 간접적으로 후원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쟁의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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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일수록 뚜렷하다. 그리고 원청업체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인사노무관리에 대
한 컨설팅을 원청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며 실질적으로 지원하
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보통 업체들이 노무사 등과 자문계약 맺어서 문제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청에
노무관리 부분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기도 한다. 예전에는 7~9월에 단협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업 때문에 불법인지 적법인지 묻는 문의도 적잖이 있었다.
애로가 있을 때에는 가끔씩 질문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에
문의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 쪽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원청에 대해 기술자문이나 협조를 가끔씩 받는다. 가끔씩 법률적인 자문도 얻는
다. 우리가 개별 업체별로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하기는 하지만 원청에 자
문을 얻는다. 주로 노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다. 회사 내에서 노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한다. (노무관리를 어떻게 하나) 예민한 부분이 있어 착오가 없어야 하
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나 잘 안 되면 징계를 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해결한다.
노무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A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인터뷰).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물론 처음 사내하
청 노동조합이 생기고 임단협을 요구하면 교섭 상대가 아니며 사용자성이 없다
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기업은 직장폐쇄와 같은 강경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
만 그것은 초기 현상이다. 또한 예외적이긴 하지만 아예 노조 결성을 후원하여
강경한 다른 노조가 결성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원청이 비공식적인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선다
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쟁의 주도자들
을 채용할 때 원청이 배려를 해주는 경우도 확인된다.
“처음에 그들(쟁의 주도자들)을 채용할 때 원청측이 배려를 많이 해줬다. 협조나
조건을 내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본조와 임원진이 이 부분에 일정한 합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여기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한 것이다”(B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인터뷰).

마지막으로 원청은 정규직 노동조합을 통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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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정규직 노동조합과 사내하청 노동
조합의 조직적 통합을 비공식적으로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사 1노조에 관하여) 회사 내에서도 조직이 통합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비
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를 선택한다면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
청 노조 간의) 조직 통합에 점수를 주고 싶다”(C자동차 원청 인터뷰).

이와 같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원청의 후원을 원하청 연대책임의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몇 가지 남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하
청 연대책임은 사실상 사내하도급을 인정하고 양성화하는 것이다. 불법파견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규제하자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끼치는 효과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원하청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소기업 육성과 대치되지
않으려면 사내하청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
능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원청에서 사내하청업체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것이
공공연한 원칙이라는 사실도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 400~500명 규모로 인원
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관리하지 않는다. 밑
에 바지사장 시킨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대표가 마음으로 팀웍을 구성해나가
야 한다. 그래서 100명 이하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A자동차 원청 인터뷰)

셋째, 사내하청에 대한 규제를 전제한다면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느
냐 하는 문제이다.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파견에 대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도급에 대한 규제를 그에 맞
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강화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급을 규
제한다 해서 파견을 전면 허용한다면 현재의 이중적 노동시장을 고착시키는 것
은 아니냐는 쟁점이 남는다.
넷째, 원하청 연대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사례연구가 필수적이다. 최근
외국에서도 사내하청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비제조업에 사내하
도급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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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법적 규제 이외의 조율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산별적 노사관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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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y are Employers Preferring Indirect Hiring? :
Case Stud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Soo-Mi Eun
This paper focuses a employer's strategy for using indirect hiring in
automobile,

electronics,

and

shipbuilding

industry

and

tries

four

questions: First, Is the current trend of employment toward indirect
hiring in Korea? Second, Comparing the other non-standard employment,
what's the feature of indirect hiring?, Third, Why are employers using
indirect hir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for a decade, the in-house
contract has been principal tendency in manufacturing industry. The
proportion of indirect hiring in the labor force has more than doubled in
the last ten years. Every big companies are preferring indirect hiring,
especially pseudo-separation model regardless of technology or performance
objectiv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is so characteristic of a
Korean business practice. This has been mainly caused by the demand
for labor such as change of personnel management, underselling
competition, IMF impact and the company-level bargaining system has
tightened this tendency.
Keywords : indirect hiring, pseudo-separation, company-level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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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춘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참여와 발언
이 공무원들의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공무원의 업무 관련 발언이 공직
사회의 참여와 노조몰입 사이에 매개역할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공무원참여와 발언은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업무 관련 발언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장 이상
의 직위를 가진 고위공무원에 비해, 일반공무원은 발언과의 관계에서 부(-)
의 영향을 보인다.
둘째,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간, 공무원발언과 노조몰입 간의 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즉 공무원참여와 발언이 강
화되면 조합원들의 노조몰입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노에 비해
공노총과 민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와 발언이 높아지면, 노조몰입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의 공무
원들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무원의 업무 관련 발언이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간의 완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공무원참여가 활성화되
면, 공무원의 발언권한은 높아지고, 이는 공직사회의 노사관계 인식을 높이
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노정 모두는 공직사회의 발전과 공무원의 권
익신장을 위해 단체교섭을 포함한 공무원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
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공무원참여(EI), 발언, 노조몰입

논문접수일: 2008년 8월 11일, 심사의뢰일: 2008년 8월 12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22일
* 본 논문에 대하여 세심하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심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교육원 교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다.
** 한국노동교육원 교수(jcpark@kl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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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2007년 12월 노정 간 헌정사상 최초
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 노사관계는 국내 노사관계가 민간 중심에
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으로 노사관계의 축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계질서에 기반한 관료사회에 있어서 탑다운(top-down) 방식의 의사
결정이 아닌 노정 간 교섭을 통해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공직사회에서는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직사회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변화의 필요성과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
고 있다. 즉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영미에서 추진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NPM)’
가 국내에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참여가 없는 혁신은 조
직의 중장기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단기적 목표인 인력감축 등에 치
중하게 된다는 Brunetto & Farr-Wharton(2005)의 주장처럼,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서비스 접점에 있는 현장 공무
원들의 참여를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의 참여(Employee Involvement : EI)에 대한 논의와 제
도 운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공직사회는 관료제 특성상 상의하달식 방법
인 관계로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에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다. 특히 국
내 공직사회의 ‘참여’에 대한 연구는 공무원들의 권양위임, 능력개발, 공직사회
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연구보다는 ‘참여’의 한 방법인 ‘노사협의회’를 중심으
로 한 몇 편 안 되는 연구가 전부이다. 이에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무원들
의 능력개발과 정책개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대
두되는 시점에 민간부문과 다른 공직사회의 ‘참여’에 대한 논의는 매우 필요하
다 하겠다. 즉 Kato & Morishima(2002)의 주장처럼 노동자참여는 조직 목표와
의 정합성을 달성하고,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인사제도의 보완재로
활용가능한 것처럼, 공무원 노사관계의 변화 가능한 변수로서 현장 공무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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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참여’는 노사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로서 노사 간 입장
차가 매우 상이한 만큼,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민간부문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 중 ‘참여’와 노
동조합에 대한 관계 설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참
여’가 노동조합 대체효과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노조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참여’와 노동조합에
대한 역할 조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참여’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참여와 노동조
합에 대한 태도 간 관계의 인과고리를 확대하기 위해 매개변인들을 모색해 왔
지만, 참여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김동배 2008). 이와 관련해서 김동배(2008)의 주장처럼 공직사회에 있
어서 ‘참여’와 노조몰입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 공무원의 업무 관련 ‘발언’에
대해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자참여
(EI)와 공무원들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노동자참여와
‘발언’이 종속변수인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노동자
참여와 노조몰입 간 ‘발언’의 매개역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
계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의 도출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노동자참여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관계로
공직사회의 ‘참여’가 노사관계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의사대표기제로서
노동자참여와 발언에 대한 선행연구인 김동배(2008), 김동배․배규식․카토
(2007), Freeman & Rogers(2006), 권순식․박현미(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
론적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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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의 참여는 참여의 개념, 참여의 대상, 참여의 적용 등에 있어서
민간부문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직사회에서의 ‘참여’는 공무원 조직
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참여’에
대한 금번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에서의 ‘참여’에 대한 연구 확장을 위한 참여제
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공직사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그 인식과 필요성이 부족
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공직사회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관료제하에
서의 ‘참여’제도 도입이 의사결정이나 그 실행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충분한
합리성을 관철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나 정체를 낳을 우려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훈․배손근․박영범 2005).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의 ‘참여’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료기구의 독자적 기능을 부정
한다든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저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이병훈․배손근․박
영범 2005) 동시에 ‘참여’를 통한 공무원들의 역량개발과 권익신장에 기여함으
로써 행정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의 ‘참여’와 ‘노조몰입’에 대한 관계, ‘발언’
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공직사회에서의 참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공직사회에서의 ‘참여’는 민간부문의 선행연구(Jain &
Jain 1980; Strauss 2006; 이주희․이승협 2005; Guest & Peccei 2001)를 토대
로 참여(EI)를 “공무원 조직의 의사결정 및 운영과정, 근로조건에 노동자, 노동
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박재춘
2008)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쉽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 참여의 용어
를 ‘공무원참여’라 하였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참여는 의사결정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의사결정
참여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의사결정참여제도의 개념이 폭넓고 또 그 형태나
범위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하다(신수식․김동원․이규
용 2008). 즉, 참여제도를 참가 근거, 참가 정도, 참가 수준, 참가 영역, 참가
시기 등으로 구분하는데, 금번 연구에서는 손동희(2007)의 의사결정참여를 바
라보는 노사의 현실적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 의해 효율성 지향 참여1)와 형평성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춘)

몲 163

지향 참여2)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참여’와 ‘노조몰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인 김동배(2008)의 선행연구에
서는 크게 조합원에 대한 연구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는데, 노조몰입에 대한 연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몰입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합
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준실험 설계들이 대부분으로 한 기업 또는 몇
개 이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이 문제해결 집단인 노동자참여 관행
의 도입을 전후해서 또는 노동자참여 관행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노
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참여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으며, 선택 효과와 프
로그램 효과를 구분하려고 노동조합의 참여에 대한 정책변수와 참여프로그램
에 대한 자발적 참여 여부 변수를 활용하였다(김동배 2008).
김동배(2008)는 또한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선택 효과보다
는 긍정적인 프로그램 효과가 발생하며, 그 근거로 ‘이중몰입’을 제시하였다.
Angle & Perry(1986)는 노조가 참여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방관할 경우 보다 관
여할 경우에 노사관계가 더 협력적이므로 이중몰입도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Fields & Thacker(1992)는 노동조합이 참여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조합원과 노조간부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
합원들의 관심사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조합원 만족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동배․배규식․카토(2007)는 노동자참여와 발언 그리고 종업원태도 간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자태
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reeman & Medoff(1984)의 발언과 이탈(voice & exit) 이론을 언급하였고, 고
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이나 노동자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것이 조직성
1) 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함으로써 조직성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설계 및 추진되는 참여제도.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징계나 해고와 관련된 참여, 복
리후생적 노동조건의 개선, 인사고과 등에 관련된 참여.
2) 인간으로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영
참여. 예를 들어 QC, 제안활동, 문제해결팀 등에 관련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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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높이는 다양한 기제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식창출과
정보나 지식공유에 따른 학습촉진, 교차 욕구 충족이나 내재적 보상에 따른 동
기부여 강화, 정보비대칭 문제의 경감과 이해의 일치화, 노동에 대한 선호나 노
동지향성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각의 기제들이 노동자참여
와 종업원태도 및 행위를 연계하는 인과고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노동자참여 및
발언과 종업원태도 간 관계에 대해서는 산발적이지만 매우 다양한 이론이나 모
형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동배․배규식․카토(2007)는 공정성 이론도 노동자참여 및 발언과 태
도 간 관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참여나 발언은 절차공정성 인식을 높임으로써 불만을 줄이고, 신뢰나 몰입을
증진시키며 협력적 행위를 증진시킨다. 절차공정성 연구에서 참여나 발언은 과
정통제 변수로 사용된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과정통제 개념
은 판정이나 의사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공정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도구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Thibaut & Walker 1975). 그러나 이
후의 절차공정성 연구들에서는 과정통제는 결정 결과에 대한 영향과는 무관하
게 절차공정성 인식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Tyler &
Lind 1992). 과정통제는 결정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가치 표출 기능
을 지닌다는 것이다. 나아가 절차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과정통
제가 절차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대인
간 관계적 특성인 중립성, 신뢰, 지위 인정은 과정통제와 절차공정성을 매개하
는 변인으로 밝혀졌다(Tyler & Blader 2000). 즉 과정통제는 상사 또는 기관과
같은 의사결정 주체의 중립성,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신뢰, 의사결정 주체의 해
당 당사자에 대한 지위 인정감을 증가시켜서 절차공정성 인식을 높인다는 것이
다. 이상의 연구들이 결합되면서 최근에는 절차공정성과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협력 행위를 연결시키는 연구모형도 제시하고 있다(Tyler & Blader 2003).
Freeman & Rogers(2006)는 Freeman & Rogers(1999)의 개정판에서 작업장
의사결정에서 노동자들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실증연구
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발언 수준(have)보다는 작업장에서
더욱 더 많은 발언권한, 영향력 및 참여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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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조직의 생산성
을 높이고 더욱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를 통해
노사간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할 수 있다고 하였다. Freeman & Rogers(2006)는
참여에 대한 노사의 주장을 언급하였다. 노동자들은 노사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 노동자 자신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조직, 사용자 임의의 조정보다는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원하며, 법적 다툼보
다는 내부의 대안적 갈등해결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사위원회, 노동조합, 또는 다른 노동자 조직 등
을 통해 권익신장을 향상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반면에 사용자들은 의사결정
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하더라도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Freeman & Rogers(2006)는 노
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노동자의 관여나 영향력 행사
의 현재 수준(have)과 원하는(want) 수준에 대한 실증조사(표 1)를 통해, 노동자
들이 발언(영향력) 행사의 현재 수준과 원하는 수준에 상당한 차가 존재하는 것
을 주장하였다.
권순식․박현미(2006)는 노동자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로서의 노동
조합과 노동자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의사대표기제의 개념을 Hirschman
<표 1> 미국 노동자 발언 격차
발언 격차
중요성(A)

현재보유(B)

평균격차(A-B)

복리후생 결정

60

6

54

임금인상 결정

41

6

35

교육훈련 결정

62

29

33

새로운 기계 및 기술 결정

52

28

24

목표 설정 결정

55

32

23

산업안전 결정

55

35

20

업무 내용 및 방법 결정

76

57

19

일정 계획 결정

42

30

12

55

28

27

평균

자료 : Freeman & Rogers(2006),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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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의 Exit-Voice모델과 Freeman & Medoff(1984)의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Hirschman(1970)은 Exit-Voice모델에서 불만을 가진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 가장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Voice를,
가장 적극적이지만 파괴적인 방법으로 Exit를 소개하고 있다. Voice란 노동자
가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 그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직에게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Exit란 조직에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조직 내에서 이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보다는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거
나 이직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Freeman & Medoff(1984)는 노동자가 Exit와 Voice를 선택해야 할 때 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노동조합이라고 보았으며, 노동조합이 인력공
급 독점형태로서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단점을 가지지만, 노동자로 하여금 Exit
보다는 Voice를 선택케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발적 이직을 줄이고 내부적 기
술 축적 및 몰입을 유도하는 기제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권순식․박현미(2006)는 Hirschman(1970)과 Freeman & Medoff(1984)의 연
구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참여는 노동자의 이직을 억제하는 기제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행위 주체나 행위 방식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 노동자들의 불평이나 갈등 등을 집단적으로
대표하여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공식
또는 비공식 노사협의에서부터 강도 높은 쟁의행위까지 다양한 선택방법을 모
색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참여는 개별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문제를 제
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그
동력을 사용자들의 호의와 의지에 바탕을 두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노
조와 노동자참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순식․박현미(2006)는 노동자 의사대
표기제로서 노조와 노동자참여의 기능을 상호대체적이고 경쟁적으로만 보는
관점에 문제 제기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참여의 상호작용 효과는 대표기제
간 보완성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태도)을 살펴보기 위해 노조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인 김정한(1995), Gordon et al.(1980) 및 김동배․배규식․카토(2007)
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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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et al.(1980)은 노조몰입을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노조몰입의 4가지 구성요인을 언급하였다. Gordon et
al.(1980)의 노조몰입의 4가지 구성요인에 대해 김정한(1995)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에 대한 충성심(union loyalty)으로 조합몰입의 구
성요인 중 조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요인
은 조합원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조합의 수단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 측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감(responsibility to the
union)으로 노동조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으로서의 일상적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려는 의사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을 위해 노력
할 의사(willingness to work for the union)로 노동조합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
거나 조합원으로서 주어진 의무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의사를 의미하고 있다.
넷째, 노동운동 이념에 대한 믿음(belief in unionism)으로 앞의 3요인이 단위노
동조합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 이 요인은 노동운동 이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김정한(1995)은 Gordon
et al.(1980)이 제안한 노조몰입 척도를 수정된(축소 또는 확장) 형태로 대부분
의 노조몰입 연구와 동시몰입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정한
(1995)의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Gordon et al.(1980)의 4요인해 모형 중 노동운
동 이념에 대한 믿음요인을 제외한 3요인해를 수용하여, 30개의 설문 항목 중
15개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노조인식에 대한 김동배․배규식․카토(2007)의 최근 연구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와 발언과 노동조합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조합원들의 노조활
동 참여, 노동조합에 대한 몰입, 노조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 전체 조직에 해
당하는 노조 찬반투표 의향 등 4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김동배․배규식․카
토(2007)는 노동조합에 대한 4개 항목을 사용하여 노동자참여와 발언은 노동조
합 대체효과에 대해 노조활동 참여,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와 몰입과 대체로 정
(+)의 관계가 나타나, 노동조합 대체효과보다는 상호 보완관계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참여와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찬반투표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노조 표본에서는 대체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에 무노
조 표본의 경우 대체로 부(-)의 관계가 나타나 노동조합 대체효과가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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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참여로 인해 불평중재 및 대표기제로서의 위상 및 기능을
잠식당한다면, 당연히 양자간 경쟁적 관계가 설정되어, 노조는 참여에 소극적
이거나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여에 대해 노조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경영성과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삶의 질 등
을 향상시켰을 경우,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부 등을 비롯한 외부 세력에 대해 노동조합의 긍정적 기능
및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노동조합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도 한다(권
순식․박현미 2006). 특히 McCabe & Lewin(1992)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서 조직 내부의 불평중재 체제를 어느 한 가지 기제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
양한 기제를 개발하고, 이에 의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
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합원참여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간의 인과고리를 확대하려는 시도
에서 매개변인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매개변인으로는 조직몰입, 참여에
대한 태도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김동배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업무
관련 발언이 참여와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Chuma, Takao &
Isao 2004, 2005; 김동배․류성민 2006; 김동배 2008)를 따라 업무 관련 ‘발언’
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발전적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구성원인 공무원
들의 노조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사용자측인 정부 역시 공무원들의 노조활동
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
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즉 노조몰입에 참여와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공
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노조몰입에 대한 역할과 그 시사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공무원참여와 발언, 노조몰입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합원의 공무원참여(EI)는 공무원의 발언 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조합원의 공무원참여(EI)는 노조몰입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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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공무원의 발언 수준은 노조몰입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조합원의 공무원참여(EI)와 노조몰입 사이에 공무원 발언 수준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Ⅲ. 실증연구 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는 노동자 대표의사기제를 반영하는 공무원참여(EI) 관련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공무원참여 변수로 손동희(2007)의 노동자참여 유형 중 ‘효율성’
중심의 참여로 ‘제안제도, 현장간담회’, ‘형평성’ 지향의 참여로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법적으로 도입이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5가
지 참여에 대해 활성화 정도를 6점 척도 ‘도입 안됨, 정보제공, 의견개진, 의사
결정 고려, 투표권행사, 노사간 합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성별(남성=1, 여성=0), 직위별(일반직원=1, 계장 이상=0), 학력
별(대졸 이상=1, 전문대졸 이하=0), 노조 상급단체(공노총, 민공노, 전공노) 등
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매개변수인 공무원들의 발언은 Freeman & Rogers(2006)의 8개 변수(복리후
생 결정, 임금인상 결정, 교육훈련 결정, 새로운 기계 및 기술 결정, 목표설정
결정, 산업안전 결정, 업무 내용 및 방법 결정, 일정 계획 결정) 중 공직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 복리후생, 임금인상, 신기술 등을 제외하고, 김동
배․배규식․카토(2007)와 동일하게 ‘업무 내용 및 방법, 목표 설정, 교육훈련,
일정 계획’의 4개 질문을 4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노조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Gordon et al.(1980) 및 김동
배․배규식․카토(2007)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동운동 이념에 대한 믿음 항
목을 제외한 노동조합에 대한 충성심(노동조합에 대한 애착심 정도), 노동조합
에 대한 책임감(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 노동조합을 위해
노력할 의사(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3가지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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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단일 문항으로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2.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통계 패키지인 SPSS 15.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통해 특정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크론바허 알
파)를 검사하였고, 요인분석들을 통해 변수를 구성하는 여러 문항들에 대해 검
증을 실시하였다.

가. 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조합해서 변수들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인위적인 변
수를 만들어 내는 주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성태제 2007), 회전방식은 배리
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이겐 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값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으며,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인 부하량은 그 값이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원태연․정상연 2003).
먼저 매개변수인 공무원 ‘발언’의 타당성분석 결과(표 2),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한 KMO와 Bartlett의 검증 결과 KMO 값이 .851으로서 1에 가깝고
변인들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2558.947
(df=6, p=.000)로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므로 상관 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성태제 2007). 따라서 매개변수인 발언에 대한 요
<표 2> 매개변수(발언) 요인분석표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communality

5-1

0.867

0.751

5-2

0.872

0.761

5-3

0.903

0.816

5-4

0.9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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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속변수(노조몰입) 요인분석표
문항번호
V-100
V-101
V-102

communality
0.769
0.796
0.578

요인부하량
0.887
0.892
0.760

인분석 결과는 4개 설문항목(5-1, 5-2, 5-3, 5-4)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
났다.
종속변수인 노조몰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위한 KMO와 Bartlett의 검증 결
과(표 3), KMO 값이 .663으로서 1에 가깝고 변인들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
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639.227(df=3, p=.000)로서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하므로 상관 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노조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3개 설문 항목(V-100,
V-101, V-102)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신뢰도분석
설문지의 각 항목들과 선행변수들간의 내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은 알파 계수가 0.6 이상
이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려할 때,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개 변수가 0.7967에서 0.9104에 이르는 내적 일치성이 높
게 분석되어 신뢰도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신뢰도분석
변수명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발언

0.9104

노조몰입

0.7967

3.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조사는 한국노동교육원의 2006년부터 2008년도 교육수료생 중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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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6월 15
일까지 46일간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총 958명3)이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설
문 응답률은 약 24.0%에 달하였다.
<표 5> 표본의 특성

성별

소속기관

연령

근속연수

직위

직급

남자
여자
전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10년 이하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전체
일반직원
계장
과장(팀장) 이상
전체
9급 이하
8급
7급
6급
5급 이상
전체

빈도수
760
195
955
387
84
461
932
22
255
450
224
951
182
167
261
160
170
940
669
222
52
943
51
179
238
344
113
925

비율(%)
79.6
20.4
100
41.5
9.0
49.5
100
2.3
26.8
47.3
23.5
100
19.4
17.8
27.8
17.0
18.1
100
70.9
23.5
5.5
100
5.5
19.4
25.7
37.2
12.2
100

3) 당초 우편 설문 마감 기한이 5월 30일(회수 603매)이었으나, 추후 우체국에서 최종 취합
한 도착분은 6월 15일까지 총 958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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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계속
빈도수
171

비율(%)
18.1

전문대졸

146

15.4

대졸

503

53.2

대학원 이상

126

13.3

전체

946

100

둘다 존재

99

10.4

노동조합

629

66.3

직장협의회

170

17.9

51

5.4

고졸
학력

노조/직장협의회
유무

없음

949

100

조합원

545

59.8

비조합원

288

31.6

직장협의회 조합원

79

8.7

전체

912

100

공노총

217

38.5

민공노

106

18.8

전공노

153

27.1

상급단체 없음

50

8.9

기타

38

6.7

564

100

전체

조합원 유무

상급단체

전체

본 연구에 활용한 표본의 특성은(표 5) 남자가 760명(79.6%), 여자는 195명
(20.4%)이었으며,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87명
(41.5%), 광역자치단체는 84명(9.0%), 지방자치단체는 461명(49.5%)이다. 설문
에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은 30대 이하 277명(29.1%), 40대는 450명(47.3%), 50
대 이상은 224명(23.5%)이다.
공무원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10년 이하가 182명(19.4%), 11~15년이 167명
(17.8%), 16~20년이 261명(27.8%), 21~25년이 160명(17.0%), 26년 이상이 170
명(18.1%)로 나타났으며, 직급은 9급 이하가 51명(5.5%), 8급이 179명(19.4%),
7급이 238명(25.7%), 6급이 344명(37.2%), 5급 이상이 113명(12.2%)이며, 직위
로는 일반직원이 669명(70.9%), 계장이 222명(23.5%), 과장(팀장) 이상이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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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171명(18.1%), 전문대졸이 146명(15.4%), 대졸이 503명
(53.2%), 대학원 이상이 126명(13.3%)으로 대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629명
(66.5%)에 달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유무에 있어서 노동
조합만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은 629명(66.3%), 직장협의회만 있는 조직은 170
명(17.9%), 2개 모두 존재하는 조직이 99명(10.4%), 미설치 조직이 51명
(5.4%)이다. 노조 조합원 유무로는 노조 조합원이 545명(59.8%), 비조합원이
288명(31.6%), 직장협의회 조합원이 79명(8.7%)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의 상급단체에 있어서는 공노총이 217명(38.5%), 민공노가 106명(18.8%), 전
공노가 153명(27.1%), 상급단체가 없는 조직이 50명(8.9%), 기타가 38명(6.7%)
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가설 1 검증 : 공무원참여(EI)와 발언
공직사회의 공무원참여와 발언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공무원참여와 공무원의 업무관련 ‘발언’과의 관계에 있어서
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직사회에서의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발언수준은 높아
진다는 것이다. 또한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성별․학력별․노조 상급단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직위별에 있어서는 계장 이상의 공무원에 비해
일반공무원들은 공무원참여와 발언수준에 있어서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재은․곽금희․변성수(2004)의 공무원참여
의 장애요인 － 인사상 불이익,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참여프로그램의 부족, 정
책 및 의사결정에 미반영 등 － 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참여(EI)와 발언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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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무원참여와 발언
발언

B

S.E.

표준화 계수

(상수)

1.833*

.139

남성

.039

.067

.026

일반직원

-.373*

.071

-.234

대졸 이상

.0011

.057

.008

공노총

.095

.061

.074

민공노

-.017

.076

-.010

.033

.292

참여수준

.219*

2

R

.152

F

13.383*

주 : * p<0.01, ** p<0.05, *** p<0.1

2. 가설 2 검증 : 공무원참여(EI)와 노조몰입
공직사회의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표 7),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참여의 활성화는 조합원들의 노조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이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김동배(2008)4)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
다. 즉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참여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직위별을 제외한
성별․학력별․노조 상급단체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조 상급단체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는 전공노에 비해 공노총과
민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공무원참여가 노조몰입에 더 높은 정(+)의 관계에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공무원들은 대졸 미만의 공무원
들에 비해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참여와 노조몰입 간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4) 한국노총 산하 전기전자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노동자참여와 노조
몰입은 정(+)의 효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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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노조몰입

B

S.E.

표준화 계수

(상수)

2.476*

.134

남성

.307*

.065

.208

일반직원

.069

.069

.045

대졸 이상

-.150*

.055

-.120

공노총

.354*

.059

.286

민공노

.224*

.074

.145

.032

.108

참여수준

.078**

R2

.149

F

13.113*

주 : * p<0.01, ** p<0.05, *** p<0.1.

3. 가설 3 검증 : 발언수준과 노조몰입
공직사회의 업무관련 발언수준과 노조몰입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 발언수준과 노조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
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무원
들의 업무관련 발언수준이 높을수록 조합원들의 노조몰입은 높아진다는 것이
다. 또한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직위별을 제외한 성별․학력별․노조 상급단체
<표 8> 발언수준과 노조몰입

(상수)
남성
일반직원
대졸 이상
공노총
민공노
발언수준
2
R
F

B
2.476*
.252*
.083
-.219*
.402*
.291*
.108*

주 : * p<0.01, ** p<0.05, *** p<0.1.

노조몰입
S.E.
.134
.059
.064
.050
.054
.067
.039
.171
18.652*

표준화 계수

.169
.054
-.172
.317
.186
.114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춘)

몲 177

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조 상급단체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는 전공노에 비해 공노총과 민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발언수
준과 노조몰입에 더 높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공무원들의 경우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발언이 노조몰입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 3 역
시 지지되었다.

4. 가설 4 검증 :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발언
공직사회에 있어서 독립변수(공무원참여)와 종속변수(노조몰입) 간 공무원의
‘발언’이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
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5)을 실시하였다
(표 9).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가설 1의
검증으로 확인하였으며, 2단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노조몰입) 관계 역시 가
설 2를 통해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의 관계
역시 가설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3단계에 있어서 독립변수의 효과
가 2단계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작으므로 매개변수의 역할을 검증하였으며,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적이지 못하므로 공직사회의 공무원 참여수준과 노조몰입에서 공무원
의 발언수준에 대한 가설 4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배(2008)6)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보이고 있다. 김
동배(2008)의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발언’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데
5) 3단계 매개회귀분석
- 1단계 :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에 회귀, 2단계 :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회귀, 3단계 : 종속변
수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동시에 회귀.
- 1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2단계의 회귀분석
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
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회귀분석에서 보다 2단계 회
귀분석에서 더 클 경우 매개변수의 역할이 검증.
-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유의적이지 못하
면,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유의적이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
6) 한국노총 산하 전기전자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노동자참여와 노조
몰입 사이의 ‘발언’은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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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무원참여와 발언, 노조몰입
종속변수 : 노조몰입

1단계
종속변수 : 발언수준

2단계

3단계

(상수)

1.833*

2.476*

2.300*

남성

.039

.307*

.312*

일반직원

-.373*

.069

.104

대졸 이상

.011

- .150*

- .145*

공노총

.095

.354*

.349*

민공노

-.017

.224*

.229*

.078**

.052

참여수준(독립변수)

.219*

발언수준(매개변수)
2

.096**

R

.152

.149

.160

F

13.333*

13.113*

12.160*

주 : * p<0.01, ** p<0.05, *** p<0.1.

반해,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사이의 ‘발언’은 완전매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직사회에 있어서 ‘참여’와 ‘노조몰입’에 있
어서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발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금번 연
구를 통해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무원참여’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있어서 참여
와 노동조합은 상호 대체관계가 아닌 양립가능 내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연구 결과와 한계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노사관계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
점에서 공무원참여와 발언이 공무원들의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과
의 대체관계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공무원의 업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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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이 공직사회의 참여와 노조몰입 사이에 매개역할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공무원참여와 발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설 1의 검증을 통해 공무원
참여와 발언은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공직사회의 참여가 활성
화될수록 업무관련 발언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고위공무원에 비해 일반 공무원은 발언과의 관계에서 부(-)의 영향을 보인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재은․곽금희․변성수(2004)의 공무원참여의 장애요인
－ 인사상 불이익,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참여프로그램의 부족, 정책 및 의사결
정에 미반영 등 －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을 반
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간, 공무원발언과 노조몰입 간 관계에 있어서
는 가설 2와 가설 3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즉 공직사회의 ‘참여’와 ‘발언’이 강화되면 조합원들의 노조몰입 역시 높아진다
는 것이다. 또한 전공노에 비해 공노총과 민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와 ‘발
언’이 높아지면 노조몰입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의 공무원들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 간 발언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공무원의
업무관련 발언이 완전매개역할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공무
원참여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의 발언권한은 높아지고, 이는 공직사회의 노사관
계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표 10> 공무원참여와 노사관계, 노동조합과의 관계(종합)
가설의 내용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공무원참여와 발언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 : 일반공무원(-)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은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 : 남성(+), 대졸 이상(-), 공노총(+), 민공노(+)
공무원발언과 노조몰입은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 : 남성(+), 대졸 이상(-), 공노총(+), 민공노(+)
공무원참여와 노조몰입간 발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
지지

지지

지지
완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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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참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대체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노정 모두는 공직사회의 발전과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단체교섭
을 포함한 공무원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언급하고 향후 이와 같은 한계를 극
복하여 보다 공직사회의 발전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첫째, 공직사회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초기인 관계로 독립변수로 사용한 공
직사회의 참여제도에 대해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민간부문에서 활
용되고 있는 참여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공직사회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
는 데 한계를 지니며, 민간부문의 참여제도 중 5개 제도만 선정하여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측정한 것은 대표성 문제와 다른 많은 참여제도의 효
과성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노조몰입을 사용하였으나, 공직사회의 노조
몰입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였으며, Gordon et al.
(1980)의 노조몰입 측정 도구를 항목별로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신뢰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바, 향후 종속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지를 통해 보다 신뢰성
과 타당성이 높은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연구 표본과 관련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본 연구가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행정부처․광역 및 지방자치단
체를 포괄하는 즉,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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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e Involvement(EI), Voice and Union Commitment
in the Officialdom
Jae-Chun Park
At this moment that importance of public servants’ labor relations
become intensified in the overall domestic labor relations, this article
reports on whether EI and Voice in the officialdom have an effect on
union commitment of public servants and also investigates whether
official’s voice about jobs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EI and union
commitment.
First, by testing the hypothesis 1 about EI and Voice, their relation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That is, if EI in the officialdom
becomes activated, the level of voice about jobs also becomes higher.
But except high-level officials who are above assistant director, the
lower rankers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Voice.
Secondly, the hypothesis 2 and 3 about EI, Voice and union
commitment was concluded statistically positive. That is, if EI and
Voice become strengthened, the level of union commitment also becomes
higher. In addition, compared to the public servants from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those

from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FGE) and Korea Democracy Employees' Unoin
(KDEU) make stronger union commitment as the level of EI and Voice
becomes higher. When it comes to the level of education, public
servants with college degree or more have a negative.
Thirdly, as a result of testing the mediating role of Voice between EI
and union commitment, official’s voice about jobs is verified playing a
complete mediating role. Therefore, if EI in the officialdom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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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d, the right to speak of public servants becomes stronger and the
recognition of public servant’s labor relations also does.
As a result, in the officialdom, EI and union are in the supplementing
relations. Based on this finding, government and union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EI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and set up a system
in order to advance the civil service and strengthen rights and interests
of public servants.
Keywords : employee involvement(EI), voice, union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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